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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노출되는 표적의 식별과 부적 반복효과에

지각부하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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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부하 이론(Lavie, 1995)에 따르면 지각부하가 높을수록 방해자극의 영향이 감소한다. 지각부하를 다룬 

연구들은 문자열에서 표적 문자의 탐지에 걸린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Eriksen과 Eriksen(1974)의 측면자극 과

제(flanker task)를 주로 사용하였다. 한편, 순간 노출되고 사라진 문자열 중 보고해야 할 표적이 후단서로 지

시되는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는 부적 반복효과(negative repetition effect; NRE)가 관찰된다. 이 효과는 나

란히 제시된 두 문자가 서로 다른 경우보다 동일할 때, 표적의 식별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는 정보처리의 초기지각 단계와 관련한 처리 과정을 잘 보여준다. 본 연구는 지각부하가 후

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표적의 정확 식별률과 NRE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각부

하는 후단서에 의한 강제선택 대상인 두 문자(표적 후보) 사이에 삽입되는 제3의 문자의 유사성(실험 1; 

‘ㄹ’, ‘ㅅ’, ‘․’)과 개수(실험 2; 0개, 2개-왼쪽 대각선 배치와 오른쪽 대각선 배치, 4개, 실험3; 2개, 4개)로 

조작했다. 실험 1에서 NRE의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지각부하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NRE가 유의하였으며, 지각부하는 유의하였으나, NRE와의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3은 부하자극

의 위치 변동성을 도입하여 강화된 지각부하의 수준에 따라 NRE가 변화할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였는데, 

지각부하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순간 노출된 표적에 대한 분리주의과정으로 인해 

지각부하가 지각 정보처리의 초기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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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정보처리과정에서 주의 선택이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는지는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초기 

선택론자들(예, Broadbent, 1958)은 입력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초기에 주의 선택이 일어나며, 선

택되지 않은 정보는 더 이상 처리되지 않고 반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

를 예시하기 위해 칵테일파티효과를 드는데, 이것은 시끄러운 장소에서 주의를 기울인 상대방의 

말 외에 다른 것은 들리지 않는 현상이다. 반면에 후기 선택론자들(예, Deutsch & Deutsch, 1963)

은 입력 정보에 대한 의미적 처리가 일어난 이후에 주의 선택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한편 Lavie와 Tsal(1994)은 위 논쟁을 지각부하(perceptual load)라는 개념을 통해 접근하였다. 이

에 따르면 자극 배치와 과제에 따라 요구되는 지각부하 정도가 다른데, 참가자가 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처리가 쉽지 않은 경우는 지각부하가 높은 경우이다. 이때 관련 정보의 처리에 많은 주

의가 할당되기 때문에, 여분의 주의가 얼마 없으므로 과제와 무관한 정보들은 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관 정보들은 처리되지 않고 표적만 처리되는 초기선택이 나타난다. 반면, 지각부하가 

낮은 경우에는 과제 관련 정보들을 처리하고도 주의용량이 남아 있으므로 인접하는 과제 무관 

정보도 처리될 수 있다. 그 결과 무관 정보가 표적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즉 후기 선택을 지

지하는 결과가 얻어진다. 

Lavie(1995)는 지각부하 이론을 입증하는 데 Eriksen과 Eriksen(1974)의 측면자극 과제(flanker task)

를 사용했다. 원래의 측면자극 과제에서 표적은 좌우의 방해자극 가운데 함께 제시되고, 참가자

는 표적의 정체를 식별하여 선택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 참가자는 ‘ㄷ’ 혹은 ‘ㄹ’이 제시되면 

왼쪽 단추를 누르고, ‘ㅋ’ 혹은 ‘ㅂ’이 제시되면 오른쪽 단추를 누르도록 지시 받는다. 표적이 

‘ㄷ’일 때 좌우의 방해자극은 표적과 동일하거나(예, ‘ㄷ’) 동일하지 않지만 같은 반응에 할당된 

것(예, ‘ㄹ’; 일치 조건)이거나, 반대 반응에 할당된 것(예, ‘ㅋ’ 혹은 ‘ㅂ’; 불일치 조건)이 될 수 

있다. 흔히 불일치 조건에서 표적의 반응시간이 일치 조건의 반응시간보다 긴 결과가 나타나는

데 이를 측면자극 효과(flanker effect)라고 한다. 이는 주의할 필요가 없는 방해자극이 표적의 처

리와 반응과정에 영향을 준 결과로 해석된다.

Lavie(1995)는 측면자극 과제에서 지각부하를 조작하기 위해, 표적과 방해자극 외에 (반응이 할

당되지 않는) 제3의 부하 자극을 표적과 함께 제시하였다. 예컨대 실험 1에서 낮은 부하 조건에

서는 표적과 방해자극만 제시되었고, 높은 부하 조건에서는 방해자극 외에 5개의 부하(비표적) 

자극과 더불어 표적이 제시되었다. 높은 부하 조건의 표적 식별 반응시간이 낮은 부하 조건의 

표적 식별 반응시간보다 더 빨랐는데, Lavie는 이 차이를 지각부하가 야기한 처리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였다. 지각부하 이론이 예언하는 대로, 방해자극의 효과(측면자극 효과)는 높은 부

하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낮은 부하 조건에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과제와 무관한 정보

의 처리가 지각부하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높은 부하 조건에서는 초기 선택이 일어나고,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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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조건에서는 후기 선택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Lavie(1995)의 지각부하 이론은 많은 후속 연구로 지지되었으나(Forster & Lavie, 2007, 2008; Lavie 

& Cox, 1997), 최근에는 이에 상반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Tsal, & Benoni, 2010). 예컨대 

Cosman, Mordkoff, 및 Vecera(2016)은 측면자극이 표적과 상관되도록 하였을 때, 고 지각부하 조건

에서도 측면자극 효과가 관찰되는 결과를 얻었다. Weissman, Drake, Colella, 및 Samuel(2018)은 고 

지각부하 조건에서 측면자극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순차 일치성 효과(congruency sequence 

effect; CSE)의 분석을 통해 방해자극이 처리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개념적인 분석을 통해, 

Benoni와 Tsal(2013)은 지각부하 설명이 사실상 과제와 관련된 정보(즉, 비표적 정보)의 특성에 따

라 주의용량의 할당이 달라짐을 가정하는데, 이것은 과제 관련 정보의 정체(의미) 처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함축하므로, 사실상 초기 선택을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고 

지각부하 조건에서도 방해자극이 어떤 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Lavie(2010)는 이러한 경험적 증거들과 개념적인 주장에 대해 부하가 야기되는 정보처리과정 

유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부하가 작업기억과 관련된 집행 통제 기능

(executive control function)과 같은 처리 과정에 주어질 경우, 본래 지각부하 효과와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Lavie, 2005; Murphy, Groeger, & Greene, 2016). 처리의 우선순위에 관여하는 집행 

통제 기능에 부하가 주어질 경우, 본래 억제를 하고 있던 과제와 무관한 자극들을 더 이상 

억제하기가 어려워진 결과로 과제 수행이 방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Lavie, Hirst, de Fockert, 및 

Viding(2004)은 지각과정에 부하를 야기하는 조건(지각부하)과 작업기억에 부하를 야기하는 조건

(인지부하)을 구별하고 두 부하 유형의 상이한 방해자극 효과를 관찰했다. 또한 Burnham(2010)은 

지각부하가 높은 조건에서도, 동시에 작업기억 부하가 주어지면, 표적 검색에서 방해자극의 주

의포획 효과가 관찰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지각부하의 효과를 논의할 때, 인지부하의 영향

을 구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Murphy et al., 2016). 

대부분의 지각부하 연구들은 측면자극 과제를 지각부하 이론을 검토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측면자극 과제 혹은 이와 유사한 반응경쟁과제에서 반응시간은 지각 및 주의과정을 반영하는 

것 못지않게 반응과정을 많이 반영한다. 측면자극 과제에서 표적과 방해 자극은 비교적 오랫동

안 제시되고 방해자극에 대해 활성화된 반응이 표적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Eriksen 

& Schultz, 1979), 종종 나중에 제시된 정보도 표적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예, Stroop 간섭의 

경우, Glaser & Glaser, 1982 참조). 문자열 지각에 대한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Santee와 Egeth(1982)

는 측면자극 과제는 반응경쟁과 같이 정보처리의 후기에 속하는 반응과정의 특성을 잘 반영하

는 반면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다음 문단)로 대표되는 정확률 측정 과제는 초기 지각과정의 성

질을 더 잘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post-cueing forced choice task; 그림 1 참조)에서 흔히 두 자극(예, ‘ㄷ’, 

‘ㅋ’)으로 된 자극판이 순간 노출되는데, 참가자는 자극판이 차폐된 이후에 후단서가 가리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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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의 표적을 식별해야 한다(Bjork & Murray, 1977; Egeth & Santee, 1981). 자극판의 제시시간은 

두 자극을 식별하는 정확률 평균이 75% 내외가 되는 시간으로 결정되는데, 참가자는 우연 수준

보다 약간 더 나은 수준으로 표적을 식별한다. 이 과제는 정확률을 측정하므로 참가자는 빨리 

반응을 결정할 필요가 없는 대신에, 정확 식별을 위해서는 제시된 자극들의 특징들에 민감해져

야 한다. 이 과제에서 비교적 일관적으로 관찰되는 흥미로운 결과는 두 자극이 상이한 자극판

(예, ‘ㄷ ㅋ’)보다 동일한 자극판(예, ‘ㄷ ㄷ’)에서 표적(‘ㄷ’)을 식별하는 정확률이 떨어진다는 것

이다. Bjork과 Murray(1977)는 이를 반복문자 열등효과라고 부르고, 초기 지각과정에서 두 자극에 

있는 동일한 물리적 특징의 처리가 상호 억제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특징억제모형

(feature-specific inhibitory model)을 주장했다. 도형이나 기호에서도 같은 현상이 관찰되므로, Kwak, 

Kim 및 Park(1993)은 이를 부적 반복효과(negative repetition effect; NRE)라고 명명하고 자극판에 있

는 어느 한 자극의 주의 포착이 그 상대편의 처리에 억제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하였다(더 

자세한 개관은 Park, 2012 참조).

이상에서 보듯이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는 측면자극 과제보다 초기 지각과정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측면자극 효과는 측면자극이 표적과 동일하지 않아도 같은 반응에 할

당되면 발생하지만, 부적 반복효과는 자극속성의 사소한 차이도 반복효과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Kwak et al., 1993). 측면자극 과제에서는 자극판이 오랫동안 제시되므로 측면 자극이 활성화시

킨 일치 혹은 불일치 자극이 반응 과정에 촉진 또는 억제를 일으킬 수 있다. 측면자극 과제의 

경우와 달리 순간 노출된 자극판에서 참가자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자극들을 식별해야 하므로 

각 제시 위치에서 두 자극의 변별에 도움 되는 특징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게다가 참가자가 

표적을 계속 정확히 맞히면 자극판의 노출시간은 식별역 수준을 유지하도기 위해 짧아지므로, 

참가자는 계속 두 자극의 식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상황은 높은 지각부하로 

인하여 주의가 소진되어 더 이상 제3의 부하 자극을 처리할 여분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과 유

사한데, 지각부하 이론에 따르면, 초기선택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다. 그렇다면 후단서 강제선

택 과제에서 지각부하로 인한 초기 대 후기 선택의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순간노출 상황에서도 제3의 부하 자극에 대한 주의가 주어진다면, 일종의 측면자극 효과가 관

찰될 가능성이 있다. Park(2013)은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두 표적 위치(표적은 후단서로 지시

됨) 사이에 제3의 방해(비표적)자극을 제시했다. 이때 제3의 방해자극은 표적 위치에 제시되지 

않고 또한 결코 표적으로 지시되지 않음에도, 후단서로 지시된 표적의 처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로부터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제3의 부하 자극 조작이 NRE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을 도출할 수 있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제시되는 두 개의 자극(표적 

후보) 사이에 지각부하를 조작하여, 후단서로 지시된 표적의 정확 식별률 및 이로부터 도출되는 

NRE에 대한 지각부하의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만일 높은 지각부하로 인해 초기 선택이 일어

난다면, 표적 후보 중심의 처리가 일어나고 그 결과 정확 식별률은 증가하는 반면, NRE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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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 험 1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지각부하를 조작하기 위해 자극판에 과제 수행과 무관한 제3의 자

극(부하 자극)을 추가했다(그림 1 참조). 두 개의 가능한 표적(표적 후보)이 출현하는 위치에 주의

를 유도하는 주의창(작은 네모)이 먼저 제시되었다. 실험 참가자는 주의창 위치에 나타나는 표적

에는 주의하되, 그 사이에 제시되는 부하 자극에는 주의할 필요가 없다. 낱자의 위상적 속성과 

획수 등에서 차이가 별로 없는 ‘ㄷ’과 ‘ㅋ’을 표적(후보)로 선택하였다. Lavie와 Cox(1997)는 지각

부하를 조작하는 데 표적과의 유사성이 낮고 획일적인 문자들 조건과 유사성이 높고 다양한 문

자들 조건을 비교했는데, 이를 참고하여 실험 1의 부하 자극들로 표적들(‘ㄷ’, ‘ㅋ’)과의 유사성과 

획수에서 정도가 다른 ‘ㄹ’, ‘ㅅ’, 및 ‘•’을 선택하였다. 부하 자극이 표적과 유사할 때 지각부하

가 더 클 것으로 가정했다. 또한 획수가 많을수록 자극에너지가 커져 무시하기 위해서 더 강한 

주의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래서 부하 자극이 ‘•’인 조건보다 ‘ㄹ’ 혹은 ‘ㅅ’인 

조건에서 표적 식별의 정확률이 증가하고 NRE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참가자

나안 혹은 교정시력이 0.7 이상인 전북대학교 학생 20명이 실험 1에 참가하였다. 참가자 중 

남자는 10명(평균 연령, 24.6), 여자는 10명(평균 연령, 21.2)이었다. 이들은 사전에 실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다. 연구계획은 전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2019-08-006-001)을 받았으며, 

참가자는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고 실험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는 실험 참가의 대가로 소정의 상

품 쿠폰을 받았다.

기구

Psychopy 3.1.3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자극들은 CRT 컬러 모니터(주파수 85hz)로 제

시했다. 참가자는 모니터 화면에서 약 60cm 떨어져 앉았으며 마우스의 좌, 우 단추를 눌러 반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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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표적들로 사용되는 두 문자는 ‘Arial’ 폰트의 ‘ㄷ’과 ‘ㅋ’이었다. 표적 후보(후단서에 의해 표적

으로 지시될 수 있는 자극들)는 그림 1의 좌, 우 상자 위치에 제시되었는데, 두 표적 후보의 정

체가 같은 일치하는 반복 조건의 자극판과 두 정체가 서로 다른 비반복 조건의 자극판이 있었

다. 표적 후보들은 초점의 좌, 우로 각각 0.6° 떨어져 제시되었다. 표적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모

두 0.6°이었다. 표적 후보가 제시되기 전 먼저 제시되는 사각형 주의창은 가로와 세로가 모두 1°

인 파란색 테두리의 사각형이었다. 테두리 내부는 배경색과 동일했다. 사각형 테두리의 길이는 

0.8 픽셀이었으며, 주의창은 초점으로부터 0.6° 떨어진 위치에서 제시되었다.

(그림 1) 실험 1, 2, 3의 절차. 둘째 자극판의 작은 상자(주의창)는 표적 후보가 제시되는 위치를

표시한다. 넷째 자극판의 가운데 문자(‘ㄹ’)는 부하 자극이다. 마지막 자극판에 있는 작은 삼각형은

참가자가 그 정체를 보고해야 할 표적의 위치를 가리킨다.

부하 자극인 ‘ㄹ’, ‘ㅅ’, 및 ‘•’ 중 하나가 표적 후보 사이의 공간에 제시되었는데, 수평 정렬

을 피하기 위해 표적 후보보다 0.05° 정도 위에 제시되었다. 표적 후보는 진한 회색이었으며, 부

하 자극은 표적 후보보다 조금 더 진한 회색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부하 자극이 표적 후보와 구

별되고 좀 더 현출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적 후보의 잔상을 지우는 무선점 차폐는 

매시행 갱신되었으며, 가로 × 세로가 6° × 2°인 사각형이었다. 후단서로 쓰인 삼각형은 왼쪽 아

니면 오른쪽 표적 후보 아래로 1.5° 떨어진 위치에 제시되었으며, 그 너비와 높이는 모두 0.5°이

었다.

절차

실험 1의 절차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440Hz의 신호음과 십자가(+) 초점이 각각 

200ms, 400ms 동안 나타났다. 초점이 사라진 후, 주의창이 500ms 동안 나타났고 이후 차폐가 

200ms 동안 제시되었다. 그 다음 표적 후보와 부하 자극을 포함한 자극판이 연습시행을 통해 미

리 설정된 노출시간(식별역) 동안 제시되었고, 차폐에 의해 지워졌다. 차폐와 동시에 후단서가 

제시되었고 참가자는 후단서가 가리키는 좌 혹은 우 위치에서 직전에 나타난 표적의 정체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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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여 마우스 단추로 반응해야 했다. 후단서의 제시위치는 역균형화되었다. 표적이 ‘ㄷ’이면 

마우스의 왼쪽 단추를, ‘ㅋ’이면 오른쪽 단추를 누르되, 가급적 정확하게 보고 단추를 천천히 

누르도록 지시했다. 반응 후 다음 시행이 시작하기 전에 300ms의 휴지가 있었다. 참가자는 좌, 

우 주의창 위치에만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운데 나타나는 부하 자극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실험블록들 사이에는 휴식시간이 있었으며, 참가자가 준비되면 다음 블록이 진행했다. 블록 

내 여러 조건의 시행들의 순서는 무선이었다. 직전 블록의 정확률을 고려하여 다음 블록의 노출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도록 조정했다. 총 6개 실험블록이 사용되었으며, 각 블록의 시행 수

는 24회였다. 실험 소요 시간은 연습시행을 포함하여 약 25분이었다. 

실험블록을 진행하기 전에 연습을 겸한 역 측정시행이 있었다. 역 측정시행에서 참가자 반응

의 정오가 모니터 화면에 메시지로 제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 반응의 정오를 확인하면서, 전

반적인 정확률이 75% 내외가 되도록 단계법을 써서 자극판의 노출 시간을 조정하였다. 75%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때의 식별역 수준이다. 본 연구는 각 참가자의 전반적 정확률이 62% ~ 

87% 사이에 들어가면, 유효한 자료로 보았다. 

설계

두 표적 후보로 구성된 자극판은 반복(repetitive) 또는 비반복(alternative) 조건으로 구별된다. 두 

표적 후보 사이에 제시되는 지각부하 자극은 고부하(‘ㄹ’), 중부하(‘ㅅ’), 저부하(‘•’) 조건으로 구

별된다. 표적의 정체는 ‘ㄷ’이거나 ‘ㅋ’이었다. 표적의 제시 위치는 자극판의 왼쪽 혹은 오른쪽이

었다. 변인들은 모두 참가자 내 변인이었으며, 한 실험블록은 자극판(반복, 비반복) × 지각부하

(고, 중, 저) × 표적 정체(‘ㄷ’, ‘ㅋ’) × 표적 제시위치(왼쪽, 오른쪽)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자료분

석에서 표적의 제시위치별 자료는 합산(pooling)되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1에서 자극판의 평균 노출시간은 49.1ms였다. 평균 정확률은 75.3%였다. 자극판 조건과 

지각부하 수준에 따른 정확률은 그림 2에 그려져 있다.

반복(repetitive) 조건의 정확률에서 비반복(alternative) 조건의 정확률을 뺀 값을 반복효과

(repetition effect)라고 하는데,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이 값이 주로 부적으로 관찰되므로 그 

차이 값을 NRE라고 한다. 실험 1에서 표적 후보가 동일한 자극판(예: ‘ㄷㄷ’, ‘ㅋㅋ’)이 그렇지 

않은 자극판보다 정확률이 4% 더 낮았는데, 이 차이(NRE)는 관행적인 .05 유의수준보다 살짝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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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값을 낳았다, F(1, 19) = 4.077, MSE = 238.731, p = .058.

표적 정체가 ‘ㄷ’일 때(68.1%)보다 ‘ㅋ’일 때(82.%)일 때, 정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F(1, 19) 

= 22.929, MSE = 535.514, p < .001. ‘ㅋ’에 있는 T-형 정점이 지각적으로 비교적 현저하였거나 

가운데 짧은 수평선이 주의 집중에 더 유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부하 조건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F(2, 38) < 1. 그 외의 상호작용들, 자극판 × 지각부하, F(2, 

38) < 1, 자극판 × 표적 정체, F(1, 19) < 1, 지각부하 × 표적 정체, F(2, 38) < 1, 지각부하 × 

자극판 × 표적 정체, F(2, 38) < 1, 등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NRE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NRE는 유의한 경향을 보

였다. NRE가 작은 것은 실험 1의 자극 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를 보면, 중부하 조

건(‘ㅅ’ 부하 자극)에서 NRE가 작다. 표적이 ‘ㅋ’일 때 반복 조건(‘ㅋㅅㅋ’)의 정확률은 82.9%이고 

비반복 조건(‘ㅋㅅㄷ’)의 정확률은 82.5%로 나왔는데, 다른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반복 조건이 

매우 잘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중부하 조건에서 NRE가 관찰되지 않았고, NRE의 전

체 평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가 얻어진 한 가지 이유는, 이 조건의 자극판

이 의도치 않게,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소위 표정 문자와 닮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표정 문자

는 기분 등을 나타내기 위한 문자 조합인데, 예컨대 ‘ㅇ ㅅ ㅇ’나 ‘ㅠ ㅅ ㅠ’처럼 가운데 ‘ㅅ’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일한 문자들이 배치된다. 이 때문에 부하 자극인 ‘ㅅ’의 좌우에 반복 자극판

(‘ㅋㅅㅋ’)이 나타났을 때, 참가자들은 자극판 전체를 하나의 전체적 형상으로 지각했을 가능성

이 있다. Park(2008)은 Landolt C와 비슷하지만 터진 방향이 다른 두 형태를 나란히 제시한 자극

판에서 둘 중 하나를 후단서로 보고하게 할 때에는 NRE를 관찰하였으나 두 개를 한 단위로 보

(그림 2) 실험 1의 결과 그래프. 그래프는 부하 조건별 반복 조건과

비반복 조건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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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게 하였을 때는 NRE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실험 1의 중부하 조건에 사용된 자극판

이 익숙한 표정 문자처럼 한 단위로 처리되어 반복조건의 정확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NRE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부하 자극이 자극판의 한 가운데에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의 정확 식별률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측면자극 과제를 비롯한 반응시간 과제에서 지각부하가 높을수록 

반응시간이 길어지거나 정확률이 떨어지는 결과와 대비된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한 가지 가능

성은 부하 자극이 충분히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험 1에서 세 가지 부하 조건의 문자나 

기호는 개별적으로 뚜렷이 구별되지만, 순간노출 상황에서는 지각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하 조건의 효과가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 험 2

실험 1에서 가운데 제시되는 부하 자극의 정체를 조작했는데, 부하 자극 정체의 조작은 NRE

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히 강한 조작이 못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Lavie와 Tsal(1994)의 연구 

이후로 여러 연구에서 표적과 함께 제시되는 문자들의 수와 정체를 달리 하여 지각부하를 조작

해 왔다. 그런데 Tsal과 Benoni(2010)는 다양한 부하 자극의 정체들이 상호간 희석 효과(dilution 

effect)를 일으켜서 측면자극 효과가 관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그래서 실험 2는 동일한 

부하 자극이 반복되는 개수를 조작하였다.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표적 후보가 한눈에 처리

되기 위해서는 자극판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야 하는 공간적 제한이 있으므로, 실험 2는 부하 자

극인 ‘ㄹ’의 개수를 0, 2, 및 4개로 조작하였다. 2개의 ‘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왼쪽 및 오른쪽 

대각선 배치를 사용하였다. 부하 자극이 2개(중부하) 혹은 4개(고부하)인 조건에서 표적 후보에 

대한 주의 집중이 더 강하게 유도된다면, 실험 1의 예언과 같이 표적 식별의 정확률이 증가하고 

NRE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참가자

실험 1에 참가하지 않은 나안 혹은 교정시력이 0.7 이상인 전북대학교 학생 25명이 실험 2

에 참가하였다. 참가자 중 남자는 11명(평균 연령, 23.1), 여자는 14명(평균 연령, 22.3)이었다. 

이들은 사전에 실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다. 참가자는 실험 참가의 대가로 소정의 상품 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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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받았다.

기구

실험 1에서 사용된 것과 같았다.

ㄷ ㄹㄹ ㄷ ㄷ ㄹ ․ ㅋ ㅋ ․ ․ ㄷㄹㄹ ․ ㄹ ․ ․

(그림 3) 실험 2의 지각 부하 조건의 예들로 왼쪽부터 고, 중, 저 조건이다. 가운데 자극판은 가상적인

왼쪽 대각선상에 배치된 중 수준의 지각 부하 조건을 보여준다.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중 수준 자

극판은 오른쪽 대각선 배치를 가지고 있다. 가장 왼쪽의 자극판에서 두 개의 작은 상자 안의 문자들은

반복 자극판의 예이며, 오른쪽 두 자극판의 작은 상자 안의 문자들은 비반복 자극판을 보여 준다.

재료

반복 및 비반복 자극판의 구성은 실험 1과 같았다. 표적과 방해자극의 크기는 시각도 0.6°이

었다. 표적 후보 간 간격은 1.6°로서 실험 1보다 조금 더 벌어졌는데, 이는 부하 자극으로 제시

되는 문자의 수가 늘어나서 표적 후보들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표적 후보

로 사용된 문자는 실험 1과 같이 ‘ㄷ’과 ‘ㅋ’ 이었다. 부하 자극으로 ‘ㄹ’을 사용했고(그림 3), 부

하 자극이 0개일 때에는 부하 자극의 중심을 잇는 가상적 사각형의 네 꼭짓점에 온점(‘•’)을 넣

었다. 2개 혹은 4개인 부하 자극은 중앙으로부터 각각 0.3°씩 떨어진 곳에 제시되었다. 2개인 부

하 자극들을 세로로 배치하면 부하 자극이 차지하는 영역이 작아져서 부하 자극의 효과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부하 자극은 가상적인 사각형의 왼쪽 대각선(‘\’) 혹은 오른쪽 대각선

(‘/’) 위에 놓이도록 배치되었다. 나머지는 실험 1과 같았다.

절차

2가지 중부하 조건을 포함하여 총 4 가지 부하 조건이 있으므로 한 실험블록의 시행 수가 

실험 1의 24시행에서 실험 2에서는 32시행으로 증가한 점 외에는 실험 2의 전반적 절차는 실험 

1과 같았다. 총 6개 실험블록이 사용되었다. 실험 소요 시간은 연습시행을 포함하여 약 35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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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설계

지각부하 조건에 부하 자극이 0개인 저부하 조건, 2개의 부하 자극이 왼쪽 대각선상 및 오른

쪽 대각선상으로 배치된 2개의 중부하 조건, 그리고 부하 자극이 4개인 고부하 조건이 있었다. 

나머지 모든 변인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마찬가지로 모든 변인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자료

는 자극판(반복, 비반복) × 지각부하(고, 중-왼쪽 대각선, 중-오른쪽 대각선, 저) × 표적 정체(‘ㄷ’, 

‘ㅋ’) 변인들에 대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모형에 따라 분석되었다. 표적의 제시위치(왼쪽, 오른쪽)

는 전반적 변량분석에서 합산(pooling)되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2에서 평균 노출시간은 51.0ms이었으며, 평균 정확률은 76.1%이었다. 그림 4는 자극판 

조건과 지각부하 조건에 따른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보여준다. 자료에 대해 자극판(2) × 지각부하

(4) × 표적 정체(2) 설계에 의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다. Mauchly의 구형성 검증이 기각되는 

변인에 대해서는 Greenhous-Geisser의 수정 F 값을 사용하였다.

반복 조건(70.5%)이 비반복 조건(81.7%)에 비해 정확률이 유의하게 낮아 평균 11.2%의 NRE가 

관찰되었다, F(1, 24) = 30.370, MSE = 426.042, p < .001. 각 부하 조건에서 NRE에 대한 t-검증 

결과는 모두 유의하였으나, 고, 중-왼쪽 대각선, 중-오른쪽 대각선, 저부하 조건 간 쌍별 비교에

서 NRE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p > .05. 자극판 × 지각부하(4개 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3, 72) = 1.956, MSE = 227.585, p > .1.

부하 조건 변인에 대한 구형성 가정이 기각되었으며(Mauchly의 W = .162, p < .001), 네 가지 

부하 조건 간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Greenhouse–Geisser F(3, 72) = 4.870, MSE = 693.649, p < 

.05. 그림 4를 보면, 고부하 조건과 중부하의 왼쪽 대각선 조건의 정확률이 비슷하고(평균, 

79.5%), 중부하의 오른쪽 대각선 조건과 저부하 조건의 정확률이 비슷하였는데(평균, 72.6%), 두 

그룹의 차이(6.9%)는 유의하였으며, t(24) = 2.395, se = 2.870, p < .05, 왼쪽 대각선 배치(79.9%)

가 오른쪽 대각선 배치(71.8%)보다 정확률이 더 높았다, t(24) = 2.585, se = 3.159, p < .05. 사후

적 판단이지만, 왼쪽 대각선 배치는 고부하 조건처럼 작용했으며, 오른쪽 대각선 배치는 저부하 

조건처럼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개의 중부하 조건을 합쳐서, 고, 중, 저의 3개 부하 수준으로 

만들어 변량분석을 하였을 때, 부하 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다, Greenhouse–Geisser F(2, 48) = 

3.213, MSE = 412.611, p = 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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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 2의 결과 그래프. 그래프는 부하 조건별 반복 조건과

비반복 조건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중부하는 왼쪽 대각선 배치와 오

른쪽 대각선 배치로 나눠져 있다.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실험 1과 마찬가지로, ‘ㄷ’ 표적(72.8%)이 ‘ㅋ’ 표적(79.3%)보다 정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F(1, 

24) = 11.837, MSE = 361.516, p < .01. 그러나 표적 정체는 다른 변인과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

지 않았는데, 자극판 × 표적 정체, F(1, 24) < 1, 지각부하(4) × 표적 정체, Greenhouse–Geisser 

F(3, 72) = 1.143, MSE = 761.275, p > .1, 지각부하(4) × 자극판 × 표적 정체, F(3, 72) < 1, 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2에서 NRE가 관찰되었다.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부하 자극이 표적 후보 사이에 추

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RE는 비교적 일관되게 관찰됐다. 이 같은 결과는 NRE가 여타 

방해자극의 유무와 무관하게 표적 후보에 주의가 주어질 때,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

한다. 4개의 부하 조건은 정확 식별률에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정확 식별률은 부하 자극의 개

수와 선형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아서, 지각부하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

렵다.

실 험 3

실험 2에서 NRE와 지각부하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NRE가 발생하는 기제와 지각부하가 영향을 미치는 기제가 서로 별개일 가능성을 시사

한다. 그러나 지각부하의 조작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중 부하 수준에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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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오른쪽 대각선 배치 조건 간의 큰 편차로 인해 상호작용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도 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3에서는 2개 부하자극을 대각선 대신 수직 방향으로 배치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하자극의 부하를 더 높이는 조건으로 부하자극의 위치가 무선으로 변

동하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실험 1, 2에서 사용한 표적인 ‘ㄷ’과 ‘ㅋ’이 전반적인 정확률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험 3에서는 ‘ㄹ’과 ‘ㅂ’을 표적으로 사용하였는데, 선행 연구들(예, Park, 2013)

에서 ‘ㄹ’과 ‘ㅂ’의 정확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험 3의 예언은 실험의 2의 

예언과 같이, 고(4개 부하자극, 특히 변동 조건) 부하조건이 저(2개 부하자극) 조건보다 표적 후

보에 대한 주의 집중을 더 강하게 유도한다면, 고 부하조건에서 표적 식별의 정확률이 증가하고 

NRE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방  법

참가자

본 실험에 처음 참가하는 나안 혹은 교정시력이 0.7 이상인 전북대학교 학생 25명이 실험 3에 

참가하였다. 참가자 중 남자 1명의 자료는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거되었으며, 남은 남자 

13명의 평균 연령은 24.5세이었다. 여자는 1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9세이었다. 참가자는 이

전 실험에 참가한 적이 없으며 또한 사전에 실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다. 참가자는 실험 참가

의 대가로 소정의 상품 쿠폰을 받았다.

기구

실험 2에서 사용된 것과 같았다.

재료

표적, 방해자극, 부하자극의 크기, 및 표적 후보 간 간격은 실험 2와 동일하였다. 반복 및 비

반복 자극판의 구성은 실험 2와 같았으나, 표적 후보는 ‘ㄹ’과 ‘ㅂ’으로 변경되었다. 표적 후보와 

구별되면서, 서로 잘 구별되는 ‘ㄷ’, ‘ㅋ’, ‘ㅅ’, 및 ‘ㅇ’ 등 4개의 문자가 부하자극으로 사용되었

다(그림 5). 실험 2에서 사용된 온점(‘•’)은 사용하지 않았다. 부하자극의 위치가 고정된 조건에

서, 4개 부하자극(고부하 조건)은 실험 2와 동일하게 중앙으로부터 각각 0.3° 떨어진 위치에 제

시되고, 2개 부하자극(저부하 조건)은 중앙에서 위․아래로 0.3° 떨어진 위치에 제시되었다.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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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의 위치가 변동되는 조건에서는 앞의 고정 위치들을 중심으로 부하자극들이 제각기 무선적

으로 0.1°씩 상․하․좌․우로 이동한 위치에 제시되었는데, 그 위치는 매시행 달라진다. 나머지

는 실험 2와 같았다.

절차

실험 3에서 부하 수준의 조건들에 변경이 있는 점을 제외하고, 실험 절차는 실험 2와 같았다. 

참가자는 32시행으로 된 실험블록을 6개 반복 수행하였다. 이 중 3개 블록에서는 부하자극의 위

치가 고정되어 있었고, 나머지 3개 블록에서는 그 위치가 변동하였는데, 위치 고정과 변동 블록

의 순서는 역균형화되었다. 본 실험을 하기 전에 역 측정을 겸하는 연습 블록이 있었다. 연습 

블록에서는 부하자극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자극판만 사용되었다. 실험 소요 시간은 연습시행

을 포함하여 약 35분이었다. 

설계

지각부하 조건에 부하 자극이 2개인 저부하 조건과 부하 자극이 4개인 고부하 조건이 있었다. 

그리고 부하 자극의 수와 독립적으로, 부하 자극의 위치가 변동하는 조건과 고정된 조건이 있었

다. 나머지 자극판, 표적 정체(‘ㄹ’, ‘ㅂ’), 표적 제시위치(왼쪽, 오른쪽)는 실험 2과 동일하였다. 모

든 변인은 피험자 내 변인이었다. 표적의 정체와 제시위치를 합산(pooling)한 후, 전반적 변량분

석을 수행하였다. 

결과 및 논의

실험 3에서 평균 노출시간은 67.6ms 이었으며, 평균 정확률은 76.9%이었다. 그림 6은 자극판 

ㄹ
ㄷ

ㄹ ㄹ
ㅇ ㄷ

ㄹ ㄹ
ㅅ

ㄹ ㄹ
ㅇ ㄷ

ㄹ
ㅋㅅ ㅅ ㅋ ㅇ ㅅ

(그림 5) 실험 3에서 지각 부하와 부하 자극의 위치 변동성 조건의 예. 왼쪽 두 자극판은 부하 자극이 2개

혹은 4개인 고정 위치 조건을 보여 주며, 오른쪽 두 자극판은 이에 대응하는 변동 위치 조건을 보여준다. 변

동 조건에서 부하 자극의 위치는 매시행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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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지각부하, 그리고 부하조건에 따른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보여준다.

반복 조건(71.1%)이 비반복 조건(82.5%)에 비해 정확률이 유의하게 낮아 평균 11.4%의 NRE가 

관찰되었다, F(1, 23) = 30.989, MSE = 198.768, p < .001. 각 부하 조건에서 NRE에 대한 t-검증 

결과는 모두 유의하였다. 다른 주효과들, 즉 부하 수준(F < 1.0)과 부하자극 위치 변동성(F < 

1.0)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모든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반복효과 x 지각부하, F(1, 230 

= 1.168, p > .1; 반복효과 x 부하자극 위치 변동성, 부하자극 위치 변동성 x 지각부하, 반복효과 

x 지각부하 x 부하자극 위치 변동성, 모두 F < 1.0). 표적 정체에 따른 정확률(‘ㄹ’: 77.6%, ‘ㅂ’: 

76.0%)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23) = .594, p > .1).

실험 3에서는 실험 2와 달리 지각부하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부하자극의 위치 변동은 지

각부하를 높일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상호작용 효과들은 유

의하지 않았다. 참가자별로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지각부하의 효과를 보이는 참가자와 그렇지 

않은 참가자들이 있었다. 실험 3에서는 지각부하가 0인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제

가 더 어렵다고 지각하고(실험 3의 노출시간이 실험 2보다 좀 더 길다) 참가자들이 표적 후보들

에 대한 더 많은 주의를 주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결과로 부하 자극이 초기에 여과되

어 지각부하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NRE는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NRE가 여타 방해자극의 유무와 무관

하게 표적 후보에 주의가 주어질 때,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하는 반면에, 지각부하는 

NRE의 기제와는 별개일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6) 실험 3의 결과 그래프. 그래프는 부하 조건과 위치 변

동 별 반복 조건과 비반복 조건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오차막대

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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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본 연구는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를 사용해 최근 주의선택에 대한 이론으로 각광 받아온 지각

부하이론(Lavie, 1995)을 검증하고자 했다. 지각부하를 조작하기 위해 실험 1은 부하 자극의 정체

를, 실험 2, 3은 부하 자극의 개수를 조작하였고, 여기에 더해 실험 3은 부하 자극의 변동성을 

도입하였다.

실험 1과 3에서 부하 조건은 주 효과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 1에서 한 가운

데 (그리고 약간 더 굵게) 제시된 부하 자극이 잘 처리되지 않았거나, 처리되는 경우에도 표적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실험 2의 결과를 재검토하고자 2개 혹은 4개 부하 자극을 사용한 

실험 3에서 부하 자극은 표적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후단서 강제선

택 과제는 표적이 식별역 수준으로 순간 노출되는 상황이 자료 제한적인(data-limited) 측면을 가

지고 있으므로, 표적 후보 외의 과제와 무관한 부하 자극은 초기부터 주의가 주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실험 1의 결과만으로 본 과제에서 지각부하의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실험 2에서는 부하 자극을 4개, 2개-왼쪽 및 오른쪽 대각선 배치, 0개로 조작하였는데, 네 

가지 부하 조건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중 부하 수준의 두 가지 조건을 합산하여, 고, 

중, 저의 3 수준으로 만들어 분석하였을 때 부하 수준은 유의하지 않았다. 실험 2에서 지각부하

의 효과는 관찰되었지만, 부하 수준의 직선형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서 그 원인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

기존의 측면자극 과제 연구를 보면 지각부하가 높아지면 반응시간이 길어지고 대체로 정확률

이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났다(Lavie, 1995; Lavie & Fox, 2000). 이런 패턴은 지각부하가 높아지면 

표적의 처리에 지체와 오류가 일어남을 가리킨다. 측면자극 과제와 같은 반응시간 측정과제에서

는 자극 제시시간이 긴 편이고, 빠른 표적 식별과 빠른 선택 반응이 요구된다(Eriksen & Eriksen, 

1974; Lavie & Tsal, 1994). 측면자극과제를 사용하는 지각부하 연구에서 고부하 조건에서는 부하

(방해) 자극들이 인접하기 쉽고, 이로 인한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표적의 처리가 지체될 가능성

이 높다. 반응시간 측정과제의 결과와 정확률 측정과제의 결과를 바로 대응시키기는 곤란하지

만, 위의 패턴으로 유추하면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고부하 조건에서 정확률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2에서 고부하 조건이 저부하 조건보다 정확률이 더 

높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대비되는 결과는 두 가지 과제에서 요구되는 처리가 다

른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표적은 지정된 위치에서만 나타날 수 있

고, 빠른 반응시간이 요구되지 않는데(Park, 2012), 이 점은 실험 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실험 2에

서 부하 자극의 정체는 모두 ‘ㄹ’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참가자는 ‘ㄹ’이 아닌 바깥쪽의 표적(후

보)에만 주의를 집중하려고 하였을 것인데, 이때 동일한 부하 자극들이 2x2로 배열된 고부하 조

건에서 부하자극이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거나 아예 없는 것보다 주의집중이 좀 더 용이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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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중부하 조건에서 왼쪽 대각선 배치는 고부하 조건과 비슷한 결과를, 오른쪽 대각선 배치는 저

부하 조건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왼쪽 대각선 배치는 글 읽을 때의 시선 방향과 일치하기 때

문에 단어 재인에서 첫 낱자 위치 효과(first letter position effect; Aschenbrenner, Balota, Weigand, 

Scaltritti, & Besner, 2017)에서 보듯이 왼쪽 대각선 배치가 오른쪽 대각선 배치보다 더 잘 처리되

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해석이 타당하다면, 지각부하(의 수준)는 일정

한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라, 부하 자극들의 배치와 과제에 따라 독특한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험 1과 비교해서 실험 2의 부하 수준의 효과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지각부하의 조작에 부

하(방해) 자극의 수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실험 3에서는 부하 자극의 수 조작은 효

과를 얻지 못했다. 부하 자극의 수 조작은 Lavie와 Tsal(1994) 이후 여러 지각부하 연구에 도입되

어 왔는데, Tsal과 Benoni(2010)은 정체가 다른 여러 부하 자극을 써서 만들어진 고부하 수준의 

자극판에는 희석 효과(dilution effect)가 개입하여 측면자극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

다고 비판하였다. 본 실험 2에서는 모두 같은 부하 자극(‘ㄹ’)을 썼으므로, 희석효과가 개입할 여

지가 없는 반면, 실험 3에서는 여러 정체의 부하 자극들(‘ㄷ’, ‘ㅋ’, ‘ㅅ’, 및 ‘ㅇ’)을 썼으므로 희

석효과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희석효과는 부하 자극의 수(부하 수준)의 효과가 없는 결

과를 설명할 수 없다. Tsal과 Benoni(2010)의 희석효과 설명이 타당한지는 추가 연구를 통해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실험 2에서 부하 수준의 효과가 관찰되나 강력하지 않고, 실험 3에서 부하 수준의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부하 수준의 조작이 충분히 강하지 않은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Lavie와 Cox(1997)에는 가상적 원주 위에 제시되는 표적을 식별하는 측면자극 과제에서 부하 자

극이 4개 이하일 때에는 일치성(측면자극)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5개인 조건에서는 일치성 효과

가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2와 3의 고부하 조건에서는 한 자극판에 표적 후보가 2개, 부하 자극

이 4개가 나타나므로, Lavie와 Cox의 연구처럼 한 자극판에 너무 많은 수의 자극들이 제시되어, 

부하 자극의 효과가 약화되거나 혹은 안정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본 연구의 실험 

2와 3에서 부하 자극들이 가운데 몰려 있었으므로 그 수만큼 강한 지각부하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부하 자극들이 자극판의 여러 곳에 흩어지도록 배치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봄 직하다. 그리고 실험 1의 경우처럼 표적 후보와의 유사성 혹은 자극 강

도 등과 함께 조작하는 방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부하 효과가 뚜렷이 관찰되지 않은 것에 대해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의 특성도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측면자극과제에서는 방해(부하)자극이 표적 식별이 일어나는 시점

까지 제시되므로 방해자극이 표적의 처리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는 표적, 방해자극, 부하자극이 모두 동일한 역치 수준에서 제시되므로 방해(부하)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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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은 입력 단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참가자는 신속히 반응할 필요가 없으며 오

히려 최선의 선택을 위해 지각 정보에 대한 정교한 판단을 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개입하는 어려움은 작업기억 용량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지부하와도 구별된다(Murphy el 

al., 2016). 대체적으로 본 연구의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는 초기 지각처리에서 부하자극의 영향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하효과가 분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부적반복효과(NRE)는 실험 1에서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방향의 경향성을 보였으며, 실험 2

와 3에서는 유의하게 관찰되었으나 부하 조건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NRE에 대한 억

제적 주의포획 가설은 순간 노출되는 표적 후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주의포획이 나머지 동일

한 자극의 처리에 억제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Kwak 등, 1993). 이에 따르면 표적 후보에 대

한 주의가 증가하면 억제적 영향도 증가할 것이므로 더 큰 NRE가 예상된다. 표적 후보에 대한 

주의량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은 없지만, 실험 2에서 각 부하 조건의 전반적 정확률은 가용

한 주의 용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험 2의 고부하 조건의 정확률(79.0%)은 

저부하 조건의 정확률(73.4%)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임에도(실험 3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NRE에

는 차이가 없었다. 즉 부하 수준은 전반적 정확률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이었다. 이처럼 억제적 

주의포획 가설의 예측과 다른 결과가 얻어진 것은 본 실험에서 부하 자극을 두 표적 후보 사이

에 배치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두 표적 후보는 시각도 2.4°(실험 1) ~ 2.8°(실험 2)의 좁은 

영역 안에 제시되었으므로 각 표적 후보에 분리 주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가운데에 있는 

부하 자극이 표적 후보와 다른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바깥쪽의 두 위치로 주의를 안정

적으로 분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억제적 주의포획이 작동할 기회

가 떨어질 것이다. 자극 배치가 비슷한 Park(2013)에서 가운데 있는 제3의 방해자극이 좌, 우에 

출현하는 표적의 처리에 영향을 미쳤는데, Park(2013)에서 가운데 방해자극은 표적과 일치할 가

능성이 있었다. 표적과 부하자극의 정체의 동일성 여부가 주의포획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NRE는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매우 일관되게 관찰되는 현상인데, 실험 1에서 분명히 관찰

되지 않은 데에는 자극판의 전체 형상(configuration)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 두 표적 후보 가운

데 부하 자극으로 ‘ㅅ’이 있는 자극판(예, ‘ㅋㅅㅋ’ 자극판)의 형상이 소위 표정문자(예, ‘ㅠㅅㅠ’)

와 유사하게 보이는 면이 있었다. 자극판의 전체 형상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할 때 NRE가 관찰

되지 않거나 그 반대 효과가 관찰되었다(Park, 2008). 표정 문자와 같이 친숙한 문자열에 대해서

도 전체적인 처리가 일어날 가능성은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Benoni와 Tsal(2013)은 지각부하 이론이 사실상 초기 선택을 지지하며 선택의 효율성에 관한 설

명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실험 2에서 표적 후보의 위치는 선행 연구들(예, Lavie & Cox, 1997; 

Lavie & Tsal, 1994 등)과 달리 언제나 고정되어 있었고 한 가지(정체) 부하 자극들이 사용되었으

므로, 각 부하 조건은 선택의 효율성에서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지각부하의 효과가 관찰되므로 

선택 효율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요인, 특히 순간 노출 상황에서의 주의 특성이 과제 수행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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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부하 조작이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의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실험 2에서 네 수준의 지각부하 간 정확률의 차이가 

관찰되었지만, 실험 1과 3에서는 지각부하 조작의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실험 2를 포함한 모든 

실험에서 지각부하는 반복 및 비반복 자극판 조건과 상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지각부

하의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표적(후보)을 처리하는 과정과 별개의 처

리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측면과제에서 관찰되는 지각부하 효과가 본 

연구에서 분명치 않은 이유에 대해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Lavie와 

de Fockert(2003)는 부하 자극에 비해 선명도가 떨어지는 표적을 비교적 짧게(50ms) 노출시킨 다음 

차폐하였을 때에도, 저부하 조건에서 측면자극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것은 자극판의 순간 노출

이 관건이 아님을 가리킨다.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에서 표적은 사전에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후단서에 의해 지시되므로, 자극판이 사라질 때까지 참가자는 좌, 우의 두 표적 후보에 대한 분

리 주의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과제 요구는 순간 노출되는 자극판에서 부하(방해) 

자극이 잘 처리될 기회를 크게 제한할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지각부하의 조작은 큰 차이

를 만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후단서 강제선택 과제의 특성이 표적 후보들에 대

한 초기 선택을 유도하고, 과제 수행과 무관한 가운데 제시된 부하(방해) 자극을 적극적으로 무

시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은 Lavie(1995)의 연구 이래 부하(방해) 자극의 수

로 지각부하를 조작하는 방법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러 실험 과제에서 지각

부하의 정의와 그 효과를 좀 더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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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perceptual load on target identification and

negative repetition effect in post-cueing forced choice task

Inik Kim ChangHo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Lavie’s perceptual load theory (Lavie, 1995) proposes that the influence of distractors would be blocked 

as the load gets higher. Studies of perceptual load have usually adopted the flanker task, developed by 

Eriksen and Eriksen (1974), which measures reaction time on the target flanked by distractors. In the 

post-cueing forced task, participants should report the identity of the target cued later, and negative 

repetition effect (NRE) has often been observed. NRE means the effect that the accuracy of identification 

is worse when the target is flanked by the same nontargets than when flanked by different nontargets. 

This study has tried to check whether perceptual load has an effect on identification rate and NRE. 

Experiment 1 manipulated the similarity between targets and a distractor, and observed a tendency of 

NRE, but not the effect of perceptual load. Experiment 2 used 4, 2 (in two kinds of diagonal 

arrangement), or none distractors of the same identity to burden more perceptual load. NRE was 

significant and perceptual load showed significance but not a linear trend. Experiment 3 checked again 

whether NRE would be varied according to two levels of perceptual load strengthened by positional 

variability of load stimuli, but did not find the effect of perceptual load. It is concluded that perceptual 

load might have a limited effect on the early stage of perceptual processing due to divided attentional 

processing of the targets briefly expose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attentional selection, perceptual load, flanker task, negative repetition effect (NRE), post-cueing forced choice 

ta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