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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ge-related differences in event-
related potential (ERP) components associated with locality effects on processing time ref-
erences between younger and elderly adults using a verb-final language. Methods: A total 
of 32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locality was manipulated by the distance 
between time-adverbs and verbs with short- and long-distance conditions. The tense 
agreement between time-adverbs and tense markers in the verbs was manipulated by 
varying the levels of agreement, resulting in a total of four conditions as a function of the 
distance and tense agreement. Results: Behavioral results revealed that the elderly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accuracy and slower reaction time (RT) than the younger group. 
Longer distance and disagreement of tense references elicited lower accuracy and longer 
RTs. Group differences emerged in 600-800 ms, with the elderly group presenting reduced 
amplitude compared to the younger adults. Conclusion: Elderly adults demonstrated 
greater difficulties in integrating syntactic components required for processing tense refer-
ences over the distance. Attenuated P600 components in the elderly group indicate that it 
is likely to be attributed to reduced cognitive capacity and slowed processing speed in el-
derly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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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의 집중력, 기억력, 정보처리 능력 등과 

같은 인지 능력의 감퇴하며, 이는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Burke & MacKay, 1997; Stine-Mor-

row, Ryan, & Leonard, 2000; Zurif, Swinney, Prather, Wingfield, 

& Brownell, 1995). 이러한 인지 능력 저하에 따른 언어 능력의 변

화를 측정하는 것은 단어 또는 문장 등 다양한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문장 처리 관련 연구는 통사 및 의미 통합 과정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사용하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화에 따라 실시간 문장 처리 과정

(real-time sentence processing)을 살펴보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

다. 본 연구는 문장 처리 과정 중에서도, 시제 표지의 위치에 따른 

노년층과 청년층 간의 실시간 문장 처리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시제(tense)는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의 위상과 시간에 대한 것으

로, 개인을 둘러싸는 상황 및 사건에 대한 인지와 해석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언어적 요소이다(Comrie, 1985). 동사의 시제 표지(tense 

marker)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제와 관

련된 동사의 통사적인 규칙성과 시간 부사의 의미를 동시에 파악하

는 통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Crystal, 1966; Gallagher, 1970; Kip-

arsky, 1968). 시제 표지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지만, 다양한 

언어에서 동사의 문법형태소 어미 변화(morphological inflection)

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시제 관련 이해의 어려움은 동사 문법

형태소의 정확한 산출 및 이해의 어려움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Berndt, Mitchum, Haendiges, & Sandson, 1997; Kim & Thom-

pson, 2000, 2004; Luzzatti et al., 2002; Mätzig, Druks, Mas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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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gliocco, 2009; Zingeser & Berndt, 1990).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실문법성 실어증(agrammatic aphasia)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제 표

지의 이해 및 표현에 어려움이 관찰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Faroqi-Shah & Thompson, 2007; Jo, Choi, & Hwang, 2014; Kim, 

2013; Lee, Kwon, Na, Bastiaanse, & Thompson, 2013). Faroqi-Shah

와 Thompson (2007)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시제 표지에 대한 이해

가 형태소 수준의 처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법성에 문제가 보

고되는 실문법성 실어증 환자들의 경우 이러한 시제 관련 형태소 

처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국어에서의 시제 표지의 경우, 크게 시제 부사와 동사의 어미 

변형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어의 경우, 동사 후치어(verb-final lan-

guage)로서 동사 외에 다른 문장 성분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Sohn, 1999; Sung, 2015). 따라서, 시제 부사의 경우 문장의 처음에 

위치하여 동사와 시제 부사 간의 거리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예: ‘어

제 나는 동생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 반면 시제 부사가 동사 가까

이에 위치할 경우에는 동사와 시제 부사와의 거리가 짧아질 수 있

다 (예: ‘나는 동생과 함께 영화를 어제 보았다’ 또는 ‘나는 동생과 

함께 어제 영화를 보았다’). 이와 같이 문장 수준에서 통사적 완결

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단어 간의 거리에 따라 인지적 자원 

(cognitive resource)이 요구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영어권에

서는 문장의 통사적 완결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단어(head)

인 동사와 이에 선행하는 종속 성분들(dependents) 사이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적 처리 자원(cognitive processing resources)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Levy & Keller, 

2013). 이러한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인 Depen-

dency Locality Theory (Gibson, 2000)에 따르면 선행하는 종속 단

어들의 개수, 즉 거리(distance)에 따라 정보통합비용(integration 

cost)이 결정된다고 본다. 영어권 연구에서 구문 및 통사적 완결성

과 관련한 문장 성분 간 거리에 따라 요구되는 처리 용량(process-

ing capacity)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보고

되고 있다(Gibson, 2000; Gibson & Warren, 1998; Konieczny, 2000; 

Levy & Keller, 2013; Watkins, Gordon, & Jeffries, 1998). 

문장 성분 간 거리에 따른 처리 용량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자가

조절 읽기 패러다임(self-paced reading paradigm)을 사용하여 실

시간 문장 처리(real-time sentence processing) 과정을 측정하였다. 

실시간 문장 처리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사건

관련전위(ERP) 연구 방법론이 있다. ERP는 특정 언어 자극 이후에 

밀리세컨드 단위로 뇌파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

여 시간적 측면(temporal aspects)에서 강점이 있는 연구 방법으로 

문장 처리 연구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시제 표지 처리 과정과 

관련하여서 또한 ERP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아래와 같이 보고

되고 있다. 

시제 표지 처리 과정과 관련된 ERP 연구 초기에는 주로 동사의 

시제 활용과 관련된 형태론적 처리 과정(morphological process-

ing)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Allen, Badecker, & Osterhout, 

2003; Kutas & Hillyard, 1983). 초기 연구에서 이와 같이 단어 중심

의 형태론적 처리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후에는 시제 처리 과

정이 단순히 형태론적 처리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시제 부사와 같은 다른 문장 성분 간의 관계 속에서 시

제 처리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즉, 시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는 동사의 시제 관련 형태소 처리뿐만 아니라 문장 내에 시제를 나

타내는 시간 부사 등과 같은 시제 표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Dillon, Nevins, Austin, & Phillips, 2012; Fonte-

neau, Frauenfelder, & Rizzi, 1998; Steinhauer & Ullman, 2002). 

Baggio (2008)의 연구에서는 시제 부사(구)와 동사의 시제를 일

치 또는 불일치시켜 시각적으로 문장들을 제시했을 때, 불일치 문

장에서 좌반구 전두 부적 파형(left anterior negativity, LAN) 및 

P600 성분이 확인되었다. LAN 성분은 형태통사론적 오류를 반영

하는 동시에 문장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작업기억 용량(working 

memory capacity) 또는 인지적 처리 자원과 관련된 뇌파 성분으로 

보고되고 있다(Angrilli et al., 2002; Barber & Carreiras, 2005; Ha-

goort & Brown, 2000; Kluender & Kutas, 1993; Leinonen, Brattico, 

Järvenpää, & Krause, 2008; Osterhout & Mobley, 1995; Roehm, 

Bornkessel, Haider, & Schlesewsky, 2005; Streb, Rösler, & Henni-

ghausen, 1999). LAN 성분 중에서도 100-200 ms 구간에서 나타나

는 초기 반응을 early left anterior negativity (ELAN)로 명명하기

도 하였다(Friederici, 2002). P600 성분은 전통적으로는 문법 오류

와 관련된 뇌파 성분으로 알려져 왔지만(Luck, 2014), 이 외에도 문

맥상의 의미적 표상을 지닌 어휘 정보를 통합시키고, 문장을 재분

석 및 수정하는 것과 관련된 뇌파로 보고되기도 하였다(Feather-

ston, Gross, Münte, & Clahsen, 2000; Gouvea, 2003; Kaan, Harris, 

Gibson, & Holcomb, 2000). 

문장 성분 간 거리에 따른 처리 용량의 차이에 대한 ERP 연구들

은 주로 주어-동사-목적어의 기본 어순을 지니는 영어권 국가들에

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영어권에서는 문장 성분 간 거리

에 따른 언어 처리 과정을 wh-의존성(wh-dependency) 또는 대명

사에 대한 담화 표지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즉, 문장 또

는 담화 수준의 통사적 완결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단어와 

의존어 사이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처리 용량 또한 증

가하며, 이는 작업기억 용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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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kins et al., 1998; Konieczny, 2000; Levy & Keller, 2013). Phil-

lips, Kazanina와 Abada (2005)의 연구에서는 의문사 의존관계

(wh-dependency)를 반영하는 동사에서 구문을 통합하기 위한 처

리 과정 용량(processing cost)을 반영하는 것으로 P600 반응을 확

인하였다. 

문장 성분 간 거리에 따른 ERP 연구는 영어권 정상 청년층 연구

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동사 후치어라는 문

법적 특징을 가진 한국어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근

거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제 표지와 관련된 문장 

성분 간 거리를 조정하였을 때, 동사 후치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화

자에게 나타나는 ERP 성분이 청년층과 노년층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제 표지 관

련 ERP 연구는 영어권 사용자에서도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노

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장 처리 능력의 저하를 보고하는 연구들은 

다양하게 보고되어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오프라인 측정(offline 

measure, end-of-sentence measure)에 의존하거나 자가조절 읽기 

또는 듣기 패러다임을 쓴 연구이며(Caplan, DeDe, Waters, Michaud, 

& Tripodis, 2011; Caplan & Waters, 2005; Kemtes & Kemper, 1997), 

ERP를 사용한 실시간 문장 처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의 경우, 단어 이해나 사실적 의미에 대한 이해

는 청년층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ayles, To-

moeda, Kaszniak, Stern, & Eagans, 1985; Belmore, 1981; Cohen, 

1979). 하지만 얼굴과 이름을 연결하거나, 시간과 장소를 연결하는 

등 맥락 간 연합 과정을 요구하는 문장 처리 과정에서는 감퇴가 두

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alota, Dolan, & Duchek, 2000). 이처

럼 노화에 따라 감퇴되는 언어 능력의 양상은 다양한 수준의 정보 

처리 과정을 포함하며, 복잡한 인지기능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제 표지 간의 거리 조절에 따라 요구되

는 처리 용량이 한국어 문장 처리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에 어떠

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은 노화와 관련된 언어 처리 손

상과 관련된 또 다른 언어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장 성분 간 거리에 따른 시제 표지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제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두 집단 간 문장판단과제에서

의 반응 및 ERP 평균진폭(mean amplitude)에서의 차이가 유의한

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과 가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시제 표지 간 거리(원거리 vs. 근거리)에 따라 시제 표지 일

치 여부를 판단하는 문장판단과제의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차이가 유의한가? 본 연구 질문에 대한 가설 및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예측 결과는 인지적 용량이 저하되어 있는 

노년층의 경우, 시제 표지 간 거리가 멀어질 때(즉, 원거리 조건)에서 

청년층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원거

리 조건에서 낮은 정반응률과 긴 반응시간이 관찰되는지를 집중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시제 표지 간 거리(원거리 vs. 근거리)에 따라 시제 표지 일

치 여부를 판단하는 문장판단과제의 ERP의 평균진폭(mean am-

plitude)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차이가 유의한가? 본 연구 질문에 

대한 가설은 인지적 용량이 더 많이 요구되는 원거리 조건에서 근

거리 조건에 비해 노년층에서 인지적 용량에 따른 ERP 요소들이 

청년층과는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상 청년층 15명과 정상 노년 집단 17명, 총 32명을 대

상으로 진행하였다. 청년층은 만 20-39세, 노년층은 만 60-69세로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노년층의 연령 기준은 우리나라 법률상 노인 

및 고령자 연령 기준에 따라 정하였다. 고령자고용촉진법, 노인복지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의 평균을 구하

여 노년층의 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1) 모국어가 한국어, (2) 교육년수가 6년 이상으

로 청년층과 노년층 간 교육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도록 일치시

켰으며(F(1, 28) =2.535, p= .123), (3)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오른손잡이 및 교정시력을 포함한 시력이 정상이며, (5) 한국

판 간이정신상태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

MMSE; Kang, Na, & Hahn, 1997)에서 16%ile 이상으로 정상 범위

에 속해야 한다. 정상 노년층 집단은 추가적으로 (1) SVLT (Seoul 

Verbal Learning Test; Kang & Na, 2003)에서 16%ile 이상, (2) For-

ward and Backward Digit Span (Yeom, Park, Oh, Kim, & Lee, 1992)

을 실시하여 규준에 따라 정상 범주에 속하는 자로 선정하였다. 

총 32명의 대상자 중 문장판단과제에서 정반응률이 60% 이하인 

Table 1. Descriptive information on participants

Young group Elderly group Total

Gender
   Male   3   5   8
   Female 12 12 24
Age (yr) 28± 5 (21-37)   62± 3 (60-69) 46± 18 (21-69)
Education (yr) 15± 1 (12-16) 13± 2 (9-18) 14± 2 (9-18)

Values are presented as average± SD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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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 대상자 2명은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

한 연령 집단별 대상자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실험과제 

실험 자극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Sung과 Kwag (2012)을 참고로 하여 3항 

동사를 선택하여 구성하였다. 3항 동사의 특성에 따라, 문장 성분

은 주격, 목적격, 여격, 동사를 기본 구조로 하여, 시제 부사를 첨가

하여 총 5어절로 이루어진 문장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5어절로 

구성된 문장에서 시제 부사와 동사 간 거리를 두 가지로 조절하였다. 

하나는 시제 부사와 동사 간 거리가 짧은 조건(예: 주격+여격+목적

격+시제 부사+동사)이며, 다른 하나는 시제 부사와 동사 간 거리가 

긴 조건(예: 시제 부사+주격+여격+목적격+동사)으로 구성하였다. 

시간 부사가 주어 앞에 제시되는 경우 시간 부사와 동사 사이의 

거리는 14음절로 통제하였다.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 중 동사는 5어

절의 문장 길이와 문장 구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Sung과 Kwag 

(2012)을 참고로 하여 3항 동사로 선정하였다. 또한 문장에 사용된 

어휘들은 Nam과 Hong (2013)을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고, 사용된 

어휘들 중 명사는 보통 명사로 통일하였다. 주어는 ‘남자’ 또는 ‘여

자’로 일치시켰으며, 주격조사의 경우 ‘-이/-가’로 통일하였다. 시간 

부사는 고등학교 문법(교육부, 1997) 및 Woo (1991)의 논문에 제시

된 시간 부사들 중 용언의 과거형 또는 미래형과 공기하는 것들 중 

보다 명확한 시제상을 제시하는 것이라 평가되는 부사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문장의 시제는 과거와 미래시제를 사용하였다. 현재형 동사의 경

우 평소의 습관, 상태, 불변의 법칙 등을 포괄하여 쓰이는 표현이며, 

현재 시간 부사는 용언의 과거형 및 미래형과도 공기할 수 있기 때

문에 제외하였다. 동사의 과거형은 선어말 어미 ‘–았-/-었-’으로, 미

래형은 선어말 어미 ‘-(으)ㄹ’에 의존명사 ‘것’이 합쳐진 ‘-(으)ㄹ 것’

으로 정하였다. 동사의 미래형 중 선어말 어미 ‘–겠-’의 경우 추측, 

의지, 가능성 등의 양태적 의미가 강하고, 이러한 형태의 미래시제

가 평서문에서 사용될 경우 1인칭에서만 쓰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외하였다. 반면에, 관형사형 선어말 어미 ‘–(으)ㄹ 것’으로 표현되

는 미래시제의 경우 양태적 의미가 희박하고 단순한 미래를 나타내

기 때문에 더 명백한 시제상을 표현할 수 있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조건별로 15개 문항으로 구성되

며, 일치성 여부에 따라 30문항, 거리 조건에 따른 문항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60문항의 실험문장으로 구성하였다. 문장 불일치 조

건은 크게 (1) 과거부사+미래시제 동사, 또는 (2) 미래부사+과거시

제 동사로 구성되며, 하나의 동사는 불일치 문장에서 2가지 조건과 

일치 문장에서 2가지 조건, 총 4가지 조건에 한 번씩 출현하여 4회

씩 반복되었다. 

문장 내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위치는 모두 문장의 마지막 단어

인 동사로 해당 동사가 ‘실험 단어’로 기능한다. 해당 단어가 제시되

기 200 ms 전부터 제시되고 난 후 900 ms까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

았다. 시간 부사의 위치 및 부사와 동사의 시제 일치 여부에 따라 4

가지 유형의 문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실험 문장은 총 60개, 메꿈질 

문장(filler sentences)은 30개로 총 90문장으로 실험을 구성하였다. 

메꿈질 문장 또한 정상 문장과 오류 문장의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

었으며, 시제상을 제시하지 않는 문장들로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자극의 예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한국어의 영어표기는 Yale 

Romanization System (Martin, 1992)을 사용하였다. 실험 자극 문

장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문장판단과제 

실험 자극은 총 60개의 목표 문장과 30개의 메꿈질 문장을 유사

무작위 배열(pseudo-randomization)로 구성하였다. 동일한 문항

을 3개의 리스트로 제작하여 피험자별로 돌아가면서 사용하였다. 

하나의 실험은 총 3개의 세트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트 사이에 1분

씩의 쉬는 시간이 주어졌다. 피험자의 과제 수행 방식의 이해를 돕

Table 2. Examples of sentence stimuli for each condition 

Tense agreement Distance Examples of sentence stimuli

Agree Long ecey yeca-ka pyek-ey cepsi-lul tenci-ett-ta.
Short Yesterday woman-Nom. wall-Loc. dish-Acc. threw-past.dec.

Yeca-ka pyek-ey cepsi-lul ecey tenci-ett-ta.
Woman-Nom. wall-Loc. dish-Acc. yesterday threw-past.dec.

Disagree Long ecey yeca-ka pyek-ey cepsi-lul tenci-l-kes-ita.
Yesterday woman-Nom. wall-Loc. dish-Acc. will throw-fut.dec.

Short Yeca-ka pyek-ey cepsi-lul ecey tenci-l-kes-ita.
Woman-Nom. wall-Loc. dish-Acc. yesterday will throw-fut.dec.

The bold and italicized words are critical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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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총 5개의 연습 문항을 제시하였다. 연습 문항에 대해서는 

피험자의 반응에 대해 피드백이 제공되었다. 

본 실험이 시작되면 화면 가운데에 ‘+’ 표시가 나타난 뒤 5어절 

문장이 1어절씩 주어진다. ‘+’ 표시가 나타나는 시간은 500 ms이며, 

1어절씩 제시되는 시간은 700 ms로 정하였다. 어절이 제시되는 화

면과 시선이 고정되는 화면의 사이는 200 ms의 interstimulus inter-

val (ISI)로 빈 화면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에 제시된 문장을 

4어절로 간략하게 화면에 제시된다. 이때 피험자는 문장의 내용이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인지를 판단하여 옳은 문장이라고 생각하

면 키보드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버튼을 누르고, 옳지 않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키보드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버튼을 

눌러 오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전체 문장이 제시되면 가능

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키보드의 지정된 버튼을 누르도록 하였다. 

피험자는 1어절씩 문장이 모두 제시되는 동안에는 반응을 하지 않

도록 하였으며, 문장이 모두 제시된 후 4어절로 제시되는 전체 문장

은 4,000 ms 동안 제시하였으며, 문장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동

시에 화면에서 전체 문장은 사라지도록 하였다. 만약 최대로 주어

진 4,000 ms가 지나도록 피험자가 반응이 없더라도 눈을 깜박이며 

다음 문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3,000 ms의 시간을 추가적으로 두었

다. 실험의 총 소요시간은 1분씩 2회의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약 20

분이며, 문장판단과제의 자극 제시 순서는 Figure 1과 같다.

ERP 실험

본 실험은 실험 자극 이외의 외부 요인에 의해 유발된 전파를 차

단하도록 실드룸(shield room) 안에서 Brain Products사의 Brain-

Amp Standard와 actiCAP을 사용하여 EEG를 기록하였다. 피험자

의 두피에 은/염화은 전극을 국제 표준방식인 10-20 System (Jasper, 

1958)에 따라 Fp1, Fp2, F7, F3, Fz, F4, F8, FC5, FC1, FC2, FC6, T7, 

C3, C2, C4, T8, TP9, CP5, CP1, CP2, CP6, TP10, P7, P3, Pz, P4, P8, 

O1, O2, 총 29개의 전극을 부착하였다. 오른쪽 눈 밑에 전극을 부착

하여 눈 깜박임을 탐지하도록 안전도(electrooculogram, EOG)를 

측정하였고, 피험자의 양쪽 유양돌기에 2개의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s)을 부착하였다. 뇌파 신호는 500 Hz로 샘플링되었고, 전

극 저항은 10 kΩ 이하로 맞추었다. 모니터와 앉아있는 피험자의 거

리는 1 m로 정하였고, 문장이 제시되는 동안 눈 및 신체의 움직임

에 대한 주의 사항을 전달하였다. 실험 시 실드룸(shield room) 안

의 불빛은 모두 소등되었으며, 모니터만 켜진 상태에서 피험자는 과

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이 진행되는 모든 과제 수행은 EEG로 기록

되었으며, 문장의 마지막 단어(동사)가 주요 분석 단어(critical 

word)이다. 분석에 포함된 전극은 midline (Fz, Cz, Pz), left anterior 

(FP1, F3, FC5, FC1, F7), left posterior (CP5, CP1, P7, P3, O1), right 

anterior (FP2, F4, FC2, FC6, F8), right posterior (CP2, CP6, P4, P8, 

O2)이다.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문장판단과제의 정반응률은 피험자가 판단한 문장의 오류 여부

와 실제 오류 유무를 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정반응한 목표 문장수

를 전체 목표 문장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정반응률

이 60% 미만인 대상자의 경우 데이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반응시간은 밀리세컨드(ms)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화면에 전체 

문장이 제시된 순간부터 피험자가 문장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여 

버튼을 누른 시간까지를 측정하였다. E-Prime을 통해 측정되었고, 

반응시간은 피험자가 정반응한 문항들에 대해서만 분석되었다. 

실험을 통해 얻은 EEG 데이터 중 피험자들이 정반응한 문항들을 

Figure 1. Paradigm for visual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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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MATLAB R2013b와 EEGLAB 

v12.0.2.5b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정반응한 문항들을 대상으로 

250 Hz에 맞추어 다시 샘플링하였으며, 한 단어 분석과 연속단어 

분석이 수행되었다. 

한 단어 분석의 경우 실험 단어가 제시되기 전 300 ms부터 실험 

단어 제시 후 900 ms까지 총 1,100 ms 간격으로 구성하여 분석하

였다. 인지작용에 대한 뇌파를 추출하기 위해 .1-30 Hz 범위에서 필

터링하였고, 눈 깜박임으로 인한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안구 교정 

뒤 이에 해당하는 시행들을 제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추출

된 시행들을 평균하여 각 집단의 평균 ERP 파형을 구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인 정상 청년과 정상 노년 집단 간 시제 표

지 판단 과제에서 부사 위치에 따른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의 차이

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두 집단(노년층, 청년

층) 간 문장 내 부사 위치에 따라 ERP의 평균진폭 및 정점출현시각

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five-way mixed ANOVA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 version 20 (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정반응률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따른 시제 표지 일치 여부 판단과제의 집단 

간 정반응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청년, 노년), 시제 표

지 일치 여부(일치, 불일치), 시제 표지 간 거리(원거리, 근거리)를 독

립 변인, 시제 표지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문장판단과제의 정반응

률을 종속 변인으로 하는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시제 표지 일치 여부 및 시제 표지 간 거리

에 따른 집단별 정반응률의 표준 편차는 Table 3과 Figure 2에 제시

하였다.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따른 시제 표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장판단과제의 정반응률에서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11.454, p< .01). 즉, 청년층의 정반응

률이 노년층의 정반응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시제 표지 간 거리

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13.715, p< .001). 

즉, 시제 표지 간 근거리에서의 정반응률이 시제 표지 간 원거리에

서의 평균 정반응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6.294, p< .05). 

즉, 시제 표지 불일치 유형에서의 정반응률이 시제 표지 일치 유형

에서의 정반응률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그 외 상호작용은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제 표지 일치 여부 및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따른 집단 간 문장판단과제의 정반응률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accuracy (%) on the sentence plausibility 
judgment task as a function of distance and tense agreement for each group

Tense reference  
   agreement

Tense reference 
distance

Young 
(N= 15)

Elderly 
(N= 15)

Agree Short 96.44 (4.96) 84.00 (18.48)
Long 91.56 (7.33) 78.67 (18.72)

Disagree Short 96.89 (4.96) 94.22 (7.50)
Long 98.22 (3.05) 88.00 (13.8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4. ANOVA results from the accuracy (%) on the sentence plausibility 
judgment task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61.633 1 61.633 11.454**
   Error 150.667 28 5.381
Within factor

Distance 9.633 1 9.633 13.715***
   Distance× Group 2.700 1 2.700 3.844
   Error 19.667 28 .702
Agreement 30.000 1 30.000 6.294*
   Agreement× Group 6.533 1 6.533 1.371
   Error 133.467 28 4.767
Distance× Agreement 1.200 1 1.200 1.214
   Distance× Agreement× Group 2.133 1 2.133 2.159
   Error 27.667 28 .988

*p < .05, **p < .01, ***p < .001.
Figure 2. Accuracy on the sentence plausibility judgment task as a function of 
distance and tense agreement for each group (error bar based on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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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reaction time (ms) on the sentence plausibili-
ty judgment task as a function of distance and tense agreement for each group

Tense reference  
   agreement

Tense reference 
distance

Young  
(N= 15)

Elderly  
(N= 15)

Agree Short 611.95 (373.84) 1,622.68 (612.99)
Long 724.02 (443.60) 1,619.61 (554.73)

Disagree Short 549.03 (282.15) 1,515.60 (592.36)
Long 596.73 (288.95) 1,683.66 (744.4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3. Reaction time on the sentence plausibility judgment task as a function 
of distance and tense agreement for each group (error bar based on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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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OVA results from the reaction time (ms) on the sentence plausibility judgment task

Distributed 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Between factor
   Group 29,400,261.19 1 29,400,261.19 32.018***
   Error 25,711,030.59 28 918,251.093
Within factor

Distance 197,754.836 1 197,754.83 7.559**
   Distance× Group 50.977 1 50.977 .002
   Error 732,567.693 28 26,163.132
Agreement 10,199.337 1 10,199.337 1.212
   Agreement× Group 40,616.196 1 40,616.196 .483
   Error 2,356,499.694 28 84,160.703
Distance× Agreement 21,371.809 1 21,371.809 1.373
   Distance× Agreement× Group 103,978.421 1 103,978.421 6.680*
   Error 435,819.640 28 15,564.987

*p < .05, **p < .01, ***p < .001.

반응시간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따른 시제 표지 일치 여부 판단과제의 집단 

간 반응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청년, 노년), 시제 표

지 일치 여부(일치, 불일치), 시제 표지 간 거리(원거리, 근거리)를 독

립 변인, 시제 표지 일치 여부 판단과제의 반응시간을 종속 변인으

로 하는 삼원혼합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

였다. 시제 표지 일치 여부 및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따른 집단별 반

응시간의 표준편차는 Table 5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따른 시제 표지 처리 

과정에 대한 문장판단과제의 반응시간에서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32.018, p< .001). 즉 청년층의 평균 

반응시간이 노년층의 평균 반응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빨랐다.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7.559, 

p< .01). 즉, 시제 표지 간 근거리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이 시제 표지 

간 원거리에서의 평균 반응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빨랐다. 시제 표

지 일치 여부에 대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과 시제 표지 간 거리, 시제 표지 간 일치 여부 및 집단 간의 

삼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F(1, 28) = 6.680, p< .05), 

그 외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시제 표지 일치 여부 및 시제 표

지 간 거리에 따른 집단 간 문장판단과제의 반응시간에 대한 분산

분석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평균진폭(mean amplitude) 크기 분석

청년층과 노년층의 전극 위치별 시제 표지 일치 여부 및 거리에 

따른 평균 파형(grand average wave forms) 결과는 Figure 4 (청년

층) 및 Figure 5 (노년층)에 제시하였다. 집단(young vs. old)×거리

(short vs. long)×시제 표지 일치 여부(agree vs. disagree)×좌우영

역(left vs. right)×전후(anterior vs. posterior)에 대한 five-way 

ANOVA 결과는 구간별로 Table 7에 제시하였다. 또한, Table 7에 

나타난 유의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은 분석 구간별로 나누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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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rand-average waveforms as a function of tense agreement and distance for young adults. 
LA= left anterior; RA= right anterior; LP= left posterior; RP= right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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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rand-average waveforms as a function of tense agreement and distance for elderly adults.
LA= left anterior; RA= right anterior; LP= left posterior; RP= right post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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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에서 보다 상세하게 통계적 효과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

하였다. 

100-200 m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에서의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따른 100-200 ms 구간의 평균진폭에서 집단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대한 주효

과는 유의하였다(F(1, 28) =7.270, p< .05). 즉, 시제 표지 간 근거리의 

평균진폭(-2.337 μV)이 시제 표지 간 원거리의 평균진폭(-1.354 μV) 

보다 유의하게 컸다. 또한 전두-후두 영역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F(1, 28) =7.248, p< .05). 즉, 100-200 ms 구간에서 전

두 영역의 평균진폭(-2.308 μV)이 후두 영역의 평균진폭(-1.423 μV)

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전두-후두 영역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1, 28) = 6.467, p< .05). 즉, 전두 영역에서의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따른 진폭의 차이가 후두 영역에서의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따른 진폭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좌우측 영역 및 전

두-후두 영역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  

9.568, p< .01). 즉, 전두 영역에서의 좌우측 영역의 진폭 차이가 후

두 영역에서의 좌우측 영역 진폭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마지

막으로,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전두-후두 영역, 집단 간 삼차상호작

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5.938, p< .05). 즉, 노년층에서 

전두-후두 영역에 따른 시제 표지 간 원거리와 근거리 사이의 평균

진폭의 차이가 청년층에서 전두-후두 영역에 따른 시제 표지 간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 사이의 평균진폭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0-500 ms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에서의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따른 문장판단과제의 300-500 ms 구간의 평균진

폭에서 집단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좌우측 영역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였다(F(1, 28) =19.980, p< .001). 즉, 좌측 영역

의 평균진폭(1.589 μV)이 우측 영역의 평균진폭(0.214 μV)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두-후두 영역에 대한 주효과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 6.290, p< .05). 즉, 후두 영역의 평균

진폭(1.493 μV)이 전두 영역의 평균진폭(.310 μV)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시제 표지 일치 여부 및 좌우측 영역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1, 28) =11.813, p< .01). 즉, 시제 표지 간 불일치 조

건에서 좌우측 영역에 따른 진폭 크기의 차이가 시제 표지 간 일치 

조건에서의 좌우측 영역에 따른 진폭의 크기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

게 컸다.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1, 28) =36.425, p< .001). 즉, 전두 영역에서의 시

제 표지 간 거리에 따른 진폭의 차이가 후두 영역에서의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따른 진폭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 집단 간 삼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1, 28) =14.587, p< .001). 즉, 노년층에서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

후두 영역 간 진폭의 차이가 청년층에서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

후두 영역 간 진폭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

제 표지 간 거리, 좌우측 영역, 전두-후두 영역 및 집단 간 사차상호

Table 7. Five-way ANOVA results for mean amplitude in each time window 

Effects
F-value

100-200 ms 300-500 ms 600-800 ms

G 1.871 .000 8.058**
D .7.270* 1.262 .664
D× G .060 .003 .040
A .597 .000 1.696
A× G .113 .141 .015
L 1.724 19.980*** 18.760***
L× G 3.260 1.985 1.623
Ant 7.248* 6.290* 1.471
Ant× G 1.094 .337 3.185
D× A .461 .000 .723
D× A× G .199 .020 .002
D× L 1.760 11.813** 2.933
D× L× G .935 .001 1.641
A× L 1.785 .696 1.465
A× L× G 3.008 .066 .897
D× A× L .131 .012 7.44*
D× A× L× G 1.179 .000 3.577
D× Ant .012 1.178 3.921
D× Ant× G 3.305 2.713 .644
A× Ant 6.467* 4.795 .539
A× Ant× G 5.938* 3.954 .501
D× A× Ant .057 .036 .013
D× A× Ant× G .109 .912 1.420
L× Ant 9.568** 36.425*** 9.18**
L× Ant× G 1.857 14.587*** 4.38*
D× L× Ant .616 3.311 2.847
D× L× Ant× G .379 .010 1.214
A× L× Ant .085 .975 .871
A× L× Ant× G 1.044 4.832* 1.506
D× A× L× Ant .111 .293 5.40*
D× A× L× Ant× G 1.378 1.546 .474

A= agreement; D= distance; L= laterality; Ant= anteriority; G= group.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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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4.832, p< .05). 즉, 노년층에

서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에 따른 시제 표지 간 원거리와 

근거리의 진폭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600-800 ms

분석 결과,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에서의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따른 문장판단과제의 600-800 ms 

구간의 평균진폭에서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 28) =8.058, 

p< .01). 즉, 600-800 ms 구간에서 청년층의 평균진폭(2.591 μV)이 

노년층의 평균진폭(.225 μV)에 비해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좌우측 영역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1, 28) =18.760, 

p< .001). 즉, 좌측 영역의 평균진폭(1.918 μV)이 우측 영역의 평균

진폭(.897 μV)에 비해 유의하게 더 컸다.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 간 이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 9.18, p< .01). 즉, 우측 영역에서의 전두-후두 영

역 간 진폭의 차이가 좌측 영역에서의 전두-후두 영역 간 진폭의 차

이에 비해 유의하게 컸다. 시제 표지 일치 여부, 거리, 좌우측영역간 

삼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7.44, p< .05). 즉, 

우측 영역에서의 시제 일치 여부에 따른 시제 표지 간 원거리와 근

거리 간의 진폭의 차이가 좌측 영역에서의 시제 일치 여부에 따른 

시제 표지 간 원거리와 근거리 간의 진폭의 차이에 비해 유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또한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 집단 간 삼차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4.38, p< .05). 즉, 청년

층에서의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후두 영역 간 진폭의 차이가 노

년층에서의 좌우측 영역에 따른 전두-후두 영역 간 진폭의 차이에 

비해 유의미하게 컸다. 마지막으로 시제 표지 간 거리, 일치, 좌우측 

영역, 전두-후두 영역 사차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28) =5.40, p< .05). 즉, 시제 표지 불일치 조건에서 좌우측 영역 및 전

두-후두 영역에 따른 시제 표지 간 원거리와 근거리 사이의 진폭의 

차이가 시제 표지 일치 조건에서 좌우측 영역 및 전두-후두 영역에 

따른 시제 표지 간 원거리와 근거리 사이의 진폭의 차이에 비해 유

의하게 크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따라 문장판단과제에서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 간 정반응률, 반응

시간 및 ERP 성분의 평균진폭(mean amplitude) 크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문장판단과제에서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 모두에서 시제 표지 간 거리에 대한 주효과 및 집단에 대

한 주효과가 공통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제 부사와 

동사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반응률이 낮아지고 반응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제 표지 간 거리가 인지적 부담

을 높여 인지적 용량을 많이 요구하는 요소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년층에 비해 노년층이 모두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시제 처리 과정은 노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 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반응률에서는 추가적으로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따른 주효과 또한 유의하였으며, 이는 불일치 조건에서 정

반응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불

일치 조건에서 언어적 오류가 명시적으로(explicitly) 제시되어 보다 

쉽게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 정반응률이 상승한 것으

로 해석된다. 

ERP 성분에 대한 시간대별 결과를 살펴보면, 자극 제시 후 100-

200 ms 구간에서 우측 및 전두-후두 영역에서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따른 목표 단어(critical word)에서의 평균진

폭의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시제 표지 간 거리

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거리에 대한 주효과 현상은 시간 부

사와 동사 시제 표지 간 원거리 조건에서보다 두 가지 시제 표지 간 

근거리에서 평균진폭의 부적 방향성이 더 크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다. 이는 한국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제 부사의 위치와 관

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근거리 조건의 경우, 시제 부사가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된다. 이는 한국어에서 시제 부사와 동사 사이에 목

적격이 위치하는 어순이 보다 전형적인 어순으로 보는 이론(Im, 

2009)에 근거할 때 비전형적인 어순에 해당한다. 즉, 한국어의 경우 

문장 성분 간 거리 자체가 멀어짐에 따라 인지적 요구 요량이 증가

하는 효과보다 근거리에서 나타나는 부사 위치의 비전형성에 기인

하여 근거리에서 부적 방향성이 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한국

어가 어순이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부사 위치에 따른 어

순의 전형성이 문장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00-500 ms 구간에서 시제 표지 일치 여부 및 시제 표지 간 거리, 

집단 간 유의미한 주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파형에 대한 

시각적 분석에 따르면, 청년층의 전체 평균 파형에서 좌전두 영역에

서의 부적 파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좌전두 영역에서 청년층 평균 

파형에서 부적 파형이 나타났으나 시제 표지 일치 여부에 따른 차

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불일치 유형에서 좌전두 영역의 

평균 파형을 살펴본 결과 원거리 조건에서 부적 파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의미적 단서, 즉 시간 부사에 근거하여 동사의 형태를 

예상하는 경우 불일치 과제에서 P600 효과와 함께 300-400 ms 구

간에서 부적 파형이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관련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Dillon et al., 2012). 하지만, 이 구간에서 LAN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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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선행연구

에서 LAN 효과는 구문적 통합에 요구되는 작업기억 용량을 반영

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 시간 부사와 동사의 시제 표지 

거리에 따른 용량 요구에 대한 인지적 요소가 300-500 ms 구간에

서는 뇌파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자극 제시 후 600-800 ms 구간에서 평균진폭의 집

단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노년층의 평균진폭의 크기가 정적 

방향으로 청년층의 평균진폭 크기에 비해 유의하게 작게 나타난 것

에 기인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진폭

이 낮아지는(attenuated amplitude) 현상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Faustmann, Murdoch, Finnigan, & Copland, 2007; Fe-

dermeier, McLennan, De Ochoa, & Kutas, 2002; Federmeier & 

Kutas, 2005; Gunter, Jackson, & Mulder, 1995; Kutas & Iragui, 1998). 

노년층의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은, ERP의 진폭이 인지적 처리에 개

입되는 노력의 양을 나타낸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해석해볼 수 있

다(Matzke, Mai, Nager, Rüsseler, & Münte, 2002). 노화에 따라 인

지적 용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문장이해의 실시간 처리 과정을 살

펴보는 ERP 진폭에도 반영되어 청년층에 비해 뇌파의 형태가 감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사용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어법 문장 처리에서 나타나는 ERP 연구

(Oh & Sung, 2017) 및 생물성과 어순에 따른 실시간 언어처리 연구

(Oh, Sung & Sim, 2016)에서 또한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노년층의 

진폭 감소 현상과 청년층에 비해 ERP 언어 성분이 뚜렷하게 관찰

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해석에는 주의가 요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으로 연구 실험에 포함된 문항수가 노년층의 피로 효과 및 집중 시

간 제한 등에 의해 청년층 연구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행동분석에서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오류율을 보

였던 것을 감안하면, ERP 분석에 포함된 문항수 부족으로 인해 

ERP 파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노년층에서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은 영어권 및 한국어권 

사용자에게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왔던 현상인 것을 고려할 때, 단

지 문항수 부족에 따른 한계라고 단정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요

약하면, 600-800 ms 구간에서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강한 정적 

방향 파형을 보여 기존의 P600 성분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 반면, 노

년층의 경우 청년층에 비해 P600 효과가 감소된 형태를 보인 것으

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청년층에게 보다 뚜렷하게 관찰된 P600 현상

은 문장의 구문 구조를 통합하고 재분석하는 하는 과정 및 시제 부

사라는 의미적 단서에 근거하여 동사의 시제 표지를 예상하는 과

정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인지 용량이 감소된 노년층의 경우, 실시간 문장 처리에서 청년층

에 비해 인지적 노력을 할당하는 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행동 결과와 ERP 실시간 처리 과정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우선, 행동 결과에서는 정반응률 및 반응시간 모

두에서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정반응만 

분석한 ERP 결과에서는 600-800 ms 구간에서만 노년층이 청년층

에 비해 유의하게 ERP 진폭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노년

층의 인지 용량 감소와 처리속도 저하(slowed processing speed) 

(Salthouse, 2000)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반응시

간이 늦어지고, 실시간 언어처리에서는 후반부(600-800 ms 구간)

에서 청년층과 구분되어 진폭 감소가 나타나는 현상은 노년층의 언

어 처리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제 표

지 간 거리 및 일치 여부에 대한 효과는 행동 결과에서는 모두 뚜렷

하게 관찰되었으며, ERP 실시간 처리 과정에서는 거리에 대한 효과

가 초반부(100-200 ms)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거

리에 대한 주효과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제 부사와 동사 

시제 표지 간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인지적 요구 용량이 증가하

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어순 비전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정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원거리에서보다 근거리에서 

부적 방향으로 유의한 ERP 성분이 관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거

리에 따른 인지적 부담보다 시제 부사가 원거리에서 동사 바로 앞

에 위치하여 비전형적 어순을 취하게 되는 문장 형태가 ELAN 효

과를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어 언어 처리 과정에서 비전형

적인 부사구의 위치에 따른 효과는 자극 제시 후 100-200 ms에서 

매우 빠르게 인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집단을 연령에 따라 만 20-39세는 정상 청년층, 만 60-69세는 정

상 노년층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중장년층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부성 효과(locality effects)에 따른 시제 표지 처리 과정

이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문장 성분 간 거리에 따른 시제 표지 처리 과정에 관련한 ERP 성분

으로 P600과 LAN 성분을 분석하였다. 문장 성분 간 거리에 따른 

시제 표지 및 문장 처리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 연

구에서 시제 부사와 동사 사이에 제시된 모든 어절을 대상으로 분

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시제 부사에서 마지막 동사까지 요구되

는 작업기억 용량 및 의미·통사적 처리 과정이 평균 파형 및 진폭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제 부사와 동사 사이에 위치한 모든 문장 구

성 성분에서 지속적으로 작업기억 관련 ERP 성분이 나타나는지 

청년층 및 노년층 집단 간 비교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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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사용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노년층의 집중 시간 및 피로 효과를 고려하여 조건

당 문항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단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건에 따른 문항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 해석에서 뇌영역과 관련된 해석은 논의에

서 자제하였다. 이는 특정 뇌파가 관찰된 뇌영역이 그 뇌파를 발생

시킨 원인으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뇌영역과 관련

된 부분은 추후 Source Analysis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상세

하게 살펴본 후 깊이 있는 논의를 전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어 사용자 노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에 비해 시

제 표지 간 거리 및 일치 여부를 조절하였을 때 오프라인 행동 결과

와 온라인 뇌파 분석 결과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

구로서, 다양한 한계 및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시제 표지에서 나타

나는 한국어 현상을 노년층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심

도 있게 한국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노화와 관련된 언어 지

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정상적 노화와 치매 등의 고위험군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언

어 지표 추적 연구로 발전시키는 데 기초연구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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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Stimuli sentences

Tense reference between long distance Tense reference between short distance

Agree Disagree Agree Disagree

어제 여자가 아이를 업었다. 어제 여자가 아이를 업을 것이다. 여자가 아이를 어제 업었다. 여자가 아이를 어제 업을 것이다. 

이따가 여자가 아이를 업을 것이다. 이따가 여자가 아이를 업었다. 여자가 아이를 이따가 업을 것이다. 여자가 아이를 이따가 업었다. 

어제 여자가 접시를 던졌다. 어제 여자가 접시를 던질 것이다. 남자가 접시를 어제 던졌다. 남자가 접시를 어제 던질 것이다. 

내일 남자가 접시를 던질 것이다. 내일 남자가 접시를 던졌다. 남자가 접시를 내일 던질 것이다. 남자가 접시를 내일 던졌다. 

아까 여자가 소금을 뿌렸다. 아까 여자가 소금을 뿌릴 것이다. 여자가 소금을 아까 뿌렸다. 여자가 소금을 아까 뿌릴 것이다. 

이따가 여자가 소금을 뿌릴 것이다. 이따가 여자가 소금을 뿌렸다. 여자가 소금을 이따가 뿌릴 것이다. 여자가 소금을 이따가 뿌렸다. 

아까 남자는 상자를 실었다. 아까 남자는 상자를 실을 것이다. 남자는 상자를 아까 실었다. 남자는 상자를 아까 실을 것이다. 

이따가 남자는 상자를 실을 것이다. 이따가 남자는 상자를 실었다. 남자는 상자를 이따가 실을 것이다. 남자는 상자를 이따가 실었다. 

아까 여자가 휴지를 넣었다. 아까 여자가 휴지를 넣을 것이다. 여자가 휴지를 아까 넣었다. 여자가 휴지를 아까 넣을 것이다. 

내일 여자가 휴지를 넣을 것이다. 내일 여자가 휴지를 넣었다. 여자가 휴지를 내일 넣을 것이다. 여자가 휴지를 내일 넣었다. 

어제 남자가 신문을 놓았다. 어제 남자가 신문을 놓을 것이다. 남자가 신문을 이따가 놓을 것이다. 남자가 신문을 이따가 놓았다. 

내일 남자가 접시를 던질 것이다. 내일 남자가 접시를 던졌다. 남자가 접시를 내일 던질 것이다. 남자가 접시를 내일 던졌다.

어제 여자가 깃발을 꽂았다. 어제 여자가 깃발을 꽂을 것이다. 여자가 깃발을 어제 꽂았다. 남자가 깃발을 어제 꽂을 것이다. 

내일 여자가 깃발을 꽂을 것이다. 내일 여자가 깃발을 꽂았다. 여자가 깃발을 내일 꽂을 것이다. 여자가 깃발을 내일 꽂았다. 

아까 남자가 신문을 놓았다. 아까 남자가 신문을 놓을 것이다. 남자가 신문을 아까 놓았다. 남자가 신문을 아까 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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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장 성분 간 거리에 따른 시제 표지 처리 과정에 대한 청년층 및 노년층의 ERP 성분 비교 

김지인·성지은·이수은·심현섭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문장 성분 간 시제 표지 처리 과정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간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정상 

청년층 15명, 정상 노년층 17명으로 총 32명이 참여하였다. 시제 표지 간 거리는 시제 부사와 동사 간의 거리로 정의하며, 근거리 및 원거

리 두 가지 조건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제 표지 간 일치 여부를 조절하여 일치 및 불일치 조건을 추가하여, 총 4가지 조건으로 실험이 

제시되었다. 이프라임(E-Prime 2.0) 및 BrainAmp Standard, actiCAP을 사용하여 행동 데이터 및 뇌파를 기록하였다. 결과: 문장판단

과제 정확도 및 반응시간에서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저조한 수행력을 보였다. ERP 분석 결과, P600 성분에서 집단 간 차이

가 유의하였다. 즉, 노년층에서 청년층에 비해 유의하게 평균진폭이 감소되었다. 논의 및 결론: 노년층에서 시제 표지 처리 과정에서 요

구되는 문장의 구문 구조 통합 및 재분석하는 처리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년층에서 ERP 진폭의 감소가 나타난 것은 인

지 용량 감소 및 처리속도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적 부담에 따른 노년층 문장처리 능력을 시제 표지 간 거리 및 실시간 처

리 과정 패러다임을 통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심어: 시제 표지, 문장 성분 간 거리, 사건관련전위(ERP), 노화

본 연구는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7R1A2B400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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