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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verb recognition per-
formance according to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and question types between young 
and older adult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verb recognition per-
formance and neuropsychological tests. Methods: A total of 39 participants (21 young adults 
and 18 old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ll were administered verb recognition tasks 
in word and sentence conditions, and three types of recognition questions (presented verb, 
unpresented-related verb, unpresented-unrelated verb) were implemented. Results: First, 
the older adults showed significantly lower verb recognition performance than the young 
adults.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in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and 
groups. Post-hoc analysis revealed that young adults’ recognition accuracy was higher in 
sentence condition compared to word condition, whereas old adults’ accuracy was higher 
in word condition than the sentence condition. Third, there was a significant main effect of 
question types. Fourth, in terms of accuracy of recognition questions, unpresented-unre-
lated verbs showed different tendency results compared to presented and unpresented-
related verbs. Lastly, verb recognition performance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neuro-
psychological tests. Conclusion: Results showed older adults’ decreased recognition per-
formance due to cognitive decline and revealed the different patterns in recognition abili-
ties according to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and question typ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ognitive load affected verb recognition in both conditions and that the verb recogni-
tion task could be implemented to examine older adults’ cognitive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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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한 기억력(memory) 저하는 노년층이 빈번하게 경험하

는 인지적 어려움 중 하나이다(McDougall, 2000). 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경험하는 노년층이라도 나이 듦에 따라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Hasher & Zacks, 1988; Troyer, Hafliger, 

Cadieux, & Craik, 2006). 기억 처리 과정은 부호화(encoding), 저

장(storage), 그리고 인출(retrieval)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Burk-

holder & Lundin, 2005). 부호화는 기억의 제일 처음 단계로, 정보

를 입력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인 저장은 부호화된 정보를 변

환 및 유지하는 과정인데, 응고화(consolidation) 과정을 통해 경험

의 다양한 측면들이 단일 기억으로 통합되어 견고한 기억으로 자

리 잡게 된다. 마지막 단계인 인출은 부호화 및 저장된 정보를 효율

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 세 가지 처리 과정이 유기적으로 원

활히 수행될 때 성공적인 기억 과정이 이루어진다. 

기억을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인 부호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분류 및 조직하는 능력 감퇴로 인해 인출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두드러진다(Craik & Bryd, 1982). 

Logan, Sanders, Snyder, Morris와 Buckner (2002)는 나이 듦에 따

라 새로운 정보를 입력할 때 효율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 저

하되고, 결국 기억력에 어려움이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raik, 

Luo와 Sakuta (2010)도 다양한 요소 간 연합을 형성하는 능력이 노

화에 영향을 받아 부호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보여, 인출 과정의 실

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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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노년층은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Bopp & Verhaeghen, 2005; Caplan & 

Waters, 2005). Salthouse (1996)의 “처리 속도 이론(processing-speed 

theory)”에 따르면, 노년층의 인지 수행력은 두 가지의 메커니즘

(mechanism)에 의해 저하된다고 한다. 첫째는 주어진 시간 중 대

부분을 과제 초반부 수행에 할애하여, 후반부를 처리할 수 있는 시

간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초반에 수행한 과제의 정보가 후

반부로 갈수록 잊혀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노년층은 정상적인 

노화가 진행될수록 작업 기억 용량(working memory capacity)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 처리 속도가 저하된다고 한다. 즉, 과제 

자체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부호화 과정에서 인지적인 부담이 더

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Brainerd와 Reyna (2005)의 “퍼지 흔적 이론(Fuzzy-Trace Theo-

ry, FTT)”은 기억의 이중처리 과정을 주장하며, 두 가지 흔적을 통

해 부호화 과정이 나타난다고 한다. 첫 번째는 표면정보 흔적(ver-

batim trace)으로 자극의 물리적이고 세부적인 특성을 기억하여 상

기(recollection)를 유발한다. 두 번째는 핵심정보 흔적(gist trace)으

로 자극의 전반적인 의미나 주제를 기억하여 의미적 친숙도(seman-

tic familiarity)를 유발한다(Brainerd, Bialer, & Chang, 2021; Brain-

erd & Reyna, 2005). FTT에 의하면, 제시된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

하는 것은 표면정보 흔적이 주도하며, 제시되지 않은 단어를 제시

된 것으로 잘못 기억하는 것은 핵심정보 흔적이 주도한다고 한다

(Brainerd et al., 2021). 즉, 제시된 단어를 효율적으로 부호화하기 

위해서는 표면정보 흔적을 활용하여 단어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특

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단어의 구체적인 특성을 기억하지 않

고 핵심정보 흔적에 의존한다면,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새로운 

단어에 친숙함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기억하는 오류가 증

가할 것이다. FTT에 따르면 노년층은 자극의 전반적인 의미를 기억

하는 핵심정보 흔적이 비교적 유지되나, 자극의 세부적인 특성을 

기억하는 표면정보 흔적은 기능 저하로 인해 높은 오기억이 나타난

다고 한다(Tun, Wingfield, Rosen, & Blanchard, 1998). 

한편 오기억과 실제 기억이 동일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하

는 학자들도 있다(Hicks & Hancock, 2002; Roediger, Balota, & 

Watson, 2001; Sergi, Senese, Pisani, & Nigro, 2014). Roediger 등

(2001)이 주장한 “활성화/모니터링 이론(Activation/Monitoring 

Theory)”에서는 실제 기억을 부호화 할 때 오기억이 간접적으로 활

성화되고, 일화 기억(episodic memory)에서 함께 통합되어 부호화

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FTT를 주장하는 Brainerd와 

Reyna (2005)와 동일하게 정보가 정교하게 부호화될수록 저장 및 

재인이 잘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다만, 실제 기억 활성화와 오기

억을 억제하는 처리 과정 및 기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부호화에 인

지적인 노력 및 용량을 많이 사용할수록 오기억 억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인 노력과 용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기억 처리 과정의 세 번째 단계인 인출은 회상(recall)과 재인(rec-

ognition)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회상이 저장된 정보를 순서에 

상관없이 다시 말하는 과정이라면, 재인은 새롭게 제시된 단서를 

통해 저장된 정보의 유무를 판단하는 과정이다(Haist, Shimamu-

ra, & Squire, 1992). 회상과 재인은 모두 서술적 기억(declarative 

memory)과 관련이 있어, 저장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인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재인은 회상과 달리 단서를 통해 저장된 기

억을 인출하는 지각적 점화(perceptual priming)를 기반으로 한다. 

지각적 점화란 새로운 정보가 제시될 때, 저장된 정보를 탐색하는 

기능이 향상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의미한다(Shimamura, 1986; 

Tulving & Schacter, 1990). 결국 재인은 저장된 정보와 새로운 정보 

간의 일치 여부를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서술적 기억과, 점화 여부

를 암묵적으로 지각하는 비서술적 기억(nodeclarative memory)에 

의존하게 된다(Gardiner, 1988; Mandler, 1980). 

단어 재인 관련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년층은 청년층

에 비해 단어 재인 정확도와 반응속도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Nyberg, Lövdén, Riklund, Lindenberger, & Bäckman, 2012; Shing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노화로 인한 언어 및 인지 

능력의 저하를 설명하고 있다. 단서 없이 부호화된 정보를 기억해

내는 회상 과제와 달리, 재인 과제에서는 새롭게 제시된 의미적 및 

문맥적 단서로 부호화한 정보와의 친숙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인출

한다(Virtanen et al., 2017). Danckert와 Craik (2013)에 따르면 일

반적으로 회상 과제가 재인 과제보다 어렵지만, 노화나 기타 신경

학적 원인으로 기억 저장에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회상과 재인 모

두에서 어려움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회상과 달리 재인에

서는 보존된 수행력을 보인다면, 기억의 부호화와 저장은 잘 되지

만 인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García-Bajos, Migueles, & Aiz-

purua, 2018).

재인 과제에서는 제시된 단어를 묻는 질문(“제시 단어 질문”), 제

시된 단어와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지만 실제로 제시되지 않은 단

어를 묻는 질문(“미제시-유관 단어 질문”), 그리고 제시되지 않은 

무관한 단어를 묻는 질문(“미제시-무관 단어 질문”)에 대한 대상

자 반응을 분석한다. 이때 나타날 수 있는 정반응은 제시된 단어에 

대한 “예” 정반응(true positive, TP), 미제시-유관 단어 질문에 대

한 “아니오” 정반응(false positive-related, FP-R), 무관 단어 질문에 

대한 “아니오” 정반응(false positive-unrelated, FP-UR)이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오기억(false memory)으로 인한 오류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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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인 과제에서의 오기억은 제시된 단서와 다르게 기억하는 것이

며, 실제 기억(true memory)은 제시된 단서와 동일하게 기억하는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실제 기억에서의 낮은 정확

도뿐만 아니라 높은 오기억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Norman & 

Schacter, 1997; Tun et al., 1998). 노년층은 그중에서도 미제시-유관 

질문에서 낮은 재인 정확도를 나타냈다. 이는 의미 간섭 효과(se-

mantic interference effect)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ennis, Kim과 

Cabeza (2008)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동물 범주에 속

하는 단어(예: 말, 닭 등)를 제시한 후, 재인 과제에서 제시 및 미제

시-유관 단어(예: 소, 돼지 등)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미제시-유관 

단어에서 낮은 정확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어 재인 과

제의 목표 자극 목록(target list)과 방해 자극 목록이 동일한 범주

에서 주어질 경우, 판단하거나 회상할 때 간섭 강도가 크다고 한다

(Higby et al., 2019; Rizio, Moyer, & Diaz, 2017). 이를 바탕으로, 노

년층은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로 인해 방해 자극을 억제하고 목표 

자극을 기억 및 재인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궁극적으로 청년

층에 비해 방해 자극으로 인한 간섭 효과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동사 재인을 토대로 노년층의 기억 처리 과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어 재인을 다룬 연구는 명사만을 다룬 것

이 대부분이며, 동사를 활용한 단어 재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어의 특성상 동사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품사로 기능한다(Kwon, 2009; Sung, 2015a, 2015b; Sung & Kwag, 

2012). 또한, 동사는 명사와 달리 문장 안에서 문맥에 따라 의미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Kersten, Earles, & Berger, 2015), 사건에 대

한 후일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Loftus & Palmer, 1974), 명

사 재인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동사 재인 과제를 단어와 문장 수준에서 살

펴보고자 한다. Kersten과 Earles (2004)는 청년층이 명사와 동사가 

함께 제시되는 문장에서 동사 재인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

으나, 이를 노년층에서는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문장에서 동사를 더 효율적으로 재인할 수 있는지, 반대

로 제시된 정보가 단어보다 많아 재인에 더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동사 재인 과제의 수행력이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 수행력 간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가장 대표적인 표준화 검사인 서울신경심리검사(Seoul Neuro-

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2nd Edition, SNSB-II; Kang, Jang, 

& Na, 2012)의 하위검사 중 기억력 및 우울과 관련된 하위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가 기억력에 대한 것이며, 우울은 여

러 연구에서 노년층의 기억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기 때문이다

(Burmester, Leathem, & Merrick, 2016; Jonker, Geerlings, & Schmand, 

2000; Reid & MacLullich, 2006, Teles & Shi, 2021). 기억력과 관련

해서는 서울 구어 학습 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 중 

즉각 회상(immediate recall), 주의집중 능력을 평가하는 숫자 바로 

따라 외우기(Digit Span Test: Forward, DF)와 숫자 거꾸로 따라 외

우기(Digit Span Test: Backward, DB), 그리고 우울과 관련된 자가

평가인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version of the Geriatric De-

pression Scale, SGDS)를 실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평가하는 선별 검사인 한국판 간이 정신상태 진단 검사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MMSE; Kang, 2006)

와 대상자 스스로 기억력 저하 정도를 평가하는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지(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MCQ; 

Youn et al., 2009)도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청년, 정상 노년) 간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단어, 문장) 

및 동사 재인 질문 유형(제시 동사, 미제시-유관 동사, 미제시-

무관 동사)에 따른 동사 재인 과제 정반응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동사 재인 과제 정반응률과 신경심리검사(SVLT-i, DF, DB, 

SGDS, SMCQ, K-MMSE) 및 대상자 정보(연령, 교육연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1.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단어, 문장) 및 동사 재인 질문 유

형(제시 동사, 미제시-유관 동사, 미제시-무관 동사)과 신

경심리검사 및 대상자 정보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2-2.  연령을 통제했을 때,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단어, 문장) 

및 동사 재인 질문 유형(제시 동사, 미제시-유관 동사, 미

제시-무관 동사)과 신경심리검사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21명(남자 11

명, 여자 10명)과 정상 노년 24명(남자 12명, 여자 12명)으로 총 43명

이었으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정상 노년 6명(남자 4명, 여자 2

명)이 탈락하여, 본 연구 결과에는 청년 21명, 정상 노년 18명을 포

함하였다. 

정상 노년 선정 기준

정상 노년층은 1) 고령자고용촉진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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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상, 정상 노화에 따른 인지적 저하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84세 이하인 자(Cohen-Mansfield et al., 2013; 

Whittle et al., 2007), 2) 건강선별설문지(Health Screening Ques-

tionnaire)에 따라 신경학적, 정신적, 두뇌손상 병력이 보고되지 않

은 자(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 3) K-MMSE 

점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에 따라 16%ile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속

하는 자(Kang, 2006), 4) SNSB-II의 하위 검사인 SVLT의 즉각 회

상 점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에 따라 16%ile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는 자(Kang et al., 2012), 5) SNSB-II 하위 검사인 DF와 DB 점

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에 따라 16%ile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

는 자(Kang et al., 2012), 6) SGDS에서 8점 미만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는 자(Jung, Kwak, Joe, & Lee, 1997), 7) SMCQ에서 6점 미만

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는 자(Youn et al., 2009)로 선정하였다.

청년 선정 기준

청년층은 1) 정상 노년과 교육연수가 일치하는 자, 2) 건강선별설

문지에 따라 신경학적, 정신적, 두뇌손상 병력이 보고되지 않은 자

(Christensen et al., 1991), 3) K-MMSE 점수가 연령 및 교육연수에 

따라 16%ile 이상으로 정상 범주에 속하는 자(Kang, 2006)로 선정

하였다. 

두 집단 간 교육연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지 독립표본 t검정(in-

dependent t-test)을 유의수준 .05에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t23 = -.154, p= .879). 두 집단의 기술통계 정보

와 신경심리검사 결과는 각각 Tables 1, 2에 제시하였다.

연구과제

연구과제는 총 2가지로 구성하였으며, 과제 1은 단어(동사) 12개, 

과제 2는 문장(명사+동사) 12개 제시 후 각 과제별 동사 재인 질문

(예: ‘차다’가 있었습니까?)을 하였다. 과제 1과 과제 2의 언어 자극

은 모두 글자로 제시하였으며, 한 화면에 동사 또는 문장이 하나씩 

제시되도록 하였다. 각 과제에서 첫번째 자극이 제시되기 전과 마지

막 자극이 제시된 후 빈 화면이 2,000 ms 동안 제시되었으며, 각 화

면이 제시되는 시간은 한 글자당 1초로 계산하여, 동사 2글자를 기

준으로 과제 1의 동사 간 제시 간격은 2,500 ms, 과제 2의 문장 제시 

간격은 4,000 ms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모든 대상자에게 오류 없

이 일정한 간격으로 자극이 제시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제작하

여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의 예시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자극 제시 순서로 인한 계열 위치 효과(serial position effect)의 

Figure 1. An example of the task paradigm. 
The order of stimulation is based on set 1.

Task 1. Word (verb)

2,500 ms

2,500 ms 4,000 ms
4,000 ms

4,000 ms

2,000 ms
2,000 ms

2,000 ms
2,500 ms

2,500 ms

Remove

Hang the bag Push the chair
Take out the 

coin

Hug ...

...

Tie

Task 2. Sentence (noun+verb)

Table 1. Descriptive information of participants

Young (N= 21) Old (N= 18) t p

Sex
   Male 11 8
   Female 10 10
Age (yr) 23.38 (3.67) 67.16 (3.54) -37.993 < .001***
Education (yr) 13.81 (1.66) 13.94 (3.15) -.154 .87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01.

Table 2. Screening results of neuropsychological tests

Young (N= 21) Old (N= 18)

K-MMSE 29.95 (.22) 28.61 (1.24)
SVLT-i 28.71 (5.36) 21.33 (3.96)
Digit span-forward 12.62 (1.24) 9.67 (2.20)
Digit span-backward 10.95 (2.42) 6.17 (1.38)
SGDS - 0.83 (0.98)
SMCQ - 2.11 (1.3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K-MMSE = Korean-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ang, 2006); SVLT-i = Seoul 
Verbal Learning Test-immediate recall; SGDS= Short version of the Geriatric De-
pression Scale; SMCQ=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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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과제별 문항은 무작위순서(random-

ize)로 배열하였다. 각 과제별로 5개의 세트(A-E)를 구성하였으며

(Jung, 2014; Kim & Sung, 2014; Murdock Jr, 1962), 대상자는 이 중 

하나의 세트를 실시하였다. 또한, 과제 1과 과제 2의 순서 효과를 배

제하기 위해 과제 제시 순서를 역균형화(counterbalance)하여, 대

상자 중 절반은 과제 1부터 실시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과제 2부터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대상자 1은 A세트의 과제를 실시하며, 과제 

1 실시 후 과제 2를 실시하고, 대상자 2는 B세트의 과제를 실시하

며, 과제 2 실시 후 과제 1을 실시하였다. 두 과제 모두 동사를 재인

하는 과제이므로 과제 간의 간섭 효과(interference effect)를 최소

화하기 위해 20분의 시간 간격을 두었다. 20분간 모든 대상자는 

DF, DB, 그리고 Rey Complex Figure Test (RCFT; Kang et al., 2012)

를 실시하였다. 동사 재인 질문은 질문 유형별(제시 동사, 미제시-유

관 동사, 미제시-무관 동사) 4개씩 구성하여, 각 과제별로 12문항이

었다. 동사 재인 질문은 연구자가 구두로 질문하였고, 대상자는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하였다. 과제절차 및 실시방법은 Figure 2와 같

고, 동사 재인 과제의 예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동사는 1)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1,000 이상의 초고빈도 및 

고빈도이고(Seo, 1998), 2) 2항 및 3항 동사이며(Choi, Jo, & Sung, 

2021), 3) 중복되지 않고 한 번씩 제시되었다. 각 과제별 2항 동사와 

3항 동사는 같은 개수로 구성하였고, 2항 동사와 3항 동사 간 빈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t22 = -.714, p= .483). 또한 과제 

1과 과제 2에 제시된 동사 간 빈도 차이를 통제하였고(t22 = .230, 

p= .821), 과제 1과 과제 2 간의 2항 동사 빈도 차이를 통제하였으며

(t9 = .263, p= .798), 과제 1과 과제 2 간의 3항 동사 빈도 차이를 통제

하였다(t9 = .104, p= .919). 과제 1 내에서의 2항 동사와 3항 동사 간 

빈도 차이(t9 = -.427, p= .678)와 과제 2 내에서 2항 동사와 3항 동사 

간 빈도 차이도 통제하였다(t9 = -.547, p= .597). 

명사는 1) 연세 20세기 한국어 말뭉치 1,000 이상의 초고빈도 및 

고빈도이고(Seo, 1998), 2) 중복되지 않고 한 번씩만 제시되었으며, 

3) 동사의 논항을 고려하여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첫번

째로 등장하는 동사의 예문에 해당하는 명사로 선정하였다(Choi 

et al., 2021;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n.d.). 과제 

2에서 2항 동사와 3항 동사에 제시된 명사 간 빈도 차이를 통제하

였다(t9 = .039, p= .970). 

동사 재인 질문에서 본 과제에 제시된 동사와 의미적으로 유사

한 동사를 미제시-유관 동사로 제시하였고, 의미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동사를 미제시-무관 동사로 제시하였다. 미제시-유관 및 미제

시-무관 동사는 1 · 2급 언어재활사 및 현재 언어병리학과 석사과정 

중인 재학생 40명에게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75% 이상의 일치도

를 보인 것으로 선정하였다. 75% 미만의 일치도를 보인 문항은 타당

도 검증을 재실시하였으며, 본 연구과제에 제시된 미제시-유관 및 

미제시-무관 동사는 모두 타당도 검증 기준을 충족하였다. 

연구절차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사전 검사 및 

본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과제는 연구자가 계열 위치 효과 및 순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선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자

에게 정해진 과제의 세트를 순서에 맞게 제시하였다. 또한 두 과제 

간의 간섭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20분간 DF, DB, 그리고 RCFT

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이제부터 단어(또는 문장)가 

여러 개 제시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단어(또

는 문장)를 기억해주세요. 동영상이 끝나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

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지시문을 들려주었다. 

동영상이 끝난 후,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동사 재인 질문을 구두로 

제시하였으며, 대상자는 청각적으로 질문을 듣고 ‘예’ 또는 ‘아니오’

로 답하였다. 대상자가 정반응할 경우 1점, 오반응할 경우 0점으로 

채점하였으며, 각 질문 유형별로 4점, 총점 12점이었다. 동사 재인 

과제 정반응률(%)은 (각 질문 유형에서 정반응한 문항 수/각 질문 

유형 총 문항 수)×100으로 산출하였다.

Figure 2. Flowchart example of the task procedure.
Demo. info. = Demographic information; K-MMSE =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SVLT-i = Seoul Verbal Learning Test-immediate recall; 
SMCQ=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GDS= Short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DF= Digit Span Test: Forward; DB= Digit Span Test: 
Backward; RCFT= Rey Complex Figure Test; Task 1 (A)= Verb Set A; Task 1(B)= Verb Set B; Task 2(A)= Sentence Set A; Task 2 (B)= Sentence Set B.

Participant 1

Participant 2

Demo. info.
K-MMSE
SVLT-i
SGDS
SMCQ

Task 1 (A) Task 2 (A)

Task 2 (B) Task 1 (B)

DF
DB
RC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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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청년층 및 정상 노년층 간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 

및 동사 재인 질문 유형에 따른 동사 재인 과제 정반응률 차이를 검

증하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8.0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8.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다. 연구질문 1인 집단 간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 및 동사 재인 

질문 유형에 따른 정반응률의 차이를 보기 위해 삼원혼합 분산분

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질문 2인 언어학

적 단위 제시 유형 및 동사 재인 질문 유형과 신경심리검사 및 대상

자 정보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또한 연령을 통제하였을 때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 및 동사 

재인 질문 유형과 신경심리검사 및 대상자 정보 간 상관관계를 보이

는지 살펴보기 위해 편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집단 간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 및 동사 재인 질문 유형에 

따른 동사 재인 과제 정반응률

집단 간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 및 동사 재인 질문 유형에 따른 

정반응률의 차이를 보기 위해 삼원혼합 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37) =8.734, p= .005). 즉, 청년층(M=86.71, SD=10.09)

이 노년층(M=76.85, SD=10.72)보다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다(Ta-

ble 3).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37) = .006, p= .939). 즉, 동사만 제시했을 때(M=81.88, 

SD=13.04)와 명사와 동사가 결합된 문장(M=81.68, SD=15.08)

으로 제시했을 때 정반응률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언어학

적 단위 제시 유형과 집단 간 이차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1, 37) =4.393, p= .043). 즉, 문장을 제시했을 때의 청년과 

노년의 차이가 동사만 제시했을 때의 차이보다 유의하게 큰 것에서 

기인하였다(Figure 3). 

질문 유형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74) =18.198, 

p< .001). 이에 대해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제시 동사

(M=69.30, SD=23.94)와 미제시-유관 동사(M=90.72, SD=11.45)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 .001) 제시 동사와 미제시-

무관 동사(M=85.32, SD=14.49)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으며(p= .004), 미제시-유관 동사와 미제시-무관 동사 간 차이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39). 즉, 질문 유형 간 차이가 모두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질문 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 74) = .733, p= .484) (Figure 4).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과 질문 유형에 대한 이차 상호작용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2, 74) =3.341, p= .041). 이를 검증하

기 위하여 MMATRIX로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단어와 문장 간 

차이가 제시 동사와 미제시-무관 동사에서(p= .040), 미제시-유관 

Figure 3. Interaction effect of groups and linguistic types.
Error bars reflect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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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hree-way mixed ANOVA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square F p

Group 5,647.385   1 5,647.385 8.734 .005**
Error (group) 23,925.265 37 646.629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2.289   1 2.289 .006 .939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Group 1,668.956   1 1,668.956 4.393 .043*
Error (linguistic presentation unit) 14,057.540 37 379.934
Question types 19,258.369   2 9,629.184 18.198 < .001***
Question types× Group 775.463   2 387.731 .733 .484
Error (type) 39,155.093 74 529.123
Linguistic presentation unit× Question type 2,019.612   2 1,009.806 3.341 .041*
Linguistic presentation unit× Question type× Group 288.843   2 144.422 .478 .622
Error (linguistic presentation unit ×  question type) 22,366.071 74 302.24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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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ccuracy of each question types.
P= Presented verb; UP_R= Unpresented-related verb; UP_UR= Unpresented-
unrelated verb. 
Error bars reflect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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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A. Zero-order correlations among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question types, and neuropsychological tests

Acc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Question types Neuropsychological tests

Word Sentence P UP_R UP_UR SVLT-i DF DB SGDS SMCQ K-MMSE Age Edu

SVLT-i .534*** .399* .442** .432** .372* .203 - - - - - - - -
DF .451** .222 .471** .433** .230 .120 .548*** - - - - - - -
DB .434** .154 .504** .258 .379* .266 .637*** .750*** - - - - - -
SGDS -.214 -.360* -.006 -.127 -.030 -.251 -.161 .184 .154 - - - - -
SMCQ -.541*** -.453** -.406* -.218 -.445** -.531** -.486** -.286 -.361* .540*** - - - -
K-MMSE .340* .208 .321* .408* .179 -.052 .495** .663*** .521** -.019 -.330* - - -
Age -.466** -.193 -.517** -.347* -.350* -.208 -.650** -.624** -.755** -.066 .573** -.579** - -
Edu .016 .037 -.009 -.043 .161 -.014 -.079 .241 .096 .198 .060 .252 .028 -

Accuracy,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question types are subdivided types of this task and deleted from the table because there is no ne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Acc= Accuracy; P= Presented verb; UP_R= Unpresented-related verb; UP_UR= Unpresented-unrelated verb; SNSB-II=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II; SVLT-i=  
Seoul Verbal Learning Test-immediate recall; DF= Digit Span Test: Forward; DB= Digit Span Test: Backward; SMCQ=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GDS=  
Short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Edu= Education.
*p < .05, **p < .01, ***p < .001.

Table 4B. Partial correlations among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question types and neuropsychological tests, when age was controlled

Acc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Question types Neuropsychological tests

Word Sentence P UP_R UP_UR SVLT-i DF DB SGDS SMCQ K-MMSE Edu

SVLT-i .344* .367* .163 .290 .203 .091 - - - - - - -
DF .232 .133 .221 .296 .015 -.014 .240 - - - - - -
DB .142 .013 .203 -.007 .186 .170 .293 .544*** - - - - -
SGDS -.276 -.381* -.046 -.160 -.057 -.271 -.269 .184 .160 - - - -
SMCQ -.379* -.426** -.157 -.025 -.318 -.513** -.182 .113 .134 .707*** - - -
K-MMSE .098 .120 .031 .270 -.032 -.216 .191 .474** .157 -.070 .002 - -
Edu .033 .044 .007 -.036 .182 -.008 -.081 .331* .178 .201 .054 .329* -

Accuracy, linguistic presentation units, question types are subdivided types of this task and deleted from the table because there is no need to examine the correlation.
Acc= Accuracy; P= Presented verb; UP_R= Unpresented-related verb; UP_UR= Unpresented-unrelated verb; SNSB-II=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II; SVLT-i=  
Seoul Verbal Learning Test-immediate recall; DF= Digit Span Test: Forward; DB= Digit Span Test: Backward; SMCQ=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GDS=  
Short version of the Geriatric Depression Scale; K-MMSE= 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Edu= Education.
*p < .05, **p < .01, ***p < .001.

Figure 5. Interaction effect of linguistic types and question types.
P= Presented verb; UP_R= Unpresented-related verb; UP_UR= Unpresented-
unrelated verb. 
Error bars reflect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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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와 미제시-무관 동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049). 

그러나 제시 동사와 미제시-유관 동사에서의 단어와 문장 간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1.000). 이는 제시 동사와 미제

시-유관 동사에서는 언어학적 단위 간의 정반응률이 유사한 양상

과 격차를 나타낸 반면, 미제시-무관 동사에서는 문장 제시 조건에

서 단어 제시 조건에 비해 정반응률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에 기인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Figure 5).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 질문 유형, 집단 간 삼차 상호작용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 74) = .478, p= .622). 

동사 재인 과제 정반응률과 신경심리검사 및 대상자 정보 간 

상관관계 분석

동사 재인 과제에서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단어, 문장) 및 동

사 재인 질문 유형(제시 동사, 미제시-유관 동사, 미제시-무관 동사)

과 신경심리검사 및 대상자 정보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

son 상관계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제 1과 과제 2의 총 정반응

률은 SVLT-I (r= .534, p< .001), DF (r= .451, p= .004), DB (r= .434, 

p= .006), K-MMSE (r= .340, p= .034)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SMCQ (r= -.541, p< .001), 연령(r= -.466, p= .003)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언어학적 단위 중 단어는 SVLT-I (r= .399, p= .012)

와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SGDS (r= -.360, p= .024), SMCQ 

(r = -.453, p= .004)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문장은 SVLT-I 

(r= .442, p= .005), DF (r= .471, p= .002), DB (r= .504, p= .001), K-

MMSE (r = .321, p= .046)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SMCQ 

(r = -.406, p= .010), 연령(r = -.517, p= .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즉, 단어보다는 문장에서의 정반응률이 신경심리검사 및 

연령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질문 유형 중 제시 동사는 SVLT-I 

(r= .432, p= .006), DF (r= .433, p= .006), K-MMSE (r= .408, p= .010)

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령(r= -.347, p= .031)과 부적 상관관

계를 보였다. 미제시-유관 동사에서는 SVLT-I (r = .372, p= .020), 

DB (r= .379, p= .017)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SMCQ (r= -.445, 

p= .005), 연령(r= -.350, p= .029)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미

제시-무관 동사는 SMCQ (r= -.531, p= .001)와만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제시 동사 및 미제시-유관 동사가 미제시-

무관 동사에 비해 신경심리검사 및 대상자 정보와 유의한 상관관

계가 더 많이 나타났다. Pearson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A에 제시

하였다.

본 연구 과제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간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

기 위해 연령을 통제한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를 실시하였

다(Table 4B). 그 결과, 과제 1과 과제 2의 총 정반응률은 SVLT-i (r=  

.344, p= .034)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SMCQ (r = -.379, 

p= .019)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언어학적 단위 중 단어는 

SVLT-I (r= .367, p= .024)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SGDS (r=  

-.381, p= .018), SMCQ (r= -.426, p= .008)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문장은 단어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으나,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인 검사는 없었다. 질문 유형 중 미제시-무관 동사가 SMCQ

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513, p= .001). 편상관계수 결과

는 Table 4B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년층과 정상 노년층 간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단

어, 문장) 및 질문 유형(제시 동사, 미제시-유관 동사, 미제시-무관 

동사)에 따른 동사 재인 과제 정반응률을 살펴보았다. 첫째,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청년층이 정상 노년층보다 

유의하게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Norman & Schacter, 1997; Nyberg et al., 2012; Shing et 

al., 2010). 본 연구는 짧은 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자극을 

정교하게 부호화하는 과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노년층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따라 정교한 부호화 능력이 저하되어, 청년층에 비해 

낮은 정반응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Hasher & Zacks, 1988; 

Hasher, Zacks, & May, 1999). 부호화와 재인 능력 간의 관계를 살

펴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정교하게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한 대상

자일수록 재인 과제에서 높은 수행력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Graf, Mandler, & Haden, 1982; Tulving & Thompson, 1973). 또한 

사건관련전위(event-related potentials, ERP)로 실시간 언어 처리 

과정을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청년층이 노년층보다 정보를 더 깊고 

정교하게 점화한 후 부호화하기 때문에, 청년층이 유의하게 높은 

수행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Howard, Heisey, & Shaw, 1986; 

Wegesin, Ream, & Stern, 2004). 이처럼 노년층이 청년층에 비해 새

로운 정보를 정교하게 부호화하여 기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동사 재인 과제에서 회상할 수 있는 자원(resource)이 부족하였고

(Craik, 1983, 2002), 결과적으로 청년층보다 낮은 수행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단어, 문장) 간 주효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과 집단 간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Figure 3를 살펴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의 

그래프 방향성이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청년층은 문장에서

의 정반응률이 단어보다 높은 반면, 노년층은 단어에서의 정반응

률이 문장보다 높았다. 이는 청년층은 명사와 동사가 함께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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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명사로 인해 동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

되며,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Kersten & Earles, 2004; 

Mohr, 1992). 또한 문장이 동사보다 제시된 정보가 더 많음에도 명

사와 동사의 의미적 연관성을 활용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부호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년층은 명사와 동사 간 의미적 연관성을 활

용해 새로운 정보를 부호화하는 것에서의 어려움이 있어, 문장에

서 인지적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Carpenter, Just, Keller, 

Eddy, & Thulborn, 1999; Park et al., 2002; Caplan & Waters, 2005). 

다시 말해, 노년층에게는 문장으로 제시된 과제에서 언어적인 복잡

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질문 유형(제시 동사, 미제시-유관 동사, 미제시-무관 동사)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질문 

유형 간 차이가 유의한 것에서 기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시 단어와 미제시 단어는 서로 다른 인지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Brainerd, Reyna, & Mojardin, 1999; Reder et al., 

2000; Yonelinas, 2002). Brainerd 등(1999)에 따르면, 제시 단어는 

표면정보 흔적과 핵심정보 흔적 모두에 영향을 받는 반면, 미제시 

단어는 핵심정보 흔적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

기억을 줄이기 위해서는 표면정보 흔적을 활용하여 제시 단어의 

구체적인 특성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재인을 실시

한 단어의 품사는 모두 동사로, 표면정보 흔적을 활용하는 것이 어

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사는 명사에 비해 심상성(imageability)

이 낮고(Bird, Howard, & Franklin, 2000) 상대적으로 상위 및 하위

범주와 같이 위계적으로 구조화하기 어려우며, 동사 간 같은 범주 

내에서 공유하고 있는 의미적 자질이 더 적다(Druks et al., 2006; 

Miller & Fellbaum, 1991). 즉,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동사의 특

성으로 인해 동사를 부호화할 때 표면정보 흔적이 아닌 핵심정보 

흔적에 의존하였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인 과제 수행 시 인지적 

부담이 높았을 것이다. 

또한 Yonelinas (1994) 연구에서도 제시 단어는 자극의 친숙도와 

상기(recollection) 두 가지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자극의 제시 여

부를 판단해야 하는 반면, 미제시 단어는 친숙도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제시 단어는 미제시 단어보다 더 많은 인지

적인 처리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서도 제시 동사

에서 미제시-유관 및 미제시-무관 동사보다 유의하게 더 어려움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미제시 단어가 제시 단어보다 더 낮은 수

행력을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Choi et al., 2021; Dennis 

et al., 2008; Kwak & Cho, 2004; Underwood, 1965). Choi 등(2021)

은 정상 노년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 간의 명사 재인 과제 수행

력을 비교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이 더 높은 오반응 오류, 

즉 미제시 단어에서의 정반응률이 제시 단어의 정반응률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상 노년층 내에서 연령 및 교육연수

에 따라 분석을 실시했을 때에도 미제시 단어의 정반응률이 제시 

단어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본 연구과제와 달

리 동사가 아닌 명사로 재인 과제를 실시하여, 두 품사가 지닌 언어

학적 특성으로 인해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동사는 

명사보다 의미가 다양하고(Gentner, 1978; Miller & Fellbaum, 1991) 

문맥 의존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Gentner, 1981; Kersten & Ear-

les, 2004), 동사의 언어학적 복잡성(complexity)으로 인해(Choi, Jo 

et al., 2021; Druks, 2002; Sung, Dede, & Lee, 2016) 제시 동사에서 

인지적인 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미제시 동사 내에서도 관련성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미

제시-유관 동사에서 미제시-무관 동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정반

응률을 나타냈는데, 미제시-유관 동사는 본 과제에서 제시된 동사

가 아님에도 가장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다. 이는 Andreau, Idesis와 

Iorio (2021)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무관련 정보를 처리할 

때 억제(inhibition)나 불확실성(uncertainty)을 처리하는 인지적인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되어 미제시-무관 동사가 더 어려웠던 것

으로 해석된다. 

넷째,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과 질문 유형 간 이차 상호작용 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이는 미제시-무관 동사가 제시 동

사 및 미제시-유관 동사와 다른 경향성을 보인 것에서 기인하였다. 

제시 동사와 미제시-유관 동사에서는 모두 단어가 문장보다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고, 두 과제 간 격차가 거의 동일하였다. 반면, 미제

시-무관 동사에서는 문장이 단어보다 더 높은 정반응률을 보였으

며, 그 격차가 다른 두 질문 유형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Kersten과 

Earles (2004) 그리고 Mohr (1992) 연구에 따르면, 명사와 동사가 함

께 제시될 경우 명사로 인해 동사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미제시-무관 동사에서만 문장에서의 

정반응률이 높았다. 이를 질문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들과 관련지

어 볼 때, 질문 유형을 처리하는 인지적인 노력이 언어학적 단위를 

처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요구되어, 명사로 인해 동사가 더 잘 재인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동사 재인 과제 총 정반응률과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

별, 질문 유형별로 신경심리검사 및 대상자 정보 간 상관관계를 살

펴본 결과, 대표적인 언어 학습 검사인 SVLT-i, 작업 기억 검사인 

DF와 DB, 그리고 인지 선별 검사인 K-MMSE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정적 경향성을 나타냈다. 반면, 주관적 기억 감퇴 설문지

인 SMCQ, 단축형 노인우울척도인 SGDS, 그리고 연령과는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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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이거나 부적인 경향성을 나타냈다. 특히 질문 유형인 

제시 동사는 SVLT-i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두 가지 

모두 인지 처리 과정 중 상기(recollection)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Brainerd et al., 2021; Dankert & Craik, 2013). 또한 미제시-

유관 동사도 SVLT-i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의미

적 친숙도보다 상기(recollection)에 의존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설명했듯, 동사는 명사와 달리 의미적 자질을 상대적으로 적게 공

유하기 때문에(Druks et al., 2006; Miller & Fellbaum, 1991) 미제

시-유관 동사에서 의미적 친숙도에 의존하는 핵심정보 흔적을 억

제하여 오기억이 적게 나타난 것이다. 

한편, 본 연구과제와 신경심리검사 및 대상자 정보 간의 상관관

계를 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 총 정반

응률과 언어학적 단위(단어, 문장) 중 단어만이 SVLT-i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제시된 자극의 언어학적 단위가 동일하기 때

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단어는 SMCQ와 SGDS 모두와 부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듯, 우울과 기억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Dillon & Pizzagalli, 2018; Ge et al., 2019; Ram-

poni, Barnard, & Nimmo-Smith, 2004), 우울은 기억력을 담당하

는 뇌 영역 중 해마의 부피를 감소시킨다(Roddy et al., 2019). 본 과

제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모두 정상 범주에 속하였으나, 전혀 우울

감이 없는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 간에 정반응률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는 동사로 재인 

과제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명사를 사용한 

단어 수준의 재인 과제였으며, 동사로 실시한 재인 과제는 찾기 어

려웠다. 그러나 한국어의 특성 상 동사만으로도 단일 문장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 내에서 동사의 역할이 핵심적이다(Kwon, 

2009; Sung, 2015a, 2015b; Sung & Kwag, 2012). 따라서 한국어에서 

중요한 문장 성분인 서술어, 즉 동사를 중심으로 재인 과제를 제작

하고 실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들과 달리, 제시 

동사에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보인 것을 토대로, 품사에 따라 재인 

과제의 수행력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청년

과 정상 노년을 대상으로 동사 재인 과제를 실시했고, 표준화된 신

경심리검사와 부분적으로 상관관계를 나타내, 추후 신경학적 문제

를 동반한 신경언어장애군 환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재인 과제는 품사나 언어학적 단위에 따라 다양

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 수

와 문항 수가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

이 있다. 그러므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의미적 및 통사적 수준을 달리하여 충분한 수의 문항으로 한국어 

사용자인 노년층 및 신경언어장애군 환자의 언어학적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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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동사 재인 과제 예시

과제 1_Set A

제시 단어 질문 유형

입다 ‘신다’가 있었습니까? UP-R

묶다 ‘싸다’가 있었습니까? UP-UR

붙이다 ‘붙이다’가 있었습니까? P

펴다 ‘펴다’가 있었습니까? P

업다 ‘닦다’가 있었습니까? UP-UR

흔들다 ‘섞다’가 있었습니까? UP-R

풀다 ‘풀다’가 있었습니까? P

담다 ‘때리다’가 있었습니까? UP-UR

던지다 ‘날리다’가 있었습니까? UP-R

뽑다 ‘뽑다’가 있었습니까? P

안다 ‘감다’가 있었습니까? UP-UR

떼다 ‘뜯다’가 있었습니까? UP-R

과제 2 _ Set A

제시 문장 질문 유형

의자를 밀다 ‘옮기다’가 있었습니까? UP-R

벽돌을 쌓다 ‘깔다’가 있었습니까? UP-UR

촛불을 불다 ‘주다’가 있었습니까? UP-UR

나무를 심다 ‘심다’가 있었습니까? P

깡통을 차다 ‘차다’가 있었습니까? P

참외를 따다 ‘자르다’가 있었습니까? UP-UR

사진을 찍다 ‘찍다’가 있었습니까? P

우유를 마시다 ‘먹다’가 있었습니까? UP-R

휴지를 버리다 ‘치우다’가 있었습니까? UP-R

동전을 꺼내다 ‘빼다’가 있었습니까? UP-R

모자를 벗다 ‘벗다’가 있었습니까? P

가방을 걸다 ‘닫다’가 있었습니까? UP-UR

P=Presented verb; UP_R=Unpresented-related verb; UP_UR=Unpresented-
unrelated 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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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에 따른 청년층 및 노년층 간 동사 재인 수행력 비교 

박지민·백경랑·이영미·김영태·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청년과 노년을 대상으로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 및 질문 유형에 따라 동사 재인 수행력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동사 재인 과제 수행력과 신경심리검사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방법: 청년 21명과 노년 18명, 총 39명이 본 연구

에 참여하였다. 단어와 문장 수준으로 구성된 동사 재인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세 가지 질문 유형(제시 동사, 미제시-유관 동사, 미제시-

무관 동사)에 따라 정반응률을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유의하게 낮은 재인 정반응률을 보였다. 둘째, 언어학적 단

위 제시 유형과 집단 간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청년층은 문장에서의 정반응률이 단어에서의 정반응률보다 높았으며 노년층은 단어

에서의 정반응률이 문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질문 유형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넷째, 미제시-무관 동사가 정반응 및 

미제시-유관 동사와 다른 경향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동사 단어 재인 정반응률은 신경심리검사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의 

및 결론: 노화에 따른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인해 노년층의 동사 재인 수행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학적 단위 제시 유형 및 

질문 유형에 따라 재인 수행력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적 부담이 기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본 연구

의 동사 재인 과제가 노년층의 인지 학습 능력을 해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핵심어: 노화, 동사 재인, 부호화,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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