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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재인에 있어서

글자교환 효과와 한글 처리 모형 탐색
*

이 창 환 이 윤 형†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단어내의 글자들을 교환하여 제시할 경우 원래의 단어로 혼동하는 현상인 글자 교환 효

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는 글자교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각단어 재인시 글자가 어

떻게 부호화 되는지와 단어재인 초기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과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 소고에서는 글자교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형들을 살펴보고,

하향적 인지적 처리를 반영하는 모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특히 한글 처리의 경우, 글자

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이라고 보는 기존의 모델들과 달리 하향식으로 글자의

위치가 어휘 하위 단위인 초성, 중성, 종성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기반한 모형을 탐색하고 추후 연구방향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단어재인, 글자교환 효과, 처리모형, 한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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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언어심리학에서 전통적으로 다루어져 온 주제는 언어의 기본 단위인 단어에 대

한 지각 또는 재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보가 어떻게 표상되는가 하는 문제이

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judge” 와 같은 영어 단어의 가운데 글자들을 서로

교환하여 “jugde”라는 자극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면 이를 원래 단어로 착각하는

현상인 글자 교환 효과(Letter transposition effect)를 이용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글자교환 현상은 단어내에 있는 글자들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 졌을 경우 원

래의 단어와 혼동되는 현상을 말하는데[1] 이러한 현상은 어휘판단과제(예: “jugde”

를 단어라 판단하는 판단오류가 많음)를 비롯하여 점화과제에서의 수행(예: JUGDE

를 먼저 보고 이후 judge가 나타나면 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단어라 판단함),

눈운동 패턴 연구 등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1, 2, 3, 4, 5, 6, 7, 8, 9, 10].

글자 교환 효과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몇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우

선 단어내 글자교환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각 글자들의 영향력과 부호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일반적인 보고는 단어의 가운데 부

분의 글자들이 교환된 경우가(예: judge -> jugde) 단어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의 글

자들이 교환된 경우보다(예: runway -> runwya[후반]) 단어재인시 유의미하게 많은

혼동을 야기시킨다는 것이었다[11]. 글자 교환이 일어난 위치가 글자의 어디 인지

(예: 글자의 전반부 또는 후반부)에 따라 글자교환 효과가 달라지는 지를 살펴봄으

로써 글자 위치에 따른 처리상의 중요도를 알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주된 이유로 글자 교환 효과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단어재인시 초기

정보처리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글자 교

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단어재

인 초기 과정에서 관여하는 변인의 종류와 처리 양상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

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단어재인 연구의 관심사 중 하나는 형태소 정보가 단어재

인의 초기 단계에 관여하는지 여부인데 이를 알아보는데 글자교환 효과에 관한 연

구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만약 형태소 경계 내에서 글자 교환한 경우

(runway -> rnuway)에는 단순히 다른 글자로 글자를 대체한 통제 조건(예: rumuay)

에 비하여 글자교환 효과가 더 일어나지만 형태소의 경계를 넘어 글자 교환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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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runway -> ruwnay)에는 글자교환 효과가 없다면 이는 형태소 정보가 단어재인

초기 과정에 관여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에 형태소 정보의 처리단계를 밝히기 위하여 자주 사용했던 형태소 점화과제와 더

불어 관련 주제에 대한 실험 증거를 제공한다[12].

글자교환 효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글자 교환시 음

운정보를 조작하여 음운정보가 단어재인의 초기에 간여하는지와 철자가 유사한 단

어의 수(이웃단어)가 많은지 여부가 글자교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음과 모

음의 글자교환효과가 차등적인지와 같이 단어재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주요 변인들이다[4, 10, 13]. 이처럼 글자 교환 효과는 전통적으로 단어재인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졌던 변인들의 처리단계와 작동기제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기에 최근 단어재인 연구가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과 맥을 같이하여 비영어권 연구자를 중심으로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대상으로 글자교환 효과가 해당 언어에서 일어나는지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어 히브리어, 중국어, 한국어 등의 언어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14, 15, 16, 17]. 이러한 연구들은 영어의 글자 교환 효과와 해당 언어의 글자

교환 효과의 양상을 비교하여 언어 보편적 및 언어 특정적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

을 통해 기존 언어 모형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고, 보다 보편타당한 일반 언어처리

모형을 제안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같은

알파벳 표기체계에 기반한 글자교환 효과모형들을 살펴보고 차별되는 한글처리모

형이 가능한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글자교환 설명 모형

영어권을 중심으로 글자 교환 효과를 설명하고자 다양한 단어처리 모형이 제안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초기지각 과정에 기반한 모형들이다. 대표적인 세가지 유

형의 모형으로 “개방 바이그램 모형 Open bigram model,” “공간 부호화 모형 Spatial

coding model,” “중첩 분포 모형 Overlapping distribution model,”을 들 수 있다. 본 고

찰에서는 이들 모형들의 구체적인 가정과 계산 방식을 논하지는 않고,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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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후반부에 제시하는 한글기반 모형과 대비할 수 있는 내용만을 간략히 소개

하고자 한다.

우선 Open bigram model은 단어의 글자지각 단계에서 단어내 두 개의 글자들의

쌍을 단위로 처리되는 단계를 상정한다[5]. 예로 “judge”라는 단어의 지각시에는

“ju,” “ud,” “dg,” “ge,” “ud,” “ug,” “ue,” “dg,” “de,” “ge,”의 가능한 두 개의 글자쌍으

로 입력되는 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jugde” 와 같이 가운데 “dg”의 글

자쌍을 교환하여 만들어진 비단어가 혼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dg”라는 글자 쌍이

지각시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즉, “jugde”와 같은 글자교환

비단어는 원래 단어와 “dg”와 관련된 단위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다분히 원래단

어처럼 지각된다. 또한 이 모델은 근접한 글자쌍이 멀리 있는 글자쌍보다는 처리

의 가중치가 적을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이 모델은 교환된 글자들이 원래의 위치에서 멀수록(예: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바꾸는 경우, judge -> jgdue) 글자 교환에 따른 혼동효과가 현격히 줄어드는 현상

을 잘 설명하며 대부분의 글자 지각 현상에 대해서 상당한 설명력이 있어 왔다.

하지만, 단어의 초반부 글자들을 바꿀 경우에 글자 교환에 따른 혼동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설명하지 못하며, 글자간 거리가 멀더라도 자음간 교

환(예: casino -> caniso)시에는 모음간 교환(예: casino -> casoni)시보다 글자 교환에

따른 혼동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Kinoshita와 Norris[18]는 세글자 간격을 넘어선 점

화 자극의 경우(e.g. bs)에도 두 글자 간격의 점화자극(bo)과 유사한 크기로 목표단

어(e.g. ABOLISH)를 점화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아울러 거꾸로 된 글자쌍

(즉, “ob”)도 유의미한 점화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어가 순차

적이고 가중치가 다를 수 있는 두 개의 글자들의 쌍을 단위로 처리된다는 bigram

모델의 가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Open bigram model 이후에 제안된 Spatial coding model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Open

bigram model 보다 더 설명력있는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이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글자 지각시 단어내 첫 글자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부호화 되고, 그다음 순차적

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순으로 부호화되어 각각의 글자별로 활성화

의 정도가 차등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2, 3, 19]. 이 모형은 기존의 IA(inter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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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모형이 주장하는 흥분과 억제의 글자 처리망에 근거하여 단어처리를 모

사한다. 또한 IA 모형이 제안한 빈도 의존적 휴지기 활성화, 위계적 처리, 지엽적

글자 및 잔여 표상 등 많은 가정을 그대로 차용하여 IA 모형과 연계되어 있다. 다

만, IA 모형과 다른 것은 글자의 입력 부호화 과정이 위치 특정적이 아니라는 점

과 그에 따라서 차별적인 어휘 탐색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이모형은 첫글자 이후 후행 글자들의 정보적 중요도가 현격히 줄어듦을 가정하

고 있기 때문에 교환된 글자가 원래의 위치에서 멀수록 혼동효과가 현격히 줄어드

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예: 두 번째와 네 번째를 바꾸는 경우, judge ->

jgdue). 아울러 이 모형은 첫글자가 가장 높은 수준의 활성화를 보일 것이라는 가

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 초반부의 글자교환시 혼동효과가 현격히 감소하는 것

을 잘 설명할 수 있다(예: judge -> ujdge). Kinoshita와 Norris[18]의 연구에서 글자쌍

을 거꾸로하여도 점화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즉, ob [점화자극] -> ABOLISH)을

Open bigram model 보다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공간부호화 모형(Spatial coding model; SOLAR)의 “SLAT,” “SCAT,” “SALT,”

“SOAP,”에 대한 글자 입력 방식; 글자 지각시 첫 글자의 중요도가 가장 높고, 뒷 글자로 갈수

록 중요도가 급격이 낮아짐을 보여 준다; x축은 단어 내 각 글자들을 나열한 것이고, y축은 각

글자의 처리 시 심리적 활성화 정도를 의미한다. SLAT은 SCAT나 SOAP에 비해 SALT와 심

리적 활성화 정도가 더 유사하다.([3.19]의 그림에 근거하여 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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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lapping distribution model 은 그림 2와 같이 단어처리시 글자의 활성화가 글

자별 정규분포의 양상을 띤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각 글자의 속성이 활성화 되는

정도가 다르고(분포의 높이), 각 글자의 속성이 이웃하는 글자에 미치는 영향력(표

준편차)이 다르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예로, 5글자로 구성된 영어단어에서 세

번째 글자는 어느 정도는 두 번째나 네 번째 위치에 있다고 지각될 수 있고, 심지

어 미세한 정도나마 첫 번째 글자와 다섯 번째 글자위치로 지각될 수 있다[1]. 아

울러 각 글자는 단어내 첫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치의 글자들은 그 활성화의

정도가 비교적 일정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즉, 단어 내 첫글자를 가장 중요하

게 지각하고, 두 번째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점차적으로 중요도가 줄어들지만 변

화가 비교적 일정하다는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어떤 단어나 비단어의 활성화는 이들 글자의 활성화 총합이

목표단어의 글자들과 겹치는 정도가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목표단어로부

터 글자가 교환되어 만들어진 비단어 내의 모든 글자의 활성화 총합이 해당 목표

단어의 활성화 총합과 유사할수록 글자 혼동 효과가 더 일어난다고 본다. 그림 2

에서는 “TRAIL” 이라는 목표단어에 대하여 가운데 글자들을 교환하여 만든

“TRIAL” 이라는 단어가 “TRAIN” 과 같이 목표단어의 마지막 글자를 ‘대체’ 하여

만든 단어보다 활성화의 정도가 더 많이 겹치는 것(빗금친 부분)을 예시하고 있다.

즉 “TRAIL”에서 중간 글자들이 교환되어 생성된 “TRIAL” 이라는 단어는 목표단어

에 대하여 활성화의 중첩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서로 혼동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

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JUDGE”와 같은 단어에서 중간에 글자들을 교환하여 생

성한 “JUGDE”의 혼동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모형은 Spatial coding 모형에 비하여 비교적 글자간 교환이 먼 자음간 교환을

보고한 연구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다(예: CASINO에서 자음간 교환인 CANISO가

근접 교환과 동일한 혼동 효과). 이 모형에 따르면 첫글자를 제외한 가운데 글자들

은 그 분포상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글자간 교환이 일어나더라도 원래 단어

와의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크지 않게 된다. 또한, Kinoshita와 Norris[18]의 연구에

서 세글자 간격을 넘어선 점화 자극의 경우(e.g. bs)에도 두 글자 간격의 점화자극

(bo)과 유사한 크기로 목표단어(e.g. ABOLISH)를 점화하는 현상과 점화글자쌍을 거

꾸로 하여도 점화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즉, ob [점화자극] -> ABOLISH)도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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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 이 모형에 따르면 첫 글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글자들의 활성화의 변화

가 미세하기 때문에 다소 글자교환간 거리가 멀거나 글자의 순서가 바뀌어도 점화

량의 변화가 적을 수 있다.

그림 2. 세 번째 그래프 TRAIL 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TRAIN, TRIAL이라는 단어의 활성

화가 중첩(색칠된 부분)이 되는 정도; TRAIL 에 대하여 TRAIN은 서로 활성화가 중첩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지만(색칠 안된 마지막 글자 N), TRIAL은 중첩이 안되는 부분이

미세하다(색칠이 일부 안된 가운데 글자 I 와 A의 부분).([1]에서 발췌)

지금까지 살펴본 글자의 위치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모두 글자의 지각 수

준에서 글자의 위치가 정해진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어 내 하위 어

휘단위(Sub-lexical unit)나 단어의 형태소와 같은 상위 인지과정이 글자 위치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형태소와 같은 의미적 인지과

정은 차지하더라도 글자의 위치가 지정된 다음 바로 다음 단계인 단어 내 하위어

휘단위가 글자위치 지정에 간여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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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교환 효과에 대한 인지적 변인의 영향

앞서 간략히 상술한 기존의 글자 처리 모형들은 글자로부터 음절까지의 초기

지각 단계의 처리에 기반한 모형들이다. 그런데 본 소고의 후반부에 소개할 한글

기반 모형은 하위 어휘단위 같은 인지적 요소에 기반한 모형이다. 따라서 한글 기

반 모형을 살펴보기 앞서서 글자교환 효과에 있어서 주요 인지적인 변인들이 어떻

게 간여하는지를 몇몇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위 어휘단위 처리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기존의 글자 처리 모형들은 글자로부터 단어로의 상향식

처리를 주로 상정하고 있지만, 하위 어휘단위(Sub-lexical unit)에 근거한 하향적 처리

가 단어재인시 글자 처리에 간여할 수 있다. 하위 어휘단위라 함은 단어내 글자

또는 글자군이 기능적으로 어휘접근 단위로 작동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음절체(초두자음+모음), 각운(모음+말미자음), 음절 등을 비롯하여 기능적으로 작

동하는 초두자음, 모음, 말미자음의 개개 글자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단위

에 기반한 모형은 정보처리 과정에서 지각이후에 상징적인 단위로 전환되는 글자

의 역할에 초점이 있기에 지각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인지적 처리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다수의 영어권 연구들에서 영어단어는 초두자음을 제외한 모음과

말미자음의 각운구조로 처리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Bowey[26]는 단어재인의 초기과정을 주로 반영한다고 알려진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단어초기 처리단계에서의 글자처리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Bowey[26]는 점화

자극과 목표자극 간에 각운이 겹치는 조건(예: ame -> tame)이 시각적으로는 동일

한 정도로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이 겹치지만 각운이 아닌 경우(예: rab -> drab)보다

명명시간이 빠름을 보고 하였다. Treiman과 Chafetz[23]은 단어에 물리적인 글자간

경계를 부여하여 피험자에게 단어를 처리하도록 유도하여 실험을 하였는데, 음절

체를 경계로 나누어진 조건(예: STI/ /CK)이 각운을 경계로 나누어진 조건(예: ST/

/ICK)이 보다 수행이 느림을 보고하였다. 그밖에 Treiman과 그의 동료들은 음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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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substitution)과제, 음소 이동과제(phoneme shift task), 각운포함 비단어(예: 비단어

bick에서 “ick” 이 각운) 대한 어휘 판단과제[22, 24, 25]를 사용하여 각운이 말놀이

과제와 어휘판단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영어와 같은 알파벳 표기체계는 초성과 각

운으로 이루어진 처리 단계가 단어처리 초기에서부터 일어나서 어휘집 접근까지

하나의 유의미한 처리단위로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어의 경우는 각

운내에서 글자를 교환할 경우의 글자 혼동효과가 각운을 벗어나서 교환된 경우보

다 클 수 있다. 하지만 세글자로 이루어진 많은 영어단어의 경우는 각운을 벗어나

면 첫글자가 교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혼입이 일어나기에 이를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 한글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음절이나 3음절단어가

대다수 한글 단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음절이나 세 번째 음절에 조작

을 가할 수 있다. 초성, 중성, 종성이 하위어휘처리 단위로서 작동한다면 이러한

단위를 벗어나서 철자가 교환된 경우는 글자 혼동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단위내에

서 철자가 교환된 경우(종성의 두 자음)는 글자 혼동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을 해볼 수 있다.

음운정보의 사용

글자교환 효과와 관련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 중 하나는 과

연 음운정보가 글자교환에 개입하는지 여부이다. 현존하는 모형들은 모두 음운처

리를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음운정보가 글자 교환에 개입한다면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본 소고와 관련된 기존 음운 정보 연구는 글자교환 효과를 이용하여 음운정보

가 단어재인의 초기단계에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보고자하는 시도였다[4, 27, 28, 29],

예를 들어 Frankish 와 Turner[30]는 글자가 교환되었을 때 쉽게 발음을 할 수 있는

비단어의 경우에는 읽기 어려운 비단어보다 글자 혼동효과가 더 많이 일어남을 보

고 하였다. 즉, 음운적으로 읽기 쉬운 비단어는 읽기 어려운 글자 교환된 비단어에

비해 오류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초기과정일 수 밖

에 없는 글자 교환효과와 음운변인 상호작용하는 양상이므로 단어재인의 초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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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음운정보가 활성화됨을 시사한다. 반면 Perea 와 Perez[29]는 점화과제를 사

용하여 음운은 동일하지만 철자가 다른 비단어(kaniso)는 그렇지 않은 글자교환 비

단어(caniso)에 비해 목표단어(즉, casino)를 촉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고하여 글자

교환 효과에서 음운 정보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글자교환효과에서의 음운정보의 역할은 인지신경심리학적 연구에서 지

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Gainger, Kiyonaga 와 Holcomb[31]는 점화과제에서 점화자

극과 목표자극의 음운적 유사성이 N250파형의 변화를 초래하며 이는 음운정보가

어휘처리 이전에 사용된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점화과제를 사

용하여 철자는 한 글자 차이가 있지만 음운적으로는 목표자극과 동일한 점화자극

(e.g., bakon-BACON)을 사용한 조건과 음운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화자극(e.g.,

bafon-BACON)을 사용한 조건 간에 목표단어 재인시의 ERP 파형의 차이를 살펴봤

는데 음운적으로 동일한 점화자극을 사용한 경우 N250 파형이 더 작게 나타난다

는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또한 이와 같은 음운 점화효과가 철자 교환 조건시에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철자가 교환되어도 음운이 동일한 조건(e.g.,

barin-BRAIN)의 경우 통제조건(e.g., bosin-BRAIN)에 비해 더 작은 N250파형이 나타

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것이 글자교환시에도 음운정보가 일정정도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하였다. 한글연구에서도 Kwon, Lee, Jeon 와 Lee[39]은

ERP 어휘판단과제에서 음운특성이 유지가 되는 경우(젓갈 -> 섲갈)는 한글도 예외

적으로 글자 혼동효과가 일어남을 발견하여 음운정보가 비교적 초기 단어처리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자음과 모음의 차등적 역할

Perea 와 Lupker[10]는 글자 교환 효과에 있어서 글자들의 역할이 동등한 것이 아

니고 자음과 모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일반 단어재인시 자음에

기반하여 단어가 처리되고 모음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Berent 와 Perfetti[32]의

연구에 근거하여 글자 교환에서도 자모음에 따라 다른 처리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는 것이다. Berent와 Perfetti[32]는 점화과제를 사용하여 목표자극에 대하여 자음만

을 점화자극으로 제시한 경우와 모음만을 제시한 경우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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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시 조건에서는 목표자극의 수행이 향상되었으나 모음 제시 조건에서는 별다

른 영향이 없었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일반 단어재인시 자음을 중심으로 의미가

활성화되고 모음은 발음 등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Perea 와 Lupker[10]는 만약 단어재인이 자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글자교환

효과도 자음교환에서 주로 발생하고 모음 교환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

았다. 실제로 그들의 연구에서는 자음간을 교환한 조건(예: caniso)에서는 글자 교환

효과가 나타났지만 모음간을 교환한 조건(예: cisano)에서는 글자교환 효과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긴 단어(예: academy)를 사용한 그들의 후속 연구에서도 자음간

의 교환 조건(예: adacemy)이 모음간의 교환 조건(예: acedamy)보다 큰 글자 혼동 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났다[33]. 이들은 이렇게 자음, 모음간에 차등적인 글자교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로 자음에 비해 모음이 글자 빈도가 통상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33].

형태소의 개입 여부

형태소는 단어재인의 전통적인 연구주제중의 하나였으며 형태소가 어휘접근 전

에 어떤 방식으로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본 연구가 많았다[예: 34, 35, 36]. 글자교환

효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Christianson, Johnson 과 Rayner[12]이 형태소가 복수로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형태소가 단어처리 초기에 개입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들은 형태소 경계를 넘어서서 글자를 교환한 조건(예: sunshine -> susnhine)

과 형태소 내에서 글자를 교환한 조건(예: sunhsine)의 글자 교환 효과를 비교하였

는데 형태소 경계를 넘어선 글자 교환은 단어재인시 혼동을 일으키지 않지만 형태

소 내 글자 교환은 단어재인시 더 많은 혼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

한 이들은 복합 형태소 뿐만 아니라 접미사를 어간에 붙인 파생 형태소(예: boaster)

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견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Dunabeitia, Perea 와 Carreiras[37]

는 접미사와 접두사로 이루어진 단어에 대하여 접미사와 접두사 간에 글자 교환을

한 경우와 접미사와 접두사 내에 글자 교환을 한 경우의 글자교환 효과를 비교하

였다. 그 결과 형태소 경계를 넘나드는 접미사와 접두사간 글자 교환은 혼동효과

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접두사나 접미사 내에서 일어난 글자 교환은 유의미한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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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일으켰다. 하지만 최근에 Bayesmann, Mccommick 과 Rastle[38]은 형태소 내의

두 글자를 바꾼 조건(예: drakest)과 형태소 경계를 넘어선 형태소 간의 두 글자를

바꾼 조건(예: darekst)의 경우 수행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글

자교환 효과에 있어서 형태소의 역할은 일관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이며, 어떤 실험조건이나 자극 유형에서 형태소 변인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글 글자1)교환 효과

한글 글자교환 효과 연구

앞선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들에서도 글자교환 효

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e와 Taft[14]는 글

자교환 효과가 영어와는 다른 글자 구성 체계와 표기 원리를 가진 언어(한글)에서

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실험을 보고하여 글자교환 효과와 관련된

모형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한글은 언어 특성상

초두 자음(onset)과 말미 자음(coda)이 일정한 위치(위와 밑)에 배치되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단어내 철자지각에 하향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한글의 위치

특정화 기제가 글자교환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르면 영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낱자의 위치특정화 기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약하

기 때문에 글자 교환을 실시할 경우 글자교환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으로 이들은 한국어 화자들과 영어 화자들에게 각각 한글과

영어 이음절 단어(예: 문장, napkin)내의 음절 간 초두자음을 서로 맞바꾸어 생성된

글자교환 비단어(예: 문장 -> 준망; napkin -> kapnin)의 어휘판단 수행을 비교하였

다. 그 결과 동일한 패턴으로 생성된 비단어 임에도 영어화자들의 경우, 글자교환

1) 한글에서 글자는 자모수준보다는 음절수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글에서는 자모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철자교환 효과”로 바꾸어 명명하는 것이 타당하나 논문전반의 용어의

통일하기 위하여 “글자교환 효과”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함.



이창환․이윤형 / 단어재인에 있어서 글자교환 효과와 한글 처리 모형 탐색

- 13 -

비단어들이 통제 조건에 비해 어휘판단시 더 많은 오류를 생성하는 글자교환 효과

를 보였다. 반면, 한국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글자교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음절 간 말미자음을 바꾸어 생성된 비단어의 경우(예: 문

장 -> 뭉잔; napkin -> nankip)와 1음절 말미자음과 2음절 초두자음을 바꾸어 생성

된 비단어의 경우(예: 문장 -> 뭊낭; napkin -> nakpin)에도 유사하였다. 한글이 통

상적으로 글자 교환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 현상은 이들의 후속 연구에서도 보고되

었다[15]. 이들은 한글의 음절간 글자교환보다는 음절내 글자교환을 조작하여 초두

자음과 말미자음을 교환한 조건(문장 -> 눔장)에서는 글자교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말미 자음군 교환(예: 닭에서 -> )조건에서는 글자교환에 따른 혼동효과

가 관찰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글의 경우에는 초두자음, 모

음, 말미자음이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하여 비교적 물리적으로 지정된 위치

에 반드시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 즉, 한글의 경우에는 글자의

위치가 어휘접근의 기능적 단위로 작용하여 하향적으로 글자 위치 지정에 간여하

여 글자교환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기존 모형에 의한 한글처리 설명가능성

한글의 경우에는 글자 교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Lee와 Taft[14, 15]의

연구결과는 지각적 차원의 글자교환 효과 설명 모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이다. 즉, 단어내 글자들이 가능한 모든 바이그램(bigram)의 조합으로 활성화되거나

단어내 글자들이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활성화의 정도가 야기된다는 가정은 한글

에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바이그램 모형의 주장과 같이 단어처리가 두 개의 철자간의 조합이 단위

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면 글자교환 효과가 한글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나야 하지만

실제로는 한글에서는 글자교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Lee & Taft[14]의 실험처럼

1음절의 종성과 2음절의 초성이 교환된 경우(예: 문장 -> 뭊낭)는 전혀 다른 글자

가 대체된 통제단어(예: 뭊당)보다는 바이그램의 수가 원래단어와 대비하여 많기

때문에 혼동의 경향이 있어야 한다. 공간부호화 모형과 중첩분포 모형도 한글의

중간 글자들의 교환에서 어느 정도의 글자혼동효과를 예측하고 있다. 특히 중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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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간의 활성화정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중첩분포 모형은 더

많은 혼동효과를 예측하고 있지만 한글 2음절 단어 경우는 전혀 관찰되지 않아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가정을 추가한다면 일부 모형들에서는 어느 정도 한글의 글자교환 혼동

효과 부재도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공간부호화 모형과 중첩분포

모형의 경우에는 한글이 음절 단위로 물리적으로 끊어져 지각된다는 가정을 추가

하면 Lee & Taft[14]의 음절간 글자 교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다. 실제로 Lee & Taft[14]의 실험4의 영어에 대한 한글식 표기를 한 조건

에서 글자 혼동효과가 여전히 있었지만, 상당부분 줄어든 사실은 음절간의 경계가

혼동효과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들 모형들은 Lee 와

Taft[15]의 연구에서와 같이 음절내 초성과 종성을 교환한 경우에도 혼동효과가 전

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들 모형들은 초성의 처리에 상당한

처리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초성이 다른 위치로 교환되면 혼동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본 저자 실험실의 최근 데이터에서는 한글 2음절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서 모음과 종성과 두 번째 음절에서 초성과 모음, 모음과

종성을 교환한 조건 모두에서 혼동효과가 미미하였다. 따라서 기존 영어권 모형은

또 다른 추가 가정 없이는 첫글자를 제외한 음절내 다양한 글자들의 교환에서 혼

동효과가 미미한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의 몇몇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영어권 기존 모형들이 특정한 가정을 추

가하더라도 한글 글자교환 효과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며 히브

리어 연구와 같이 히브리어의 고유한 형태소 틀(root)이 단어처리 초기에 단위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형태소 틀을 벗어나면 혼동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의 언어

특정적 설명방식이 더 적절한 상황이다[16, 17]. 구체적으로 Velan 과 Frost의 연구

에서 형태소의 틀을 벗어나서 구성된 글자교환 점화자극은 목표자극의 수행을 활

성화 시키지 못했지만, 형태소틀 내에서 구성된 점화자극은 목표자극의 수행을 활

성화 시켰다. 이에 근거하여 이들은 히브리어에서는 형태소틀이 글자교환효과의

중요 소재(locus)라고 제안하였다.

한글에서의 미미한 글자 혼동효과는 한글 시각단어 재인시 하위 어휘단위에 근

거한 하향적 처리가 글자 처리에 간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Le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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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t[14, 15] 연구의 한계로 이들의 연구는 점화과제(예: 준망 [글자전환 점화자극]

--> 문장[목표자극])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반해 기존의 영어권 모형들은 점화과제

를 이용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엄밀한 언어 간 비교검

증을 위해서는 한글의 경우에도 점화과제를 사용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

음운적 변인의 영향

한글 글자 교환 효과에 음운 정보가 관여할 지에 관해서 최근 연구가 진행되었

다. Kwon, Lee, Jeon와 Lee[39]는 글자교환을 할 때 음운특성을 유지하게 되면 한글

에서도 글자교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 음운정보가 글자부호화 과

정에 관여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Kwon, Lee, Jeon와 Lee[39]는 선행연구에서 한글

에서 글자혼동 효과를 관찰하지 못한 것은 하향적 철자 위치 단서 정보가 강력하

여 상향적 단어 철자 정보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추가적인 음운적 정보를 제공하면 한글에서도 글자혼동 효과를 관찰할 수 있을 것

이라 보았다. 이들은 ERP를 이용하여 글자교환을 하더라도 초성의 음운특성은 유

지가 되는 경우(젓갈 -> 섲갈)에는 한글에서도 글자교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글의 경우에는 철자 위치라는 하향적 정보가 글자교

환의 혼동을 제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음운적 정보가 하향적 정보와 상

호작용하여 글자교환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Frost[40]의 제안처럼 글자교환 효과와 같은 단어재인시의 철자정보의 효과도 그

언어의 언어 특정적 환경이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다. 따라서 새로 제시된 한글 처리모형을 비롯하여 기존 글자 교환 모형이 어떻게

음운처리 과정을 모형에 포함시킬지가 하나의 문제이다.

한글 기반 모형의 가능성 및 후속연구 방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글자교환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개개의 글자들의 철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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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특성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모형들은 지각적 차원을 넘어서는 단어내 음운, 의

미, 형태소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시각적 단어재인과정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으며[40] 기존의 글자 교환 모형들을 통해 설명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영어권에서도 기존의 글자

교환 효과 설명 모형들이 음운, 형태소, 자음과 모음 등 인지적인 변인들의 작용을

포함하도록 새로운 모형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운처리가 단어재인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근거로 모형에 음운적 제약(constraint)을 상정하는 모델을 제안 할 수 있을 것이

다[30]. 즉, 언어자극이 인지정보처리체계 입력되면 우선적으로 음운적인 계산

(phonological calculation) 이 이루어짐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운적인 계산은

어소 대 음소(grapheme to phoneme) 교환 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즉

각적이고 자동적임을 가정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모형들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하여 글자처리에 있어서 순수한 시각적 처리를 주된 처리기제로 가정하고, 어떠

한 자극유형과 실험 조건에서 음운적인 현상이 가변적으로 나타나는지를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글자교환효과가 알파벳 모형과는 다른 언어특정적 기

제에 의하여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히브리어 연구에서 보고

되었다. Velan과 Frost[16]의 연구에서는 영어와 히브리어로 문장 읽기 과제를 실시

했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글자교환이 문장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글자

교환 효과가 나타났지만 히브리어의 경우에는 글자교환이 문장이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 글자교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증거는 한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글자교환 효과가 언어특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어

별로 글자교환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17].

한글의 시각적 단어재인과 관련하여서는 초두 자음과 모음, 말미 자음이 일정한

위치에 배치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치정보가 기능적으로 어휘접근에

간여하며 하향적으로 글자위치 지정에도 간여한다는 가정을 포함하는 새로운 글자

지각 모델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이렇게 글자 지각 수준에서의 처리과정

뿐 아니라 어휘 하위요소들이 단어재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인 제안은 Pla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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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lelland, Seidenberg 와 Patterson[42]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laut 등은 영어단어의 경우에도 단어재인의 최초 단계에서 초두자음군, 모음,

말미자음군의 처리단위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영어권에서는 뒷받침할

만한 실험증거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러한 모델이 현재까지 주

요 이론으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한글

단어 처리에 적용된다면 다분히 설명력이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에

서와 같이 초두자음군에 한글의 초성이 배치되고, 모음에 모음, 말미자음군에 종성

을 배치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리단계에 영어의 각운대신에 한글의 음철체

(초성 + 모음)를 상정하여 해당 단어가 활성화되는 모형을 구상할 수 있다.

그림 3. Plaut, McClelland, Seidenberg, & Patterson[41]의 초두자음, 모음, 말미자

음에 기반한 처리 모델; PLANT 라는 단어의 PL이 초두자음(onset), A(모음), NT(말미자

음)이며, 초두자음과 말미자음 내에서도 글자의 순서를 정하는 단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최근에는 이 모형에 기반하여 일부 영어 단어들도 단어재인시 초성, 중성 및 종

성의 기능적 하위어휘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4, 15, 43,

44]. Taft와 Krebs-Lazendic[43]은 “napkin”과 같이 두 개의 음절이 초성+중성+종성의

구조로 된 단어는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난 “sermon”과 같은 단어에 비하여 글자교

환에 따른 혼동효과가 더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napkin”의

가운데 글자들을 교환하면 “nakpin”이 되어 원래 단어와 동일한 초성+중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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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가 되지만 “sermon”의 경우는 “semron”이 되어서 서로 구조가 다르게 된다

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napkin”과 같은 단어에서 가운데 글자교환 시 글자혼동

효과가 일어나기 쉬운 이유가 이러한 단어들의 경우 초성+중성+종성의 처리 단

위에 기반하여 처리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보고된 한글단어에 관한 실험증거는 이러한 모형을 지지하는 단초를 제공

하였지만, 몇 가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우선, 한글이 위치특정적인 처리가 일어

나서 글자교환 효과가 없다는 Lee 와 Taft[14]의 연구에서는 단어내 글자의 교환이

음절 간 이루어졌다(예: 음절간 초두자음). 이것은 한글이 음절을 단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보고[45]와 실제로 한글의 경우에는 음절간에 물리적인 공간이 존재한

다는 사실에 근거한다면 중대한 실험적 오류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은 한

글을 처음부터 음절별로 글자들을 지정하여 처리하기에 음절간에는 글자들을 교환

하더라도 혼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Lee 와 Taft의 연구에서

일음절의 말미자음과 이음절의 초두자음간 교환 조건에서는 음절간 물리적인 공간

이동 뿐만 아니라 위-아래로 대각선의 공간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글자 혼동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여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혼입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글자

간 교환 조건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며 영어 단어와 동일한 조건의 상대적 비교도

필요하다. Lee 와 Taft[15]는 일부 음절 내 글자끼리의 교환을 통한 글자교환 효과

데이터를 제공하였지만, 대응되는 영어단어와의 비교가 없었기에 설명력이 약하다.

추가적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권 모형이 점화과제와 같이 초기 단어처리

를 반영하는 과제에 기반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한글모형과 영어모형의 면밀한

비교검증을 위하여서는 한글연구에서도 글자교환된 점화자극을 무의식적 처리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제시하고 목표자극의 처리를 측정하는 점화과제를 실

시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권 연구에도 개선점이 있다. 대부분의 영어권 단어지각과 재인에 대한 연구

는 관련 조작의 용이성과 초기 정보처리 단계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단음절 단어를

실험자극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하여 왔다. 따라서 영어단어의 경우에도 Lee 와

Taft의 연구와 같이 복음절 단어를 사용하고 이를 한국어 단어와 비교하는 추가

연구를 통해 복음절 단어 처리에 대한 언어간 비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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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글자교환효과를 단음절과 복음절의 전체 단어처리에 일반화 시킬 수 있

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로 글자 수준의 교환(한글에서는 철자라고 불리

우는 최소 단위)에 관심이 있어 왔지 음절 교환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음절이라는 것은 통상 두 개 이상의 철자가 합하여 기본적인 발음의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철자와는 다른 수행을 보일 개연성이 있다. 예로 “아이디

어” 이라는 4음절 단어의 구성음절들을 서로 바꾸어 음절교환 자극을 만들면(즉,

아디이어), 직관적으로도 철자를 교환하는 경우보다는 확연히 혼동효과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음절 교환 효과 연구가 이론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음절이 철자와 단

어의 위계에서 중간 단계에 있는 처리단위이며 최근 많은 연구에서 음절이 단어재

인의 기본단위로 철자못지않는 주요 정보처리 단위라는 증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예: 7, 45].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 음절이 과연 철자와 유사하게 위

치 특정적인지 아니면 영어와 같이 혼동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한자 글자를 어원으로 한 단어(예: 대리, 국무총리)와 순수 우리말(예: 겨레,

아주머니), 그리고 외래어(예; 버스, 아이디어) 등 다양한 유형의 단어들의 글자교

환 효과 양상을 동시에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며 만일 유형에 따라 교환효과가

달라진다면 어원 특정적 처리 모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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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n the Models of Letter Transposition

Effect and Exploration of Hangul Model

Chang H. Lee Yoonhyou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Department of Psychology,

Sogang University Yeungnam University

Growing boy of studies focus on the letter transposition effect since it gives the

information on how letters are coded and what variables are involved in the processes of

word recognition. This review investigated various models on letter transposition effect.

While most proposed models rely mainly on the bottom-up processes, evidences from

various studies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top-down variables based on the cognitive

processing mechanism. Especially, empirical evidences suggested that Hangul model should

include a position specific processing mechanism based on onset, vowel, and coda of the

Korean character.

Key words : Letter Transposition Effect, Word Recognition, Cognitive Processing Model,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