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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착시 자극을 이용한 알츠하이머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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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학생집단, 정상 노인 집단, 알츠하이머형 치매(Alzheimer's Disease, AD) 환자 집단의 운동

지각 능력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하여 두 가지 차원의 운동 착시자극을 사용하 다. 운동

착시 자극은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들어가는 듯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3차원 운동

착시 자극과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2차원 운동 착시 자극이었다. 연구 결과 2

차원 운동 착시 지각보다 3차원 운동 착시 지각에서 수행이 더 하되었다. 세 집단 간 수행

능력에 한 차이도 나타났는데 학생집단, 정상 노인 집단, 알츠하이머형 치매 집단 순이었

다. 본 연구 결과 착시 운동 지각이 노화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공간 지각 능력이 하게 낮았다. 3차원 운동 착시 자극과 2차원 운동 착시 자

극 사이에 유의미한 지각수행 능력 차이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3차원 운동 착시자극과 2차원

운동 착시자극의 지각에 있어 서로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 알츠하이머형 치매, 운동 지각, 운동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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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후천 인 인지 손상 증후군이다. 이

는 기억, 언어, 시공간, 개념화, 단력 등의

기능 에서 3가지 이상의 인지 역의 손상이

지속 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많은 경우

치매는 진 으로 진행되고 치매 환자 본인

과 가족의 일상생활에 막 한 향을 미친다.

개인차가 크기는 하지만 평균 으로 추산해

볼 때 진행기간과 간병기간은 환자가 사망하

기까지 약 8년이 걸린다(Cumming & Benson,

1992). 치매환자의 치료와 간병을 으로 개

인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으며 치매인구의 증

가와 더불어 이에 한 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치매의 신경심리

학 기제에 한 연구자들의 폭넓은 심과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요구된다.

치매 에서 가장 표 인 치매는 알츠하

이머형 치매(Alzheimer' Disease; 이하 AD)로서,

체 치매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흔하게 나

타나는 질환이다(나덕렬, 강연욱, 1997). AD는

뇌피질세포의 진 인 퇴화로 인하여 지

능력이 차 하되는 것이 특징으로, 기억

언어기능 하, 단력과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성격도 변화하

며 종국에 가서는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

이 상실되는 질환이다(강수진, 윤수진, 정지향,

나덕렬, 2001). AD 환자들은 다양한 수 의

지각과제에서 공간 역과 측두 역의 손상을

보인다(Cronin-Golomb, Corkin, Rizzo, Cohen,

Growdon, & Banks, 1991; Cronin-Golomb, Corkin,

& Growdon, 1995; Rizzo, Anderson, Dawson, &

Nawrot, 2000).

경증 AD 환자의 시지각 능력이 정상노인보

다 하게 떨어지며 AD 환자의 경우 비

민감도에도 손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ilmore & Levy, 1991; Neargarder, Stone,

Cronin-Golomb, & Oross, 2003). AD환자는 비

민감도(Gilmore, Wenk, Naylor, & Koss 1994;

Kéri, Antal, Kalman, Janta, & Benedek, 1999;

Lakshminarayanan, Lagrave, Kean, & Shankle,

1996), 색, 입체시, 시간 해상도(Cronin-Golomb

et al 1991; Cronin-Golomb, Suguira, Corkin, &

Growdon, 1993), 운동지각(Gilmore at al., 1991;

Trick, & Silverman, 1991)을 포함한 시 감각

(visual sensation) 기능에서 손상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AD는 한 시각 주의, 읽기,

길 찾기, 물체의 치 찾기(object localization)와

같은 고차 시각기능에서도 결함을 보인다.

Mendez, Mendez, Martin, Smyth, Whitehouse

(1990)는 경-배경 분리 과제(figure-ground

task), 일상 인 물체의 재인, 색채 재인, 공간

상의 치 인식, 시각 통합과 같은 복합

인 시각과제에서도 AD환자들의 수행능력이

정상노인에 비해 조하다고 보고하 다. 이

러한 시각 련 결손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진단과 인지과제에서의 수에 한 해석 그

리고 AD환자의 수행기능을 높이기 한 재

를 도울 수 있다(Cronin-Golomb et al., 1995).

AD환자들의 시공간 구성 능력은 알츠하이

머 발병 기부터 하된다고 알려져 있다.

Rizzo, Anderson, Dwason과 Nawrot(2000)은 AD환

자의 시각능력 결함이 운동 지각에서도 나타

난다고 보고하 다. 그 외 여러 연구에서 운

동 지각 능력의 하를 보고하 다(Kurylo,

Corkin, Dlan, Rizzo, Parker, & Growdon, 1994;

Rizzo & Nawrot, 1998; Sathian, 1995; Silverman,

Tran, Zimmerman, & Feldon, 1994). 경증 AD 환

자들과 정상노인을 상으로 운동 깊이 효과

(Kinetic depth effect)의 수행 능력을 비교한 연

구에 따르면 경증 AD 환자들이 정상 노인에

비해 수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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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김남균(2009)은 경증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들의 시지각 능력, 특히 운동 지각 능력

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그 결과 경

증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운동 지각 능력이 정

상노인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증 AD환자에게 있어 시지각 능력의

손상이 기부터 범 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Rizzo, Anderson, Dawson Nawrot,

2000).

일반 으로 노화가 일어나면 시지각 능력이

떨어진다. 운동지각 역시 떨어진다. 그러나 노

화에 따라 운동 착시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에서 기술한 로

정상노인과 비교하여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시

지각 능력과 운동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운동지각 능력이 감소하

면 운동 착시를 더 지각하게 되는지, 운동 착

시의 지각도 감소하게 되는 지에 해서는 분

명하지 않다. 물리 운동이 없는 그림이지만

색 비에 의해 운동이 느껴지는 착시 자극을

사용한 연구들은 일 이지 않은 결과를 보

다(Conway, Kitaoka, Yazdanbakhsh, Pack, &

Livingstone, 2005; Berkley, Bruyn, Orban 1994,

Ashida & Osaka, 1994). Billino, Hamburger와

Gegenfurtner(2009)는 네 개의 다른 유사 운동

착시 자극을 총 139명의 실험참가자에게 보여

주고 이들에게서 연령에 따른 지각 차이가 나

타나는지 보았다. 그들은 표 인 네 가지의

운동 착시 자극을 3-82세의 범 한 연령

에 걸쳐 제시함으로써 운동 착시 변별에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네 가지의

운동 착시 자극 두 가지 그림에 해서 연

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착시 자극을 지각하는 능력이 연령 변화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운동 착시

그림들의 지각에 반드시 동일한 기제가 작용하

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많

은 기존의 연구들은 운동 착시 자극을 체계

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

동 착시 자극이 연령과 같은 발달 변화와 함

께 신경 병리 차원에서 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

지에 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운동 지각은 기본 인 시지각의 하나이다.

운동지각 능력의 상실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래할 뿐 아니라 신변의 안 을 유지

하는데도 을 래하게 된다. 우리의 시각

체계는 진화의 기 단계에서부터 움직이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 따

라서 운동지각 체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기

에는 운동 지각에서 특별한 문제를 인식하기

어렵다. 반면 착각 운동(illusory motion) 자극

은 실제로는 움직이는 자극 없이 운동 지각

체계의 반응 특성 때문에 생기는 상이기 때

문에 운동 지각 체계의 이상 여부를 민감하게

반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착각

운동 자극을 이용하여 학생 집단과 정상

노인 집단, 경증 알쯔하이머 노인 집단의 운

동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해 먼 학원생들을 상으로 비실험을

실시하여 3차원으로 운동 착시를 발생시키는

자극과, 평면상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만

돌아가고 있다고 지각되는 2차원의 운동 착시

자극을 선정하 다. 한 노화와 함께 시각에

서의 해상력, 밝기 비 민감도 같은 감각 기

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운동지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 기능에서의 문제 때문에 운동 착

시 지각이 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제하

기 해 본 연구에서는 운동 착시 자극에 사

용될 밝기 비 정도가 지각될 수 있다는 것

을 세 집단 모두에 해 비실험을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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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 다.

두 종류의 운동 착시 자극이 동일한 기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세 집단 모두 2차원

운동 착시를 지각하는 정도나 3차원 운동 착

시 지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것이

다. 그러나 두 종류의 운동 착시 자극이 서로

다른 기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면 일반

으로 모든 집단에 해 2차원 착시자극의 운

동 변별 수행보다 3차원 착시자극의 운동 변

별수행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상할 수 있다.

만약 노화와 더불어 감각기능의 쇠퇴뿐 아니

라 지각 능력에서도 감퇴가 일어난다면 이런

상은 노인 집단에서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

날 것이다.

방 법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AD집단, 정상노인집

단 학생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AD 집단

AD 집단은 충주 소재 K병원, 청주 소재 요

양병원, 수원소재 요양원을 통하여 모집된 환

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신경과 문의의 임

상 소견과, MRI, PET 등의 두뇌촬 검사결

과에 근거하여 AD로 진단된 환자들로 구성되

었다. 이들 백내장 녹내장을 가지고 있

거나(과거에 백내장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

으나 수술로 완쾌된 사례 제외), 색맹, 뇌졸

과 뇌출 기타 뇌손상이 있었던 환자들은

제외하 다. AD 집단의 사례 수는 10명이었

다. AD는 K-MMSE(Korean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검사를 실시하 으며 강연욱(2006)

의 “평균-1 표 편차(16 percentile)”을 기 으로

선정하 다.

정상노인집단

정상노인집단은 노인 복지 에 다니고 있는

정상노인들 에서 K-MMSE가 24 이상인 11

명으로 구성하 다.

학생 집단

학생 집단은 학원생과 학생 14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도구 자극재료

실험 자극은 17인치 모니터에 제시되었다.

자극으로는 35개의 운동 착시그림이 사용되었

다. 이 그림들은 크게 3차원, 2차원, 정지 차

원의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부록1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

에 사용된 3차원의 그림은 비실험에서 정상

시력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 운동의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거나 밖으로 퍼

져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각된 3종류의 그림

으로 구성되어 있다. 2차원의 그림은 운동의

방향이 단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만 움직인다

고 지각된 3종류의 그림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지 그림 한 비실험에서 움직이지 않는

다고 보고된 1종류의 그림이다. 안구 이상이

나 비 이상 반응을 배제하기 하여 정지그

림에서 운동을 보고한 사람들은 제외되었다.

이들을 제외시킨 이유는 정지그림에서 운동을

보고한 사람이 지각한 3차원/2차원 운동은 신

뢰성이 낮기 때문이다.

앞서 기술한 운동 착시자극은 3차원/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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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각 3종류씩 이루어져 있고 이상 반응

을 필터하기 한 정지자극 1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화면 안에서 각 그림들(총 7종류)의

밝기 비가 5단계로 어두워지면서 제시된다

(총 35장). 일반 으로 운동 착시에서 밝기

비를 낮출수록 운동의 강도가 느려지거나 덜

한 것처럼 지각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각 그림의 밝기 비를 낮추어가면서 각

집단의 사람들이 밝기 비를 어느 정도 낮추

었을 때까지 지각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차이가 유의미 한지 알아보고자 하 다.

설계

실험은 3(집단변인: AD, 정상노인, 학생) X

2(착시차원: 3차원, 2차원) X 5(밝기 비단계)

의 혼합요인 설계로 조작되었으며, 이상지각

반응의 필터링 기능을 하는 정지자극 5개를 포

함한 총 35회기로 구성되었다. 집단변인은 참

가자간 변인, 착시차원, 밝기 비단계는 참가

자 내 변인으로 조작되었다. 과제수행에 따른

지각여부를 산출하여 수행능력을 검증하 다.

차

본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가장 낮은 밝

기 비의 착시자극을 이용한 비실험에서

운동의 여부와는 상 없이 그림 자체의 모양

과 색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

추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즉 밝기

비에 따라 그림의 바탕이 어두워진다고 하더

라도 그 그림 자체를 보는 것에 한 수행은

손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실험에서 그림

자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운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 다. 한 참여

자들은 모두 정상시력(나안 는 교정)이었다.

본 실험을 실시하기 , 5회기로 구성된 연

습 회기를 실시하여 참여자로 하여 실험

차에 친숙해지도록 하 다. 자극 그림이 제시

되면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

니면 그 로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반응하

게 하 다. 키보드를 러 반응하게 하 고 1

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2 은 움

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르게 하

다. 각 회기마다 하나의 그림이 무선으로

제시되었다. 이 때 사용된 그림들은 본 실험

에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모든 시행이 시작되

기 , 화면에서 흰 배경과 함께 ‘아무 버튼이

나 러주세요’라는 문구가 제시되었다. 앞선

그림의 잔상효과를 배재하기 하여 회기마다

흰 차폐 자극을 제시하 다. 실험 에 그림

을 체 으로 보고, 부분 으로 자세히 살펴

보아 운동의 여부를 별해보라고 지시하 다.

이로 인하여 안구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운동이 지각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하 다. 정

상노인과 치매노인의 경우 버튼을 필요이상으

로 길게 르거나 실험과정을 이해하지 못하

거나 실험 도 지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

었다. 따라서 반응은 연구자가 실험자의 육성

응답을 토 로 직 입력하 다. 이때 제시된

자극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

는 것처럼 보이는 자극임을 확실시 주지시켰

고, 모든 사람에게 자극이 같은 방식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 거짓으로 반

응하려는 경향을 최 한 제거하고자 하 다.

결 과

각 집단 간 인구 통계학 변인이 표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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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이 참여자들의 인지 능력

수는 K-MMSE 검사를 실시하여 측정하 다.

정상은 24 이상, 인지능력 의심수 은 20-

23, 인지능력의 확실한 이상은 19 이하로

분류하 다. 이때 무학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가산 을 부여하 다.

분석 결과 집단 간 성별에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F(2,34)=.17, p>.05,

K-MMSE도 집단 간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차가 있었다, F(2,34)=37,748, p<.001, 시 지각

과제 수행 수 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가

보여주듯이 운동지각 변별수행능력은 학생,

정상노인, 그리고 AD집단 순서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을 하여 처치집단, 차원, 밝기

비 단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변별 수행 여

부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하여 반복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표 3을 보면 3차원 운동 착시와 2

차원 운동 착시 자극에 해 집단별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32)=23.619, p< .001, 한 운동 착시의 종

류와 집단의 상호작용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32)=7.559, p<.01

표 4에는 밝기 비 5단계와 세 집단, 그리

고 3차원/2차원 운동 착시 자극 2차원에 따른

수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기 해 다

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제시되었다. 밝

기 비조건에서는 밝기 비가 어두워

지도록 5단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제시하 는

데 밝기 비에 따른 변별수행 주 효과가 통

계 으로 유의미하 다. F(4,1020)=3.468, p<

.001, 집단 간 주효과도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1020)=704.698, p<.001, 3

차원과 2차원 운동 착시에 따른 운동 변별 수

행의 차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1,1020)=27.192, p<.001.

집단
3차원

반응

2차원

반응

AD

평균 0.00 0.30

인원수 10.00 10.00

표 편차 0.00 0.48

정상노인

평균 3.09 6.27

인원수 11.00 11.00

표 편차 2.81 3.07

학생

평균 12.29 13.29

인원수 14.00 14.00

표 편차 2.61 1.49

합계

평균 5.89 7.37

인원수 35.00 35.00

표 편차 5.88 5.76

표 2. 집단 별 3차원과 2차원의 평균과 표 편차

1. AD(n=10) 2. 정상노인(n=11) 3. 학(원)생(n=14)

M SD M SD M SD

연령 73.90 8.20 68.64 5.57 26.93 22.78

K-MMSE 16.50 6.19 27.45 2.16 29.00 1.17

성별 남 여 남 여 남 여

　 4 6 4 7 4 10

표 1. 실험 참여자 집단의 인구통계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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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과 밝기 비단계 조건 간 상호작용

이 나타나 집단과 밝기 비단계 조건에 따른

수 차가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F(8, 1020)=9.847, p<.001, 밝기 비단계

와 집단에 따른 상호작용도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8, 1020)=9.847, p<

.001, 밝기 비와 3차원/2차원 상호작용도 통

계 으로 유의미하 다, F(4,1020)=2.394, p<

.05, 한 밝기 비단계, 집단, 3차원/2차원의

3요인 간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8, 1020)=2.556, p<.01.

표 5는 운동 착시 지각능력이 노화에서도

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알츠하이머

환자를 제외하고 정상학생 집단과 정상노인

집단만을 상으로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실시

한 것이다. 표 5를 보면 3차원 운동 착시와 2

차원 운동 착시 자극에 해 정상학생 집단과

정상 노인 집단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23)=24.378,

p<.001, 한 운동 착시의 종류와 두 집단의

상호작용이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F(1,23)=6.636, p<.01. 운동 착시 지각의 식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험자 간
3차원/2차원 38.284 1 38.284 23.619***

3차원/2차원 *집단 24.503 2 12.252 7.559**

피험자 내

편 2366.244 1 2366.244 314.142***

집단 1984.306 2 992.153 131.718**

오차 241.037 32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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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3차원 운동 착시 자극과 2차원 운동 착시 자극에 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밝기 비단계 13.870 4 3.468 36.944***

집단 132.287 2 66.144 704.698***

3차원/2차원 2.552 1 2.552 27.192***

밝기 비단계 * 집단 7.394 8 0.924 9.847***

밝기 비단계 * 3차원/2차원 0.899 4 0.255 2.394*

집단 * 3차원/2차원 1.634 2 0.817 8.702***

밝기 비단계 * 집단 * 3차원/2차원 1.919 8 0.240 2.556**

Total 46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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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밝기 비 5단계와 집단, 3차원 운동/2차원 운동 차원간의 다원변량분석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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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 시력 교정을 한 뒤에도 하되는 것으

로 보아 운동 착시 한 노화의 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서 2차원 운

동 착시지각보다 3차원 운동 착시지각의 변별

수행능력이 더 하되는지를 알아보고, 더불

어 운동 착시지각이 노화의 향을 받는지 알

아보았다.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착

시를 일으키는 자극을 사용하여 스크린에 제

시하고 제시된 자극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

는지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지

에 하여 반응하도록 지시하 다. 자극은

비 실험을 실시하여 학원생들에 의해 앞으

로 나오거나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고

지각된 3차원의 운동 착시자극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만 돌아가고 있다고 지각된 2차원

의 운동 착시자극이었다. 연구 결과 운동 착

시 자극 변별 수행에 있어 2차원 운동 착시

자극과 3차원 운동 착시 자극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 알츠

하이머 환자집단과 정상 노인집단, 학(원)생

집단 사이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

견되었는데 학(원)생 집단, 정상 노인집단,

알츠하이머 환자집단 순으로 운동 착시 지각

을 잘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착시자극의 수행여부도

연령변화에 따른 차이를 보 으며 특히 2차원

운동 착시 자극보다는 3차원 운동 차원에서

수행이 더 하된다는 것을 밝 냈다는데 의

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기술한 Billino 등(2009)의 연구에서도 시사된

바 있다. Billino 등(2009)은 4개의 다른 운동

착시자극을 제시한 후 지각 변별 여부를 알아

보았는데 네 가지 자극 두 가지 자극에서

연령 별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나머지 두 가지

착시 자극에 해서는 연령 별 차이가 나타나

지 않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

착시자극의 지각에는 연령 변화에 민감한 요

소들이 있으며 모든 운동 착시 자극이 동질

이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Uc, Rizzo, Anderson, Shi Dawson

(2006)은 자동차 운 일어난 후방충돌 연

구를 통하여 알츠하이머 환자의 시지각 능력

이 정상노인보다 하되는 것을 발견하 다.

경증 AD환자와 정상노인들을 상으로 하여

운 자들의 교차로 진입양상을 검증한 결과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피험자 간
3차원/2차원 53.862 1 53.862 24.378***

3차원/2차원 *집단 14.662 1 14.662 6.636*

피험자 내

편 3759.013 1 3759.013 360.258***

집단 809.093 1 77.542 77.542***

오차 239.89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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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정상 학생 집단과 정상 노인 집단의 2차원과 3차원 운동 착시 자극에 한 반복측정 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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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환자들은 정상노인보다 정 거리를 유지

하는데 실패하거나 교차로에 정지하고 있는

선행 차량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련지어 생각해 볼 때 AD환자

들은 정상노인들보다 공간 거리지각에 하가

나타나며 운 길 찾기 등에서 더 많은 불

편을 겪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노화는 움직이는 물체에 한 시각 처리에

있어서 상당한 향을 받는다. 기의 연구들

은 소 동체시력(dynamic visual acuity)을 검사

함으로서 노인에게서 운동지각에 손상이 있음

을 발견하 다. 동체시력검사는 걷거나 운

하는 것과 같은 실질 으로 요한 능력을 필

요로 하는 검사이면서 노인에게서 정지시력보

다 더 효과 으로 운 능력을 잴 수 있는 검

사임이 밝 졌다(Brown, 1972). 그러나 움직임

착시 지각자극을 통한 연구결과는 그다지 많

지 않다.

시각기능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한

다. 그런 변화에는 수정체의 력이 떨어짐

으로서 생기는 노안(presbyopia)과 동공크기가

어드는 ‘노인성 축동’이 있다. 자는 안구

의 능력에 국한된 반면에, 후자는-극한 상

황에서- 망막 조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망막

퇴화는 한 간상체와 추상체의 수의 감소 혹

은, RGC수의 감소 때문일 수 있다(Pitts, 1982;

Weale, 1987; Curcio, 2001). 시각 피질에 의한

추 기능장애와 인지 감소가 공존하게 되

면 노인 인구에서 시각을 연구한다는 것이 굉

장히 복잡해진다(Archibald, Caleke, Mosimann,

Burn, 2009). 움직임 착시에 여할 가능성이

있는 안과 , 해부 기제를 살펴보면, RNFL

(Retinal nerve Fiber layer: 망막신경섬유층)은 신

경 뉴런과 축색돌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신경으로부터 나온다. 이 연구를 보면 AD

에서 RNFL의 퇴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 연구

들이 있다(Blanks, Schmidt, Torigoe, porello,

Hinton, Blanks, 1996). 안구 기록도 AD환자

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결과들은 아직도 명료하게 밝

지지 않고 있다(Katz, Rimmer, Iragui, Katzman,

1989; Trick, Barris, Mickler-Bluth, 1989). 단층

상법(OCT; Optical coherence tomography)은

RNFL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데 녹

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에 이용된다(Jaffe,

Caprioli, 2004). RNFL의 두께의 감소는 이의 신

경세포사나 축색의 감소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정상인의 RNFL의 두께를 측정하

는데 그 결과 성별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화가 RNFL의 두께와 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owd, Zangwill,

Blumenthal, Vasile, Boehm, Gokhale, Mohammadi,

Amini, Sankari, Weinreb, 2002; Kanamori, Escano,

Eno, Nakamura, Maeda, Seya, Ishibashi, Neji,

2003; Varma, Bazzaz, Lai, 2003). 다른 연구에서

는 정상 노인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AD환자에

게서 RNFL의 두께가 었다는 결과가 보고되

었다(Paquet, Boissonnot, Roger, Dighiero, Gil,

Hugon, 2007). 한 AD는 도 민의 감소와

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Joyce, 2001). 도

민 수 의 변화는 약시(Gottlob, Charlier, &

Reinecke, 1992), 코카인 단증상(Desai, Roy,

Roy, Brown, & Smelson, 1997), 페닐 토뇨증

(Diamond & Herzberg, 1996), 그리고 정신분열

증(Calvert, Harris, & Philipson, 1992; Philipson &

Harris, 1985; Shuwairi, Cronin-Golomb, McCarley,

& O`Donnel, 2002)을 포함하는 질병들에서 나

타나는 시각 장애와 련 있다. 도 민 수

용기가 후두엽과 망막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Parkinson, 1989; Phili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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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patrick, & Jones, 1987; Rakic & Lidow, 1995).

이러한 에서 보면, AD에서 시각연합피질

과 내측 시각구조가 유의한 신경 병리를 보

다는 사실은 본 연구의 운동 착시 자극 반응

에서 나타난 집단간 차이와 련이 있음을 시

사한다(Cronin-Golomb & Gilmore, 2003). 그러나

마찬가지로 도 민과 AD 환자의 연 성에

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집단의 크기가 비교 크지 않

고, 집단 간 연령과 성별의 동등성이 확보되

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일반화를 신

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더 많이 확보된 참여

인원과 성별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동

질성을 확보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알츠하이머집단의 3차원/2차원 운

동 착시 자극의 지각 수가 각각 0 , 0.3

으로 바닥효과를 보 다. 이는 2차원과 3차원

의 착시지각 능력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3차원의 경우

AD환자 어느 구도 움직임을 지각하지

못한 반면에 2차원의 경우 그나마 움직임을

볼 수 있었던 자극이 있었다는 것은 AD 환자

의 운동지각 능력 하에 반 으로 모든 운

동자극에 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비균질

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한

후속 연구는 AD환자의 이해 기능장애의

진행특성과 련된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추후 실험

자극에서는 난이도를 낮추어서 3차원과 2차원

자극 지각에 좀 더 명확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로 진단이 확정된 AD환자를 상

으로 연구를 실시하 으며, K-MMSE를 토 로

다시 정상노인집단과 구분하는 차를 사용하

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질환은 진행 정도에

따라 인지 , 지각 능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의 진행

정도에 따라 세분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체 알츠하이머 질환자에게 용하여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양

로원이나 소규모 치매노인 탁기 에서는 알

츠하이머병 진단 신 잠정 으로 치매라는

명칭만을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 실험 상으로 포함 되지 못하 다. 따라

서 좀 더 다양한 AD환자 군에 한 후속 연

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

과는 운동 착시 자극이 진단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해 다. 이에 해서는 더 많

은 뇌 성 병력이 있었던 치매노인을 상

으로 운동 착시 자극을 이용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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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of Static Motion Illusion on

2-Dimention and 3-Dimention in Alzheimer’s Disease

Eunkyung Koh Jung Wo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compare motion perception among college students, healthy elderly people, and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AD) using 2D or 3D illusory motion stimuli. The 3D illusory motion

stimuli are static images but perceived moving forward and backward, and 2D perceived moving left or

right. Significant group differences were found in motion perception, with the students performing best,

healthy elderly people next, and the people with AD. And the people with AD performed better in 2D

than 3D test. These results suggest impact of aging and disease status on motion perception and

possibility of involving different mechanisms in 2D and 3D motion perception.

Key words : Alzheimer’s disease, Motion perception, Illusory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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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차원 운동 착시 자극

(나) 2차원 운동 착시 자극

(다) 정지자극

부록 1. 비를 다르게 용한 운동 착시자극(완 쪽부터 오른 쪽으로 가면서 비가 낮아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