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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효과모형 을 이용한 실험언어학 (Mixed-Effects Model)
데이터 분석 방법 고찰 자기조절읽기 실험 데이터를 중심으로: *

신정아 
동국대학교( )

Shin, Jeong-Ah. 2019. How to analyze experimental linguistic data using a mixed-effects 
model in R: Focusing on data from a self-paced reading experiment.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9-1, 76-94. This study examined a practical use of 
mixed-effects models in R, analyzing accuracy and reading time data from a self-paced 
reading experiment. It discussed the applications of logistic mixed-effects model for binary 
data (e.g., accuracy data) and the use of a mixed-effects model for reading time (RT) data, 
effectively removing outliers within the data set. A sample for mixed-effects model analyses 
was collected from a previously conducted self-paced reading experiment, involving English 
reduced relative clauses for 30 advanced and intermediate second language learners. 
Rationales and guidelines toward selecting the most appropriate mixed-effects model and 
checking model assumptions were also discussed.   

Keywords: mixed-effects model, linear mixed model, logistic mixed model, experi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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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년 저널 특별호 에는 2008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Emerging Data Analysis)
선형혼합효과모형 을 이용하여 인간의 행동반응 언어 실(linear mixed effect model, LME)
험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이 소개되었다(e.g., Baayen, Davidson, and Bates 2008). 

이 피험자 별 평균을 이용한 분석 결과뿐만 아니라 실험에 사용된 Clark(1973) (participant) , 
언어 자료 항목 별 평균에 대한 통계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언어를 고정효(item) ‘
과로 분석하는 오류 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뒤 심리언(language-as-fixed-effect fallacy)’ , 
어학 분야 실험 연구들은 항목 분석 의 결과 피실험자 분석(item analysis) , (participant 

의 결과 그리고 이 두 가지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한 값 등을 보고하였다analysis) , minF . 
왜냐하면 실험언어학의 실험은 특히 다양한 언어 항목을 사용하, 기 때문에 언어 항목의 변

* 이 논문은 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 과 년 동국2016 (NRF-2016K2A9A2A19939367) 2018
대학교 우수연구자 지원사업 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S-2018-G0001-00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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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포도 보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즉 언어 실험은 피험자 당 한 번 이상의 . , 
반응 같은 요인의 다른 항목으로 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자극 항목별로 두 개 이상의 반( ) , 
응 같은 요인을 다른 피험자로 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험자 분( )
석뿐만 아니라 항목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인지하게 되
었다. 

이렇게 기존의 많은 실험언어학 연구들이 피험자를 임의 변인으로 하여 모든 피(random) 
험자의 평균을 분석하는 피험자 분산 분석 과 언어 항목을 임의변인으로 하여 모(ANOVA)
든 실험 자료의 평균을 분석하는 항목 의 결과를 각각 값 값으로 따로 보고하ANOVA F1 , F2
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험자와 언어 항목을 동시에 임의변인으로 고려하여 한 번에 분석. , 
할 수 있는 혼합 모형이 실험 언어학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혼합 모형은 각각의 . 
평균값을 이용한 에 비해 데이터 손실이 크지 않고ANOVA , 분석으로 적당하지 않ANOVA 
은 이분적 데이터도 로지스틱혼합모형 으로 분석도 가능하다는 (logit mixed-effects model)
장점이 있다(Jaeger, 2008). 

혼합효과모형 분석은 보통 오픈소스 통계 프로그램인 을 이용한R(R Core Team, 2014)
다 국내의 실험 언어학 연구에서도 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들 이준규. R LME (e.g., , 

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편적2011, 2016; Lee and Shin, 2016; Seo and Shin, 2016) , 
으로 사용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에서 모형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 R LME 
언어 실험에서 자주 쓰이는 반응 정답률과 반응 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자기조절읽기 실험 데이터를 예로 에서 모형을 . , (self-paced reading) R LME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한다.

분석 전 데이터 준비 및 점검2. LME 

데이터프레임 준비2.1 

피험자 또는 언어 항목의 평균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모형은 각각의 관LME 
찰치 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결과를 정리할 때 데이(data point) , 
터 준비 방법에 대해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각각의 관찰치가 각 행을 차지할 수 . , 
있도록 아래로 길게 배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 (Excel) 
이터를 정렬하는데 확장명을 사용하면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불러오기가 용이하다, csv R . 
데이터 정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독립 변수 정보는 주어진 열에 
동일하게 나열하고 각각의 관찰치는 종속변수 열의 각각의 행에 기록하여 아래로 증가하도, 
록 배열한다는 점이다 독립변수 열의 이름은 보통 . “Subject”, “Item”, “Factor1”, “Factor2”
으로 하고 종속변수 열의 이름은 등, “Response”, “RT(ResponseTime)”, “ACC(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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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시하여 세로로 긴 형태로 데이터프레임을 정리한다 이렇게 되면 그림 과 같이 각. 1
각의 관찰치의 종속변수 셀은 다른 관찰치와 다른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프레임 준비 1. csv

그림 을 보면 각각의 열의 이름은 피험자 항목 요인 요인1 , (Subject), (Item), 1(Type), 
실험 문장 목표 단어 종속변수 이해도 측정 질2(Proficiency), (Sentence), (Word), 1(RT), 

문 종속변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Question), 2(ACCuracy), 1 그리고 각각의 행은 각각의 . 
열에 해당되는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 종속변수 과 에 해당하는 읽기시간 과 문장 이. 1 2 (RT)
해도 측정 반응값 의 관찰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는 보통 실험자가 실험 설계할 (ACC)
때 미리 준비하는 독립변수 정보이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면 각각의 관찰치에 피험자의 번. , 
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그림 의 실험 장에서 자세히 설명 에는 문장 종류 의 . , 1 (3 ) (Type)
두 레벨 중의성 불포함 조건과 중의성 포함 조건이 있는데 피, (unambiguous) (ambiguous) , 
험자 에게 주어진 언어 항목 즉 첫 번째 문장 을 중의성 불포함 조건으1 1( , ) (unambiguous) 
로 문장 내 목표 단어인 본동사 을 읽는데 가 걸렸고 이해도 측정 질문에 , attacked 1407ms , 
정답으로 대답하여 로 입력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피험자 에게 항목 를 중의성 포함1 . , 1 2

조건으로 실험 문장이 주어졌는데 문장 내 목표 단어인 본동사 를 읽(ambiguous) , pecked
는데 가 걸렸다 그러나 번 항목의 이해도 측정 질문에 오답으로 대답하여 으로 1572ms . 2 0
입력되어 있다 이렇게 피험자 의 전체 결과 밑에 피험자 의 전체 결과를 나열하는 방식. 1 2
으로 모든 피험자 결과를 하나의 스프레드시트에 이어 붙인다 그 다음에는 연구자가 원하, . 
는 정보를 보기 위해서 정렬 방식을 바꾸면서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다음 그림 는 같은 데이터프레임을 언어 항목 피험자 순으로 정렬한 것이다. 2 , .

그림 항목 피험자 순으로 정렬한 데이터프레임2. , 

1 데이터프레임 파일은csv 에서 다운로드 후 엑셀에서 확인 가능 http://bitly.kr/LMEdata data_v.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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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데이터프레임을 항목 번 문장에 대하여 다른 피험자의 2 , 1
관찰치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예시로 제시한 실험은 실험 설계부터 균형설계. , 

되어 번 항목 문장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을 다른 피험자가 보(counterbalanced design) , 1
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한 명의 피험자는 두 가지 조건을 다른 항목을 통해서 읽게 되어 . , 
있고 하나의 항목은 두 가지 조건으로 교차해서 나누어 있어서 다른 피험자를 통, (crossed) 
해서 읽게 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의 목표단어는 모두 동일하고 목표 단어 앞부분. , 
을 다르게 하여 두 가지로 조건으로 만들어 놓았다.  

모형 개요 및 가정2.2 LME 

모형은 고정효과 를 보이는 변수뿐만 아니라 임의효과LME (fixed effect) (random effect)
를 보이는 변수들까지 포함하므로 반복측정분산분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어서 현재 실, 
험 심리언어학에서 매우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다 고정효과는 보통 실험 설계에서 설정한 / . 
변수로 설정된 레벨이 모집단의 모든 가능한 레벨을 포괄하는 변수에 의한 효과이고 임의, , 
효과는 피험자와 언어 항목 등처럼 설정된 레벨이 모집단의 모든 가능한 레벨을 포괄하지 
못하는 변수에 의한 효과를 의미한다 최재웅 홍정하 재인(Gelman and Hill 2007, , 2013 
용 모형은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뿐만 아니라 반복측정 및 범주형 수치형 예측 변수 ). LME /
둘 다 사용이 가능하며 계층 내포 데이터 불균형 관측자료 결측 데이터 가 , / , , (missing data)
있는 관측 자료도 다룰 수 있다 그래서 결측 데이터가 있는 경우나 불균형 관측자료일 경. 
우에는 분석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반복측정분산분석보다 모형이 실험언어학 데LME 
이터 분석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은 서로 다른 변이성을 동시에 모형화하므로 개별 피험자나 항목별로 각기 다LME , 
른 회귀선 특정 절편이나 기울기 을 갖는 종속변수를 모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험( ) . 
자 또는 항목별로 특정 절편이나 기울기는 정규분포의 임의변수로 모형화되므로 임의절편‘

임의기울기 라고 부른다 이렇게 임의절편과 임의기울(random intercept)’, ‘ (random slope)’ . 
기까지 모두 최대로 포함한 모형을 최대모형 이라고 부르는데 최대모형이 ‘ (maximal model)’ , 
더 적합한지 단순모델이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Matuschek, 

와 논문 이Kliegl, Vasishth, Baayen and Bates 2017). Barr, Levy, Scheepers Tily(2013) 
후로 년 이전까지는 에서 실행했을 때 수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2017 R (convergence) 
최대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방법이었다 물론 실험 설계에서 설정된 요인은 . , 
모형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어 피험자간 요인 은 모. , (between-subject factor)
든 피험자가 동일하게 가지는 요인에 대해 변이성을 볼 수 없게 설계되었으므로 피험자의 
임의기울기는 넣지 않는다 또한 예측 변수간의 상관관계 가 높으면 과적합. , (correlation)

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는 항목의 임의기울기를 모형에 넣지 않거나 복잡한 임(over-fit) , 
의기울기 상호작용까지 포함한 임의기울기 가 없는 모형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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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회귀분석의 기본적인 선형 모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선형 모형에서 사용하LME . 
는 가정을 만족해야 한다 첫 번째 가정은 선형성이고 두 번(Gries, 2013; Winter, 2013). , 
째는 잔차 의 분산의 동질성이다 세 번째 가정으로 잔차는 표본에서 표본을 추출(residual) . , 
하는 모집단에서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 네 번째 가정은 잔차의 독립성이다 그리고 마지. . 
막 가정으로 잔차의 다중공선성 의 불출현이 있다 이러한 가정의 확인은 , (multicollinearity) . 
모형진단 그래프를 이용하여 검토한다(model-diagnostic) .

의 설치 에 들어가서 을 에서 선택하고 컴퓨터 사R (https://www.r-project.org/ cran Korea
양에 맞게 선택하여 다운로드)부터 기초적인 사용법은 한국어 번역본 최재웅Gries(2013)( , , 
홍정하 의 제 장에 쉽게 설명해놓았다 에서도 제안했듯이 프로그램2013) 2 . Gries(2013) , R 
을 설치한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 RStudio . 

의 온라인 튜토리얼을 참고하면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Winter(2013) LME .
모형을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는 LME R lme4(Bates, 

와 Maechler, Bolker, and Walker 2019) lmerTest(Kuznetsova, Brockhoff, and 
Christensen 2019)이다 또는 에서 로 . R Gui R Studio install.packages(“lme4”, “lmerTest”)
이 두 가지 패키지를 설치한 후 와 로 불러오면 모형, library(lme4) library(lmerTest) LME 
을 이용하여 기본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모형의 가정을 확인하기 위한 그래. LME 
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패키지도 설치하면lattice(Sarkar 2018) , 등의  Normal QQ-plot 모
형진단 그래프를 이용하여 모형의 가정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부록의 LME (
스크립트 참조).

실험 조건별 코딩 2.3 

보통 실험언어학에서는 범주형 변인 회귀모형에서는 예측변수 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 ) . 
어 실험 설계일 경우 두 가지 예측변수가 있고 각각의 예측변수 당 두 가지 레벨이 2×2 , ,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각 조건 당 레벨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비. , 

코딩을 해주어야 하는데 의 패키지의 모형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contrast) , R lme4 LME 
있는 것은 처리대비 또는 더미 코딩 이므로 실험의 목(treatment contrast, , dummy coding)
적에 맞게 유의해서 코딩을 다르게 해서 넣을 필요가 있다 보통 두 가지 이상의 예측변수. 
를 가진 실험 설계일 경우는 합계 코딩 또는  효과 코딩 을 사(sum coding) (effect coding)
용해야 결과를 해석하는데 용이하다 합계 코딩을 세팅하는 방법으로 . 

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른 함수를 options(contrasts=c("contr.sum”, "contr.poly”)) ,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지만 분석 결과의 절편을 사용하여 결과를 해석 최재웅 홍정, ( , 
하 참조 하여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다 반면 하나의 예측변수의 두 2013, pp. 386-388 ) . , 
레벨의 차이를 해석하는데 용이한 코딩 방법은 비교하고자 하는 레벨을 각각 와 로 0.5 0.5–
코딩하여 사용하는 효과 코딩이다 과 을 사용하는 합계 코딩의 대비의 크기는 인 반. -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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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효과 코딩은 두 레벨의 차이가 이 되므로 두 레벨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 1
있기 때문이다 만일 결측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와 를 사용하기 보다. 0.5 0.5–
는 함수 및 개별 함수 부록의 scale() ( myCenter 함수 참조 를 사용하여 코딩하여 중심화)

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분석 방법이다(centering) . 

혼합효과모형을 이용한 자기조절읽기 실험 데이터 분석 방법3. 

심리언어학 분야 중 문장 처리 연구는 실시간 언어 처리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조절읽기 
실험을 많이 이용하였다 통사적으로 중의적인 구문을 사용하여 문장 처리의 메커니즘을 연. 
구하였는데 특히 일시적 중의성 을 포함한 영어 축약 관계절, (temporary ambiguity)

을 실험 자료로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 (reduced relative clauses) (e.g., Juffs, 1998). 
통사적으로 중의적인 축약 관계절을 영어학습자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표본 데이터를 모아 
혼합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와 . , Rah Adone (2010)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문장을 이용하여 자기조절읽기 실험을 부분적으로 재현 하(replicate)
여 중급 또는 고급 수준의 제 언어 학습자들이 일시적으로 통사적으로 모호한 문장의 이, 2 
해도 및 읽기 시간이 그렇지 않은 문장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예로 들
어 모형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LME . 

표본 데이터는 총 명 남자 명 의 플랫폼 의 자기조절읽30 ( 9 ) Ibex Farm (Drummond 2013)
기 실험을 통하여 획득하였고 피험자는 한국 명 홍콩 명 독일 명 에서 영어를 제, (24 ), (5 ), (1 ) 2 
언어로 학습하는 학습자이고 평균나이는 범위 이었다 영어 숙달도는 자가 25.63( : 20~33) . 
평가 를 이용하여 고급 명 과 중급 명 두 그룹(self-rating) (advanced, 18 ) (intermediate, 12 ), 
으로 나누었다 실험에 사용된 문장은 다음과 같다. .

1) The brave fireman rescued from the burning roof saved the helpless people.
 Q: Did the fireman rescue someone from the burning roof?

2) The brave fireman seen on the burning roof saved the helpless people.
 Q: Did the fireman see someone saving helpless people?

번 문장은 번 문장의 과 다르게 단어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통사적 중(1) (2) seen rescued 
의성을 포함한다. 본동사로도 해석될 수 있고 축약 관계절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이러한 통사
적 중의성은 목표구역 인 에서 차적으로 해결되고 목표구역 인 에서 완전(p) from 1 , (v) saved
히 해결된다 이렇게 구성한 총 개의 실험 문항과 실험 문항과 전혀 관계없는 덤. 12 (filler) 
문장 개를 포함하여 약 분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스페이스바 를 34 15 . (space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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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단어 하나씩 제시되는 자기조절 읽기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피험자 내 변인으로 문장의 종류 조건을 두 레벨(within-subject) (Type) (ambiguous vs. 

로 하였고 피험자 간 변인으로 영어 숙달도unambiguous) , (between-subject) (Proficiency)
를 두 그룹 으로 구분하였다 본 실험의 데이터는 부록 스크립트에 제시한 링크에(hi vs. lo) . 
서 다운로드한 뒤, data <- read.csv(file=file.choose(), sep = ‘,’,  header = T, fill=T)
로 그 파일을 불러들이면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다 모형을 이용한 분석 과정 및 결과. LME 
는 다음과 같다. 

예 아니오 응답의 정답률 분석3.1 -

실험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종속 변수 중 하나는 정답률 이다 문(accuracy rate) . 
법판단 과제 이해도 측정 과제 등에서 예 아니오 응답과 같은 이진 종속변수를 가, - (binary) 
진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이진 로지스틱회귀모형 을 사용(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한다 로지스틱 연결함수 변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본 논문. (link function) 
의 목적이 아니어서 이진 종속변수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로지스틱회귀모형을 모델 안, LME 
에서 사용하는 방법만 다루도록 한다.

본 연구의 이해도 측정 결과는 맞으면 틀리면 으로 입력되어 있다 연구 목적에 따, 1, 0 . 
라 즉 실시간 언어 처리를 관찰하기 위해 실험에 집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 
이해도 측정 문항을 사용하는데 이 때는 정답률이 낮은 피험자의 결과 전체를 분석에서 제, 
외하기도 한다 보통 매우 쉬운 이해도 측정 문항을 이용해서 퍼센트 또는 퍼센트 미. 70 80
만의 정답률을 보인 피험자는 분석에서 제외하기도 하는데 제 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 2 
는 실험의 경우에서는 이전 문장을 이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실험 목적에 따라 분석, 
에서 제외하지 않기도 한다(Marsden, Thompson, and Plonsky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숙달도에 따라 일시적 중의성이 포함된 문장이 그렇지 않은 문장
보다 문장 이해도가 감소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장 이해 문제의 정확
성을 측정하였다 두 가지 예측 변수인 문장 종류 와 영어 숙달도 에 . (TYPE) (PROFICIENCY)
따른 정확도 평균표는 ACCtable <- tapply(ACC, list(Type, Proficiency), mean); 

로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ACCtable 표 과 같다1 .

표 실험 조건과 영어 능력 변인에 따른 문장 이해도 평균1. 

표 은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는 평균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1 . 
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 특히 종속 변수가 또는 로 이진 종속 변수를 맞는 LME , 0 1

 중급학습자 고급학습자
중의성 포함 문장 0.509 0.662
중의성 불포함 문장 0.663 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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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혼합 모형으로 분석한다 모형 선택 과정에서 최대모형에서 변수를 줄여가는 방법. 
과 최소모형에서 변수를 늘여가는 방법 중 외 인 을 따라 최대모형에서 변수를 Barr 3 (2014)
줄여가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도 최대모형으로 시작하였으나 . 
변수 간 상관성이 높게 나와 과적합된 모형들에서 임의변수의 기울기를 하나씩 줄여나갔
다2 고정변수는 실험 설계 목적에 따라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까지 포함한 공식으로 사용. 
하였다 모형 선택은 함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변수가 유의미한지를 검정하였고 가장 . anova , 
설명력이 높은 모형 또는 값이 낮은 모형 인(AIC BIC ) glmer(ACC~Typec*Profc 
+(1|Subject)+(1+Typec|Item),data,family="binomial”)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모(
형 선택 과정의 여러 모형의 자세한 공식은 부록 참조 결과 값을 보고하기 전에 최종 모). , 
형으로 선택된 모형의 가정을 검증해야 한다 검증 과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 
하고 가정을 위반하지 않은 최종 모형의 결과는 표 와 같다, 2 . 

표 문장 이해도 결과2. 

              Note. *p<0.05 

표 를 보면 고정효과 결과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2 , . 
만 보통 실험언어학 결과는 실험 변인에 따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의효과 결과는 , , 
보고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고정효과의 절편값도 해석하지 않고 실험 변인인 문장종류. , 
의 주효과 영어 숙달도의 주효과 및 문장종류와 영어 숙달도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한다, 3. 
문장종류의 기울기 추정값은 로 문장종류의 레벨인 중의성 불포함 문장0.941–

조건을 기준 레벨 로 중의성 포함 문장 를 비교 레벨(unambiguous) ( 0.5) , (ambiguous) (0.5)–
로 효과대비 코딩을 하였기 때문에 중의성 불포함 문장 조건이 이해도 결과가 더 높지만, , 
이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어 숙달도의 기울기 추. 
정값은 로 중급 학습자는 고급 학습자는 로 효과대비 코딩을 하였으므로 고1.022 0.5, 0.5 , –
급 학습자 그룹이 이해도 결과가 더 높고 이 값은 수준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 0.05 
있다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 외 인 에 따르면 임의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분산의 가장 적은 Barr 3 (2013) , (a) , (b) 
부분을 야기하는 임의효과를 제거하기 또는 가장 복잡한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임의기울기를 제거, (c)
하여 수렴할 수 있도록 모형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대비코딩인 효과코딩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고정변인의 기울기 추정값을 주효과로 , 
바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처리대비인 더미 코딩인 사용할 경우 기울기 추정값으로 주효과를 바로 . 
알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고정효과 추정값 표준오차 값z p값 유의성
절편( ) 0.972 0.393 2.474 0.013 *
문장종류 -0.941 0.672 -1.401 0.161
영어숙달도 1.022 0.423 2.416 0.016 *
상호작용 -0.471 0.666 -0.707 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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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읽기 시간 결과 분석 3.2 /

심리언어학 실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종속 변수 중 하나는 반응 또는 읽기 시간이다. 
반응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해서 측정하여 실시간 언어처리의 양상을 파악한다(ms) . 
우선 일반적인 분석은 이해도 측정 문항에서 정답으로 응답한 문항만 포함한다 그래서 , RT . 
오답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얼마나 제거 되었는지 보고 한다 또한 의 모형 분석에 , . , RT LME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특이값의 처리이다 기존 연구 방식을 . 
참조하여 미리 정한 특정값보다 큰 수나 작은 수를 특이값으로 처리하는 방식과 피험자 개
개인에 따른 특이값을 처리하는 방식 두 가지 모두가 실험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본 , ,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사용하여 분석해보도록 한다. 

본 연구의 피험자 정답률을 확인해보면 이상 정답률을 보인 피험자는 명중 명이, 80% 30 6
었다 보통의 반응시간 연구에서 이해도 측정은 피험자가 실험에 집중했는지 여부를 확인하. 
는 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보통 또는 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인 피험자의 . 70% 80%
결과와 오답으로 기록된 항목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연구 주제가 . , 
이해도 측정에 관한 것일 경우 정답률이 낮은 피험자를 분석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본 연, . 
구의 분석에서도 오답률이 높은 피험자의 데이터 전체를 제외하지 않고 대신 오답으로 기, 
록된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오답 항목의 비율은 으로RT . 35.28% , 
나머지 의 정답 항목만 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기준값64.72% RT . RT (cut-off 

으로 정한 초과 미만의 와 각 피험자의 평균의 표준편차value) , 2000ms , 200ms RT RT ±2.5
를 기준값으로 정하고 그 큰 기준값보다 더 크거나 작은 기준값보다 더 작은 특이값은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특이값을 제외하는 코드는 부록 참조 이렇게 제외된 항목은 정답 항목( R ). 
의 이다 특이값을 제외한 데이터만 데이터셋으로 남기고 그 데이터셋으로 14.59% . RT , 

모형 분석을 한다 이렇게 특이값을 제외한 목표구역LME . (p 의 읽기 시간 평균은 표 과 ) 3
같다. 

표 목표구역 의 읽기 시간 평균3. (p)
 중급학습자 고급학습자

중의성 포함 문장 665.549 640.066
중의성 불포함 문장 567.837 582.824

또한 문장 읽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어별로 길이, 
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를 고려한 분석이 중요하다 종속 변수 는 단어 길이를 고려RT . RT
한 의 잔차 나 변형을 한 의 잔차를 많이 사용한다RT (Residual) log logRT (Jaeger, 2009)4. 

4 와 는 잔차 사용을 비판하기도 하였다Wurm Fisicaro(2014) . 잔차 대신 단어 길이를 변인으로 모
델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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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차는 예측 변수로 단어 길이를 변인으로 넣은 모형과 함수를 이용RT LME residuals 
하여 구할 수 있다(len <- lmer(RT~ WLength +(1+WLength|Subject), 

잔차를 구하기 위한 모형 공식에서 data=raw_data); raw_data$RRT <- residuals(len)). 
사용한 데이터셋은 raw_data5로 목표 문장 외에 덤 문장까지 포함한 데이터를 사용, (filler) 
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목표 단어의 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의 도 잔차를 구하. , RT RT
는 모형에 사용하면 데이터의 크기가 커져서 피험자 의 잔차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기 RT
때문이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포를 정규 분포에 가깝게 하기 위해 데이터 변형 을 (transformation)
하는데 데이터를 변형한 의 잔차를 분석의 종속 변수로 이용하기도 한다, RT log logRT . RT
의 잔차 모형과 마찬가지로 의 잔차는 단어 길이를 변인으로 넣은 모형을 이용logRT LME 
하여 구할 수 있다(len2 <- lmer(log(RT) ~ WLength + (1+WLength |Subject), 

그리고 정규성을 확인하는 방법data=raw_data); raw_data$logRRT <- residuals(len2)). 
으로는 목표 단어 구역만 모은 데이터셋을 이용하여 RT.data qqmath(~RT, RT.data); 

로 을 출력하여 확인qqmath(~RRT, RT.data); qqmath(~logRRT, RT.data) Normal QQ plot
할 수 있다 또한. , densityplot(~RT, RT.data); densityplot(~RRT, RT.data); 

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densityplot(~logRRT, RT.data) . logRT
의 잔차가 좀 더 정규분포에 가깝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 진단에 대해서는 아래 (
그림 과 다음 장의 설명 참조3 ).

목표구역 의 의 잔차에 대한 혼합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오답 관찰치를 제(p) logRT
거하면서 조건 당 데이터의 수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고정변인을 효과대비 . , 
코딩을 하기 위해 중심화하는 함수 를 사용하면 더욱 정확하게 분myCenter(Jaeger, 2009)
석할 수 있다 정답률 분석에서 사용하였던 방식으로 중심화된 상호작용 효과. 

까지 포함한 고정효과와 피험자의 임의기울기로 을 포함하고 항목의 (cType*cProf) cType , 
임의기울기로 을 포함한 최대 모형에서부터 변인을 제거하면서 모형을 선택하cType*cProf
였다 임의기울기에 복잡한 변인이 포함된 모형들의 결과는 과적합되어 최종 모형으로 선택. 
된 모형은 logRRTmodel.p <- lmer(logRRT~ cType*cProf + (1|Subject) +(1|Item), 

이다data=RT.p) . 모형 선택 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모형에 대한 가정을 검토하는 것인데, 
모형 진단 그래프를 이용하여 선형성 잔차의 등분산 잔차의 정규성을 검정한다 우선, , . , 

의 결과는 그림 과 같다plot(model) 3 .

5 데이터셋은 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가능data_raw http://bitly.kr/LMEdata data_raw.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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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표구역 의 모형 진단3. (p)

그림 에서 보면 잔차 을 중심으로 한 직선에는 별다른 특정 구조가 보이지 않는다 각3 , 0 . 
각의 잔차가 분포되어 있는 것도 점들의 산포가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형성과 잔차의 등분산 가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잔. 
차의 정규성은 x<-resid(model); qqnorm(x); qqline(x, col = 2)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는 그림 와 같다Normal Q-Q 4 . 

그림 목표구역 의 모형의 잔차의 정규성 진단 4. (p) LME logRT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잔차는 직선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다 직선에서 벗어난 잔차의 4 , . 
구성은 정규성 가정의 위반을 나타낸다 그리고 잔차의 독립성 가정은 보통 실험의 피험자. 
를 무작위로 표본을 모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정인 . 
잔차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6의 불출현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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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rt(vif(ACCfinal.model))>2를 사용하는데 분산팽창인수,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
의 루트 값이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한 최종 모델은 다2 . 
중공선성 불출현 가정도 위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정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 
모형의 결과는 표 와 같다4 .

 
표 목표구역 의 읽기 시간 결과4. (p)

고정효과 추정값 표준오차 자유도 t값 p값
절편( ) 0.049 0.023 11.207 2.173 0.052

문장종류 -0.005 0.039 195.236 -0.121 0.904
영어숙달도 -0.021 0.044 27.904 -0.484 0.632 
상호작용 0.040 0.079 90.436 0.502 0.617

            
표 를 보면 고정변인의 효과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문장종류에 따라 목4 , . , 

표구역 의 읽기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영어 숙달도 및 문장종류와 영어 숙달(p) , 
도의 상호작용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장 종류의 기울기 추정값은 변형 후 잔차 . log
모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기울기를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표 의 값을 이용하여 . 3
해석한다면 중의성 불포함 문장 조건의 상대적으로 높은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RT
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급학습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도 통계적으로 유의. , RT
미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7.

    

논의 및 결론 4. 

본 연구는 혼합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실험언어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기조절읽기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혼합효과 모형은 실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 
요인인 고정효과 뿐만 아니라 피험자와 언어 항목 이렇게 두 가지 임의변인을 동시에 고, , 
려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평균값을 이용한 에 비해 데이터 손실이 크지 않다는 ANOVA
장점이 있고 분석으로 적당하지 않은 이분적 데이터도 로지스틱혼합모형, ANOVA (logit 

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그 외 수치형 변인도 포mixed effect model) . 
함할 수 있고 무응답을 포함한 데이터나 코퍼스와 같이 조건당 불균형적인 데이터에도 사,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다양한 언어 데이터에 사용가능한 모형이다 혼합효과모형. 
으로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인 효과대비 코딩 모형 선택 모형 가정 점검 등을 자기조, , 

6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를 일컫는다.
7 목표구역 의 결과도 목표구역 와 유사하게 같은 모형 선택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는(v) RT (p)

데 목표구역 의 결과와 비슷하게 목표구역 의 에도 문장 종류와 영어 능숙도의 영향이 없, (p) (v) RT
었다 그리고 보통의 자기조절읽기 실험에서는 목표구역 다음에 나오는 영역을 구역이라 . spill-over 
하여 그 구역도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하여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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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읽기 실험의 문장 이해도 측정을 위한 정오답 데이터 분석 및 실시간 언어 처(Accuracy) 
리 시간 측정을 위한 읽기 속도 데이터를 예를 들어 논의하였다(RT) . 

특히 모형 선택에 있어서 주의할 점인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 , 
있다 앞서 정답률 분석에서 항목의 임의 기울기를 포함하는 모형으로 최종 모형을 선택하. 
였는데 그 모형 대신 단순 모형을 선택하였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 , . 
이해도의 단순 모형(model <- glmer(ACC~Typec*Profc +(1|Subject)+(1|Item), 
data,family="binomial”))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는 표 와 같다5 .

표 다른 모형 단순 모형 을 잘못 선택시 문장 이해도 결과5. ( )
고정효과 추정값 표준오차 값z p값
절편( ) 0.784 0.320 2.454 0.014

문장종류 -0.809  0.264 -3.063 0.002
영어숙달도 0.751 0.314 2.391 0.017
상호작용 -0.486 0.591 -0.822 0.411

표 를 보면 문장종류의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단순 모형을 잘 5 , . 
못 선택했을 경우 결과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항목의 임의기울기에 문장종류를 포함한 최종 모델에서 문장종류 변수. 
는 항목에 따른 변이성을 포착한 임의기울기에 반영이 되어야 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 
고정효과의 결과로 잘못 해석하여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하게 되는 것이다. 

읽기 시간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모형 가정을 만족시키(RT) 
기 위한 점검이 꼭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데이터의 변형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변형한 의 잔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즉 측정한 데이터와 단. log RT , RT 
어 길이를 고려한 의 잔차 데이터의 정규성을 진단하면 그림 와 같다RT 5 . 

그림 목표구역 의 및 단어 길이를 고려한 의 잔차의 정규성 진단 5. (p) R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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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의 왼쪽 그래프는 값을 그대로 사용한 데이터로 그 값은 곡선을 이루고 있는 5 RT , 
것처럼 보인다 단어 길이를 고려한 잔차를 이용할 경우인 오른쪽 그래프는 값 그대. RT RT
로 사용한 경우보다는 직선에 가깝다. 물론 이상의 데이터를 특이값으로 처리하는 , 1500ms 
방법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단어 길이를 고려하여 잔차를 이용. , RT RT 
하거나 의 변형의 잔차를 이용하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RT log .

와 같은 국제 저명 저널은 언어 실험 결과를 분석할 때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혼합효과모형 선택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혼합효과모형이 언어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데 , 
매우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의 실험 언어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혼. , 
합효과모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형 선택 과정이나 가정의 점검 등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이 정립되고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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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혼합효과분석 스크립트R 
library(lme4); library(lmerTest)

는 data<-read.csv(file=file.choose(), sep = ',',  header = T, fill=T) #data
에서 다운로드 후 파일 불러오기http://bitly.kr/LMEdata data_p.csv 

data$Subject = factor(data$Subject); data$Item = factor(data$Item)
data$Proficiency <- factor(data$Proficiency, levels=levels(data$Proficiency)[c(2,1)])
attach(data)
mean(age); range(age)
########Accuracy 분석
ACCtable <- tapply(ACC, list(Type, Proficiency), mean); ACCtable
ACCbar <- barplot(ACCtable, ylab="Accuracy", ylim=c(0, 1), col=rainbow(2), 
legend=rownames(ACCtable), args.legend = list(x ='topright', bty='n', inset=c(-.3,-.4)), 
beside=T)

data$Typec <- ifelse((data$Type == 'unambiguous'), -.5, .5) #coding 
data$Profc <- ifelse((data$Proficiency == 'lo'), -.5, .5)

모형 안에 함수는 수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넣는 기능으로 사용하였#Model selection (
다.)

m.full=glmer(ACC~Typec+(1+Typec|Subject)+(1+Typec*Profc|Item),data,family="binomial"
,control=g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이므로 되서 선택하지 않음summary(m.full) #singular fit over-fitted

m.subj=glmer(ACC~Typec+(1+Typec|Subject)+(1+Profc|Item),data,family="binomial",contro
l=g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이므로 되서 선택하지 않음summary(m.subj) #singular fit over-fitted

m.item.full=glmer(ACC~Typec*Profc+(1|Subject)+(1+Typec*Profc|Item),data,family="binom
ial",control=g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이므로 되서 선택하지 않음summary(m.item.full) #singular fit over-fitted

m.item.1=glmer(ACC~Typec*Profc+(1|Subject)+(1+Typec+Profc|Item),data,family="binomia
l",control=g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m.item.2=glmer(ACC~Typec*Profc+(1|Subject)+(1+Profc|Item),data,family="binomial",contr
ol=g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모델 비교후 선택anova(m.item.1, m.item.2) # 1 

m.item.3=glmer(ACC~Typec*Profc+(1|Subject)+(1+Typec|Item),data,family="binomial",cont
rol=g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모델 비교후 번 선택anova(m.item.1, m.item.3) #1, 3 3
모델 비교후 번 선택anova(m.item.2, m.item.3) #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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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em.0=glmer(ACC~Typec*Profc+(1|Subject)+(1|Item),data,family="binomial",control=glm
단순 모형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

모델 비교후 번 선택anova(m.item.0, m.item.3) #2, 3 3
최종 모델 번 선택ACCfinal.model <- m.item.3 # 3

summary(ACCfinal.model) 

모형 가정 검증######## 
잔차 분산의 동질성 plot(ACCfinal.model) #1.

잔차 정규분포x<-resid(ACCfinal.model); qqnorm(x); qqline(x, col=2) #2.
잔차의 공선성 의 불출현 예측변수들library(car); sqrt(vif(ACCfinal.model))>2 #3. (collinearity) : 

의 상호관련성이 없어야한다 값이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 2

분석########RT 
RTdata <- subset(data, ACC == 1)

오답으로 버려진 데이터 비율(nrow(data)-nrow(RTdata))/nrow(data) #
RTdata$RT<-as.numeric(as.character(RTdata$RT)) 

절대적인 제거RTda= subset(RTdata, 200<=RT & RT<=2000) # Outlier 
절대적인 제거#RTda= subset(RTdata, 100<=RT & RT<=2000) # Outlier 

제거된 데이터 비율(nrow(RTdata)-nrow(RTda))/nrow(RTdata) # outlier 

제거하기 참조## relative outlier (https://github.com/jasongullifer/Simon-Script )
splitlist = split(RTda$RT, list(RTda$Subject),drop = TRUE)
cuthigh = lapply(splitlist, function(x){mean(x)+2.5*sd(x)}) #gives high cutoffs per subject
cutlow = lapply(splitlist, function(x){mean(x)-2.5*sd(x)}) #gives high cutoffs per subject
RTda$cuthigh = unsplit(cuthigh,list(RTda$Subject))
RTda$cutlow = unsplit(cutlow,list(RTda$Subject))
RT<-RTda[(RTda$RT<=RTda$cuthigh & RTda$RT>=RTda$cutlow), ]

으로 버려진 데이터 비율(nrow(RTdata)-nrow(RT))/nrow(RTdata) #outlier

RTmean <- aggregate(RT~Type+Proficiency, data=RT, mean); RTmean
RTsd <- aggregate(RT~Type+Proficiency, data=RT, sd); RTsd

####centering function
myCenter = function(x) x - mean(x, na.rm=T)
emplog = function(p, totalN) {
  y = p*totalN
  return(log( (y+.5)/ (totalN-y + .5) ))
}
emplogweight = function(p, totalN) {
  y = p*totalN
  return(1 / ( 1 / (y+.5) + 1 / (totalN-y + .5) ))
}

RT$cType =  myCenter(ifelse(RT$Type == "unambiguous", -.5, .5))
RT$cProf =  myCenter(ifelse(RT$Proficiency == "lo", -.5, .5))

정규성 확인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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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qmath(~RT, RT)
qqmath(~RRT, RT)
qqmath(~logRRT, RT)
densityplot(~RT, RT)
densityplot(~RRT, RT)
densityplot(~logRRT, RT)

모형 선택#
logRRTmodel.full<-lmer(logRRT~cType*cProf + (1+cType|Subject) 
+(1+cType*cProf|Item), data=RT, 

이므로 선택control=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singular fit 
에서 제외

logRRTmodel.1<-lmer(logRRT~cType*cProf + (1+cType|Subject) 
+(1+cType+cProf|Item), data=RT, 

이므로 선control=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singular fit 
택에서 제외

logRRTmodel.item<-lmer(logRRT~cType*cProf + (1|Subject) +(1+cType|Item), data=RT, 
이므로 선택control=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singular fit 

에서 제외

logRRTmodel.item.1<-lmer(logRRT~cType*cProf + (1|Subject) +(1+cProf|Item), data=RT, 
이므로 선택control=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singular fit 

에서 제외

logRRTmodel.simple<-lmer(logRRT~cType*cProf + (1|Subject) +(1|Item), data=RT, 
control=lmerControl(optimizer="bobyqa",optCtrl=list(maxfun=1e6))) 

모델 선택summary(logRRTmodel.simple) #

점검####Model assumption 
library(car)
attach(RT)

선형성 및 잔차 분산의 동질성model <- logRRTmodel.simple; plot(model) #1. linearity 2. 
등분산성(homogeneity), (homoscedasticity)

잔차 정규성x<-resid(model); qqnorm(x); qqline(x, col=2) #3. 

잔차의 공선성 의 불출현 예측변수들의 상호관련성이 없어sqrt(vif(model))>2 #4. (collinearity) : 
야한다 이상이면 다중공선성 문제이나 문제 없음.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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