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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Hello 
 

SuperLab 은 실험을 만들이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24 년 간,  70 개국 

이상에서 SuperLab 을 이용해 실험이 만들어져왔습니다.  

이는 당신들같은 유저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SuperLab 에 만족하신다면, 당신의 동료들에게 SuperLab 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uperLab 를 선택해 주심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부디 당신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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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O FROM CEDRUS 
 
 
RB Series Response Pads 

RB 시리즈 반응 패드는 키보드 모드로 사용 가능하며, 광센서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고, 

키캡 교체가 가능합니다. 반응 패드는 총 네 가지 레이아웃으로 제공됩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현재의 RB-x40 모델들은 5 세대에 이르렀습니다. 각각의 반응 패드에는 흰색, 붉은색, 

녹색, 파란색, 노란색, 그리고 투명 키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umina fMRI Response Pads 

플라스틱과 광섬유로 제작되어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Lumina fMRI 반응 패드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MRI 스캐너로부터의 트리거 신호 수신, 키보드 모드, 

광센서 입력 수신,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는 키 등이 특징입니다. Lumina 시스템은 모든 

테이블을 포함하여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상태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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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mTracker 

당신의 실험에 EEG/ERP 혹은 아이트래커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StimTracker 는 그러한 
장치들에 보다 손쉽게 이벤트 마커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StimTracker 의 광센서를 
이용하여 시각 자극의 onset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거나, 청각 자극의 onset 시간, 목소리 혹은 
버튼을 통한 실험참가자의 응답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USB 를 
ㅌ통해서도 이벤트 코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Cedrus 는 plug-and-play 방식으로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체들과 긴밀히 
제휴하고 있습니다 StimTracker 는 아래 제조사의 장비들과 호환됩니다. 

•! ADInstruments 

•! Advanced Brain Monitoring (ABM) 

•! ANT Neuro 

•! ASL 

•! Biopac 

•! BioSemi 

•! Brain Products 

•! EGI 

•! MindWare 

•! Neuroscan 

•! SMI 

•! Tobii 

StimTracker 는 AC 어댑터, 두 개의 광 센서들, USB 케이블 및 당신이 선택한 연결 키트와 함께 
완전한 시스템으로 배송됩니다.  

Visit our website (http://www.cedrus.com/stimtracker) for mor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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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사소한 일들을 

모두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으면서 그 일을 

같은사람에게 몇번이나 이미 말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 프랑수아 드 라 로슈푸코, 

프랑스 작가, (1613-1680). 
 

“Why is our memory good enough to recall to the last detail 

things that have happened to us, yet not good enough to recall 

how often we have told them to the same person.” 

 
- François de La Rochefoucauld, 

French writer, (1613-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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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 S cd ( ,
E M l u E M

s cd.  
 

      저희는 당신이 최소한 2 장 “SuperLab 시작하기”와 짧지만 중요한 장인 7 장 

“실험 실시하기와 데이터 확인하기” 를 읽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설치 & 시스템 요구사항 | Installation & System Requirements 

Mac 시스템의 경우, Mac OS 10.5 혹은 그 이후 버젼이 필요합니다.  

Windows 시스템의 경우,설치를 위해  Windows XP with Service Pack 3, Vista, Windows 7, 
8, 혹은 그 이후 버젼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클립 재생을 위해서는 DirectX 9.0 과 VMR 에 
대한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는 그래픽카드가 필요하며, DirectX 9.0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SuperLab 은 싱글코어 프로세서가 장착된 컴퓨터에서도 동영상 클립을 재생할 수 있지만, 
영상을 부드럽게 재생하기 위해서는 듀얼코어 이상의 프로세서가 요구됩니다. SuperLab 의 
실행을 위해 최소한 1GB 의 여유 메모리가 필요하며, CPU 의 속도보다도 그래픽 카드의 
사양이 더 중요합니다. 

 
라이센스 관리 | Licensing 

 
라이센스 활성화 | Activating Your License 

SuperLab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라이센스 키(license key)를 받게 됩니다.  
SuperLab 소프트웨어를 처음으로 실행하면 안내창이 나타나고, Cedrus 라이센스 서버의 
계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일단 계정을 생성하고 나면, 더 이상 라이센스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와 관련된 이후의 모든 절차는 라이센스 계정 (이메일과 암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SuperLab 라이센스는 비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1. 대신, SuperLab 은 하루부터 일년까지 기간을 
정해 활성화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재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보다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대학을 방문해 연구를 진행할 때, 그 곳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만 그곳의 컴퓨터에서 라이센스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 SuperLab 의 이전 버젼에서는 비활성화 기능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비활성화 기능의 지원을 위해 
숨겨진 파일들을 설치해야 하며 이는 많은 연구실들에서 설치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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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대여하기 | Issuing Leases 

SuperLab 의Help 메뉴를 클릭한 뒤, License 를 클릭하면 당신의 라이센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복수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  

 

      SuperLab은 독특한 라이센스 대여 (leasing)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랩이 8개의 라이센스를 구입했지만, 5개의 라이센스만 사용중인 경우, Help메뉴의 

Create Leases… 기능을 통해 남은 3개의 라이센스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실습 수업시, 학생에게 제한된 기간동안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노력 없이 자동으로 당신에게 라이센스가 반환됩니다  
 

Cedrus Support 

Cedrus 는 기술 지원, 버그 리포트, 혹은 피드백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포럼 | Via Community Forums 

포럼을 사용하는 것은 SuperLab 사용의 좋은 시작이 됩니다.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언제라도 당신의 질문을 포스팅 할 수 있습니다. 

 http://community.cedrus.com 
 
이메일 문의 | By Email 

스팸 메일 방지를 위하여, 저희는 더 이상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 페이지를 통해 
이메일 문의가 가능합니다 :  

 http://cedrus.com/send_email.htm 

*대한민국에서 BRnC 를 통해 SuperLab 라이센스를 구매한 경우, 구매 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간동안 아래의 이메일을 통해 제한적인 한국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uperlab_support@br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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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Lab 시작하기  |  G E T T I N G S TA R T E D W I T H S U P E R L A B  

 
이 튜토리얼을이 튜토리얼에서 우리는 지시문과 여섯 번의 실행으로 이루어진 단어/비-단어 
실험을 만들 것입니다. 각각의 실행은 cue 와 자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실험을 만들 때, 주의깊게 계획을 세우고, 자극 리스트(stimulus lists)와 테그(tag)기능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될 뿐 
아니라, 당신의 실험의 구조를 확인하고, 관리하는데, 나아가 나중에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쉽게끔 할 것입니다. 

실험을 제작하면서 자극 목록(stimulus lists)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자극 

목록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당신의 시간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자극 목록의 사용을 통해, 실험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자극 목록을 사용하면 보다 다양한 실험 설계 (예 : 두 개의 

수준을 갖는 무선화(two-level randomization))가 가능합니다 
 

이 튜토리얼을 따라하는데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키보드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은 이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입력 설정하기 | Participant Input 

E : : 	 cd ( ,
L S cd

 

 



  !

b r L cd p E r cd
b : B y

b cd p b : B E
e w cd

•! 좌측의 Start New 에서  “Keyboard-Single Keys” 를 선택하십시오. 

•! Start New Experimen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블록과 시행 생성하기 | Creating a Block and a Trial 

S b E e b 	 T cd
	 	 t , 	 

S cd b On
cd

 
 
블록 목록을 둘러싸고 있는 파란 색 사각형에 주목하십시오. SuperLab 의 작업 공간에 

친숙해지기 위하여, 아래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 Edit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메뉴가 

cd

•! a . L cd

•! “Instructions” . f
, : : : E L cd

b 	 t L cd

•! . b : : cd
: , : : : N L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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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 a d cd

•! aE xM b N i aE
) Y L cd L . aE l E
w cd . a g bE v
cd

•! : . a f b 	 
t b , L cd

•! ) cd ) . E L cd  

 
 
g v SuperLab xM tooltips b

Trial Editor 

•! Instructions cd

•! cd Trial Editor E f list of trials  Instructions
L cd

) , l cd
 
실험 저장하기 | Saving the Experiment 

t b R ocd

•! 툴바에서 Save Experiment 버튼을 누릅니다. File 메뉴에서 Save 를 선택해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SuperLab L S cd b “SL5” cd
t g “tutorial”   SuperLab tutorial.sl5 b
cd

 
이벤트 생성하기 | Creating an Event 

k E 	 t E m cd b
: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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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Kcd

•! . L cd

I 	 b E e cd 	 
( , E M E
xM r M ocd

•! 이벤트 이름으로 “Instructions”을 입력합니다. 

•!  (아직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Stimulus 탭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Event Type 팝업메뉴를클릭하여  Text 를 선택합니다. 

•! 커다란 text 편집 필드에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You are about to be presented with some words. 
 

Press the letter Y if you recognize the word or 
the letter N if you do not. 

 
Press any key to start the experiment. 
 
(한글 역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벤트 편집 창이 닫히고, 이벤트 리스트에 “Instructions” 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결하기 | Linking 

SuperLab 에서는 실험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생성된 후 함께 “연결” 
됩니다. 방금 생성한 이벤트, 시행, 블록을 연결해 봅시다: 

•!  “Instructions” 블록을 한 번만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 

•!  “Instructions” 시행의 왼쪽에 있는 파란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마크가 생긴 것을 
확인하십시오. 

 
 
이제 블록과 시행이 연결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과 이벤트를 연결합시다 :  

•!  “Instructions”시행을 클릭하여 선택합시다.  (체크박스가 아닌 시행 이름을 클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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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이름 왼쪽의 파란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 마크가 생긴 것을 확인하십시오. 

Save Experiment 아이콘을 눌러 실험 을저장하십시오. 

Let’s Run 

이제 실험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툴바에서 Run Experiment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SuperLab 은 Run 대화창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직 개발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험참가자 이름을 입력하거나,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  

•! Save collected data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선택을 해제합니다.  

•! Run 버튼을 클릭합니다. 
 

 
SuperLab 은 모니터 화면 전체를 대차지하는 창을 띄운 다음, 앞서 입력한 지시문을 보여준 
다음, 당신이 키보드의 아무 키나 누를 때 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실험이 실행되는 동안, 당신은 언제라도 Esc 키를 눌러 실험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확인 창이 표시됩니다: 

 

 
 

      실험을 취소할 때 뿐 아니라, 잠시 멈추고 싶을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버튼을 누르면, 멈춘 순간의 시행(trial)부터 다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응 정의하기 | Defining Responses 

지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험참가자는 키보드의 Y 혹은 N 키를 눌러 반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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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에 따라 Y 와 N 에 대응하는 두 개의 반응을 생성해야 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생성하지 않아도,  SuperLab 은 기본적으로 참가자가 누르는 키를 저장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올바른 반응인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다음의 장점이 있습니다 :  

•! 당신은 오직 올바르게 반응했을 때만 이벤트를 종료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실험참가자의 정답여부에 따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자의 정답 여부가 데이터 파일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장의  “올바른 응답 
지정하기(Determining the Correct Response)”를 보십시오). 

반응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 Experiment 메뉴를 클릭한 다음 Participant Input 을 선택하십시오. 대화창이 
열립니다.  “Keyboard-Single Keys” 입력장치가 이미 선택되어 있고 (체크박스),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 Responses 탭을 클릭하십시오. 

•! New... 버튼을 누르면, 또다른 대화창이 표시됩니다: 

 

•! Response Name 으로,”Y key (is a word)”라고 입력합니다. 단순히 “Y”라고 입력하는 
것보다는 자세히 기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The following key 란에 실제 반응인”y”를 입력합니다. 

•! OK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N 키에대해서도 같은 단계를 반복합니다: 

•! New... 버튼을 눌러 반응을 생성합니다. 반응 에디터 창이 표시됩니다. 

•! Response  Name 으로 ,“N key (is not a word)”을 입력합니다. 

•! The following key 란에”n” 을 입력합니다 . 

•! OK 버튼을 눌러 반응 에디터 창을 닫습니다. 

•! Done 버튼을 눌러 Participant Input 대화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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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Experiment 아이콘 을 클릭하여 실험을 저장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Adding a Cue 

이제 실험의 핵심 부분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각각 하나의 cue 와 자극(stimulus)로 구성된 여섯 
개의 시행(trial)을 제시하기로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Cue 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  

•! 파란색 사각형이 이벤트 리스트를 둘러 쌀 때까지 Tab 키를 누르십시오.  

•! 우리는 지시문 다음에 나타나는 새로운 cue 이벤트를 생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Instructions”이벤트가 선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벤트 이름 아래의 빈 공간을 클릭하거나, 
Edit 메뉴에서 Select ➜ None 을 선택하면 됩니다. 

•! 실험을 실행할 때, 각각의 모든 시행(trial)에 있어, SuperLab 은 메인 실험 창에 보이는 
순서대로 이벤트들을 제시합니다. 

•! 툴바의 New Event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이벤트 편집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 이벤트명으로 “Cue”라고 입력하십시오.. 

•! Stimulus 탭이 이미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 

•! 이벤트 유형은 여전히 Text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Text 입력 필드에 “+”를 입력합니다.  

Cue 는 흔히 참가자의 주의를 화면의 특정한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제시됩니다.: 

•! Input 탭을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 

•! ...or a time limit, whichever happens first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 체크박스 아래의 입력 필드에 “500”을 입력합니다.  이제 이 cue 는 ½초(500ms) 동안 
제시될 것입니다.  

•! After any response from the participant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비활성화 합니다.  

•! Cue 가 제시되는 동안 이루어진 참가자의 반응은 흔히 무시됩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어수선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Record and save response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해제합니다.  

이제 cue 생성을 완료했습니다. OK 를 클릭하여 이벤트 에디터를 닫습니다. 
 
Stimulus Lists 

다음 단계는 자극을 제시할 이벤트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Stimulus Lists 기능을 사용하면 여섯 
개의 단어 각각마다 여섯 개의 이벤트를 일일이 만드는 수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Stimulus 
Lists 를 통해 여섯 번의 자극 제시에 사용될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 Experiment 메뉴를 클릭하고 Stimulus Lists 를 선택합니다. 대화창이 열릴 것입니다.  

•!  “+”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드롭 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Text 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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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리스트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My Word / Non-Word list”라고 입력합니다. 

•! 텍스트 편집 필드에아래와 같이 세 개의 단어와 세 개의 비-단어를 입력합니다: 

apple 

plane 

train 

neibs 

quighs 

chortz 
 

 
 

•! OK 버튼을 클릭해 Stimulus List Editor 를 닫습니다. 

•! Done 버튼을 클릭해 Stimulus Lists dialog 를 닫습니다. 

이제 리스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리스트를 사용하여 계속 진행하기 전에,Stimulus Lists 
기능의 유용성에 대해 몇 가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Stimulus Lists 를 이용함으로써,   

•! 당신은 하나의 이벤트가 여러 개의 아이템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할 것입니다.  

•! 당신이 stimulus lists 를 활용하여 더 적은 수의 이벤트로 실험을 구성하면, 메인 
윈도우에서 실험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입니다.  

•! 실험을 변경하는 것이 쉽습니다. 

•! 실험의 전체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단순히 리스트를 고침으로써 실험의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Stimulus Lists 기능 없이 실험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잠재적 오류에 더욱 
취약하고,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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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Experiment 아이콘 을 눌러 실험 을저장하십시오. 
 
Creating/Importing Stimuli 

자, 이제 하나의 이벤트를 이용하여 자극을 생성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  

•! 파란 사각형이 이벤트 목록을 둘러쌀 때까지 Tab 을 누르십시오. 

•! 이미 만들어진 이벤트들이 선택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벤트들 아래 빈 
공간을 클릭함으로써, 이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 툴바의 New Event 아이콘 을 클릭하십시오. 이벤트 에디터가 나타날 것입니다. 

•! 이벤트 이름으로“Stimulus”라고 입력하십시오. 
•! Stimulus 탭이 아직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Event Type 은 아직  Text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Use Text option 을 클릭하고 Text Chosen From the List:. 을 선택합니다.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리스트의 이름이 보일 것입니다.  

That’s it. You have just taken care of presenting your stimuli. 이제 주어진 리스트 항목들 
각각에 대해 무엇이 올바른 응답이고 무엇이 틀린 응답인지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 이벤트 에디터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Correct Response 탭을 클릭합니다. 앞서 생성한 
Stimulus List 의 항목들이 보일 것입니다.  

•! 처음 세 단어들 (apple, train, plan)을 선택합니다. 윈도우즈의 경우  Ctrl, Mac 의 경우 
Command (⌘)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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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상단의 “...the correct response is” 팝업메뉴를 클릭하고,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옵션을 선택합니다. 

•!  “Y key (is a word)” 체크박스를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이제 단어 목록에 대해 정답/오답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동일한 단계를 

비-단어 목록에 대해서도 수행합니다 :  

•! 비단어들(neibs, quighs, chortz)을 모두 선택합니다. 

•! 오른쪽 상단의 “...the correct response is” 팝업메뉴를 클릭하고,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옵션을 선택합니다. 

•!  “N key (is not a word)” 체크박스를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이제 참가자가 올바른 응답을 할 때까지 해당 이벤트가 화면에 계속 머무르도록 만들어 봅시다 :  

•! Input 탭을 클릭합니다. 

•! After a correct response from the participant 체크박스를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Last but not least (as far as this event is concerned), 우리는 반응 시간 타이머(Reaction Time 
Timer)를 초기화 해야 합니다. 하나의  시행 ( t r i a l )에  하나  이상의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Reset RT Timer 체크박스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 반응시간 타이머를 초기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SuperLab에 의해 측정되는 반응시간이 자극 자체의 onset이 아닌 
cue의 onset을 기준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7장의 !
Resetting the RT Timer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 

 

SuperLab 은 어느 이벤트가 cue 이고 어느 이벤트가 target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어떠한 이벤트에도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면, 반응 시간은 시행(trial)을 구성하는 첫 
번째 이벤트의 onset 을 기준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 Input 탭에서, Reset RT timer 체크박스를 클릭해 활성화 합니다.  

•! OK 버튼을 클릭해 이벤트 에디터를 닫습니다.  

메인 윈도우로 돌아가면, 자극 이벤트(Stimulus event), 가 원래의 체크박스 대신 겹 체크박스 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벤트가 자극 리스트(stimulus list)를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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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Experiment 아이콘 을 눌러 실험 을저장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의 시행(trial)과 하나의 블록(block)을 생성하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시행(trial)을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 

•! 파란 사각형이 시행 목록(trial lists)을 둘러쌀 때까지 Tab 을 누르십시오. 

•! 툴바에서 New Trial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트라이얼 에디터가 나타날 것입니다. 

•! “Word / Non-Word Trial”라고 입력합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트라이얼 에딭터가 사라지고, the list of trials 에  “Word / Non-
Word Trial”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trial 을 클릭해 선택하십시오. 

 

 
 

•! 오른쪽의 이벤트 목록에서 “Cue” 와“Stimulus”이벤트들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이것은 SuperLab 에서 “Word / Non-Word Trial” 라는 시행(trial)이 “Cue” 
이벤트와, 500ms 후에 뒤따라 제시되는 자극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블록 생성하기 Creating the Blocks 

 “Word / Non-Word Trial” 시행을 이미 존재하는 “Instructions” 블록과  연결하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  그것은  좋지  않은방법일  뿐  아니라 ,  이  실험과  같이  
시행을  무선화하기  원하는  경우 ,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  만약 모두가 한 블록의 
일부분이 된다면, 지시문 역시 무선화되고 말 것입니다. 

•! 파란 사각형이 블록 목록(block lists)을 둘러쌀 때까지 Tab 을 누르십시오. 

•! 툴바에서 New Block 아이콘  을 클릭합니다. 블록 에디터가 나타날 것입니다. 

•!  “Block 1”이라고 입력합니다. 

•!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블록 에디터가 닫히고 “Block 1”이 블록 리스트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해 선택하십시오. 

•!  “Word / Non-Word Trial” 시행 옆에 있는 체크박스를 클릭해 이 시행을 “Block 1”이벤트와 
여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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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a-Glance Icons 

 “Word / Non-Word Trial” 시행을 수정하기 위해 더블클릭하십시오. 트라이얼 에디터가 
나타나면, 우측 상단에 네 개의 작은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  

 

 
 
이 아이콘들은 해당 시행(trial)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왼쪽부터 차례로, randomization 이 
켜져 있는지, 시행(trial)에 tag 가 붙어 있는지, 몇 개의 규칙이 해당 시행(trial)에 적용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해당 시행이 몇 개의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Randomizing 

If the Trial Editor is not open, double-클릭 on trial “Word / Non-Word Trial” to edit it, and: 

•! List Access 을 클릭하십시오 

•! 무선화(Randomization) 옵션 중, Only once per experiment run 을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 무선화(randomization) 한 눈에 보기 아이콘  의  색깔이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  

•! OK 버튼을 클릭하여 시행(trial) 에디터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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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Experiment 아이콘 을 눌러 실험 을저장하십시오. 

무선화(Randomization) 에 관해서는 별도의 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Chapter 6 을 
보십시오. 

축하합니다! 당신은 Stimulis lists 를 링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SuperLab 의 몇 
가지 핵심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바로 사용 가능한 실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툴바의 Run Experiment 아이콘  을눌러 실험을 실행해 보십시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블록(block)과 시행(trial)에디터에 대한 간략한 개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A Closer Look at the Block Editor and Trial Editor 

 
조건 분기(Conditional Branching)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시행(trial)이나 블록(block)을 제시하거나,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다 복잡한(advanced) 실험을 설계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블록 에디터와 시행(trial)에디터는When to Present 과 Rules, 두 가지 
탭을 가지고 있습니다 :  

 

탭은 블록 에디터와 시행(trial)에디터에서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When to Present 탭에서, 
당신은 블록이나 시행을 제시할지 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Rules 탭에서,당신은 일정한 기준이 만족되었을 때 일어날 동작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5 장 “Conditional Branching”을 참조하십시오. 

 
Extra Actions 

수 많은 실험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몇몇 task 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한 수의 
시행(trial)뒤에 참가자에게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task 처럼. 블록 에디터의 Extra 
Actions 탭은이러한 몇 가지 task 를 rules 을 만들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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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Options 

트라이얼 에디터의 Options 탭은 실험을 실행할 때 보다 섬세한 조절을 가능하게 해 줍니다:  

 
만약 당신이 이벤트 에디터의 Feedback 탭에서 시행(trial)이 재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정하면, 이 
탭의 옵션들은 당신이 몇 차례 시행을 되풀이할 것인지, 그리고 되풀이할 때 
무선화(randomization)를 다시 수행할 것인지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Trial Pacing2 기능은 fMRI 나 EEG 실험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데, 특히 외부 
트리거(trigger)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2 이기능은 SuperLab 5.0.3 버젼부터 Trial Pacing 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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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DEPTH  FEATURES  
 
이 장에서는 다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 

•! 올바른 응답(correct responses) 지정하기 
•! 실험참가자에게 피드백 제공하기 
•! 태크(tags)의 사용 방법과 테그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 외부 데이터 레코더(EEG 장비, 아이트래커 등)에 이벤트 코드(event codes) 보내기 
 

올바른 응답 지정하기 | Determining the Correct Response 

실험을 실행할 때, SuperLab 은 데이터 파일에 “Error Code” 열을 추가합니다. “Error Code” 
열은 실험참가자의 응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의미합니다 3. 이 열은 뒤이은 데이터 분석을 
손쉽게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시행(trial)에서, 혹은 Stimulus list 의 각 
항목(item)에 대해 올바른 응답이 무엇인지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올바른 응답을 지정하는 것은 실험참가자의 정답여부에 따라 피드백을 다르게 제공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특정한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카운터를 증가(혹은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SuperLab 에서 당신은 다음의 방법으로 올바른 응답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이벤트(event)가 자극 목록 (Stimulus list)을 사용하는 경우, 자극목록의 
항목(item)단위로 지정. 

•! 자극목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벤트 (event)에대해 지정. 

•! 시행(trial)이나 자극목록의 항목(item)에 부여된 tag 에 대해 지정. 

올바른 응답은 당신이 Participant Input dialog (Experiment 메뉴를  보십시오 . )에서  
지정한  어떤  응답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  키보드와 R B -730  R esp o n se  B o x 처럼  
서로  다른  장비에서  입력된  응답이라도  가능합니다 .   

Go/No-Go 실험에서처럼, 실험참가자가 응답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 ‘무응답’을 올바른 
응답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스크린샷은 Stimulus list 항목(item)들에 대해 올바른 응답들이 지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3 “Error Code” 열은 실험 참가자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도 구분해서 보여주며, 참가자가 스스로 자신의 
답을 고친 경우, (예 : 처음에 틀린 반응을 한 뒤 곧바로 다시 올바르게 반응한 경우) 역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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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저장하기 | Saving the Responses 

Experiment 메뉴의, Options 메뉴에서 “Error Codes” 부분을 수정하면, SuperLab 이 저장하는 
error codes 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 7 장, “Running Experiments & Viewing Data”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피드백 | Feedback 

실험에서 실험참가자에게 피드백을 주거나, 실험참가자의 응답에 따라 카운터의 숫자를 
올리거나, 추후 활용하기 위해 실험참가자의 응답을 저장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만 피드백을 주거나, 어떤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하나 이상의 동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벤트 에디터의 Feedback  탭을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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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스크린샷에서, 가장 아래쪽의 조건(conditions)들을 주의깊게 보십시오:  

When response is “Y key (is a word)” 
When response is “N key (is not a word)” 

핵심 조건들 (correct or not, 등등)에 더하여 SuperLab 은 특정한 키가 눌렸을 때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신이 Participant Input dialog 에서 지정한 모든 가능한 응답들의 목록을 
제시할 것입니다. 피드백 동작에 있어서는 규칙(rules) 부분과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5 장 
“Conditional Branching”. 을 참조하십시오. 

 
태그 | Tags 

 
Describing a Trial or Stimulus List Item 

태그(tags) 4 기능을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시 시행(trial)이나 자극목록의 항목(item)을 
기술함으로써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그 기능은 실험이 진행되는 중에 특정 
한 시행들을 태깅할 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단어 회전 실험을 살펴봅시다. 데이터 수집이 끝나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할 
차례인데, 우리는 다음의 부가적인 정보들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 단어가 제시될 때 어떠한 
글자가 제시되었는지, 어느 방향으로 제시되었는지(정방향 혹은 역방향), 어느 

방향으로(시계방향, 혹은 반시계 방향), 얼마나 회전했는지, 그리고 몇 도(°) 정도 회전했는지. 
 

 

 

4 태그(tags)기능은 이전 버젼(4.x 이전)의 codes 와 code value 이 개선된 버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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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우리는 태그 세트(tag sets)를 만들고, 세트 안에 적절한 태그들을 입력할 것입니다. 
(Experiment 메뉴의 Tag Sets...를 클릭하십시오): 

 

 
 
일단 태그들이 생성되면, 다음 단계는 생성된 태그를 시행(trial)들이나 Stimulus list 의 
항목(item)들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트라이얼 에디터 혹은 Stimulus List Editor 의 Tags 탭을 
이용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네 개의 태그 세트들은 데이터 파일에 네 개의 열(필드)로 기록됩니다. 실험참가자가 
반응할 때마다, 데이터 파일에 한 행이 추가되는데, 이 때 SuperLab 은 당신이 그 
시행(trial)이나 Stimulus Lists 항목(item) 에 부여한 태그들이 함께 기록됩니다. 

태그를 부여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는것은 나중에 데이터 분석을 한 결 쉽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태그 부여하기 | Tagging On The Fly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 그때그때 시행(trial)에 태그가 부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드백 동작(feedback action)이나 규칙 동작(rule action)을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기 전 한 블록 안의 모든 시행에 올바르게 응답해야 하는 
실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험참가자의 반응에 기초해 트라이얼에 태그를 
부여하도록 하는 동작(action)을 사용해야 합니다. 5 장, “Living Without Rules” 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는 실험 도중에, 특정한 방식으로 태그가 부여된 시행(trial)들의 숫자를 세고 싶은 
경우입니다. 당신은 시행들의 “type Collection” (Experiment 메뉴의 Parameters...클릭)의 
파라메터를 사용하고 해당 시행(trial)을 여기 추가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당신의 실험이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필요로 한다면, 4 장  “Parameters” 과 5 장   
“Conditional Branching” 을 읽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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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를 이용해 올바른 응답인지 판정하기 | Using Tags to Determine Correct Responses 

실험참자가의 올바른 응답이, list item 이 어떻게 태그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실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에디터의 Correct Response tab 탭을 이용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Use tags to determine the correct response 를 활성화한 뒤 태그 세트를 선택하고 
올바른 응답을 지정합니다 : 

 

 
 

이벤트 코드 보내기 | Sending Event Codes 

많은 실험들이 EEG/ERP 장비, 아이트래커, 혹은 다른 레코딩 장비들에게 이벤트 코드를 
보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벤트 에디터의 Stimulus 탭에서 SuperLab 에서, 새 이벤트를 
생성하고 이벤트 형태를 “Digital Output”으로 지정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  

 

 
 
가장 아래쪽의  Device 메뉴에서 이벤트 전송에 사용할 장비 (예 : StimTracker 혹은 I/O 카드, 
National Instrument 의 기기들 등)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벤트 코드를 직접 입력하거나, 
체크박스들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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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Output” 이벤트에서도 리스트(li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편집기는 이벤트 편집기 내에서 Create List 버튼을 눌러, 바로 적용하거나  
Experiment 메뉴의 Stimulus Lists... 를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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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당신이 스포츠 경기를 조직하고 심판을 보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경기 도중에, 당신은 양 
팀이 각각 몇 점을 얻었는지 계속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선수가 득점을 
했는지, 남은 경기 시간이나 턴, 파울 횟수, 부상, 그리고 선수교체  여부 등을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파라미터(parameters)라고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당신은 파라미터들을 특정한 
조건(conditions)과 기준(criteria)에 따라 조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   

•! 한 팀이 골을 넣으면 “득점” 파라미터를 증가시킵니다. 
•! 한 선수가 파울을 저지르면 “파울 수 “를 증가시킵니다. 
•! 만약 그러한 규칙(rule)이 있다면, 당신은 특정한 횟수 이상의 파울을 저지른 선수를 
퇴장시킵니다.  

•! 당신은 경기 시간이 다 되거나, 일정한 수의 턴이 끝나고 나면, 경기 종료를 선언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파라미터들을  다루어야할  것이고 ,  따라서 파라미터들 중 일부만 선택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점수판을 통해 보여주기로 합니다. 다른 파라미터들은 점수판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선수는  MVP 가 될 것입니다.  

 SuperLab 에서도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들을 다루게 됩니다. 
횟수를 세고, 반응이나 텍스트를 저장하고, 
제시된 시행(trial)들을 기록합니다. 당신은 
그들 중 일부를 참가자에게 보여주거나, 그 
파라미터들을 일련의 규칙과 함께 사용하여 
여러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 다음에 
보여줄 블록).  

 모든 실험이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하는 
실험에서 SuperLab 은 이를 쉽게 
구현하도록 도와줍니다. 파라미터의 사용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① 만들고 (Create it!) ② 수정하고 (Modify it!) ③사용합니다 (Use it)!  
 
A Taste of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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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가자에게 자신이 몇 번이나 올바르게 응답했는지 보여주는 예제부터 시작해 봅시다. 

 ① 파라미터 만들기(Create the parameter) 

•! Experiment 메뉴를 클릭하고 Parameters 를 선택합니다. 

•! Add 아이콘  을 클릭한 다음 메뉴에서 Counter 를 선택합니다. 

•! 파라미터 이름으로 “Counting correct responses”을 입력합니다. 

•! Done 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② 파라미터 수정하기 (Modify the parameter) 
이 단계에서 우리는 실험참가자가 올바르게 응답할 때마다 1 씩 더함으로써 올바른 응답 횟수를 
세고자 합니다.!

•! 메인 윈도우에서, 실험참가자의 반응을 수집하는, 그리고 올바른 응답(correct 
response)이 지정되어 있는 이벤트(event)를 더블클릭합니다. 

•! 이벤트 에디터에서 Feedback 탭을 클릭합니다. 

•! The response is correct 조건에 대한 체크박스를 클릭해 활성화 합니다.  

•! Increment Counter 동작(action)을 선택한 다음, 앞서 생성한 파라미터 (Counting correct 
responses)를 선택하고 by 다음에 1 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 OK 버튼을 눌러 이벤트 에디터를 닫습니다. 
 



  !

③ 파라미터 사용하기. 

•! 메인 윈도우에서,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벤트(event)를 더블클릭합니다. 

•! Stimulus tab 탭을 클릭합니다. 

•! 텍스트 필드에 “You got ”이라고 입력한 다음,  

•! Insert Parameter 버튼을 누르고, “Counting correct responses”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  “right.” 이라고 입력합니다.  

 
 

•! OK 버튼을 눌러 이벤트 에디터를 닫습니다 

•! Save Experiment 아이콘 을 눌러 실험 을저장하십시오. !

•! 이제!이!이벤트가!제시될!때면,!SuperLab은!실험참가자가!몇!번이나!올바르게!
응답했는지!보여!줄!것입니다.!!

      중요 : 위의 실험에서, 파라미터 값을 보여주는 이벤트는 파라미터를 수정하는 

시행(trial)과 별도의 시행(trial)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Recap of The Three Steps 

위의 실험에서, 당신은 처음으로 파라미터를 만들고, 수정하고, 사용해 보았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  

  파라미터는 항상 Experiment 메뉴의 Parameters 를 선택하여 생성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 장의 뒷부분에서 다룰 내장파라미터 (built-in parameters) 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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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미터들은 시행(trial)의 동작(action)을 이용하거나, 시행, 혹은 블록 에디터의 Rules 탭, 

혹은 이벤트 에디터의 Feedback 탭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블록 에디터 혹은 시행(trial)에디터의 Rules 혹은When to Present 탭을 통해 

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이벤트 에디터의 Stimulus 탭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유형 | Parameter Types 

SuperLab 에는 다섯 가지 유형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Text 
텍스트와 문자열(string)을 
저장합니다. 

실험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하는데 유용합니다. 예 : 회상 
과제 (thought recall) 나 capturing a sequence, 그 외 
텍스트와 관련된 모든 반응. 

Counter 
숫자로 된 값으로 최소/최대 
값과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숫자를 세야 하는 모든 곳에 사용합니다. 예 : 올바른 
반응의 수, 금액 (실험이 금전적 보상과 관련된 경우). 또한 
무선화 (randomization)에도 유용합니다. 예 : 주사위 
던지기를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 

Response 
실험참자자의 반응을 저장합니다. 

실험참가자의 반응을 불러 와, 미리 설정된 다른 반응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Timer 실험 시작 후 경과한 시간을 기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특정 동작(action)을 하도록 할 때 유용합니다. 

Collection of Trials 
얼마든지 많은 시행들(trials)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시행들(trials)을 기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마지막 파라미터 유형인, “Collection of Trials”,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그것이 필요한 
경우, 매우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첫째, 당신은 어떤 시행(trial)들이 collection 에 포함될지 정확히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바르게 응답한 시행들(trials)만 포함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태그된 시행들(trials) 
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collection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오면, 아래와 같이 여러 
유용한 옵션을 사용가능 합니다.  

 



  !

 
 
그리고 셋째로, 당신은 collection 크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손쉽게 moving window 패러다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의  “A Memory Experiment” 부분을 보면, 어떻게 시행들의 
파라미터를 수집하는지 알려주는 예시가 있습니다. 

 
내장된 파라미터들 | Built-In Parameters 

자신만의 파라미터들을 생성하는 것 뿐 아니라, SuperLab 은 몇 가지 파라미터들을 이미 
내장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이벤트 에디터의 Stimulus 탭에서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파라미터들을 생성했다면, 그 파라미터들이 먼저 보이고 내장된 
파라미터들이 그 아래 나타날 것입니다.  

 
 
내장된 파라미터 중 “Participant Name”파라미터는 실험을 실행하기 전 아래 그림처럼 
입력하는 내용을 뜻합니다. 

  
The Power 
마지막으로, 파라미터의 기능은 규칙(rules)들과 조합하여 함께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해 집니다. 
다음 장을 보십시오. 



!

 

조건  분기  
C O N D I T I O N A L  B R A N C H I N G 

 
 많은 실험들에서, 시행들(trials)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제시하는 대신, 실험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  

•! 현재 블록의 모든 시행에서 올바르게 응답한 경우에만 다음 블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 

•! 참가자의 반응 시간이 어떠한 역치(threshold)이하로 빨라질 때까지 특정 블록의 시행을 
반복하도록 하는 경우 (예 : 기억 실험) 

•! 참가자의 반응에 따라 시행들(trials)의 제시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SuperLab 에서, 당신은 조건 분기(conditional branching)를 이용하여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중 하나는 규칙 (rules) 기능이지만, 당신은 규칙 기능 없이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두 개의 실험 설계 예시를 통해 진행됩니다. 
 
Living Without Rules 

이제 첫 번째 예시를 살펴봅시다. 이 예시에서는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블록의 
모든 시행들(trials)에 대해 올바르게 응답하도록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 블록의 모든 시행들(trials)이 제시되고 난 뒤, 몇몇 시행들은 올바르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블록을 반복함으로써, 실험참가자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2.! 실험참가자가 올바르게 반응하였을 때, 우리는 해당 시행을 “answered correctly”와 같이 
태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우리는 한 시행(trial)을 중복해서 보여주지 않도록, 해당 시행이 이미 제시되었는지 확인할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Step 1: 블록  반복하기  |  Repeating the Block 

블록 에디터에서, Looping tab 탭을 클릭하고 Keep presenting trials in this block forever.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이 옵션은 마치 실험 참가자가 밤새도록 실험실에 앉아 버튼을 누르도록 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지금 우리는 어떤시행(trial)에 대해 올바르게 응답하면, 그 
시행(trial)을 다시 보여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십시오. 
SuperLab 이 더 이상 보여줄 시행(trial)이 없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당 블록(block)을 종료하고 
다음 블록(block)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Step 2: 시행들에 테그 붙이기 | Tagging Trials 

Trial Editor 를 이용하여 각 시행(trial)에 테그를 붙일 수 있습니다. 만약 실험이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시행(trial)에 테그를 붙이고 그 테그를 기준으로 어떤 동작(action)이 일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Event Editor 의 Feedback tab 탭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십시오.  

이미 Correct Response 탭에서 무엇이 올바른 응답인지 지정한 상태입니다 :  
•! Event Editor 의 Input 탭을 클릭하십시오. 
•! After any response from the participant 체크박스를 클릭하십시오. 
•! Event Editor 의 Feedback 탭을 클릭하십시오. 
•! 조건 리스트 들 중에서 The response is correct 조건의 체크박스를 클릭하십시오.  대화 
창 아래쪽 기능들이 기본 동작(default action)에 대해 활성화 될 것입니다. 

•! 동작 목록(list of actions)를 클릭 하고 Set Trial’s Tag 를 선택합니다.  
•! 만약 미리 그렇게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 “Trial Answered” 태그세트와 “correct” 테그를 
선택합니다. 아래쪽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여  더  많은  동작 ( a c t i o n )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 
 “Trial Answered”태그 세트는 당신이 새로운 실험을 만들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성되는데, 
대부분의 실험에서 실험 도중 참가자가 올바르게 응답했을 때, 그 시행(trial)을 태깅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Step 3: Criterion 

마지막 단계는, 어떤 시행(trial)이 일단 올바르게 응답되면, 더 이상 제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Trial Editor 의 When to Present 탭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 Present trial only if the following criteria are met 라디오 버튼을 클릭합니다. 

•! criteria 메뉴를 클릭합니다. 

•!  “Trial’s tag set” 메뉴 항목을 클릭합니다. 당신이 생성한 모든 태그를 보여주는 서브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  “Trial Answered”태그세트를 선택합니다. 



  !

 

 
 

이 과정을 모두 마치면 규칙(criterion)은 아래처럼 보일 것입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이 간단한 세 단계가, 다음 블록으로 넘어 가기 전 모든 시행(trial)에 대해 
올바른 응답을 받도록 하는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전부입니다. 

 
기억 실험 | A Memory Experiment 

이 실험에서, 우리는 실험참가자의 반응 시간(reaction time)의 이동 평균*(moving average)가 
어떤 기준(e.g. 1500ms)이하에 이를 때까지 계속 특정 블록(block)내의 시행(trial)들을 
반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N 개의 시행들 (trial)만을 고려하는 이동평균 패러다임의 
예입니다. 이 예제에서 N 은 20 입니다.  [이동평균 설명] 

이 실험설계에서 핵심적인 기능은 앞 장에서 언급한 파라미터(parameters) 입니다. 여기서는 
파라미터의 한 유형인 “Collection of Trials”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A collection 
parameter does what it implies: it keeps track of whatever trials you add to it. 여기에 원하는 
만큼 많은 시행(trial)들을 추가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훌륭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 당신은 
collection 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 개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단 
collection 의 파라미터가 5 개의 시행들(trials)을 가지게 되면, 새로 하나가 추가될 때 마다, 
가장 오래된 시행 하나가 collection 에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  



  !

 

 
본질적으로, 단지  collection 의 크기를 제한하는 옵션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동 평균을 얻게 
됩니다.  

이 실험 설계를 위한 기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특정 블록(block)의 모든 시행들(trials)이 제시되고 나면, 평균 반응시간(reaction 
time)이 실험자가 기대한 것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블록(block)을 
반복해야 합니다.  

2.!  “Collection of Trials” 타입의 parameter 를 생성합니다. 

3.! 시행(trial)을 collection 에 추가하는 피드백 동작(feedback action)을 추가합니다. 
4.! 만약 평균 반응시간이 기대하는 역치(threshold)보다 낮은지 판별하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블록(block)을 종료하는 규칙(rule)을 만들어야 합니다.  

 
Step 1: 블록  반복하기  |  Repeating the Block 

블록 에디터에서 Looping 탭을 클릭하고 옵션을 Keep presenting trials in this block forever, 
로 바꾸어 줍니다. 

 
Step 2: Collection 파라미터 생성 | Creating the Collection Parameter 

Experiment 메뉴를 클릭하고 Parameters 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화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 
 

 

OLDEST NE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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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창에서 Add 아이콘   을 클릭하고 “Collection of Trials” 을 선택합니다. 

생성된 collections parameter 에 의미있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 : “Collection of last 20 
trials”), 그리고 Limit collection size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tep 3: 피드백 동작 생성 | Create Feedback Action 

다음 단계는 제시된 시행들(trials)을 파라미터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벤트 에디터의 
Feedback 탭을 클릭하고, Always, at the end of the event 조건을 선택합니다. 대화창 가장 
아래쪽에서 동작(action) Add trial to collection 로 바꾸어 줍니다. 만약 둘 이상의 collection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오른쪽에서 어느 collection 파라미터에 추가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tep 4: 블록 끝내기 | Looking for the Exit 

이제 평균 반응 시간(reaction time)이 1500 ms 이하로 내려갔는지 판정하는 규칙을 생성할 차례입니다. 
시행 에디터(trial editor)의 Rules 탭을 클릭합니다: 

•! Edit menu  를 클릭하고, Create Rule 을 선택합니다.. 



  !

•! 규칙(rule)의 이름으로 “Exit block if average RT drops below 1500 msec”라고 입력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언제하 시험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 규칙, 시행 등에 
의미를 알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criterion 메뉴를 클릭하고 “Parameter“를 선택합니다. 파라미터의 목록이 서브메뉴에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 생성한 “Collection of last 20 trials”을 선택합니다. 

 

 
•! 이외에도 몇 가지 collection 속성들이 있습니다 ; SuperLab 에서 팝업창이 뜨면 If 

collection is full 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 아래쪽 화살표 버튼 을 클릭하고  Add Criterion 을 선택합니다. 
•! 새로 추가된 criterion 을 클릭하고 “Parameter“ 를 선택한 다음, 앞서처럼 “Collection of 

last 20 trials”를 선택합니다. 



  !

•! SuperLab 은 당신이 무엇을 판정하기 원하는지 묻는 팝업 창을 띄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t 
Average reaction time 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란에 “1500”을 입력합니다. 
 

 

•! 동작을 “Exit block”으로 바꿉니다. 

•! Apply 버튼을 눌러 변경 내용을 적용합니다. 

완성된 규칙(rules)은 아래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기준(criteria)를 생성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규칙은 collection 이가득찼는지 판정합니다. 즉, 평균 반응시간이 1500 ms 이하인지 
판정하려면 최소한 20 번 이상의 시행(trials)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의 예제를 자유롭게 응용해 보십시오.  

 
규칙에 대한 규칙들 | Rules of Rules 

막 첫 번째 규칙(rule)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규칙은 하나 혹은 더 많은 수의 기준(criteria) 을 
갖습니다. 또한 만약 기준이 충족되면 (혹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동작(action)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규칙 편집기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매우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점 : 규칙들은 그 시행(trial)이 제시된 후에 실행됩니다. 마찬가지로 
블록(block)에 적용된 규칙(rule)은 그 블록(block)이 제시된 후에 실행됩니다. 

•! 규칙들(Rules)은 블록 에디터의 Looping 이나 Extra Actions 탭에서 설정한 어떤 
옵션이 실행되기 전에 실행됩니다.  

•! 규칙들은 블록 에디터나 시행 에디터의 Rules 탭에서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criterion)이나 
동작(action)을 추가할
때 클릭합니다. 

“are met”(기준이 충족될 때 ) 과 “are not met”(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중 하나를 선택할 때 클릭합니다.

“and”와“or”중 하나를 
선택할 때 클릭합니다.



!

•! 하나의 시행(trial)혹은 블록(block)이 많은 수의 규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규칙들은 에디터상에 보이는 순서대로 차례로 실행됩니다. 이것은 어떤 
실험설계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 만약 어떤 규칙(rule)이 다른 
블록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담고 있다면 그 규칙 뒤의 규칙들은 무시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규칙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시행(trial) 에디터에서 생성한 규칙은 시행(trial)들에만 적용할 수 있고, 블록 
에디터에서 생성한 규칙은 블록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 시행(trial)에 대한 규칙은 여러 개의 시행(trial)에 사용할 수 있고, 블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의 다른 적용 | Other Applications for Rules 

규칙(rules)기능은 파라미터(parameters), 피드백(feedback), 태그(tags), 시행 
수준(trial levels) 등의 기능과 조합하면, 다양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더 배워보기 | Learn More 

Cedrus 웹사이트에서는 널리 사용되는 실험 패러다임들(Popular Paradigms), 
고전적 실험들 (Classic Experiments), 그리고 특정 과제에 초점을 맞춘 How Do 
I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 연습하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SuperLab 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 

 

 
 

세 라이브러리 중, How Do I experiments 는 가장 상세하고, 단계별로 구성된 
예제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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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화  
RANDOMIZATION 

 
SuperLab 의 무선화는 크게 두 영역으로 이루어집니다: 

•! 당신은 시행들(trials)이 제시되는 순서를 무선화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은 어떤 시행(trial)의 특정 속성을 무선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서 자극의 위치 
혹은 텍스트의 색깔을 무선화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무선화 영역은 서로 독립적이며, 당신은 어느 한 쪽만, 혹은 동시에 양 쪽 다 무선화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 당신은 가능한 경우 언제나 자극 목록(stimulus list)를 사용하여 

실험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 제시 순서 무선화 하기 |  Randomizing The Order in Which Trials Are Presented  

한 개의 자극 목록을 이용한 예제 | An Example Using a Single Stimulus List 

아래의 간단한 실험은 하나의 자극 목록(stimulus list)을 사용합니다 :  
 

 
 

“Event – Letters” 이벤트는 겹쳐진 사각형 아이콘에서 볼 수 있듯이   자극 리스트(stimulus 
list)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몇 개의 항목(item)이 이 자극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신 아래의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것입니다 :  

 
block 1 Trial - Letters

A
B

Event - Letter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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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이어그램은 “블록 1”이 “Trial – Letters”에 연결되어 있고, “Trial – Letters” 는 A, B, 그리고  
C, 세 항목으로 구성된 목록을 사용하는“Event – Letters” 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는 목록의 항목 각각을 사용하는 세 번의 시행(trials)이 제시되게 됩니다. 

새 실험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무선화(randomization) 옵션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기본 상태로 실험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극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  

 
무선화를 위해, 편집하고자 하는 시행(trial)을 더블클릭합니다. 시행 에디터에서, List Access 을 
클릭하고, Only once per experiment run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제 무선화(randomization)가 끝난 상태에서  OK 버튼을 누르고 실험을 실행하면, 
시행(trial)들이 무선화된 순서로 제시될 것입니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에서 구불구불한 화살표
로 무선성을 나타낼 것입니다 :  

 
 

하나의 시행에서 두 개의 자극 목록 사용하기 | Using Two Stimulus Lists in 
the Same Trial 
지금부터는 하나의 시행(trial) 안에서 두 개의 자극 목록을 사용하는 한층 흥미로운 예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 

 

 

A B C

무선화를 하면
한눈에 보기 아이콘이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이 시행(trial)이
포함하고 있는 
이벤트의 숫자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횟수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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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은 아래와 같은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서, “블록 1” 이 각각 하나의 자극 목록과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이벤트에 연결되어 
있는 “시행(Trial)”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자(letter)와 숫자(number)가 화면에 동시에 
나타나는 실험을 새로이 생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직 무선화 옵션들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극이 제시될 것입니다 :  

  

 
무선화(randomize)를 위하여 시행(trial)을 더블클릭 하십시오. 스크린샷에 보이는 것과 같이 
트라이얼 에디터에서, List Access 탭을 클릭하고  Only once per experiment run, 옵션을 
선택합니다. 실험을 다시 실행하면, 시행(trial)의 제시 순서가 무선화될 것입니다 :  

 
자극 목록의 항목들(items)이 서로 짝지어져 있음(paired)을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그 
짝들만을 무선화했습니다. “A” 는 항상 “1”과 함께, “B” 는 항상 “2”와 함께, 그리고 “C” 는 
항상 “3”과 함께 제시됩니다. 

SuperLab 은 자극 목록 항목들(items)을 배치하는 두 개의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 
unpaired 와 crossed. 이 옵션들 역시 트라이얼 List Access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짝지어지지 않은 상태(unpaired)에서,  첫 번째 자극 목록의 글자(letter)는 두 번째 자극 
목록에서 뽑힌 무작위의 숫자(number)와 짝지어 집니다. 실험을 실행하면, 당신은 아래의 세 
가지 자극 제시 순서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자극 목록의 항목들이 

짝지어지지 않은 상태 :  

 

 

 

 

 
 

6 To make two visual events appear at once, set the first event to “End immediately” (Input tab) and the 
the second event to not erase the screen (Stimulus tab, then 클릭 on Settings button). 

교차(crossed) 옵션에서는, 첫 번째 자극 목록의 글자(letter)가 두 번째 자극 목록의 
숫자(number)들과 각기 한 번씩 짝지어집니다. 따라서 총 제시 횟수는 더 이상 세 번이 아닙니다. 

block 1 Trial 

A
B

Event - Letters C
1
2
3Event - Numbers

A   1 B    2 C    3

A   1 B    2C    3

A   1 B    2 C    3

A   2 B    3 C    1

A   3 B    1 C    2

— or —

— 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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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제시 횟수는 첫 번째 자극 목록의 항목 수와 두 번째 자극 목록의 항목 수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에서는 총 9 번 제시됩니다 : 

  
서로 다른 시행들에서 자극 리스트들 사용하기 | Using Stimulus Lists in 
Different Trials 

이 섹션에서는, 서로 다른 시행들(trials)에서 두 개의 자극 리스트를 사용하는 예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명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각 시행들을 서로 다른 색깔로 표시하였습니다. 새로 실험을 
생성하여 무선화(randomization) 옵션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자극이 제시됩니다 : 

 
시행 (trials)수준, 블록 (blocks)수준, 혹은 두 수준 모두에서 자극 제시 순서를 무선화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익숙한 시행(trials)수준에서의 무선화부터 시작해 봅시다 :  

•!  “Trial 1”을 더블클릭합니다. 트라이얼 편집기가 나타납니다. 

•! List Access 탭을 클릭합니다. 

•! Only once per experiment run 옵션을 선택합니다. 

•! OK 버튼을 클릭하여 트라이얼 편집기를 닫습니다.  

•!  “Trial 2”역시같은 순서로 편집합니다. 

A   1 A    2 A    3 B   1 B    2 B    3 C   1 C    2 C    3

block 1 Trial 1 

Trial 2 

A

Event - Letters
B
C

1
2
3Event - Numbers

A B C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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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극이 제시됩니다 :  

 
 “Trial 1”의 글자들이 무선화되어 있고 “Trial 2”의 숫자들이 무선화되어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하지만“Trial 1”이 언제나“Trial 2”보다 먼저 제시됩니다. 

시행들(trials)의 순서를 무선화하기 위하여, 블록을 더블클릭한 뒤, Randomize 탭을 선택한 다음, 
Randomize the trials in this block 옵션을 활성화 하십시오. 그러면 아래의 두 순서 중 하나로 
시행들이 제시될 것입니다 :  

 
혹은 

 
다시 말하면, SuperLab 은 글자들과 숫자들을 무선화하고, 그것들이 나타나는 순서를 
무선화합니다. 그러나, 이 예시에서, 글자들의 제시는 함께 묶이고, 숫자들 또한 함께 묶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글자와 숫자를 아래처럼 배치하기 원한다면 :  

 
  
시행 수준(Trial-level) 에서의 무선화는 블록 수준(block-level)에서의 무선화에 대해 우선권을 
갖습니다. 시행들을 위와 같이 배치하려면, 시행 수준에서의 무선화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블록 
레밸에서 모든 무선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Trial 1”을 더블클릭합니다; 시행 편집기(Trial Editor)가 표시됩니다. 

•! List Access 탭을 클릭합니다. 

•! Never 옵션을 선택합니다. 

•! OK 버튼을 눌러 시행 편집기를 닫습니다. 

•! 같은 과정을 “Trial 2”에 대해서도 반복합니다. 

이제 블록을 더블클릭합니다. 블록 편집기의 Randomize 탭을 선택한 뒤,   
Randomize stimulus list items across trials 옵션을 선택합니다. 

 

 

B C A 3 2 1

B C A 3 2 1

B C A3 2 1

A B 32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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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ying an Aspect of a Presented Trial 

지금까지, 시행(trials)들이 제시되는 순서를 무선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시행(trail) 자체의 속성 또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 시각 자극이 제시되는 위치(Location)  

•! 텍스트 색깔 (Text color) 

•! 시간 제한(Time limit) : 시간 제한 기능을 통해 피험자가 시각 자극에 노출되는 시간 및 
피험자의 반응에 주어지는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Experiment 메뉴의 trial variable 을 클릭한 뒤 Trial Levels 
을 선택하면 됩니다. 일단 trial variable 을 생성하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trial levels 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위 스크린샷은 “upper left”, “upper right”, 등의 네 가지 수준을 가진 Location 타입의 변수를 
보여줍니다.  

      Trial 수준들의 이름을 붙일 때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 이름들은 데이터 파일의 각 행에 저장되므로 (Time Limit은 
예외입니다. 시간 제한 값 자체만 저장됩니다. )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붙이면 추후 분석이 편리해 집니다.  

 
SuperLab 에서는 네 가지 다른 방법으로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순서대로(sequentially), 
복원* 무선 추출 (random with replacement), 비복원 무선 추출(random with no replacement) –
기본값입니다, 수동(manual). 

*복원의 의미 주석. 

 네 번째 방법인 수동 선택(manual selection)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Manual Trial Level Selection” 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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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시행 변수(trial variable)를 생성한 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울 것입니다. 
 
Varying by Location 

Location 타입의 시행 변수(trial variable)은 모든 종류의 시각 자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진, 
영상, 텍스트,  self-paced reading, 그리고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RSVP). 일단 Location 
타입의 시행변수를 생성하고 나면,  이벤트 편집기의 Stimulus  탭에서 자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Picture Settings 대화창이 보입니다. 

•! 팝업메뉴의  Position 탭을 틀릭하고, Fixed at location 옵션을 Variable 로 바꾸어 
줍니다. 

 
 
 
이제, 앞서 생성한 Location trial variable 이 보일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시각 자극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Location trial variables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Varying Text Color 
Color 타입의 Trial variable 은 모든 종류의 텍스트 자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ext, self-
paced reading, and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RSVP). 우선 생성한 뒤, 이벤트 
에디터의 Stimulus 탭에서 이를 자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Text Settings 대화창이 보입니다. 

•! 팝업메뉴의 Text Color  탭을 클릭하고 font color option 을 Fixed 에서 Variable 로  바꾸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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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앞서 생성한 Color trial variable 이 보입니다. 다른 유형의 텍스트 자극에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Color trial variables 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Varying by Time Limit 

Time Limit 유형의 Trial variables 은 모든 종류의 이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에디터의 Input 탭에서 이를 자극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or a time limit, whichever happens first, The time limit is”를 클릭해 시간 제한을 활성화 
해 줍니다.  

•! 팝업메뉴를 클릭하고 Fixed 를 Variable 로 바꾸어 줍니다.  
 

 
 
Manual Trial Level Selection 

시행(trial)순서를 무선화하거나 단순히 순서대로 사용하는것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 참가자의 반응 시간에 따라 자극 노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Manual level selection 을 사용해야 합니다. Trial variable 을 
편집할 때, Level Selection 탭에서 이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trial level 은 당신이 만든 첫 번째 trial 
level 이 될 것이고, SuperLab 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current 
level 을 바꾸기 위해 action 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이벤트 
에디터의 Feedback  탭이나, 블록 혹은 트라이얼 에디터의 Rules 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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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Selection 으로 지정되어 있는 trial variable 과 함께 사용 가능한 세 개의 action 들이 
있습니다. 그 중 두 가지는 당신을 이전 혹은 다음 level 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실험에 
역치(threshold)를 부여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세 번째는 “Set trial level”로, 당신이 특정한 
level 을 선택하거나, 무작위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줍니다 : 

 

 
 
때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trial level 을 결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현재 trial level 이 이미 가장 짧은 노출시간이고, 참가자의 반응이 기대한 만큼 좋다면, 당신은 
실험을 멈추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SuperLab 은 이를 위한 기준(criterion)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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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criterion)은 모든 선택 모드들에 대해 동작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Manual 
selection 에 국한된 기능이 아닙니다.  

 

집단별 무선화 하기 | Randomizing Per Group 

당신이 SuperLab 의 무선화 기능을 사용해 본다면, 대부분의 무선화 기능이 집단 수준의 
무선화를 위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당신이 Experiment 메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SuperLab’s 의 “Participant Groups”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블록을 제시할지, 어떤 순서로 제시할 지 정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 기능은 당신이 
당신의 실험 참가자들을 어떤 기준-예를 들어 나이, 성별, 혹은 다른 독립 변인에 따라 나누어야 
할 때 유용합니다.  

만약 당신이 집단 별 무선화 (randomize on a per group basis)를 선택한다면, SuperLab 은 
당신이 생성한 각 그룹 별로 무선화 시퀸스를 생성할 것입니다. 동일한 집단 내의 모든 
참가자들은 같은 무선화 시퀸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 A 와 집단 B 는 다른 순서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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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실행하기 & 데이터 확인하기 
RUNNING EXPERIMENTS & VIEWING DATA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 Before You Run Experiments 

당신이 실험을 실행하기 전에 몇몇 기능들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능들은 
덜 치명적이지만, 알아두면 유용할 것입니다.  

 
반응시간 타이머 리셋하기 | Resetting the RT Timer 

만약 당신이 반응 시간(reaction time,RT) 데이터를 기록한다면, 이 기능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반응시간 타이머 리셋 기능은 이벤트 에디터의 Input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이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 때, Reset RT timer 옵션은 선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실험을 실행하면, SuperLab 은 언제나 한 시행(trial)의 첫 번째 이벤트가 시작(onset)될 때 
타이머를 리셋합니다.  아래의 간단한 시행(trial) 디자인을 함께 살펴봅시다. Cue 가 먼저 
제시되고, 자극이 뒤따라 제시됩니다 :  

 
 
만약 기본 Reset RT timer 옵션이 사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제시될 것입니다 :  

 
전형적인 실험들에서, 이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데, 반응 시간은 cue 가 아니라 얼굴 
자극이 나타난 후부터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얼굴 자극을 제시하는 이벤트의 
Reset RT timer 옵션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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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저장하기 | Saved Data 

SuperLab 은 실험 데이터를 tab 으로 구분된 텍스트 (tab-delimited text file) 형태로 
저장합니다. 한 명의 실험참가자 당 하나의 파일이 생성됩니다. 실험참가자의 모든 반응들은 
각각 한 행씩을 차지합니다. 어떤 열(columns)이나 행(rows)들을 저장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열을 저장할지는 Experiment menu 에서Options... 를 클릭한 후, Columns to Save  항목을 
선택합니다: 

 

 
 

각각의 테그 세트, 파라미터, 혹은 trial variable 은 각각의 열(column)으로 저장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 에디터의 Input 탭에서 “Record and save response”를 선택하거나 
선택해제하는 것을  통해 어떤 행이 저장될지 혹은 저장되지 않을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데이터 파일에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단 실험이 실행된 후에는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를 
복구할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실험 잠그기 | Experiment Lock 

일단 실험 파일 작성을 완료한 후에는 데이터 수집 동안 원치않는 변경사항이 저장되지 않도록 
실험 파일을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Experiment 메뉴에서 실험파일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 RUNNING EXPERIMENTS & VIEWING DATA  !

데이터 뷰어 | Data Viewer 

SuperLab 의 ’s 탭으로 구분된 데이터 파일은 Excel 이나 다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열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Cedrus  Data Viewer 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편리합니다.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cedrus.com/superlab/dataviewer 

Data Viewer 는 통계 분석에 들어가기 전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데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Data Viewer 로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행들 (예 : 반응시간(reaction time)이 평균에서 
2 표준편차 이상 벗어나는 경우.)에 자동으로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 실험참가자의 정답 여부, 혹은 반응 시간의 허용 범위나 제한에 따라 자동적으로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 횟수, 퍼센트, 평균 반응 시간(average RT)등의 요약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한 파일, 혹은 
여러 파일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특정 블록, 시행(trial), 테그 세트, 혹은 시행 변수(trial 
variable)에 따라서도 요약값을 볼 수 있습니다.  

•! 주석이 달린 행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여러 개의 데이터 파일을 한 파일로 합할 수 
있습니다.  

•! 행이나 열을 숨길 수 있습니다. 
•! 합해진 파일에서 행들을 재배열(Transpose)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 기능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 당신이 Data Viewer 를 통해 연 파일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바뀐 내용은 당신이Merge Selected Files... 을 눌러 파일들을 내보낼 
때에만 적용됩니다 :  

 
 

Data Viewer 의 기본적인 사용법 (파일 추가하고 열기, raw data 와 요약 통계 보기 등) 은 
websit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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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주석 도구 (automatic flagging tools)를 사용해 데이터를 빠르게 훑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 초기 데이터 셋에 주석을 달고 나면, 나머지 데이터들에 두 

번째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Cedrus Data Viewer 에서 원하는 행(row)에 색을 칠할 수 있습니다. 색을 칠하는 것은 틀린 
반응이나, 따로 표시해 둔 기록 등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행 칠하기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되어 있지만, Rows 메뉴를 클릭하고 Row Colors 를 선택함으로써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각 열(column)의 헤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함으로써 열을 숨기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각 열의 헤더를 우클릭하면 옵션이 나타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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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ND  CHANGED  FEATURES 
IN  SUPERLAB  5 

 
파라미터 Parameters    

파라미터 기능을 사용하여, 피험자의 반응이나 텍스트 스트링의 
횟수를 세고(keep counts),  제시된 시행(trial)들을 추적하고(keep 
track),  실험 시작 이후 지나간 시간(elapsed time)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수치로, 어떤 시행/블록을 보여줄 지 
결정하거나, 참가자에게 특정한 메시지 (예, 지금까지의 
반응시간)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장, “Parameters” 를 참고하십시오. 
 
조건 분기 | Conditional Branching    

이전 버전의 “macros”가 이제 rules 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설계되고, 훨씬 
간단해지고,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criteria 와 action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행(trial)에 규칙(rules)을 연결 할 수 있습니다. 몇가지 새로운 기능들은 규칙을 
만들지 않고도 사용 가능합니다 :  

•! 루프 (Block Editor ➜ Looping 탭) 

•! 제시되는 시행(trial)횟수 제한하기 (Block Editor ➜ Extra Actions 탭) 

•! 실험참가자에게 휴식시간을 주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험을 일시 정지하기 (Block 
Editor ➜ Extra Actions 탭) 

 

 

5 장, “Conditional Branching”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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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EEG/ERP 지원 | Improved EEG/ERP Support    

SuperLab 5 는 두 가지 핵심 영역에서 EEG 실험 지원을 향상시켰습니다 :  

•! Digital Output 이벤트 유형이 이제 자극 목록(stimulus lists)을 지원합니다. 3 장의 
“Sending Event Codes” 를 보십시오. 

•! SuperLab 은 이제 당신이 선택한 자극(stimulus)에 따라 광센서를 작동시킴으로써, 
선택적으로 정확한 onset 을 StimTracker 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극을 편집할 때, 
이벤트 편집기의 Stimulus 탭에서 이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ab by 클릭 ing on the 
Settings 버튼을 누르고, 대화창이 나타나면 Presentation Options 탭에서 광센서의 동작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극 목록 | Stimulus Lists 

 Digital Output event type 이 자극 목록을 지원할 뿐 아니라, 자극 목록을 편집하는데 있어 몇 
가지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 파일들을 이용한 목록 생성, 예를 들어, 그림 파일들을 
불러들여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Self-Paced Reading 과 RSVP 이벤트에서도  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Text 이벤트는 더 이상 한 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한 문단을 통째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행 ( t r i a l )이  둘  이상의  목록을  사용할  경우 ,  SuperLab 5 는 두 가지 

무선화(randomization) 옵션을 제공합니다: 짝지어지지 않은(unpaired)무선화와 

교차된(crossed) 무선화(Trial Editor ➜ List Access 탭).  6 장, “Randomization”을 

참조하십시오. 

향상된 피드백 기능 | Improved Feedback 

SuperLab 4 에서는, 정답 여부, 반응 시간 혹은  제한된 시간 내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SuperLab 5 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참가자의 특정 반응에 따라 특정한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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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계약서 | L I C E N S E A G R E E M E N T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는 사용권 계약 (license agreement)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용권 계약은 종종,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End User License Agreement, 
EULA)라고도  불립니다. 여기, SuperLab 의 EULA 가 있습니다.  

 
간추린 사용권 계약  

매우 간단합니다: 

1.! 만약 당신이 하나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SuperLab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두 개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면 세 사람 이상이 
동시에 SuperLab 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라이센스와 관련해 불명확한 사항들은 언제나 항에 준합니다.  

3.! SuperLab 은 Parallels 혹은 VMware 등의 가상 머신에서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SuperLab 의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은, 흔히 한 대의 기기에만 설치를 허용하는 다른 
업체들보다 유연하며, 동글키를 사용하지 않아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한 컴퓨터에서 실험을 작성하고 바로 다른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의 라이센스로는 동시에 오직 한 컴퓨터에서만 SuperLab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험실 컴퓨터에서 실험을 수정하지 않고 단지 데이터 수집만 하기를 원한다면, 
Cedrus 는 저렴한 "run only"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SuperLab 을 집과 연구실에 각각 설치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과 연구실에서 동시에 SuperLab 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The Legal Text 

CEDRUS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종 사용자 사용권 동의 | END-USER LICENSE AGREEMENT FOR CEDRUS 

중요 — 본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 "EULA")은 귀하 (개인 혹은 단일 법인)와 귀하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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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SuperLab 소프트웨어 상품(“소프트웨어”)를 을제공받은 퍼블리셔 PUBLISHER 간의 
법적 계약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속 미디어, 모든 인쇄물, 모든 “온라인” 
혹은 전자 문서들을 포함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복사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계약서의 조항들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 계약서의 조항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Cedrus 
Corporation (이하 “Cedrus”) 는 당신에게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당신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복사하지 않아야 하며, 즉각 Cedrus 에 
연락하여, 사용하지 않은 상품(들)의 반환을 위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Software LICENSE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및 국제 저작권 협약, 그리고 기타 지적 재산권 법률 및 협약의 보호를 
받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권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1.! GRANT OF LICENSE. 

본 사용권계약(EULA)은 귀하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합니다: 

•! 소프트웨어. 당신은 한 대의 컴퓨터에 한 개의 소프트웨어 사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저장/네트워크 사용.  You may also store or install a copy of the computer software 
portion of the SOFTWARE on the computer to allow your other computers to use the 
SOFTWARE over an internal network, and distribute the SOFTWARE to your other 
computers over an internal network. However, you must acquire and dedicate a license 
for the SOFTWARE for each computer on which the SOFTWARE is used or to which it is 
distributed.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은 서로 다른 컴퓨터들 간에 공유되거나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사본 백업. 당신은 백업을 목적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본을 오직 보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DESCRIPTION OF OTHER RIGHTS AND LIMITATIONS. 

•! 역설계에 대한 제한. 당신은  관계법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설계와 디컴파일,  분해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 Separation of Components. 소프트웨어는 단일 제품으로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해당 구성 요소를 둘 이상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분리할 수 없습니다. 

•! Single COMPUTER. The SOFTWARE is licensed as a single integrated product. The 
SOFTWARE may only be used with a single computer. 

•! Software Transfer. You may permanently transfer all of your rights under this EULA 
provided you retain no copies, you transfer all of the SOFTWARE (including all 
component parts, the media and printed materials, any upgrades, and this EULA), and 
the recipient agrees to the terms of this EULA. If the SOFTWARE is an upgrade, any 
transfer must include all prior versions of the SOFTWARE. Completing a Transfer of 
License form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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