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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nake detection theory posits that, due to competition with snakes, the primate visual system has been evolved 

to detect camouflaged snakes. Specifically, one of its hypotheses states that the subcortical visual pathway mainly 

consisting of koniocellular cells enables humans to automatically detect the threat of snakes without consuming mental 

resources. Here we tested the hypothesis by comparing human participants’ responses to snakes with those to fearful 

faces and flowers. Participants viewed either original images or converted ones, which lacked the differences in color, 

luminance, contrast, and spatial frequency energies between categories. While participants in Experiment 1 produced 

valence and arousal ratings to each image, those in Experiment 2 detected target images in the breaking continuous 

flash suppression (bCFS) paradigm. As a result, visual factors influenced the responses to snakes most strongly. 

After minimizing visual differences, snakes were rated as being less negative and less arousing, and detected more 

slowly from suppression. In contrast, the images of the other categories were less affected by image conversion. 

In particular, fearful faces were rated as greater threats and detected more quickly than other categories. In addition, 

for snakes, changes in arousal ratings and those in bCFS response times were negatively correlated: Those snake 

images, the arousal ratings of which decreased, produced increased detection latenc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fluence of snakes on human responses to threat is limited relative to fearful faces, and that detection responses 

in bCFS share common processing mechanisms with conscious ratings. In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calls into 

question the assumption that snake detection in humans is a product of unconscious subcortical visu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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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뱀 탐지 이론은 장류가 천 인 뱀과 경쟁하면서 뱀을 효과 으로 탐지할 수 있는 시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구체 인 가설  하나는 먼지세포 심의 피질하 시각 경로가 사람으로 하여  심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서도 자동 으로 뱀의 을 탐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뱀 상에 한 인간 참가자의 반응을 

공포 표정의 얼굴  꽃에 한 반응과 비교함으로써 뱀 탐지 이론의 가정들을 검토하 다. 참가자들은 원본 상을 

찰하거나, 원본 상에서 색상, 밝기와 비, 공간주 수 에 지 차이를 제거한 변환 상을 찰하 다. 실험 1의 

참가자들은 각 상에 한 정서가와 각성 유발 정도를 평정하 고, 실험 2의 참가자들은 연속 멸억제 차에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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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탐지하 다. 그 결과, 뱀에 한 반응은 시각 요인의 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 상들의 시각  차이를 제거했

을 때, 뱀 상은 덜 부정 이고 각성을 덜 유발하며 연속 멸억제에서 느리게 탈출하 다. 그에 비해, 다른 범주에 

한 반응은 상 변환의 향을 덜 받았다. 특히, 공포 표정의 얼굴은 일 으로 상 조건에 상 없이 인 

상으로 평정되었으며 빠르게 탐지되었다. 한, 실험 1에서 측정한 각성 평정의 변화량과 실험 2에서 측정한 연속

멸억제 탈출 시간의 변화량이 부  상 을 보 다. 상 변환 후 각성 평정 수가 많이 감소한 뱀 상일수록 탐지 

반응시간이 증가하 다. 이러한 결과는 뱀이 인간 찰자의  탐지 반응에 미치는 향이 공포 표정의 얼굴에 비해 

제한 이며, 연속 멸억제 탈출 반응과 의식  평정 반응이 처리 기제를 공유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인간의 뱀 탐지가 무의식  피질하 시각 경로의 산물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주제어: 뱀 탐지 이론,  탐지, 정서가, 각성, 연속 멸억제

 

1. 서론

뱀은 인간이 가장 오하고 두려워하는 동물이다. 

각종 조사에서 뱀은 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으로 손꼽 왔다(Brewer, 2001; Moore, 2014; Polák 

et al., 2020). 국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반 이상이 뱀을 무서워한다고 답했고, 2~3%는 뱀공포

증(ophidiophobia)으로 진단될 만한 수 의 불안을 경

험하고 있었다(Davey, 1994). 우리나라에서도 등 

비교사들이 교육 과정에 등장하는 동물  뱀을 가장 

불편해한다는 설문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Ju, 2014). 

뱀공포증은 동물에 한 공포증 가운데 발병률이 가장 

높은데, 다른 공포증과 달리 원인이 될 만한 외상  경

험 없이도 생겨날 수 있다는 이 특징이다(Fredrikson 

et al., 1997). 뱀에 한 공포는 실험  조작을 통해서

도 쉽게 유도될 수 있다. 가령, 참가자는 오자극( , 

기충격)과 짝지어진 조건자극이 꽃이나 버섯일 때보

다 뱀 사진인 경우에 공포 조건반응( , 피부 도반응 

증가)을 더 빨리 습득하고 오래 유지한다(Öhman & 

Mineka, 2001). 이처럼 뱀에 한 공포 반응이 다양한 

형태로 찰된다는 사실은 그 감정의 기 에 생래

(生來的)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뱀에 한 공포의 기원을 설명하기 해 연구자들은 

원시 장류와 뱀의 계에 주목하 다. 원숭이들도 인

간과 비슷한 뱀 공포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Cook & 

Mineka, 1990; Mineka et al., 1980). 나무 에서 생활

하던 원시 장류에게 뱀은 가장 치명 인, 최 의 천

이었다. 따라서 오랜 진화 과정에서 뱀에 한 심리

생리  응 기제가 장류의 신경계에 반 되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Öhman & Mineka, 2001, 2003). 

흥미로운 사실은 장류의 뇌가 팽창하던 시기와 맹독

을 지닌 뱀이 등장하는 시기가 같고, 여러 장류 에

서 맹독을 지닌 뱀들과 공존했던 종들만 비 칭 으로 

큰 시각피질을 가진다는 이다. Isbell(2006)은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여, 장류의 시각 체계가 뱀을 탐지하

는 데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되었다는 ‘뱀 탐지 이론

(snake detection theory)’을 제안하 다. 이 이론에 따르

면, 뱀의 존재는 장류 시각체계에 선택압으로 작용했

다. 그로 인해 장류는 양안을 활용하여 가까운 치

의 물체를 입체 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문화되고 

확장된 시각 기능을 통해 신속히 뱀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 으로 뱀 탐지 이론은 장류의 먼지세포 경로

(koniocellular pathway)가 뱀 탐지를 주도한다고 가정

한다. 먼지세포는 크기가 작아 장류의 뇌에서 늦게 

발견되었지만, 그 수가 세포(magnocellular cells)만

큼 많고 망막의 신경 세포(retinal ganglion cells)와 슬

상핵(lateral geniculate nucleus, LGN), 상구(superior 

colliculus), 시상침(pulvinar)을 연결하는 복잡한 시각 

흐름을 형성한다(Hendry & Reid, 2000; Hendry & 

Yoshioka, 1994). 이러한 가정의 증거로서 일본원숭이

의 상구-시상침 경로에서 발견된 ‘뱀 탐지 뉴런’을 들 

수 있다(Van Le et al., 2013). 이 뉴런들은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의 얼굴 표정과 손 는 기하학  도형을 

볼 때보다 뱀의 상을 볼 때 더 강하고 빠르게 반응하

다. 흥미롭게도, 뱀 탐지 뉴런들은 낮은 공간주 수 

역의 정보에 반응한다. 뱀 상에서 낮은 공간주 수 

역을 제거하면 발화 빈도가 크게 감소했지만,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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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주 수 역을 제거했을 때는 발화 빈도의 변화가 

없었다. 뱀 탐지 뉴런이 낮은 공간주 수에 민감하다는 

사실은 뱀이 세부특징(features)을 기반으로 탐지될 가

능성을 시사한다.

빠르게 탐지된 뱀 정보는 다른 정보들에 비해 찰

자의 심을 끌게 된다. 사람 상의 후속 연구들은 뱀

에 한 지각  편향(perceptual bias) 상을 집 으

로 찰하 다. 뇌  연구들은 뱀 상에 한 ‘ 기 

후두부 부  형(early posterior negativity, EPN)’을 분

석하 다. EPN은 자극 제시 후 225~300ms 무렵에 정

에 도달하는 형으로서 정서 정보의 기 선택 과

정을 반 하는데(Schupp et al., 2006), 거미나 지 이, 

는 다른 충류(악어, 거북이)에 비해 뱀 상에 하

여 선택 으로 증가한다(Grassini et al., 2016; He et al., 

2014; Van Strien, Franken et al., 2014). 뱀에 한 지각

 편향은 행동실험에서도 자주 보고된다. 어른들

(Öhman et al., 2001, 2012; Soares et al., 2014)뿐만 아니

라 아동들(Hayakawa et al., 2011; Lobue & DeLoache, 

2008)도 시각탐색 과제를 수행할 때 다른 동물이나 사

물보다 뱀을 빨리 찾아낸다. 심지어 생후 6개월 미만의 

아도 다른 동물보다 뱀 사진에 더 집 한다는 보고

가 있다(LoBue et al., 2017; Rakison, 2018). 

선행 연구들은 뱀 상이 시각 계의 낮은 단계에

서 탐지되어 선택 으로 주의를 끈다는 경험  증거들

을 충분히 제공하 다. 뱀 탐지 이론은 이러한 ‘탐지를 

한 시각(vision for detection)’ 체계가 시의식에 앞서 

자동 으로 작동한다고 가정한다. 느리고 용량이 제한

된 의식  처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면 장류는 뱀을 

더 효과 으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자동 인 

 탐지 경로를 가정한다는 에서 뱀 탐지 이론은 

통 인  탐지 모형의 연장선상에 있다. 여러 연구

자들은 상구-시상침 경로에서 편도체(amygdala)로 입력

되는 신경신호가 무의식  경계 반응의 원천이라고 이

미 제안한 바 있다(Öhman et al., 2007; Phelps & 

LeDoux, 2005; Tamietto & de Gelder, 2010). 이러한 

통  모형에서는 ‘빠르고 략 인(quick-and-dirty)’ 

피질하 경로가 느린 신피질을 우회하여 정서 반응을 

일으키고  단서를 향한 주의 환을 유도한다. 

뱀 탐지의 자동성을 증명하려면 찰자의 의식과 탐

지 반응을 분리하는 실험 조작이 필요하다. 빠른 응답

시간만으로는 뱀 탐지가 의식보다 먼  일어난다거나 

심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의식이 배제된 탐지 반응을 분석하기 해 

Gomes와 동료들(2017, 2018)은 연속 멸억제 탈출

(breaking continuous flash suppression, bCFS; Jiang et 

al., 2007) 차를 활용하 다. 연속 멸억제란 한 쪽 

에 제시된, 역동 으로 변하는 차폐자극(masks)에 

의해 다른 쪽 에 제시된 표 자극이 비교  오랫동

안 의식되지 않는 상을 말한다(Tsuchiya & Koch, 

2005). 이때, 찰자가 표 을 발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을, 표 이 억제를 벗어났다고 하여 ‘탈출 시간

(breaking time)’이라고 부른다. Gomes 등의 실험에서 

뱀 상의 탈출 시간은 거미나 새 상보다 짧았다

(Gomes et al., 2017). 한, 이러한 결과는 자극 상 

속에 낮은 공간주 수 정보가 보존된 경우에만 찰되

었고, 낮은 공간주 수가 제거된 상들을 제시했을 때

는 뱀과 비교 상의 탈출 시간 차이가 찰되지 않았

다(Gomes et al., 2018). 이 결과를 근거로 연구자들은 

무의식  피질하 경로가 뱀 탐지를 진한다고 주장하

다. 뱀 상의 낮은 공간주 수 정보가 피질하 경로

에서 우선 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뱀에 한 의식  

근이 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건의 연구 외

에는 뱀 탐지의 자동성을 증명하려는 목 으로 수행된 

연구가 드물다. 

무의식   탐지에 한 연구들은 얼굴 표정과 

단어 자극을 자주 사용해왔다. 부정 인 감정을 유발하

는 얼굴이나 단어를 찰자가 의식하기 어려운 조건에

서 제시하고 행동이나 신경 반응에서  탐지의 흔

을 측정하 다(Keil & Ihssen, 2004; Morris et al., 

1998; Whalen et al., 1998). 그러나 Hedger 등(2016)은 

여러 실험 방법과 자료에 한 메타분석을 근거로, 

 탐지의 자동성을 지지할만한 증거가 희박하다고 주

장하 다. 지 까지 분노나 오 표정, 부정 인 의미

의 단어를 사용한 연구들에서 보고된 효과 크기는 

반 으로 작았고, 그 방향성도 일정하지 않았다. 즉, 

 탐지가 상 으로 느린 경우도 있었다. 다만, 공포 

표정의 얼굴을 제시한 연구들에서만 자동성의 증거가 

일 으로 찰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뱀이 자동

으로 탐지된다는 주장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인하

려면 얼굴 상을 활용한 선행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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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 나아가, 뱀 탐지 이론을 기존의  탐지 모

형과 구별하려면 뱀 탐지만의 독특한 특성을 악해야 

한다. 얼굴은 뱀과 비슷한 반응을 일으킨다. 상구-시상

침 경로의 신경활동을 수반하고(Maior et al., 2010; 

Nguyen et al., 2014; Troiani & Schultz, 2013), 독특한 

기 EEG 성분을 유발하며( , N170; Eimer, 2000), 성

인뿐만 아니라 유아의 주목을 끈다(Goren et al., 1975; 

Johnson et al., 1991; Langton et al., 2008; Theeuwes 

& Van der Stigchel, 2006). 게다가 부정 인 표정은 낮

은 공간주 수 역에서 두드러지고(Vlamings et al., 

2009; Winston et al., 2003), 사회공포와 불안을 발하

는 주요 요인이 된다(Kim et al., 2020; Sohn et al., 

2014). 이러한 유사성을 감안할 때, 뱀 탐지 이론의 유

용성을 증명하려면 뱀과 얼굴 탐지의 차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뱀과 공포 표정의 얼굴이 단서

로서 찰자에게 유발하는 공포 반응을 직  비교하

다. 지 까지 뱀과 얼굴을 직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

었다. Öhman 등(2012)이 뱀과 얼굴에 한 시각탐색 

자료를 비교한 이 있지만, 개별 으로 수행된 실험 

결과를 나 에 합친 것이어서 뱀에 한 실험 조작과 

얼굴에 한 실험 조작이 다르다는 이 한계 다. 그

에 비해, 본 연구는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뱀과 얼굴 

상에 하여 찰자의 주  반응과 객  반응을 

측정하 다. 실험 1의 참가자들은 상 자극의 정서가

(valence)와 각성 정도(arousal)를 평정하 고, 실험 2의 

참가자들은 bCFS 차에서 상 자극을 탐지하 다. 

 탐지의 비교조건으로서 꽃 상을 추가로 제시하

다. 꽃은 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똬리를 

튼 뱀이나 얼굴의 모양처럼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어

서 비교 상으로 활용되어 왔다(Lobue & DeLoache, 

2008; Soares et al., 2014). 여러 범주의 상 자극을 

비교하려면 시각 요인과 의미 요인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본 상과 별도로, 원본의 색상을 제거

하고 범주 간의 밝기와 비, 공간주 수 에 지를 일

치시킨 변환 상도 제시하 다. 

연구 목 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뱀 탐

지 과정에서 시각 요인의 역할을 확인하 다. 연구자들

은 감각 요인이 배제되어도  단서가 여 히 신속

하고 무의식 으로 탐지될 수 있는지 논쟁을 거듭해왔

다(Gayet et al., 2014; Gray et al., 2013; Pessoa et al., 

2005). 만약 시각 체계가 단순한 세부특징이나 체  

윤곽에 의존한다면, 뱀과 꽃의 시각  차이를 을 

때 두 범주에 한 반응시간의 차이도 어들 것으로 

상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만약 뱀 탐지가 정서 , 의

미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면, 범주간 시각  차이가 

어들어도 여 히 뱀은 꽃보다 빠르게 탐지될 것이다. 

둘째, 뱀에 한 반응과 공포 표정에 한 반응을 비교

하 다. Hedger 등(2016)의 메타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공포 표정은 뱀 탐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한 비교 상이다. 공포 표정에 한 반응과 비교함으

로써 뱀 탐지의 자동성과 신속성, 그리고 이에 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

 반응과 객  반응의 계를 찰하 다. 여러 연

구들은  단서의 무의식  탐지를 증명하기 해 

bCFS을 사용해왔다(Gomes et al., 2017, 2018; Jiang et 

al., 2007; Yang et al., 2007). 그러나 bCFS 차에서 

측정한 탈출 시간에는 무의식  처리 시간만 아니라 

의식  반응의 역치가 반 될 수 있다. 즉,  단서의 

시각 분석이 진된 것이 아니라  단서를 봤다고 

응답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

구는 찰자의 의식을 반 하는 주  정서 평정과 

bCFS의 탈출 반응시간의 상 을 분석하 다. 만약 

bCFS의 반응시간이 순 히 무의식  탐지 과정을 반

한다면, 실험 1과 2에서 측정한 시각  요인의 효과

는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반 로, bCFS

에서 표 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시각 정보가 의식

으로 근할 수 있는 종류의 정보라면, 실험 1과 2에서 

측정한 시각  요인의 효과는 유의미한 상 을 보일 

것이다. 

 

2. 실험 1: 평정

시각  요인이 뱀에 한 주  경험에 미치는 

향을 이해하기 해 수  시각특질(low-level visual 

properties)의 차이를 최소화한 상과 원본 상에 

한 정서 평정 반응을 수집하 다. 뱀, 얼굴, 꽃 범주의 

시각  차이를 완 히 제거하는 것은 (모두 같아지

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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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의 색상을 제거한 후, 밝기와 비, 공간주 수 

에 지 크기를 일치시켰다. 동일한 참가자가 원본 상

과 변환 상을 모두 하면 평정 반응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참가자간 설계를 채택하 다. 참가자들은 원

본 상 는 변환 상이 유발하는 정서가(valence)와 

각성(arousal)의 정도를 평정하 다(Russell & Barrett, 

1999). 따라서 수  시각특질의 차이를 제거했을 때 

정서가와 각성 수의 변화를 계산하여 시각 요인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 다.

2.1. 참가자

학부생과 학원생 58명이 참여하 다(여 29명, 평

균 24.8세). 참가자들은 본 연구와 련이 없는 다른 

실험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본 실험에 참여하

다. 선행 실험과 본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각각 최  

45분과 15분이었다.

2.2. 상 재료

뱀, 얼굴, 꽃 사진 각 20개씩, 총 60개의 ‘원본

(original)’ 상이 사용되었다. 뱀 사진은 Lobue와 

DeLoache(2008)와 Van Strien, Eijlers, Franken, 그리고 

Huijding(2014)에서 사용된 자극이었다. 얼굴 사진은 

모두 공포 표정을 담고 있었고 NimStim 얼굴 자극 세

트(Tottenham et al., 2009)에서 선별되었다. 꽃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아 사용하 다.

원본 상의 시각  특징은 각자 속한 범주에 따라 

뚜렷하게 달랐다. SHINE(spectrum, histogram, and 

intensity normalization and equalization; Willenbockel 

et al., 2010) 툴박스를 사용하여 물체가 차지한(즉, 배

경을 제외한 경의) 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Fig. 

1A에 제시하 다. 원본 상의 시각  차이를 이기 

해 모든 상을 회색 톤(greyscale)으로 변환한 후 히

스토그램 매칭과 푸리에 진폭 매칭 차를 진행하 다. 

히스토그램 매칭 차에서는 개별 상의 밝기 히스토

그램을 체 상의 밝기 히스토그램 평균에 일치시킴

으로써 상들의 밝기와 비 차이를 제거하 다

(‘histMatch’ 함수). 푸리에 진폭 매칭 차에서는 먼  

개별 상들을 진폭 스펙트럼과 상 스펙트럼으로 분

리하고, 진폭 스펙트럼의 회  평균(rotational average)

을 체 평균에 일치시켰다. 그다음, 변환된 진폭 스펙

트럼과 고유의 상 스펙트럼을 재결합하여 공간주

수 에 지 차이가 최소화된 상들을 산출하 다

(‘sfMatch’ 함수). 상 처리로 생성된(‘SHINEd’) 상

들의 수  시각특질을 Fig. 1B에 제시하 다. 새 

상들을 구성하는 화소들의 밝기 분포와 공간주 수의 

회  평균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장치 

PsychToolbox-3 함수를 활용하는 Matlab 환경에서 

상 평정을 진행되었다(Brainard, 1997; Pelli, 1997). 

상은 Dell 22인치 LCD 모니터에 제시되었고, 참가자

는 키보드에서 평정 반응을 입력하 다. 

2.4. 차와 설계 

참가자 28명은 원본(orginal) 상을 평정하 고, 나

Fig. 1. Controlling low-level visual properties. (A) ‘Original’ 

image statistics. The luminance histogram (top) shows the 

distributions of pixel values of averaged source images. The 

polar plots and the log-log plot (bottom) show the mean 

Fourier spectra and their rotational averages of all source 

images. (B) Image statistics for the transformed images using

the SHINE toolbox (thus, called SHINEd). For all images, the

luminance histograms (top) and the rotational averages of the 

spectra (bottom) were matched across categories while the 

energy distribution across orientations was p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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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30명은 수  시각특질의 차이를 인 변환

(SHINEd) 상을 평정하 다. 각 참가자에게는 평정 

상인 60개의 상이 무작  순서로 한 번씩 제시되

었다. 각 시행은 화면 앙에 응시 이 0.5  동안 제시

되면서 시작되었다. 응시 이 사라진 자리에 상 하나

가 정서가 평정 표시와 함께 출 하면, 참가자는 이 

상에 담긴 정서가를 1 (‘부정 ’)에서 9 (‘ 정 ’)까

지의 리커트 척도 상에서 단한 후, 해당 숫자를 러 

보고하 다. 반응이 입력되면 정서가 평정 표시가 사라

지고, 0.5  후에 각성 평정 표시가 제시되었다. 참가자

는 그 상을 보고 경험한 각성 수 을 1 (‘약함’)에서 

9 (‘강함’)까지의 척도 상에서 단하고 해당 숫자를 

러 보고하 다. 1  후에 새로운 시행이 시작되었다. 

본 실험의 설계는 참가자내 요인인 세 수 (얼굴, 뱀, 

꽃)의 상 범주와 참가자간 요인인 두 수 (original, 

SHINEd)의 시각 특징 통제 여부로 구성되었다. 정서가

와 각성 평정치가 두 가지 종속변인이었다.

2.5. 통계 분석 

R 환경(R Core Team, 2020)에서 선형 혼합효과 모델

링(linear mixed-effect modeling, LMM)으로 얼굴, 뱀, 

꽃 상에 한 정서가와 각성 평정 반응을 비교하

다. 통 인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과 달리, LMM은 조건별 평균이 아닌 모든 개별시행의 

반응을 활용하고 참가자와 상 자극의 무선효과를 단

일 모형에서 다루기 때문에 실험조건을 반 하는 고정

효과를 더욱 정확히 추정할 수 있다(Baayen et al., 

2008). 완  모형(full model)에는 범주(얼굴, 뱀, 꽃)와 

시각 특징 통제(‘original’, ‘SHINEd’), 그리고 그 두 요

인의 상호작용이 고정효과로 포함되었다. 무선효과로

는 개별 참가자(by-participant)의 편과 범주에 따른 

기울기, 그리고 개별 상(by-image)의 편과 시각특

질 통제에 따른 기울기가 포함되었다. 완  모형은 

afex 패키지(Singmann et al., 2020)의 mixed 함수에 의

해 평정 자료에 합되었다. 이 함수는 lme4 패키지

(Bates et al., 2015)의 lmer 함수를 기반으로 모형의 

라미터 값을 추정하 다. 고정효과의 통계  유의도를 

계산하기 해 Satterthwaite 자유도 근사법으로 완  

모형과 내포 모형(nested model)을 비교하 다. 사후검

증은 emmeans 패키지(Lenth, 2020)의 함수들을 사용했

고 Satterthwaite 자유도 근사법과 Bonferroni-Holm 보

정을 실시하 다.

2.6. 결과와 논의 

정서가 평정 수를 범주와 시각 특징 통제의 함수

로 Fig. 2A에 제시하 다. 얼굴, 뱀, 꽃의 평정 평균(표

편차)은 원본(‘original’) 상일 때 2.46(.66), 2.19

(1.15), 6.97(1.08)이고, 변환(‘SHINEd’) 상일 때 

2.84(.91), 3.65(1.34), 6.03(.98)이었다. 원본 상에 비

해, 변환 상의 평정치가 간 수 으로 수렴하는 경

향이 보 고, 그 변화는 뱀과 꽃 범주에서 더 뚜렷하

다. 시각 특징의 차이를 이면, 뱀 상은 덜 부정 으

로 평정되었고 꽃 상은 덜 정 으로 평정되었다. 상

으로 얼굴의 평정치는 덜 변했다. LMM으로 고정효

과를 추정한 결과, 범주[F(2, 72.46) = 181.91, p<.001]와 

시각 특징 통제[F(1, 64.26) = 4.98, p<.05], 그리고 상호

작용[F(2, 62.479) = 12.33, p<.001]이 모두 유의미하

다. 사후검증 결과, 얼굴과 뱀에 한 평정치는 원본 

상일 때는 통계 으로 다르지 않았지만[t(73.0) =

1.059, p>.2], 변환 상일 때는 유의미하게 달랐다

[t(66.0) = 3.413, p = .002].

Fig. 2. Results. (A-C) Estimated marginal means of valence 

ratings, arousal ratings, and breaking times, respectively, as a

function of category and image transformation. (D)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arousal and changes in breaking time after

image transformation. Error bars and ribbon represent 95% 

confidence intervals around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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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각성 평정 수를 범주와 시각 특징 통제의 

함수로 Fig. 2B에 제시하 다. 얼굴, 뱀, 꽃의 평정 평균

(표 편차)은 원본(‘original’) 상일 때 6.82(1.09), 

6.98(1.27), 5.94(1.48)이고, 변환(‘SHINEd’) 상일 때 

5.93(1.64), 4.47(1.90), 4.51(1.82)이었다. 원본 상에 

비해, 변환 상의 평정치가 반 으로 낮아졌는데, 

그 변화는 뱀 범주에서 가장 뚜렷했다. LMM으로 고정

효과를 추정한 결과, 범주[F(2, 68.80) = 13.36, p<.001]

와 시각 특징 통제[F(1, 58.4) = 23.25, p<.001], 그리고 

상호작용[F(2, 64.22) = 6.29, p = .003]이 모두 유의미하

다. 사후검증 결과, 얼굴과 뱀에 한 평정치는 원본 

상일 때는 통계 으로 다르지 않았지만[t(69.1) =

0.454, p = 1], 변환 상일 때는 유의미하게 달랐다

[t(59.4) = 4.374, p = .0003]. 반 로, 뱀과 꽃에 한 평

정치는 원본 상일 때는 유의미하게 달랐지만[t(74.8)

= 3.523, p = .003], 변환 상일 때는 다르지 않았다

[t(60.8) = 0.175, p = 1].

뱀 상은 정서가와 각성 평정 모두에서 다른 범주

들보다 시각 특징 통제의 향을 더 받았다. 그런데 정

서가와 각성 수가 동일한 요인을 반 하거나, 참가자

가 정서가와 각성을 잘 구별하지 못한 경우에도 와 

같은 양상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확

인하기 해, 앞서 추정했던 LMM에서 뱀 상의 무선 

기울기(random slopes)를 추출하 다. 이 값들은 최  

선형 불편향 측치(best linear unbiased predictions, 

BLUPs)로서 개별 상이 원본에서 변환 상으로 바

었을 때 변화하는 평정 수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 

결과, 정서가의 변화량과 각성의 변화량 간의 상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earson’s r = 0.098, 

p>.6. 이러한 결과는 정서가와 각성이 서로 독립 인 

정서 차원이라는 가정(Russell & Barrett, 1999)에 부합

함과 동시에, 수  시각 특질이 뱀 상에 한 정서 

경험에 반 으로 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실험 2: bCFS 패러다임

시각  요인이 뱀 탐지 반응에 미치는 향을 찰

하기 해 연속 멸억제 탈출(bCFS)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1에서와 같이, 참가자간 설계에서 한 집단은 

원본 상을 제시받았고 다른 집단은 수  시각 특

질의 차이를 최소화한 변환 상을 제시받았다. 참가자

는 연속 으로 멸하는 차폐자극 속에 등장하는 표

자극의 치를 빠르고 정확히 보고한 다음, 표 자극이 

뱀, 얼굴, 꽃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보고하 다. 주

요 종속변인으로서 표 의 치를 보고할 때까지 걸린 

시간 즉, 연속 멸억제의 탈출 시간(breaking time, BT)

을 분석하 다. 

3.1. 참가자 

정상 시력의 학부생과 학원생 40명이 참여하 다

(여 23명, 평균 25.1세). 참가자 반은 원본(‘orginal’) 

상 집단에, 나머지 반은 변환(‘SHINEd’) 상 집단에 

할당되었다. 실험 차는 기 생명윤리 원회에 의해 사

에 승인되었다. 실험에 총 60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

자들은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상으로 받았다.

3.2. 장치 

PsychToolbox-3 함수를 활용하는 Matlab 환경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Brainard, 1997; Pelli, 1997). 실험 

Fig. 3. Schematic of a breaking continuous flash suppression 

trial. One of 60 target images was presented to the non- 

dominant eye while multicolor, high contrast dynamic patterns 

of rectangles was presented to the dominant eye. The target 

was gradually ramped up in contrast and initially suppressed 

from awareness. Participants were asked first to indicate with 

a key press as quickly as possible whether the target appeared

above or below fixation and then to indicate to which category

the target belo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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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은 주사율 60Hz인 LCD 모니터(Dell Corp. 22인치)

에서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턱-이마 받침 에 머리를 

고정하고 거울입체경(mirror stereoscope)을 통해 68cm 

떨어진 화면을 찰하 다. Fig. 3과 같이 화면에는 체

크무늬 패턴의 테두리를 가진 직사각형(6.11° × 11.67°)

이 좌측과 우측에 한 개씩 제시되었다. 거울입체경을 통

해 좌측 직사각형 역은 좌안으로, 우측 직사각형 역

은 우안으로 입력되었다. 참가자는 버튼상자(DirectIN 

high speed button-box; EmpiriSoft Corp.)로 반응을 입

력하 다.

3.3. 차와 설계 

본 실험 에 Miles 검사(Miles, 1930; Roth et al., 

2002)를 통해 참가자의 우세안을 결정하고, 최 의 양

안 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울입체경을 조정하 다. 

참가자들은 연습 시행을 18번 수행하 다. 연습 시행 

 양안 결합이 유지되지 않으면 조정 차를 처음부

터 다시 진행하 다. 본 실험의 한 시행을 Fig. 3에 제시

하 다. 각 시행은 응시 (0.3° × 0.3°)이 500ms 동안 

보 다가 사라지면 시작되었다. 500ms 후에 여러 가지 

색과 크기의 사각형으로 구성된 몬드리안 패턴(4.27° 

× 9.86°)이 우세안에 제시되고 15Hz의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표 자극(4° × 4°)은 1  후부터 비우세안에 

제시되기 시작했다. 표 자극의 비는 1 에 걸쳐 0%

에서 100%로 증가했고, 이후 참가자가 반응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참가자는 몬드리안 패턴 속에서 표 자극

을 찾고, 그 치를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

야 했다. 표 자극은 응시   는 아래에 제시될 수 

있었다. 참가자가 검지(‘ ’)나 지(‘아래’)로 버튼을 

러 표 자극의 치를 보고하면, 표 자극의 범주를 

묻는 질문(“Face? Snake? Flower?”)이 화면에 등장했

다. 참가자는 표 자극의 범주에 해당하는 버튼을 러 

응답하 다. 참가자가 표 자극의 치를 입력하지 않

는 경우, 표 자극과 몬드리안 패턴은 8  후 화면에서 

사라졌다. 참가자는 표 자극의 치와 범주를 최 한 

정확히 단하여 반응을 입력해야 했다(즉, 각각 2-와 

3-alternative forced choice). 본 실험의 설계는 참가자

내 요인인 세 수 (얼굴, 뱀, 꽃)의 표 자극 범주와 참

가자간 요인인 두 수 (original, SHINEd)의 시각 특징 

통제 여부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인은 표 자극 치 

단의 속도(breaking time; BT)와 정확도, 표 자극 범주 

단의 정확도 다. 본 시행은 총 360(= 표 자극 범주 

3 × 표 자극 치 2 × 반복 60) 시행으로 구성되었고, 

시행 순서는 무작 로 결정되었다. 참가자는 120 시행

마다 휴식을 취했다. 모든 실험 차에 한 시간이 소요

되었다. 

3.4. 통계 분석

실험 1에서와 같이, R 환경(R Core Team, 2020)에서 

afex와 emmeans 패키지를 사용하여 선형 혼합효과 모

델링과 사후분석을 진행하 다. 완  모형(full model)

에는 표 자극의 범주(얼굴, 뱀, 꽃)와 시각 특징 통제

(‘original’, ‘SHINEd’), 그리고 그 두 요인의 상호작용

이 고정효과로 포함되었다. 무선효과로는 개별 참가자

(by-participant)의 편과 범주에 따른 기울기, 그리고 

개별 상(by-image)의 편과 시각 특징 통제에 따른 

기울기가 포함되었다. 반응시간은 정 으로 치우친

(positively skewed) 분포를 보 으므로, 모형의 종속변

인으로 반응시간의 로그(log) 값을 활용하 다. 정확도

는 이진(binary) 분포를 가지므로, 이항 연결 함수

(binomial link function)를 사용하는 일반화된 선형 혼

합효과 모델링(generalized mixed-effect modeling, 

GLMM)으로 분석하 다(Jaeger, 2008). 고정효과의 통

계  유의도를 계산하기 해 LMM에서는 Satterthwaite 

자유도 근사법을 사용하 고, GLMM에서는 우도 비율 

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T)을 통해 완  모형과 내

포 모형(nested model)을 비교하 다. 사후검증에는 

Satterthwaite 자유도 근사법과 Bonferroni-Holm 보정을 

실시하 다.

3.5. 결과와 논의

치 단과 범주 단의 정확도를 먼  분석하 다. 

치 단 정확도의 평균(표 편차)은 원본(‘original’) 

상일 때 얼굴 95.4(3.9)%, 뱀 95.5(5.3)%, 꽃 90.7

(8.7)%이고, 변환(‘SHINEd’) 상일 때 얼굴 96.2(5.6)%, 

뱀 95.4(7.5)%, 꽃 93.5(9.9)%이었다. 변환 상에 한 

치 단이 원본 상보다 더 정확했다. GLMM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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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표 자극 범주의 주효과과 유의미했다, 

χ
2(2) = 7.81, p = .020. 사후 검정에서는 원본 상을 사

용한 집단이 꽃보다 뱀의 치를 더 정확히 단하

다(z = 3.13, p = .01). 다른 차이들은 통계 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범주 단 정확도의 평균(표 편차)은 원본(‘original’) 

상일 때 얼굴 94.8(4.0)%, 뱀 92.5(7.6)%, 꽃 87.0 

(9.9)%이고, 변환(‘SHINEd’) 상일 때 얼굴 93.9(13.7)%, 

뱀 90.2(18.8)%, 꽃 87.3(19.6)%이었다. 변환 상에 

한 범주 단이 원본 상보다 더 정확했다. GLMM 

추정 결과, 표 자극 범주의 주효과만 유의하 다, 

χ
2(2) = 21.0, p<.0001. 얼굴에 한 정확도는 시각 특징 

통제와 상 없이 항상 꽃에 비해 정확했다[원본 상

에서 z = 3.52, p = .0021, 변환 상에서 z = 3.16, p =

.0064]. 뱀에 한 정확도 역시 시각 특징 통제와 상

없이 항상 꽃에 비해 정확했다[원본 상에서 z = 3.57, 

p = .0021, 변환 상에서 z = 2.56, p = .032]. 그러나 얼

굴과 뱀의 정확도는 시각 특징 통제와 상 없이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s>.5. 

이어서 연속 멸억제 탈출 시간(BT)으로서 참가자

가 표 자극의 치를 정확히 단하는 데 걸린 시간

을 조건별로 비교하 다. 탈출 시간이 200ms보다 빠른 

0.02%의 시행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반응 시행의 조

건별 평균 탈출 시간을 Fig. 2C에 제시하 다. 얼굴, 

뱀, 꽃 조건의 탈출 시간 평균(표 편차)은 원본

(‘original’) 상일 때 1.53(.42), 2.11(.72), 2.67(.76)

고, 변환(‘SHINEd’) 상일 때 1.77(.49), 2.49(.68), 

2.59(.79) 다. 얼굴 상의 탈출 시간이 다른 상 

범주보다 짧았고, 원본 상과 변환 상의 탈출 시간 

차이는 뱀 상이 표 인 경우에 두드러졌다. LMM으

로 고정효과를 추정한 결과, 범주의 주효과[F(2, 72.70)

= 64.38, p<.001]와 범주와 시각 특징 통제의 상호작용

[F(2, 72.61) = 7.33, p = .001]이 유의미했다. 시각 특징

의 통제의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41.32) = 1.72, p = .20]. 사후검정 결과, 얼굴에 한 반

응시간은 시각 특징 통제와 상 없이 항상 다른 범주

에 비해 빨랐다[얼굴과 뱀, 원본 상에서 t(73.5) =

5.18, p<.0001, 변환 상에서 t(74.2) = 8.85, p<.0001; 

얼굴과 꽃, 원본 상에서 t(82.1) = 8.85, p<.0001, 변환 

상에서 t(71.8) = 8.56, p<.0001]. 뱀에 한 반응시간

은 원본 상인 경우에만 꽃에 비해 빨랐다[원본 상

에서 t(65.3) = 4.42, p = .0001; 변환 상에서 t(68.9) =

0.97, p>.3].

마지막으로, 실험 1의 평정 반응과 탈출 시간의 계

를 분석하 다. 만약 뱀 상의 시각  특징이 정서  

경험과 탐지 반응에 모두 향을 끼친다면, 시각 특징 

통제로 인한 평정 반응의 변화량과 탈출 시간의 변화

량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을 보일 것이다. 구체

으로, 시각  차이가 제거된 후 각성 수 이 크게 감소

한 뱀 상일수록 탈출 시간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상하 다. 이를 검증하기 해, 탈출 시간에 한 LMM

에서 시각 특징 통제의 효과를 반 하는 뱀 상의 무

선 기울기 값들을 추출하고, 실험 1에서 획득한 무선 

기울기 값들과 상 을 계산하 다. 그 결과, 각성의 변

화량과 탈출 시간의 변화량 간의 상 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Pearson’s r = -0.43, one-tailed p = .029. 

Fig. 2D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 1에서 각성 수의 

변화량이 컸던 뱀 상은 실험 2에서 탈출 시간이 길었

다. 본 분석은 각성 수 변화량과 탈출 시간 변화량의 

계에 을 두었다. 실험 1에서 정서가보다 각성 

수의 변화가 두드러졌고, 선행 연구들에서도 정서가보

다 각성 수 에 한 평정 수가 행동 반응의 변화와 

연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Keil & Ihssen, 2004; 

Sheth & Pham, 2008). 한편, 추가분석에서 정서가의 

변화량과 탈출 시간의 변화량 간의 상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earson’s r = -0.18, one-tailed 

p>.22.

4. 종합 논의

본 연구는 수  시각 특질이 뱀 상에 한 정서 

경험과 탐지 반응에 미치는 향을 찰하고, 이를 공

포 표정의 얼굴과 꽃 상에 한 반응과 비교하 다. 

참가자들은 원본 상을 찰하거나, 원본 상에서 시

각  차이를 제거한 변환 상을 찰하 다. 실험 1의 

참가자들은 각 상에 한 정서가(valence)와 각성

(arousal) 유발 정도를 평정하 고, 실험 2의 참가자들

은 멸하는 차폐자극 속에 등장하는 표 자극의 범주

와 치를 빠르게 보고하 다. 두 실험에서 가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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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뱀에 한 반응이 시각 요인에 가장 민감했

다는 이다. 상들의 시각  차이를 제거했을 때, 뱀 

상은 부정 인 내용이 덜하고 각성을 덜 유발한다고 

평정되었으며 연속 멸억제 상황에서 더 느리게 탐지

되었다. 다른 상 범주에 한 반응은 상 으로 변

화 폭이 작았다. 한, 두 실험에서 추정한 시각 요인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각성의 변화량과 연속 멸억제 탈

출 시간의 변화량이 부  상 을 보 다. 즉, 상 변환 

후 각성 평정 수가 많이 감소한 뱀 상일수록 탐지 

반응시간이 증가하 다. 

본 연구는 상 변환 과정에서 색상을 제거하고 밝

기와 비, 그리고 공간 주 수 에 지의 차이를 최소

화하 기 때문에 어떤 시각 요인이 뱀에 한 반응에 

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다. 평정 반응과 탐지 반응

이 동일한 요인의 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각기 다른 

요인의 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선행 연구는 아동을 

상으로 한 시각탐색 과제에서 뱀 표 의 색상이 

요한 단서가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Hayakawa et al., 

2011). 그러나 이론 으로는 색상보다 낮은 공간주

수의 향이 더 심을 끈다.  탐지에 한 통  

모형들은 낮은 공간주 수의 ‘빠르고 략 인(quick-

and-dirty)’ 특성을 피질하 정보처리의 증거로서 받아들

이기 때문이다(Öhman et al., 2007; Phelps & LeDoux, 

2005; Tamietto & de Gelder, 2010). Gomes 등(2018)은 

이 가정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bCFS 실험의 결과를 제

시하 다. 이들의 실험에서 뱀 상은 낮은 공간주 수 

정보가 보존된 경우에만 새의 상보다 빨리 탐지되었

다. Gomes 등은 이 결과가 상구-시상침 경로의 뱀 탐지 

기능을 증명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곧 이들의 연구

는 Gayet, Stein과 Peelen(2019)의 비 을 받았다. 뱀 

상의 ‘둘   표면 비율(perimeter-to-surface ratio)’이 

새 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낮은 공간주 수 역의 

상에서는 둘   표면 비율이 높을수록 검은 부

와 흰 부 의 변화가 잦다. 따라서 흑백 변화가 은 

새의 상보다 흑백 변화가 잦은 뱀의 상이 시각

으로 독특하고 쉽게 주의를 끌 수 있다. Gayet 등은 둘

  표면 비율이 다른 자 거와 자동차 상을 사용

하여 Gomes 등(2018)의 결과를 재 함으로써 낮은 공

간주 수가 뱀 탐지의 결정 요인이 아닐 가능성을 제

기하 다. 이에 덧붙여, 사건유  연구들은 뱀 탐

지에서 높은 공간주 수의 역할을 보고해왔다. 가령, 

뱀의 비늘과 독특한 피부 패턴이 EPN을 증폭시킬 수 

있고(Van Strien & Isbell, 2017), 뱀 상에서 높은 공간

주 수 역을 제거하면 EPN의 진폭이 감소한다

(Beligiannis & Van Strien, 2019). 이러한 결과들을 종

합 으로 감안할 때, 뱀 탐지가 특정 역의 공간주

수나 특정 양태의 정보( , 색상)에만 의존할 거라 기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뱀과 달리, 공포 표정의 얼굴은 강한 정서 경험을 유

발하고 빨리 탐지되었다. 뱀 탐지 이론을 증명하려는 

실험들은 가설과 방법에서 표정 인식에 한 실험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 얼굴과 

뱀을 비교한 연구는 드문데, 유일한 연구인 Öhman 등

(2012)은 경험  근거와 진화  근거를 들어 얼굴보다 

뱀이 더 강력한  단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먼 , 

이들의 시각탐색 실험에서 화난 표정은 방해자극( 성

인 표정의 얼굴) 수가 작을수록 빨리 탐지되었지만, 

뱀 탐색은 방해자극(과일) 수의 향을 받지 않았다. 

자들은 화난 표정과 달리, 뱀 탐지는 정보처리 용량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이 결과를 해석하 다. 자들은 

그 이유를 진화의 역사에서 찾았다. 뱀의 은 인류가 

사회인지 능력을 갖춘 시기보다 훨씬 먼  등장하 다. 

따라서 뱀의 을 회피하는 기제가 장류의 시각 체

계에 더 뿌리 깊게 반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Öhman 등(2012)의 한계는 얼굴과 뱀에 한 실험 방법

(방해자극 종류, 분석 방법 등)이 뚜렷하게 달랐다는 

이다. 두 범주의 을 비교하려면 동일한 실험 설계과 

차에서 찰자의 반응을 분석해야 한다. 한, 뱀이 

공포 자극의 ‘원형(原型)’(Gomes et al., 2018)으로서 원

시 장류의 진화에 향을 미쳤다고 해도, 얼굴 표정은 

인류가 사회를 구성하기 시작한 이래 개인에게 더 익숙

하고 가치있는 자극이라는 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인간 

참가자에게는 뱀보다 공포 표정의 얼굴이 더 이

고 주목을 끈다는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하 다.

뱀 탐지 이론의 주요 가설  하나는 의식의 간섭 

없이 자동 으로 뱀을 탐지하는 공포 모듈이 존재한다

는 것이다(Isbell, 2006). 이러한 모듈은 장류로 하여

 심 자원을 소모할 필요 없이 빠르게 뱀을 탐지하

고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다. Öhman과 Mine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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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는 공포 감정과 학습을 일으키는 공포 모듈의 특

성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첫째, 공포 모듈

은 진화  에서 이 되는 자극에 선택 으로 

반응한다. 둘째, 공포 모듈은 자동 으로 활성화된다. 

셋째, 공포 모듈의 활동을 인지 으로 조 하기 어렵

다. 넷째, 공포 모듈은 편도체를 심으로 하는 용 

신경 회로를 가진다. 이 가운데에서 ‘자동성’과 ‘인지

 불침투성(cognitive impenetrability)’은 사람을 상

으로 하는 실험에서 증명될 수 있는 특성이다. 그러나 

지 까지 뱀에 한 지각  편향이 반복 으로 확인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특성에 한 증거는 많지 않

다. 선행 연구 에서 뱀 탐지와 의식의 계를 검증한 

연구는 Gomes와 동료들의 연구 두 건 뿐이었다(Gomes 

et al., 2017, 2018). 이들은 bCFS 실험에서 뱀 상이 

다른 범주의 상보다 빨리 탐지되었다고 보고하면서, 

뱀의 이 무의식 인 피질하 경로에서 우선 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라고 이 결과를 해석하 다. 그러나 

bCFS 결과로 뱀 탐지의 자동성을 증명하는 데는 논란

의 여지가 있다. CFS 탈출 시간에는 무의식  처리 시

간만이 아니라 의식  반응의 역치가 반 될 수 있다. 

즉, 뱀 상의 시각 분석이 진된 것이 아니라 뱀이 

봤다고 응답하는 것이 쉬웠을지도 모른다. 한, 낮은 

공간주 수 역에서 쉽게 발견된다는 사실 자체는 뱀

이 시각 으로 다른 상과 다르다는 것을 뜻할 뿐, 뱀

이 특별한 이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Gayet 

et al., 2019). 

최근에는  탐지가 무의식  과정이라는 통

인 가정이 재검토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은 공포 반응

에서 의식의 필요성을 강조하 다. 를 들어, 뱀은 참

가자가 상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다른 동물

에 비해 EPN 진폭을 증가시킨다(Grassini et al., 2016). 

마찬가지로, bCFS 차에서 제시된 인 내용의 

상도 참가자가 그것을 의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자

율신경반응( ; 피부 도반응)과 주의 정향(attentional 

orienting)을 일으킬 수 있었다(Hedger et al., 2015). 이

러한 결과들은 피질하 경로보다 뇌피질이  탐지

를 주도한다는 입장에 부합한다(Pessoa & Adolphs, 

2010). 연구자들은 복잡한 시각 장면으로부터 

인 물체를 분리하고, 정체를 악하여, 정서  가치를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지만 상세하지 않은’ 

피질하 경로의 정보처리에 의존할 거라 기 하기는 어

렵다고 주장한다(Gray et al., 2013). 일차시각피질은 이

에 알려진 것보다 일  시각 자극에 반응할 수 있고

(≤40 ms; Lamme & Roelfsema, 2000) 상당한 양의 원

심성 정보를 편도체에 달한다(Amaral et al., 1992). 

따라서 은 일차시각피질을 경유하는 신피질에서

도 충분히 빠르게 탐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편도체는 

을 직  탐지하기보다 일차시각피질에서 입력받

은 신호를 근거로 신피질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Pessoa & Adolphs, 2010). 

마찬가지로, 이 피질하 경로에서 낮은 공간주

수 정보를 근거로 탐지된다는 가정도 도 받고 있다. 

지 까지 반증 사례는 주로 얼굴 표정 연구에서 나왔

다. 공포 표정의 얼굴이 CFS 실험에서 무표정한 얼굴

보다 빨리 탐지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Yang et 

al., 2007). 그런데, 이러한 ‘공포 어드밴티지’ 효과는 

얼굴이, 낮은 공간주 수가 아니라, 높은 공간주 수 

역에서 제시되었을 때에만 나타난다(Stein et al., 

2014). 게다가, 양반구 편도체가 손상된 환자도 시각탐

색과 bCFS 실험에서 정상인 수 의 공포 어드밴티지 

효과를 보 다(Tsuchiya et al., 2009).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을 감안할 때, 뱀 탐지 이론이 가정하는 무의식  뱀 

탐지 모듈을 증명하려면 지 까지보다 훨씬 많은 증거

들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각 요인이 뱀 상의 각성 평정과 bCFS 

탐지 반응에 미치는 향이 부 으로 상 된다는 결과

를 보고하 다. 이 결과는 Keil과 Ihssen(2004)이 보고

한 결과와 비교할만 하다. 이들의 실험에서 단어 표

의 정서가는 각성 수 이 높게 평정된 경우에만 탐지 

반응에 향을 끼칠 수 있었다. 각성 수 이 낮은 경우

에는, 부정 / 정  의미 단어와 성  의미의 단어

가 탐지 반응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도 각성 평정과 달리, 정서가 평정의 변화량은 탐지 반

응의 변화량과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정서가는 의미를 

반 하고 각성은 강도(intensity)를 반 한다고 보면, 

bCFS는 표 의 정서  의미보다 그 강도에 민감하다

고 추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bCFS에 

여하는 시각 표상에 의식 인 근이 가능하다는 것

을 뜻한다. 만약 bCFS의 반응시간이 순 히 무의식

인 탐지 과정을 반 한다면, 주 인 측정치인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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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과 상 할 거라 기 하기 어렵다. 안 으로는, 

무의식 처리에 의해 고양된 유창성(fluency)이 평정 반

응에 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Alter & Oppenheimer,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평정 실험과 bCFS 실험의 

참가자가 달랐으므로 유창성이 원인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 유창성에 근거한 안은 왜 각성 평정과 

달리 정서가 평정은 상 을 보이지 않았는지도 설명해

야 할 것이다. 

종합 으로 본 연구는 뱀 탐지 이론의 주요 가정들

을 지지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먼 , 뱀 상

에 한 주  반응(평정)과 객  반응(탐지시간)이 

모두 시각 요인의 향을 크게 받았으며, 그 정도가 공

포 표정의 얼굴과 꽃 상보다 더 컸다. 뱀 탐지가 시각 

요인에 민감하다는 사실 자체는 뱀 탐지 이론의 가정

과 어 나지 않는다. 먼지세포 심의 피질하 경로에서 

고차원 이고 추상 인 시각 처리가 가능할 거라 기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뱀 탐지 모듈이 생태

인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변화무 한 환경에서도 뱀

의 단서를 안정 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본 연구는 정서  경험에 한 평정 반응과 bCFS 

차에서 찰한 탐지 반응의 련성을 밝힘으로써 뱀

이 무의식  정보처리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가설에도 

의문을 제기하 다. 마지막으로. 공포 표정의 얼굴이 

뱀 상보다 더 인 정보라는 결과를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뱀 탐지 이론이 사람의  탐지 행

동을 설명하는 데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류 

시각 체계의 진화가 뱀의 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인류의  탐지 기제는 더 이상 뱀에게 

특별한 지 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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