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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반점화: 지각적 모호성이

물체 재인에 미치는 영향
*

김 구 태 이 도 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물체의 신경 표상은 시각 피질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있고 다른 물체의 신경 표상과 중

첩된 형태로 유지된다. 따라서 특정 물체를 반복적으로 접하면 그 물체의 재인은 촉진되지

만 다른 물체의 재인은 상대적으로 손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각각 반복 점화(priming)

와 반점화(antipriming)라고 한다. 본 연구는 반복 반점화 즉, 반복된 물체 자체가 반점화 될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학습 단계에서 참가자들은 다양한 수준으로 화질이 손상된 물체 사진

들의 재인 수준을 평정하였고 검사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화질의 물체 사진을 보고 범주 판

단 과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1과 2에서 모두 학습 단계에서 쉽게 재인되었던 물체

는 검사 단계에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었지만(반복 점화), 반대로 학습 단계에서 지각적으

로 모호했던 물체는 검사 단계에서 비효율적으로 처리되었다(반복 반점화). 이러한 결과는

지각적으로 모호한 물체를 경험할 때 세부특징에 관한 감각 표상과 다수의 물체 표상들 간

의 연결이 강화되어 후속 재인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어 : 반점화, 반복 점화, 물체 재인, 지각적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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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주어진 물체가 과거에 이미 접했던 물체와 비슷할수록 그것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복 점화(repetition priming)라고

하는데, 반복 점화는 물체의 이름을 대거나 물체가 속한 범주를 보고하는 것처럼

이전 경험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과제에서도 관찰할 수 있고 해마 손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현 기억과는 다른 암묵 기억의 한 종류로서 알려져 있다

[1, 2]. 반복 점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체 표상에 관여하는 분석 단위들 간의 연

결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조율(tuning)되어 효율적인 신호 전달이 가능해지기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점화된 물체에 관한 시각 분석 단위의 출력 신

호가 개념 분석 단위에 더 신속하게 입력되거나 혹은 개념 분석 단위를 거치지 않

고 반응 생성 단위로 직접 입력됨으로써 물체 재인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3].

최근 발전한 신경영상학 기법은 이러한 반복 점화 이론들을 신경해부학적으로 검

증함으로써 경험이 수반하는 인지적 변화에 관해 더욱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여러 신경영상학적 증거들은 자극 반복에 의한 신경 반응의 감소(반복 감소,

repetition attenuation)가 반복 점화의 신경해부학적 상관물임을 시사한다[4, 5]. 예를

들어, 반복 감소와 반복 점화는 동일한 실험 조작에 의해 나타나며[6] 서로 정적

상관을 가진다[7]. 또한 반복된 자극에 의한 신경반응 감소는 그 자극에 선택적으

로 반응하는 영역에 국한된다[8, 9]. 이러한 결과들은 반복 점화가 해당 자극의 신

경 표상에서 발생하는 처리 효율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반

복 감소와 반복 점화 간의 정확한 관계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특히 어떤 원리에

의해 신경 회로가 반복 경험을 통해 변화하는 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가설들이 비

교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10].

반복 점화에 관한 가설들은 신경 회로가 반복적인 경험을 거치며 물체를 경제

적으로 표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구현 메커니즘에서는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첨예화 모형(sharpening model)에 따르면 신경 회로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이전보다 더 성기고(sparser) 선택적인 신경 표상을 구성하게 된다[5,

11]. 물체를 처음 경험할 때에는 가용한 모든 뉴런들이 동원되어 물체를 처리하지

만 이미 경험한 바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진단적인(diagnostic) 뉴런들만이 활성화되

고 상대적으로 덜 진단적인 뉴런들의 활동은 억제된다. 따라서 반복된 물체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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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소수의 뉴런에 의해 효율적으로 표상되고 신경 표상의 신호 대 잡음 비

(signal to noise ratio)가 증가하므로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처리가 가능

해진다. 한편 촉진 모형(facilitation model)은 선택적 신경 억제를 가정하지 않고 물

체 재인에 필요한 정보처리가 전체적으로 빨라지면서 반복 감소가 일어난다고 본

다[12, 13]. 신경 활동이 촉진되면 물체 재인을 위한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물체 재

인을 위한 총 신경 활동의 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첨예화 모형과 촉진 모형

은 점화가 수반하는 신경 표상의 공간적 변화와 시간적 변화를 각각 강조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불필요한 신경 활동이 줄어들면서 반복 점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한다(반복 점화 모형들 간의 비교는 [10]을 참조할

것).

이와 달리 예측적 부호화 모형(predictive coding model)은 정보처리의 하위 단위와

상위 단위 사이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반복 점화와 반복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

명한다[14]. 이 모형에 따르면 물체 재인은 감각 정보와 지각적 가설 간의 오차

(prediction error)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상위 단위는 하위 단위에

입력된 감각 정보를 해석할 수 있는 지각적 가설을 형성하여 하위 단위에 전달하

고, 하위 단위는 상위 단위의 예측과 감각 정보 간의 오차를 계산하여 상위 단위

에 전달한다. 지각 체계는 이러한 되풀이(recurrent) 과정을 거치며 예측 오차를 최

소화하는 지각적 가설을 최종적으로 선택한다. 앞서 소개한 모형들과 예측적 부호

화 모형은 반복 감소에 관해 크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측적 부호화 모형

에서는 지각 체계가 예측한, 즉 설명 가능한 신경 반응이 감소하지만 첨예화 모형

과 촉진 모형에서는 물체를 표상하는데 불필요한, 즉 설명되지 않는 신경 반응이

감소한다[14, 15].

더 나아가 예측적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선택된 지각적 가설을 표상했던 상위

단위와 해당 감각 정보를 표상했던 하위 단위 간의 연결 강도는 강화된다. 위계적

단위 간의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지각 체계는 동일한 자극이 반복됐을 때 상향적

감각 정보와 하향적 예측 정보의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되풀이 과정을 더 빠르

게 완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감각 정보가 반복될 경우 기존에 강화된 위계 단

위 간 연결에 의해 이전에 선택되었던 지각적 가설이 다시 활성화될 확률이 증가

하며, 이에 따라 감각 정보를 표상하는 하위 단위에서의 예측 오차가 감소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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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복 점화와 반복 감소는 이러한 예측 오차 감소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16,

17]. 첨예화 모형과 촉진 모형도 분석 단위들 간의 연결이 경험을 통해 강화된다

고 가정한다. 하지만 이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상향적인 정보처리를 강조하므로 위

계적 단위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예측적 부호화 이론과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반복 점화 모형들은 물체 표상 자체가 반복에 의해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물체의 신경 표상은 시각 피질 전반에 걸쳐 분산되어

있고 다른 물체의 신경 표상과 중첩된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특정 물체에 관한

시각적 경험은 그 물체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의 정보처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18]. 그 예로서 Marsolek 등[19-21]이 보고한 반점화(antipriming)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들의 대표적인 실험[19]에서 참가자들은 학습 단계에서 제시된 물체 그림에 대

하여 호불호를 판단한 후, 검사 단계에서 명명 과제를 수행하였다. 검사 단계에서

제시된 물체 중 절반은 학습 단계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고(반복 조건) 나머지 절반

은 처음 제시된 것이었다(비반복 조건). 명명 과제의 정확율을 분석한 결과, 독립적

으로 측정한 기저선 조건에 비해 반복 조건의 정확율은 높았지만(반복 점화) 비반

복 조건의 정확율은 유의미하게 낮았다(반점화). 만약 점화가 반복된 물체의 표상

에만 영향을 끼쳤다면 비반복 조건과 기저선 조건 간에는 정확율의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1)

Marsolek[20]에 따르면, 반점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물체들이 서로 유사한 세부특

징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표상이 서로 중첩되면, 특정 물체 표상이 강화될 때 다른

물체 표상이 약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단 책상이 재인되면 서랍, 다리 등 책

상의 세부특징을 표상하는 하위 단위와 책상 전체를 표상하는 상위 단위의 연결강

도가 증가하므로 책상이 반복되면 그만큼 재인이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책상이

다리 같은 세부특징을 침대와 공유한다면, 다리를 표상하는 하위 단위와 침대 표

상의 연합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따라서 나중에 침대가 제시되더라도 다리

같은 세부특징들은 침대보다는 책상의 표상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즉 특정

1) 사전 경험에 의해 물체 인식이 억제된다는 면에서 반점화는 부적 점화(negative priming)

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 점화에 관한 실험들은 일반적으로 사전 노출 과

정에서 물체를 선택적으로 무시하는 절차를 수반하는 반면, 반점화에 관한 실험들은 선

택적으로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무시하는 절차를 사용하지 않는다[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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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체가 반복되면 그 물체의 재인은 증진되지만, 이로 인해 그 물체와 시각 속성을

공유하는 다른 물체의 재인은 방해를 받게 된다.

이러한 반점화 이론은 위계적 분석 단위들 간의 연결 강도 변화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예측적 부호화 가설과 일치한다. 예측적 부호화의 관점에서 복수의 물체

표상이 세부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은 해당 세부특징이 출현했을 때 다수의 지각적

가설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책상이 출현했을 때 그 세부특징들이 통

합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처리된다면 ‘책상’이라는 지각적 가설과 ‘침대’라는 지

각적 가설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감안하면 다음의 흥미

로운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시각적 물체의 정체가 ‘모호할 때’ 1) 시각 체계는

다수의 지각적인 가설을 형성하며, 2) 지각된 세부특징들을 표상하는 다수의 하위

단위들과 다수의 상위 표상들 사이의 연결강도가 증가할 것이다. 3) 차후에 물체가

다시 등장하면 공유된 세부특징들은 해당 물체의 표상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들의

표상도 활성화시킨다. 4) 따라서 물체 표상들 간의 경쟁이 발생하므로 반복된 물체

의 재인은 오히려 느려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첨예화 모형이나 촉진 모형

처럼 중첩된 물체 표상을 가정하지 않거나 상향적 정보처리만을 강조하는 반복 점

화 가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반점화가 반복된 물체 자체에 대해 발생한다

는 면에서 새로운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물체를 처음 접했을 때의 재인 수

준이 반복 점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물체 재인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 시

각 정보량(혹은 가시성)을 조작한 물체들을 제시하고 참가자로 하여금 각 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참가자가 분명하게 알아본 물체는 재인

수준이 높고 알아보지 못한 물체는 재인 수준이 낮은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

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물체(예, 책상)에 대하여 아무런 형

태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물체의 정체에 대한 지각적인 가설(상위 물체 표상)

이 생성되지 않고 세부특징 단위와 물체 단위의 연결 강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다. 따라서 나중에 해당 물체가 높은 가시성에서 제시되어도 재인 효율은 처음 보

는 물체(기저선 조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처음 제시된 물체에 대하여 어

렴풋이 형태를 지각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물체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는 다수의 지각적 가설들(책상, 침대)이 함께 활성화되므로 세부특징 단위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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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물체 단위 간의 연결 강도가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이후에 해당 물체가 또 제

시되면 세부특징 단위는 다수의 물체 단위를 활성화시켜서 지각적 가설 간에 경쟁

이 발생하므로 물체 재인율은 기저선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반복 반점화). 셋째, 물

체를 알아보기 쉬울 때는 물체의 정체에 대한 하나의 유력한 지각적 가설이 선택

되어 재인이 종료되고 세부특징 단위와 물체 단위 간 연결 강도가 증가한다. 따라

서 이후에 해당 물체가 출현하면 이미 강화된 위계적 단위 간 연결에 의해 물체의

재인율이 기저선보다 높아질 것이다(반복 점화).

실험 1

본 실험은 학습 단계의 물체 재인 수준이 검사 단계의 점화 효과에 미치는 영

향을 관찰하였다. 학습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각 정보량을 가진 물체들을 제시하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 물체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는지 1점부터 4점까지 평정

하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정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물체는 1점으로 평정하였고

반대로 확실하게 정체를 알아본 물체는 4점으로 평정하였다. 물체의 정체를 대략

추측할 수 있지만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2점 또는 3점을 부여하였다.

학습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모든 물체들은 검사 단계에서 시각 정보량의 조작이 없

이 온전한 상태로 다시 출현하였다. 각 물체는 화면의 위 또는 아래에 짧은 시간

동안 제시되었고, 참가자들은 각 물체가 자연물인지 인공물인지 판단하였다.

참가자

연세대학교 학부생 18명이 심리학 과목의 이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실험에 참

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나안 혹은 교정시력이 0.8 이상이었으며 실험의 가설과 목적

을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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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1의 자극 제시 방법

(A) 온전한 물체 사진에서 물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격자를 추출하였다.

(B) 각 시각 정보량 수준에 따라 물체의 일부분을 제시하였다.

도구 및 재료

자극 제시와 절차는 Matlab과 Psychtoolbox 3으로 작성한 스크립트에 의해 제어되

었다[22, 23]. 참가자는 분리된 실험실에서 개별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참가자

의 눈과 CRT 모니터(주사율 60Hz) 화면 사이의 거리는 약 70cm였으며 턱받침은

사용하지 않았다. 참가자의 반응은 키보드를 통해 수집되었다.

실험을 위해 총 240개의 물체 사진들을 상용 이미지 데이터베이스(Hemera Photo

Objects Premium Image Collections, Hemera Technologies Corporation, Seattle, WA)와 인

터넷에서 수집하였다. 물체의 절반은 생물(동물이나 식물)의 범주에 속하였고 나머

지 절반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도구(가구, 가재도구, 가전기기 등)의 범주에

속하였다.

각 물체의 크기는 가로 혹은 세로가 최대 5°였으며, 흑백 사진으로서 흰색 배경

에 제시되었다. 학습 단계에서 각 물체 사진의 ‘시각 정보량’을 다섯 수준(2, 4, 6,

8, 10 수준, 각각 물체의 4, 6, 11, 19, 33%를 노출)으로 조정하였다. 우선 각 그림

을 20ⅹ20 개의 격자로 나누고 그 중에서 물체의 일부를 포함하는 격자(물체 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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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을 추출하였다(그림 1A). 시각 정보량 수준에 따라 물체 격자들 중 일정 비율

만이 무선적으로 선택되어 화면에 노출되었다. 이전 연구[24]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화면에 제시되는 물체 격자의 비율은 각 시각 정보량에 대한 지수함수

(노출되는 물체 격자 수 = 모든 물체 격자의 수 ⅹ 0.76
14-수준

)로 결정하였다. 노출

된 물체 사진은 가우시안 필터로 격자의 경계가 제거된 후 화면에 제시되었다(그

림 1B).

설계 및 절차

참가자들은 참가 동의서를 읽고 서명한 후 실험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참가자들이 학습 단계에서 제시된 물체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도

록, 실험의 목적이 물체 인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시각 정보량을 측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은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에 앞서 각각 20 시행과 24

시행을 연습하였다.

학습 단계

시각 정보량을 조절한 물체 사진들이 총 200 시행(= 시각 정보량 다섯 수준 x

생물과 무생물 x 각 20 회)에 걸쳐서 화면에 제시되었다. 각 시행은 응시점 0.5초,

물체 사진 2.5초, 빈 화면 0.5초로 구성되었다. 시각 정보량에 따른 물체의 재인 수

준을 결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은 각 시행에 제시된 물체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1점에서 4점까지 부여하였다 (‘재인 평정 과제’). 물체의 형태를 전혀

느낄 수 없고 무의미한 얼룩으로만 보이는 경우에는 1점, 이름을 댈 수 있을 정도

로 물체를 확실하게 알아본 경우에는 4점으로 평정하였다. 물체의 형태를 어렴풋

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어떤 물체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2

점이나 3점으로 평정하였다. 다음 시행의 응시점이 제시되기 전까지 반응이 입력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반응’으로 간주하였다. 모든 시행은 무선화된 순서로 제시

되었고, 각 시각 정보량 수준에 속한 물체들은 참가자간 무선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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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실험 1의 학습 단계에서 수집한 재인수준 평정 점수의 분포

검사 단계

학습 단계에서 제시되었던 200개의 물체 사진과 40개의 새로운 물체 사진이 무

선적인 순서로 제시되었다. 검사 단계에서 모든 물체들은 가려진 부분이 없이 온

전한 상태로 주변시(화면 중앙의 4.3° 위 또는 아래)에 16ms 동안 제시되었다. 참가

자들은 각 물체 사진이 자연물(동물 혹은 식물)에 속하는지, 혹은 인공물(가구나

가재도구 등)에 속하는지 여부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반응하였다(‘범

주 판단 과제’). 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된 물체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모름’ 키를

눌러 반응하였는데, 이는 물체 재인에 실패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결 과

학습 단계

각 시각 정보량 조건에서의 재인 평정 점수(1~4점)의 분포를 그림 2에 제시하였

다. 재인 평정 비율은 1점이 49.9%, 2점이 27.0%, 3점이 11.6%, 4점이 7.6%로 나타

났다(‘무반응’ 3.9%). 1점은 시각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했지만 시각 정

보량이 가장 많은 조건(10 수준)에서도 평정 점수의 10%를 차지하였다. 2점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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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시각 정보량 수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고 3점과 4점은 시각 정보량이 상

대적으로 많은 조건들(8과 10 수준)에 주로 분포하였다.

검사 단계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에서 모두 출현한 물체들의 반복 점화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범주 판단의 정확율과 반응시간을 분석하였다. 정확율의 점화량은 반복 제시

된 물체에 대한 정확율에서 처음 제시된 물체에 대한 정확율을 뺀 값으로 정의하

였고, 반응시간의 점화량은 처음 제시된 물체에 대한 반응시간에서 반복 제시된

물체에 대한 반응시간을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정적 점화량은 반복 출현

한 물체들의 범주 판단이 촉진되었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부적 점화량은 반복 출

현한 물체들의 범주 판단이 억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점화 효과는 학습 단계에서

의 물체 재인 수준을 고려한 경우와 시각 정보량을 고려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먼저 재인 수준이 반복 점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참가자별로 재인

평정 점수(1~4점)에 따라 정확율과 반응시간을 분류하여 점화량을 계산하였다(그

림 3A와 3C).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정확율의 점화량은 재인 수

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3, 51) = 6.03, p < .005. 각 재인 수준별로 t

검증을 실시했을 때는 참가자들이 물체 재인을 확신한 경우(재인 수준 4점)에만 정

확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점화 효과 = 15%, t(17) = 2.93, p < .05, 다른 재

인 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s > .1. 한편 반응시간의 점화량

에 대한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에서도 학습 단계의 재인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경

향성이 관찰되었다, F(3, 51) = 2.18, p = .10. 각 재인 수준별로 t 검증을 실시했을

때는, 재인 수준이 3점으로 평정되었던 물체들에 대한 반응시간이 유의미하게 느

려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점화 효과 = -43ms, t(17) = 2.33, p < .05, 나머지 재인 수

준에서의 반응 시간은 처음 본 물체 조건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s > .2.

다음으로 범주 판단의 정확율과 반응시간을 학습 단계의 시각 정보량(2, 4, 6, 8,

10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점화량을 계산하였다(그림 3B와 3D). 반복측정 일원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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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 1의 검사 단계에서 수집한 범주 판단 반응의 분석 결과

(A) 학습 단계의 재인 수준에 따른 정확율의 점화량. (B) 학습 단계의 시각 정보량에 따른

정확율의 점화량. (C) 학습 단계의 재인 수준에 따른 반응시간의 점화량. (D) 학습 단계의

시각 정보량에 따른 반응시간의 점화량. 오류 막대는 표준 오차, 별표는 p < .05를 의미함.

분석 결과, 정확율의 점화량은 시각 정보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F(4,

68) = 3.13, p < .05. 각 정보량 수준별로 실시한 t 검증에서는 중간 수준(6 수준)

의 시각 정보량의 정적 점화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고, t(17) =

2.97, p < .05, 다른 정보량 수준의 점화 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p's > .5.

한편 반응시간의 점화량에 대한 분석에서는 변량분석과 t 검증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찾을 수 없었다.

논 의

본 실험의 결과는 반복 제시된 물체가 학습 단계의 재인 수준에 따라 점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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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점화될 수 있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검사 단계에서 처음 제

시된 물체에 비해, 이전에 쉽게 재인되었던 물체(재인 수준 4)는 반복 출현 시 더

정확하게 처리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재인이 어려웠던 물체(재인 수준 3)는 반복 출

현함으로써 오히려 더 느리게 처리되었다(그림 3A와 3C). 반복되지 않은, 새로운

물체를 처리할 때 반점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들과 비교할 때[19-21], 반

복된 물체 자체가 반점화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화와 반점화가 각각 정확률과 반응시간에서만 나타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점

화와 반점화가 질적으로 다른 신경 학습 기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종속변인에서 동시에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실험 2에서 검증하

고자 하였다.

본 실험의 또 다른 결과는 학습 단계의 시각 정보량에 따라 검사 단계의 수행

을 분석했을 때는 점화량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변량분석에서는 정

확율의 점화량이 시각 정보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그 어떤 점화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웠고, 반응시간의 점화량은 시각 정보량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그림 3B와 3D). 이처럼 시각 정보량의 효과가 약했던 까닭은

참가자들 간의 변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높은 시각 정보량 수준(8과

10)에서도 물체 재인 수준이 참가자별로 크게 달랐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론을 뒷

받침한다.

실험 2

실험 1에서는 반복된 물체 자체에 대한 반점화 효과를 처음으로 관찰할 수 있

었지만, 정적 점화와 반점화가 각각 정확율과 반응시간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우선 학습

단계에서 물체 재인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서 검사 단계에서는 재인 수준이 높을

수록 분석할 수 있었던 시행의 수가 작았다. 또한 검사 단계에서는 물체를 주변시

에 짧은 시간(16ms) 동안 제시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범주 판단 수행이 저조하였

다(평균 정확율 73.9%, 반응시간 776ms). 이처럼 과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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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험 2의 학습 단계에서 수집한 재인수준 평정 점수의 분포

이 일관적인 반응 전략을 유지하기 어렵고 정확율과 반응시간 간 상충 관계가 발

생할 여지가 높아진다. 또한 적은 수의 시행에서 얻은 자료는 반응 변량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험 2에서는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의 과제 난이도를 낮추

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험 1을 수정하였다. 첫째, 학습 단계에서는 물체의 시각 정

보량을 전반적으로 높여서 재인 확신 반응의 비율을 높였다. 둘째, 검사 단계에서

물체 자극을 화면의 위아래가 아닌 중앙에 제시하였고 참가자가 반응할 때까지 화

면에 남아있게 하였다. 이러한 조작을 통해 각 재인 수준별 시행 수를 충분히 확

보하고 점화와 반점화를 반응시간 자료에서 동시에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새롭게 모집된 학부생 16명이 실험에 참가하였다. 학습 단계에서는 물체가 확실

하게 재인되는 시행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각 정보량을 최저 수준 4에서 최고 수

준 12까지 조정하였다(4, 6, 8, 10, 12 수준, 각각 물체의 6, 11, 19, 33, 58%를 노

출). 검사 단계에서는 물체 사진을 화면의 중앙에 제시하였다. 참가자가 반응할 때

까지 물체 사진을 제시했으므로 ‘모름’ 반응은 수집하지 않았다. 이밖에 실험 2의

방법은 실험 1의 방법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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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학습 단계

각 시각 정보량 조건의 재인 평정 점수(1~4점) 분포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재

인 평정 비율은 1점이 36.5%, 2점이 26.6%, 3점이 17.3%, 4점이 16.4%로 나타났다.

시각 정보량이 증가했으므로 실험 1에 비해 3점과 4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검사 단계

평균 정확율과 반응시간을 비교해보면 실험 2의 범주 판단 과제가 실험 1에서

보다 훨씬 쉬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평균 정확율은 95.1%로서 실험 1의 73.9%보

다 높았고, t(32) = 5.08, p < .001, 평균 반응시간은 598ms으로서 실험 1의 776ms

보다 빨랐다, t(32) = 9.70, p < .001. 학습 단계의 재인 수준에 따른 정확율과 반응

시간의 점화량 변화를 그림 5A와 5C에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정확율의 점화량을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했을 때는 재인 수준에 따른 주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F < 1. 각 재인 수준별 t 검증에서도 반복된 물체들에 대한 정확율은 처

음 본 물체에 비해 다르지 않았다, p's > .1. 한편, 반응시간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

습 단계에서의 재인 수준에 따라 검사 단계의 점화 효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F(3,45) = 8.72, p < .0005. 각 재인 수준별로 t 검증을 실시했을 때는 재인 수

준이 2점으로 평정되었던 물체들에 대한 반응 시간이 유의미하게 느렸고, 점화 효

과 = -23ms, t(15) = 2.31, p < .05, 재인 수준이 4점이었던 물체들의 반응시간은

유의미하게 빨랐다, 점화 효과 = 25ms, t(15) = 2.89, p < .05. 재인 수준이 각각 1

점과 3점이었던 물체들은 처음 본 물체와 반응시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s >

.3.

학습 단계의 재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시각 정보량에 따른 점화량을 분석했

을 때는 정확율(그림 5B)와 반응시간(그림 5D)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p'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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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실험 2의 검사 단계에서 수집한 범주 판단 반응의 분석 결과

(A) 학습 단계의 재인 수준에 따른 정확율의 점화량. (B) 학습 단계의 시각 정보량에 따른

정확율의 점화량. (C) 학습 단계의 재인 수준에 따른 반응시간의 점화량. (D) 학습 단계의

시각 정보량에 따른 반응시간의 점화량. 오류 막대는 표준 오차, 별표는 p < .05를 의미함.

논 의

본 실험은 물체를 처음 접했을 때의 재인 수준에 따라 반복 제시된 물체의 처

리 효율이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다는 실험 1의 결과를 재현하였다. 학습 단계

에서 물체의 재인 수준이 높을수록 검사 단계의 점화율은 부적에서 정적으로 변화

하는 양상을 보였다. 처음 접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물체들(재인 수준 4

점)은 나중에 다시 제시되었을 때 더 빠르게 처리되었지만, 재인에 못 미친 물체들

(재인 수준 2점)은 나중에 더 느리게 처리되었다. 본 실험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

에서 실험 1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실험은 점화와 반점화를 반응시간 자

료에서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지만 정확율에서는 어떠한 점화 효과도 관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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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는 검사 단계의 난이도가 낮아서 정확율이 거의 최대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다(천정효과, ceiling effect). 실험 1에서는 물체 자극을 주변시에 순간

노출시켰지만(16ms) 본 실험에서는 오랜 시간동안(참가자가 반응할 때까지) 중앙시

에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실험 방법의 변화는 정확율과 반응시간의 상충 관계를

줄이고 조건 간 차이가 반응시간에서 두드러지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둘째, 본 실

험에서는 학습 단계의 시각 정보량을 증가시켜서 재인 수준이 높은 물체들(재인

수준 3점과 4점)의 시행 수를 늘렸다. 실험 1에서는 재인 수준이 높은 조건들의 시

행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본 실험이 실험 1의 결과를 재현했다는 사실은 본 연구에서 보고하는 점화와 반점

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효과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에서는 시각 정

보량만을 고려하여 점화량을 분석했을 때는 아무런 통계적 효과를 찾을 수 없었

다. 실험 1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들 간의 변산이 컸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각 정보량의 범위보다 물체 재인에 필요

한 시각 정보량의 개인차가 더 커서 재인 수준을 고려해야만 비로소 안정적인 점

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 논의

기존 연구에서 반점화는 반복 점화에 수반되는 부수적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점화가 반점화를 수반하는 까닭은 물체들의 신경 표상이 시각 피질 전반에 분산되

어 있고 서로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20]. 따라서 반복 경험에 의해 특정 물체 표

상이 강화되면(반복 점화) 그와 중첩된 타 물체 표상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반점화). 그 증거로서 Marsolek과 그의 동료들은 반복된 물체의 재인은 촉진되고

반복되지 않은, 새로운 물체의 재인은 손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9, 21]. 이러

한 설명에 따르면 반점화 효과는 반복되지 않은 물체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그에

반해, 본 연구는 ‘반복된 물체 자체’가 반점화될 가능성(즉, ‘반복 반점화’)을 탐색

하였다. 만약 지각적으로 모호한 물체가 처리되면서 다수의 물체 표상들을 강화한

다면, 강화된 표상들은 그 물체가 나중에 다시 출현할 때 서로 경쟁하게 되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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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인 물체 재인을 방해할 것이다. 반면 지각적으로 모호하지 않은 물체는 단일

한 물체 표상을 강화시켜서 반복 제시되었을 때 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

다. 실험 1과 2는 이와 같은 가정을 지지하고 있다. 이전에 쉽게 재인되었던 물체

는 나중에 반복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처리되었지만(반복 점화), 상대적으로 재인이

불확실했던 물체는 나중에 반복되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처리되었다(반복 반점

화). 즉, 물체의 지각적 모호성에 따라서 추후 물체 반복이 유발할 점화 효과의 방

향(점화 또는 반점화)이 달라질 수 있었다.

반복된 물체가 처음 제시된 물체에 비해 오히려 더디게 처리되는 현상은 다른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한 가지 예로서 부적 점화(negative priming)를 들 수

있다. 부적 점화는 이전에 방해자극으로 출현했던 물체가 목표자극으로 제시되면

그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일컫는다[22, 23]. 부적 점화는 목표자극을 선

택하기 위해 방해자극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방해자극의 물체 표상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27]. 즉 부적 점화가 발생하려면 사전 노출 단계에서 물체가 선택

적으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습 단계의 물체들이 차별적으로

선택 혹은 억제되었을 가능성은 적다. 특히 지각적으로 모호했던 물체들이 선택적

으로 억제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부적 점화 현상을 보고하는 실험들은 일반적으

로 목표자극과 방해자극을 겹쳐서 화면에 제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매 시행마다

하나의 물체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모든 물체들이 목표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부적 점화 현상은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반복 반점화와 좀 더 유사한 결과는 점진적 노출 패러다임(gradual unmasking

paradigm)을 사용한 Bruner와 Potter[28]의 실험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 실험에서 참

가자들은 처음에는 흐릿하지만 점차 선명해지는 물체 사진을 관찰한 후, 시행 말

미에 선명해진 사진을 보고 물체의 정체를 보고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흐릿

한 물체 사진에 오랫동안 노출될수록 그 물체를 알아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

각적으로 모호한 물체를 보면 그 정체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높고, 모호한 물체

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이러한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일단 물체에 관한 시각

정보를 잘못 해석하면 그 해석을 바로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공적인 물체

재인이 지연된다[28]. 이들의 실험이 본 연구와 다른 점은 사전 노출과 후속 재인

검사가 한 시행 내에서 연달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각적 모호성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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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잘못된 해석’이 작업 기억 수준의 상위 추론 과정에서 작용하는지 혹은 지

각 수준의 부호화 과정에서 작용하는지 알 수 없었다[14, 15]. 또한 그 영향이 단

일 시행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물체 재인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를 분리했기 때문에 작업 기억의 영향

을 배제하고 비교적 장기적인 반복 반점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uner와 Potter[28]의 결과 해석은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때에도 유용하다. 학습 단계에서 시각 정보량이 충분한 물체를 알아보려 할 때(예,

재인 수준 4)는 잘못된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 반대로 시각 정보량이 지나치

게 적은 경우(예, 재인 수준 1)에는 물체 재인 과정이 개시되지 않아 잘못된 해석

조차 생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각 정보량이 재인 과정을 촉발시킬 만큼

충분하지만 성공적인 재인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물체에 관해 잘못된 해석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이 반복 반점화를 유발하는 과정

을 설명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 가정은 물체에 대한 경

험이 신경 표상에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고[18], 두 번째 가정은 이러한 변화가

물체 재인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29-31]. 반복 점화는 세부특징 단

위와 물체 표상 단위 간의 연결 강도가 사전 노출을 통해 증가한 결과이다[10]. 마

찬가지로 반복 반점화는 세부특징 단위들과 ‘잘못된’ 물체 표상 단위들 간의 연결

강도가 강화되어 검사 단계에서 올바른 물체 표상 단위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방해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20].

반복 반점화 현상은 점화 이론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첨예화 모형과 촉

진 모형처럼 물체 표상의 국소적(local) 신경 회로에 초점을 두는 점화 이론들은 반

복 반점화 효과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반복 반점화를 설명하려면 다수의 물체가

중첩적으로 표상되는 신경 회로와 위계단위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가정해야 한

다. 또한 첨예화 모형과 촉진 모형은 상향적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

에 점화량의 비선형적인 양상을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지각적 유사성 같은 물체

의 물리적 속성이 중요하다면 재인 수준에 상관없이 시각 정보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화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반면 예측적 부호화 모형은 물체 표상의

위계 단위들을 가정하므로 반복 반점화 효과를 설명하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물체에 대한 경험은 개별 뉴런의 반응 양상뿐만 아니라 위계 단위들 간의 연결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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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변화시킨다. 어느 특정 순간에 위계 단위들이 가진 연결 강도의 분포는 물체

재인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재인 결과에 따라 다시 변화한다. 예측적 부호화 모형

에서 가정하는 지각적 가설이란 바로 이러한 위계 단위들 간의 연결 강도를 통해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14]. 그러나 예측적 부호화 모형이 첨예화 모형이나 촉진

모형과 모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첨예화 모형과 촉진 모형은 지각적 가설

을 구성하는 연결 강도의 국소적인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각 체계를 일종의 가설 검증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미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32]. 지각 과정은 물체의 감각적 속성에만 수동적으로 의존하

지 않는다. 예컨데, 망막을 통해 입력되는 시각 정보는 매우 빈약하고 모호하여 주

변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서로 다른 모양을 지닌 물체들에 대한

망막의 상은 같을 수 있으며, 같은 물체라도 시점이나 거리에 따라 망막의 상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물체는 종종 다른 물체의 일부 혹은 전체를 가리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 자체의 한계를 감안하여, 시각 체계는 지각적 경험의 원인에 대하여

‘가설’을 형성하고 이를 감각 정보와 비교, 검증함으로써 최적의 해석을 선택한다

[16, 33]. 본 연구는 물체의 시각 정보량 조작을 통해 지각적 가설의 내용을 제한

하였고 그에 따라 반복 경험이 물체 표상에 점화 및 반점화를 유발하는 과정을 추

적하였다. 지각적 가설의 형성 및 검증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부

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보고한 반복 반점화 효과는 후속 연구 및 이론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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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petition Antipriming: The Effects of Perceptual

Ambiguity on Object Recognition

Ghoo-tae Kim Do-Joon Yi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Neural representation of a visual object is distributed across visual cortex and overlapped

with those of many other objects. Thus repeating an object facilitates the recognition of the

object while it impairs the recognition of other objects. These effects are called repetition

priming and antipriming, respectively. Two experiments investigated a new phenomenon of

repetition antipriming, in which a repeated object itself is antiprimed. The learning stage

presented object pictures which were degraded at various levels. Participants determined how

recognizable each object was. Then, the test stage presented the intact version of the object

pictures and made participants to perform a categorization task. Both Experiment 1 and 2

found that the processing of the objects that had been recognized were facilitated

(repetition priming) while the processing of the objects that had been perceptually

ambiguous were impaired (repetition antiprim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xperiencing

a perceptually ambiguous object might enhance the connection between feature-level

representations and multiple object-level representations, which impairs the subsequent

recognition of the repeated object.

Keywords : antipriming, repetition priming, object recognition, perceptual ambig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