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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대명사 ‘나’와 ‘너’의 정서적 평가 차이*

이 재 호
†

계명대학교 심리학과

인칭 대명사의 ‘나’와 ‘너’가 긍정과 부정의 정서적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세

개의 실험에서 관찰하였다. 실험 1은 인칭 대명사를 점화하여 정서 단어의 반응

이 어휘판단과제에 작용하는 과정을 SOA 1000ms에서 관찰하였다. 인칭 대명사와

정서 단어의 주효과만 관찰되었다. 실험 2는 SOA 1000ms에서 두 변인의 효과를

명명과제를 적용하여 관찰하였다. 변인들의 어떤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실험

3은 SOA 500ms에서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관찰

되었다. 세 실험은 인칭 대명사 ‘나’와 ‘너’의 평가적 표상이 과제의 특성에 따라

매우 역동적일 가능성을 보였다. 이들 결과를 사회 인지이론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인칭 대명사, 점화효과, 시간경과, 사회 인지, 정서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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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지식은 자신과 집단의

범주에 따라 표상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회 인지의 표상은 개인 수준의 자신-타인

의 범주와 집단 수준의 내집단-외집단 범주로 구분된다[26][35]. 개인이나 집단의

범주적 표상은 서로 다른 인지적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 자신-타인의 범주는 한

개인이 개체이며 자신이 그 중심에 있다. 집단의 범주는 집단이 지니는 속성에 따

라 범주명이 부여되며 각 개인이 범주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면 범주 구성원이 된

다. 흥미로운 사실은 두 수준의 표상이 정서적 평가도 함께 표상되어 있으며, 평가

적 일치성은 자신의 사회적 응집성을 구성하는 균형적 원리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21][22].

사회적 범주 표상은 의식 수준의 변화에 따라 역동적이며,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처리가 우세하게 작동한다[8][30]. 예를 들어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평가가 의식 수

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암묵적인 수준에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

는 반면 타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외현적인 수준에서는 오히려 타인을 자신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처리가 발생한다[9][16][18][21][28]. 더욱이 의식 수준에

따른 정서적 평가의 차이는 내외 집단의 평가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알려졌

다[34].

개인이나 집단 수준의 표상에서 자신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자신 이외

의 개인은 사회 단위에 따라 다른 범주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자신-타인이 단수

이면 ‘나-너’의 범주로 구성되고 복수이면 ‘우리-너희’로 범주화 된다. 사회 인지의

연구에서는 ‘자신-타인’ 혹은 ‘내집단-외집단’의 범주의 정서적 대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22][34]. 하지만 사회 범주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we)’일 것이다[6]. 우리는 둘 이상의 개인을 포함하며 제삼자적 관점에서 보

면 모두 개인이지만 당사자 관점에서 보면 자신(self)과 타인(others)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타인은 범주 수준에 따라서 범주 표상이 변하게 된다. 개인 수준에서는 자

신 이외의 모든 개인이 타인이지만 집단 범주인 우리 범주에서는 같은 집단에 포

함될 수 있다. 즉 범주 수준과 개인들의 관계가 상호작용한다. 개인 수준에서 사회

범주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나’와 ‘너’이다. ‘나’는 항상 자신을 지칭하지

만 ‘너’는 사회 범주의 위상에서 범주가 애매하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사회 인지

의 연구에서는 그 관심이 적었고 심지어 Perdue 등(1990)은 이들 대명사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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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중성적인 범주로 분류하였다[33].

사회 범주에서 집단 수준의 표상도 중요하지만 개인 수준의 표상도 그 중요성

에서 뒤지지 않는다. 개인 범주에서 일인칭과 이인칭은 가장 작은 사회적 단위이

며 두 범주의 심적 표상 또한 집단 수준에 상응한다는 주장이 있었다[2][22]. 이재

호(2012)는 인칭 대명사 ‘나’와 ‘너’도 자신-타인 혹은 내집단-외집단의 범주 표상처

럼 사회적 대비 표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참가자에게 대명사

‘나’와 ‘너’를 점화하여 목표 단어의 평가적 반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나’ 점화

는 ‘너’ 점화보다 긍정 정보와 부정 정보의 점화효과가 크다는 증거를 얻었다. 이

는 사회 인지가 집단에 더하여 개인 수준도 대비적 범주를 형성한다는 증거인 것

이다[2].

일반적으로 사회 인지의 연구는 의식 수준에 따라 평가적 처리가 다르다는 주

장들이 있었다. 집단 수준의 표상에서는 의식 수준에 따라 자신과 집단 혹은 집단

과 집단의 대비적인 처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7]. 의식 수준과 범주 표상의 상호

작용은 마음의 작용 기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이재호(2012)의 연

구는 개인 수준의 범주 특히 대명사의 언어 범주가 정서적 평가에 작용할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즉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조건에서 ‘나’와 ‘너’의 대비적 표상을 관

찰한 것이다[2]. 그러면 집단 범주에서 발생할 의식 수준의 변화에 따른 평가적 표

상의 차이가 개인 범주에서도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개인 범주와 집단 범주의 위계 표상과 의식 수준의 상호작용에는 과제

의 특성도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재호(2012)는 짧은 SOA(stimulus onset

asynchrony) 300ms 조건에서 두 점화과제인 어휘판단과제와 명명과제를 비교하였다.

두 과제의 일치된 결과에 더하여 과제의 차이도 관찰되었다[2]. 이는 과제에 함의

된 의식적 반응전략이 범주의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17]. 따라

서 이 연구는 의식이 비교적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재호(2012)의 연구

결과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사회 인지의 표상은 개념적 수준이지만, 사회 인지의 표현은 언어이다. 언어의

표현과 개념 표상의 인과적 관련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 경험의 내

적 표상이 언어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7]. 언어는

의미적인 내포를 지니며 어휘의 의미가 언어 표현과 개념 표상을 연결시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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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모든 어휘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기능어가 그것인데 대명사나 지시

사가 대표적이다. ‘나’와 ‘너’는 각각 일인칭과 이인칭의 단수 대명사인 것이다. 사

회적 표상의 활성화에 언어적 단서만 지닌 대명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언어에서 대명사의 역할은 문장이나 담화 내의 참조적 관계를 형성하며, 대명사의

사용은 대부분 참조되는 정보가 그 문장이나 담화에서 현출적인 정보인 경우가 많

다[2]. 대명사는 언어 맥락의 초점을 형성하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담화에서 그 자

체가 개념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19][40]. 즉 개념의 표상을 활성화하게 하는 단

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 인지의 표상도 그 자체는 개념 수준이다. 하지만 그

활성화된 개념은 언어적 표상이라는 점에서 대명사의 단서가 사회 인지의 개념적

표상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7][24][33].

인칭 대명사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효과 연구는 오래전에 시작되었지만 Perdue

등(1990)이나 Housley 등(2010)은 개인의 인칭 대명사는 집단 대명사에 비해서 정서

적 평가의 기능이 미약하며, 일인칭과 이인칭 대명사는 중성 집단 대명사이기에

정서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24][33]. 그러나 Greenwald 등(2002)

은 사회 인지에서 ‘자신(self)’이 중심이며 자신의 긍정적 평가는 집단의 긍정적 평

가에 이어지며 일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22]. 만약 인칭에 따른 언어적 단서(‘나’)

가 사회 인지의 개념적 표상(‘자신’)을 활성화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대명

사의 일인칭은 자신을 참조하며, 이인칭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인칭과 대면하는 개

인이며, 삼인칭은 두 인칭을 배제한 모든 개인을 활성화하게 될 것이다. 언어의 인

칭 단서가 사회 범주의 개념을 활성화하면 사회 표상의 정서적 평가가 자동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예측할 수 있다.

이재호(2012)는 자신과 타인의 대비적 관계처럼 ‘나’와 ‘너’의 인칭 대명사를 점

화 자극으로 제시하고 정서적 단어에 대한 평가적 반응을 어휘판단과제(실험 1)와

명명과제(실험 2)에서 관찰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 범주의 자동적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 SOA를 300ms(자극 단어 100ms제시, 간격 200ms)로 조작하였다[2]. 그 결과

두 과제에서 ‘나’는 ‘너’에 비해서 긍정 단어보다 부정 단어에 대한 반응이 빠르게

관찰되었다. 또한 ‘나’는 ‘너’에 비해서 긍정 단어의 반응시간이 빨랐고, 부정 단어

의 반응시간은 느렸다. 이는 인칭 대명사와 정서적 평가가 상호작용한다는 증거이

다. 이는 Perdue 등(1990)의 집단 대명사(예; ‘we’와 ‘they’)와 평가적 반응(예; 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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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상호작용에 일치하는 결과이며[33], Greenwald 등(2002)의 자신-타인의 평가

적 반응 차이에도 일치하는 결과이다[22]. 개인 수준의 인칭 대명사 ‘나’-‘너’의 평

가적 표상도 집단 수준의 평가적 표상처럼 정서적 범주로 대비된다는 증거이다.

점화과제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각 과제는 과정에 대한 민감성에서 차이가 있

다는 주장들이 있었다[3][4][5]. 예를 들어 이재호(2012)는 두 과제에서 모두 상호작

용을 관찰하였지만 그 패턴은 달랐다. 명명과제는 ‘나-너’의 인칭과 긍정-부정의

정서가 대칭적으로 교차하는 상호작용이었지만 어휘판단과제는 ‘나-너’ 모두 긍정

정서가 부정 정서보다 반응이 빨랐으며, 각 정서에서 ‘나’가 ‘너’보다 반응의 차이

가 큰 패턴이었다[2]. 이는 과제가 평가적 처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휘판단과제는 목표 단어에 대해서 ‘단어냐 아니냐’의 이분적 판단을 수행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는 목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판단에 근거하여 반응을 해

야 한다[31][32]. 이 과정은 단어의 의미에 대한 의도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점화-

목표의 평가적 관계가 의미적 연결에 유사하다면 단어 판단에는 의미적 강도가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자극은 순간적으로 제시되지만 판단의 과정에는

의미 판단에 의식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명명과제는 그러한 의미적

인 이분적 판단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 과제는 목표 단어에 대한 발성만하면 된다.

이 과제는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의미적 판단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단지 단어의

철자나 음운의 특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즉 명명과제는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전반적인 의미 효과가 크기가 작고 통계적인 유의도 수준도 엄격했다

[3][5][36][37].

이재호(2012)의 연구에서 긍정 단어는 어휘판단과제나 명명과제 모두 ‘나’의 점

화가 ‘너’의 점화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빨랐다[2]. 이는 자신이 타인에 비해서 긍정

적인 평가를 자동적으로 한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부정 단어에서는 과제 간의 차

이를 보였다. 명명과제는 ‘나’ 점화가 ‘너’ 점화에 비해서 반응시간이 느렸지만 어

휘판단과제에서는 경향치만 보였다. 이는 자신이 타인보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억

제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증거이다. 그 억제효과는 어휘판단과제보다 명명과제에서

보다 민감성이 높았다. 즉 명명과제는 자신과 타인의 긍정-촉진과 부정-억제에 대

칭적 상호작용을 보였던 것이다. 반면에 어휘판단과제는 자신의 긍정-촉진에는 민

감하였지만 부정-억제에는 민감성이 떨어졌다. Neely(1977)에 따르면 어휘판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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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동적인 수준의 촉진 효과에 비해서 억제 효과에 대한 민감성은 미약하다고

하였다. 반면에 억제효과는 통제 혹은 전략적 처리가 가능한 SOA 400-500ms 조건

에서 민감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과제와 실험 조건에 따라서 점화 조건

의 촉진과 억제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31].

점화과제는 SOA를 조작하면 자동이나 암묵의 처리에 대한 민감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15][25]. 예를 들어, Klauer 등(1977)은 정서적 평가 단어의 점화효과를 명명

과제를 적용하여 관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점화-목표 자극의 SOA를 0-1000ms 사이

를 체계적으로 조작하였다. 그 결과, SOA 100ms에서만 긍정 정서의 점화효과가 관

찰되었고 이외의 SOA에서는 그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25]. 이는 긍정 정서가

매우 짧은 SOA에서만 일시적으로 관찰된다는 증거이며, De Houwer 등(2001)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15]. 그러면 SOA의 조작이 명명과제의 정서적 평가의 민감

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Neely(1977)는 SOA를 증가시키면 의미적 촉진과 억제

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고 예측한 결과를 어휘판단과제에서 관찰

하였다[31].

이런 맥락에서 이재호(2012)는 자신을 지칭하는 ‘나’와 타인을 지칭하는 ‘너’의

평가적 표상 차이를 관찰하였다. 자신을 지칭하는 ‘나’ 점화는 긍정 단어를 부정

단어보다 빠르게 반응하였다. 즉 타인인 ‘너’ 점화에 비해서 긍정 단어의 반응은

빠르고 역으로 부정 단어의 반응은 느린 경향을 보였다. ‘나’는 ‘너’에 비해서 긍

정-부정의 반응 차이가 크게 관찰한 것이다. 이는 자신은 타인에 비해서 보다 긍

정적으로 표상한다는 증거이며 부정적인 정보는 오히려 자신의 긍정성에 대비되기

때문에 처리를 억제한다는 증거이다[12][29]. 이는 자신이 타인보다 평가적으로 응

집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22].

이재호(2012)의 연구가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처리에 민감한 조작과 과제를 적용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Fazio와 Olson(2003)에 따르면 어떤 인지 과정에도 순수하게

의식만 작용하거나 무의식만 작용하는 경우는 드물며, 의식의 수준에 따라 그 강

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고[17], Quinn, Macrae, 및 Bodenhausen(2003)은 자각,

통제, 의도, 효율의 정도가 의식에 함의되어 있다고 하였다[34]. 이재호(2012)는

SOA 300ms 조작 조건을 적용하였다. 즉 점화 자극을 100ms 제시하고 200ms의 빈

시간 다음에 정서 단어를 제시한 절차를 사용하였다[2]. 이 연구에서 어휘판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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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명명과제 모두 긍정 단어는 ‘나’ 점화가 ‘너’ 점화보다 촉진 효과를 보였지만

부정 단어는 두 과제에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어휘판단과제는 둘 간의 차이가

없었지만 명명과제는 ‘나’ 점화가 ‘너’ 점화보다 억제 효과를 보인 것이다. 이는

정서의 억제에 대한 과제의 민감성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Neely(1977)는 어휘판단

과제의 억제는 의식이 작용되는 시점에서 관찰된다고 하였다[31]. 그러면 명명과제

는 어떠한가? Klauer 등(1977)은 짧은 SOA인 100ms에서만 긍정 단어의 명명시간이

빨랐다[25]. 이 연구를 확장하면 의식이 작용되는 시점에서 명명과제의 촉진 효과

는 관찰되기 어렵다고 예측된다.

과연 의식이 비교적 많이 작용되는 조건에서는 자신과 타인 즉 ‘나’ 점화와 ‘너’

점화에 따라서 평가적 표상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가? 개인 수준에서 자신에 대

한 응집성의 효과가 강하게 작용한다면 의식의 작용이 비교적 많은 조건에서도 자

신의 긍정 촉진과 부정 억제가 계속 관찰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 수

준의 범주 표상에서 보면 그 예측은 다를 수 있다. 내집단과 외집단의 표상이 의

식 수준에 해리된다는 주장을 수용하면[11] 자신보다 타인의 평가가 보다 긍정적

일 가능성도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이 두 과제 모두에 적용 가능한가? 두 과제의

차이가 의식적 처리에서 어떤 양상의 차이를 보일 것인가?

이 연구는 모두 세 개의 실험에서 의식이 작용하는 조건에서 인칭 대명사의 평

가적 표상에 대한 접근성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험 1에서는 SOA 1000ms 조건에

서 어휘판단과제를 적용하여 의식이 작용하는 처리의 효과를 관찰하였고, 실험 2

에서는 명명과제로 변경하여 실험 1의 결과를 반복하였다. 실험 3은 SOA 500ms에

서 두 변인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이 SOA는 의식적 처리가 작용할 수 있는 경계

수준이다[17][31][32].

실험 1: SOA 1000ms조건에서 어휘판단과제

이재호(2012)는 ‘나-너’의 정서적 평가 차이를 짧은 SOA 300ms 조건에서 관찰하

였다. 만약 두 인칭이 대비적 범주로 표상된다면 인칭과 정서의 완전한 상호작용

이 예측되었다. 그 결과,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실험 1의 어휘판단과제와 실험 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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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과제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었다. 즉 ‘나’는 ‘너’에 비해서 긍정 단어의 반응

시간이 빨랐고,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은 느렸다[2]. 이는 ‘나-너’ 범주가 정서적으

로 대비되는 평가적 표상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SOA 300ms는 자동 혹은

암묵 수준의 처리에 민감한 조건이다.

두 과제의 일관된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의 패턴은 달랐다. ‘나’ 점화

는 두 과제 모두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보다 반응시간이 빨랐다. 그러나 ‘너’ 점화

는 긍정과 부정 단어의 반응 패턴이 과제에 따라 달랐다. 어휘판단과제에서 ‘너’

점화는 긍정 단어가 부정 단어보다 반응시간이 빨랐지만 명명과제에서는 부정 단

어와 긍정 단어의 반응시간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나’ 점화는 긍정 단어의 동

화적 촉진과 부정 단어의 대비적 억제가 분명하지만, ‘너’ 점화는 두 단어가 과제

에 따라 차별적이었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두 과제의 반응전략

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어휘판단과제는 단어의 의미가 반응준거지만 명명과

제는 단어의 발성이 반응준거이다. 즉 명명과제는 단순히 목표 단어에 대한 발성

시간만이 반응시간에 작용할 뿐이다. 어휘판단과제는 명명과제에 비해서 단어의

의미가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점화단어와 목표단어의 의미가 서로 작

용할 가능성도 있다[3].

실험 1은 SOA를 1000ms로 조작하였다. 이는 참가자의 의식과 전략이 목표 단어

의 의미적 판단과정에 비교적 강하게 작용한다. 이재호(2012)의 어휘판단과제에

서는 인칭 점화가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어휘

판단과제가 촉진에는 민감하지만 억제에는 덜 민감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2][31][32]. 그리고 Neely(1977; 1991)는 촉진 과정은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만 억제

과정은 전략적이고 통제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31][32]. 이는 어휘판단과제가 명

명과제에 비해서 억제 효과가 시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회 인지의

보편적인 예측에 따르면 암묵적 수준의 표상과 외현적 수준의 표상은 서로 해리된

다. SOA 300ms가 암묵적 수준의 과정에 민감한 조작이고 SOA 1000ms가 외현적

수준의 과정에 민감한 조작이라면 두 SOA 조건에서 인칭 범주에 대한 정서적 평

가는 해리적으로 관찰되어야 한다.

즉 외현적 수준에서는 ‘너’가 ‘나’보다 긍정적이고 ‘너’는 ‘나’보다 더 부정적이

어야 하며,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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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55명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심리학 전

공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 점수를 부여받았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인칭 대명사(나, 너)와 정서적 평가(긍정, 부정)였다. 이 실험에서 두

변인은 모두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으며, (2×2) 완전 피험자내 요인설계가 적

용되었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이 실험은 점화패러다임을 적용하

였다. 이 과제는 점화단어를 제시하고 목표단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

점화조건에 사용된 단어는 인칭 대명사 ‘나’ 혹은 ‘너’였다. ‘나’ 혹은 ‘너’는 점

화단어로 제시되기 위해서 다양한 조사를 첨부하였다. ‘나’와 ‘너’는 각각 10개씩의

어절로 구성되었다. 이들 단어가 점화단어로 사용되었다. 반면에 정서 단어는 긍정

단어 10개와 부정 단어 10개를 준비하였다[1]. 그 단어는 정서 단어의 정서적 평가

점수에 따라 높은 차례와 낮은 차례에서 각각 선정되었다. 각 단어는 두 어절로

통제하였다.

점화 대명사 단어와 목표 평가 단어의 쌍은 무선적으로 짝지워졌다. 모두 20쌍

의 단어쌍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실험은 어휘판단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

니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한 단어가 필요하다. ‘아니오’의 점화 단어는 ‘예’ 반응의

단어와 일치하였다. 단지 목표 자극의 단어는 비단어로 구성하였다. 비단어는 한글

의 자모로 구성되지만 의미 글자가 아닌 형태였다(예; ‘갉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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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은 지시문을 제시하는 절차로 시

작되었다. 컴퓨터 화면에 한 페이지에 적절한 분량의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참가자

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계속되는 지시문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자극 단어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응시 표시인 ‘****’ 표시가 750ms동안 제시되는 절차로 시작

되었다.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500ms동안 제시되었으며, 점화단어가 제

시된 후 500ms가 경과하면 목표단어가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SOA 1000ms이

다. 점화와 목표 단어의 한 시행 절차가 끝나게 된다. 한 시행이 끝나면 다음 시행

이 같은 절차로 실시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점화-목표 자극의 제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

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다. 점화단어 제

시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되면 그 목표단어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있는 단어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만약 단어이면 ‘예’키를 누르고, 아니면 ‘아니

오’키를 누르게 하였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반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였다.

본 시행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6번의 연

습 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시행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

로도 관련이 없는 단어였다. 본 시행의 절차는 연습 시행과 동일하였다. 실험의

본 시행에 사용된 단어쌍은 의미 단어 20쌍과 비단어 20쌍이었다. 참가자는 연습

시행을 포함하여 모두 46개의 점화-목표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은

IBM/ PC 펜티엄 기종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Direct RT 2004

였다. 실험은 약 15분에 걸쳐 실시되었다.

결과 및 논의

반응시간이 200ms 이하인 반응과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

시켰다. 분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전체 반응의 8.1%였다. 목표단어의 어휘판단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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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수준

점화 조건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인칭 수준
나 552 (13) 609 (16)

너 531 (13) 566 (15)

( ) 안은 표준오차

표 1. SOA 1000ms에서 인칭 수준과 정서 수준에 따른 어휘판단시간의 평균(ms)

을 변량분석한 결과, 인칭 대명사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54)=

20.39, MSe=2836.53, p=.001]. ‘너’ 점화 조건(548ms)이 ‘나’ 점화 조건(575ms)보다

32ms 빨랐다. 정서적 평가의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54)=25.14, MSe

=4704.34, p=.001]. 긍정 단어(541ms)가 부정 단어(588ms)보다 46ms 빨랐다. 반면에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비록 상호작용은 없었지만 조건 간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나’ 긍정은 ‘나’ 부정에 비해서 57ms 빨랐으며[t(54)=4.50, p=001], ‘너’ 긍

정은 ‘너’ 부정에 비해서 35ms 빨랐다[t(54)=4.50, p=001]. 긍정 단어에서 ‘나’ 점화

는 ‘너’ 점화보다 21ms 느렸고[t(54)=2.54, p=014], 부정 단어에서 ‘나’ 점화는 ‘너’

점화보다 43ms 느렸다[t(54)=3.51, p=001]. 인칭 범주의 점화에 대한 평가 단어의

반응시간에서 ‘나’ 점화보다 ‘너’ 점화가 긍정과 부정 단어 모두 빨랐다. 즉 ‘너’를

‘나’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증거이다. 이는 외현

적 수준에서 자신보다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는 억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너’의 긍정 평가는 사회 인지 일반의 연구에 일치하며, ‘나’의

부정 평가는 Neely(1977)의 어휘판단과제의 예측과 일치한다. 이 결과를 억제 기제

로 설명하면 ‘나’는 ‘너’보다 부정 평가를 더 억제한다고 해석된다[29]. 반면에 긍

정 평가는 이재호(2012)의 실험 1의 결과와 반대된다. 이재호의 실험 1은 ‘나’ 점화

가 ‘너’ 점화보다 긍정 평가의 반응시간이 빨랐다. 긍정 평가는 개인 범주와 의식

수준의 변화가 상호작용한 양상이다.

의식이 약하게 작용하는 짧은 SOA 조건에서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

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건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사

회 인지 일반의 내외집단의 의식 수준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에 일치한다[9][16][18]

[2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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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SOA1000ms조건에서 명명과제

실험 2는 명명과제를 SOA 1000ms 조건에서 조작하여 인칭 대명사와 정서적 평

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1의 어휘판단과제는 두 변인의 상호작

용 효과가 없었다. 대명사의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암묵과 외현 수준에 대칭적으

로 표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긍정 단어는 의식 수준에 따라 평가적 해리가 작용

하지만 부정 단어는 의식 수준이 증가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 평가를 강하게 억압

한다는 증거이다[31][32]. 그러면 SOA 1000ms 즉 의식이 많이 작용하는 조건에서

명명과제가 적용되면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재호(2012)의 실험 2는

SOA 300ms 조건에서 대명사와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였다. 즉 ‘나’ 긍

정 촉진과 부정 억제를 동시에 관찰하였다[2]. Klauer 등(1977)의 명명과제에서는 긍

정 속성의 촉진 효과가 짧은 SOA에서만 관찰되었고, 긴 SOA에서는 변인들의 효과

가 관찰되지 않았다[25]. 그러나 그들은 억제 효과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재호

와 김성일(1998)은 명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변인의 통계적 민감성이 보

수적이라고 하였다[3]. 이를 수용하면 SOA의 변화가 개인 범주의 평가적 판단의

촉진과 억제 효과에도 민감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시사된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35명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심리학 전

공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 점수를 부여받았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인칭 대명사(나, 너)와 정서적 평가(긍정, 부정)였다. 이 실험에서 두

변인은 모두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으며, (2×2) 완전 피험자내 요인설계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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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실험 1과 동일하였다. 단지 ‘아니오’ 반응을 위한 통제조

건만 배제하였다.

실험절차

실험은 개인별로 컴퓨터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은 지시문을 제시하는 절차로 시

작되었다. 컴퓨터 화면에 한 페이지에 적절한 분량의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참가자가 스스로 키보드를 사용하여 계속되는 지시문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자극

단어는 먼저 컴퓨터 화면에 응시 표시인 ‘****’ 표시가 750ms동안 제시되는 절차

로 시작되었다. 그 표시가 사라지면 점화단어가 500ms동안 제시되었으며, 점화단

어가 제시된 후 500ms가 경과하면 목표단어가 순차적으로 제시되었다. 즉 SOA

1000ms. 이렇게 하면 점화와 목표 단어의 제시 절차가 끝나게 된다. 한 시행이 끝

나면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실시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점화-목표 자극의 제시는 컴

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통제되었다.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점화단어가 나타나면

그 단어의 제시 여부만 확인하게 하였다. 점화단어 제시 이후에 목표단어가 화면

에 제시되면 참가자에게 준비된 마이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단어를 소리내

어 발음하도록 하였다. 마이크에 발성된 신호는 사운드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로

입력되었고, 반응시간은 목표단어가 화면에 제시된 시점부터 참가자가 단어의 발

음을 개시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파일로 기록되었

다. 그런 후, 다음 시행이 같은 절차로 반복 진행되었다. 한 시행과 다음 시행간의

시간 간격은 1000ms였다. 그리고 참가자에게 반응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강조하였

다.

본 시행이 실시되기 전에 실험절차의 이해와 과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6번의

연습 시행을 실시하였다. 연습시행에 사용된 단어는 본 시행에서 사용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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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수준

점화 조건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인칭 수준
나 501 (10) 508 ( 9)

너 509 (10) 501 ( 9)

( ) 안은 표준오차

표 2. SOA 1000ms에서 인칭 수준과 정서 수준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던 단어였으며, 의미적으로도 관련이 없는 단어였다. 본 시행의 절차는 연습 시행

과 동일하였다. 실험의 본 시행에 사용된 단어쌍은 의미 단어 20쌍이었다. 참가자

는 연습 시행을 포함하여 모두 26개의 점화-목표 자극쌍에 대한 반응을 하였다.

실험은 IBM/PC 펜티엄 기종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Direct

RT 2004였다. 실험은 약 15분에 걸쳐 실시되었다.

결과 및 논의

실험 2의 명명과제에서 단어를 잘못 발성한 반응은 없었다. 명명시간이 200ms보

다 짧거나 표준편차의 3배가 넘는 8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

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1.5%였다. ‘나’와 ‘너’ 인칭 대명사, 긍정-부정 정서, 두 변인

의 상호작용 모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명명과제의 SOA 1000ms 조건이

정서 변인의 통계적 민감성을 떨어지게 하였다고 해석된다. 즉 점화 조건이 목표

조건의 점화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길다고 보겠다. 이는 Klauer

등(1997)의 연구 결과에 일치한다[25].

실험 3: SOA 500ms조건에서 명명과제

실험 2는 개인 범주와 정서 평가의 효과가 명명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증거

를 제시하였다. 이는 SOA의 조작과 명명과제의 민감성에 어떤 요인이 작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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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

즉 명명과제가 짧은 SOA에서 민감한 과제라면 두 변인의 효과가 변화하는 시

점은 어디인가? 사회 인지의 대부분 연구에서는 자동과 암묵의 의식 수준에 작

용하는 SOA를 300ms로 간주하였다[10][11][14][20]. 그러나 Neely(1977)는 자동과

통제 처리의 경계를 SOA 400-500ms라고 주장하였다[31][32]. 이들 주장을 수렴하

여 실험 3은 SOA 500ms 조건에서 두 변인의 효과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

어, Perdue 등(1990)은 집단 수준을 지칭하는 복수 대명사인 ‘we’와 ‘they’의 평가적

표상 차이를 SOA 500ms에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 두 대명사가 긍정-부정 단어의

평가 판단에 상호작용하는 결과를 얻었다[33]. 개인과 집단 범주가 대등한 표상을

형성한다는 전제에서 실험 3은 SOA 500ms 시점에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의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참가자는 계명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37명이었다. 모든 참가자는 심리학 전

공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며, 실험에 참여한 학생은 실험 점수를 부여받았다.

실험설계

독립변인은 인칭 대명사(나, 너)와 정서적 평가(긍정, 부정)이었다. 이 실험에서

두 변인은 모두 피험자내 변인으로 조작하였으며, (2×2) 완전 피험자내 요인설계가

적용되었다.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실험 2와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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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수준

점화 조건 긍정 단어 부정 단어

인칭 수준
나 481 (8) 499 (8)

너 492 (9) 492 (8)

( ) 안은 표준오차

표 3. SOA 500ms에서 인칭 수준과 정서 수준에 따른 명명시간의 평균(ms)

실험절차

실험 절차는 실험 2와 동일하였고, 점화단어의 제시시간은 250ms로 조작하였으

며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의 사이시간은 250ms로 조작하였다.

결과 및 논의

실험 3의 명명과제에서 단어를 잘못 발성한 반응은 없었다. 명명시간이 200ms보

다 짧거나 표준편차의 3배 이상인 800ms 이상인 반응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분

석에서 제외된 반응은 1.5%였다. 인칭 대명사와 정서 수준의 주효과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36)=6.43, MSe=

464.35, p=.016]. 단순주효과 분석에서 긍정 단어는 ‘나’ 점화가 ‘너’ 점화보다 11ms

빨랐지만[t(36)=2.63, p=.012], 부정 단어는 두 조건의 차이가 7ms의 경향성을 보였

다.

실험 3은 SOA 500ms 조건에서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작용함을 관찰하였다.

이 상호작용은 Perdue 등(1990)의 집단 대명사에서 얻어진 상호작용 패턴과 일치하

며[33], 이재호(2012)의 실험 1의 어휘판단과제의 결과와도 유사하다[2]. ‘나’ 점화는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여전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너’ 점화는 긍정과 부정의

반응 차이를 탐지하지 못했다. 단지 ‘너’ 점화의 긍정-부정 단어의 평가 차이는 사

라졌다. 이는 명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정서 변인에 대한 민감성이 보수

적일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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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이 연구는 인칭 대명사의 정서적 평가의 상호작용을 외현적 수준에서 관찰하고

자 하였다. 사회 인지의 이론은 암묵 수준의 평가와 외현 수준의 평가가 해리되어

있다고 주장하여 왔다[14][23][30].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호(2012)는 자동과 암묵 수

준의 처리에 민감한 점화과제와 실험 절차의 조작(SOA 300ms)을 적용하여 인칭 대

명사 ‘나’와 ‘너’의 평가적 차이를 관찰하였지만 이 연구는 의식적 수준에서 두 변

인의 상호작용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실험 1은 SOA 1000ms에서 어휘판단과제를 적용하였다. ‘나’ 점화보다 ‘너’ 점화

가 긍정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랐지만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은 느렸다. 이재

호(2012)의 실험 1(SOA 300ms 조건)에서는 ‘나’ 점화보다 ‘너’ 점화가 긍정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이 빨랐고, 부정 단어는 그 차이가 없었다. 두 실험은 모두 어휘판단

과제가 인칭 대명사와 정서적 평가가 의식 수준의 변화에 상호작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자동과 암묵 수준에서는 ‘나’ 점화가 ‘너’ 점화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

가되지만 외현 수준에서는 ‘너’ 점화가 오히려 ‘나’ 점화보다 더 긍정적이었다. 이

는 전형적인 의식 수준과 사회적 평가의 해리를 반영한 결과이다[35]. 반면에 부정

정서의 억제적 효과는 외현적 의식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자신의 긍정 평가는 자

동적인 과정으로 촉진되며, 부정 평가는 통제적으로 억제된다는 증거이다[31][32].

실험 2는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의 효과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명명과제는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이재호(2012)는 대명사 유형과 정서적 평가의 대칭적 상호작용을 자동과 암묵 조건

에서 관찰하였다[2]. 즉 SOA 300ms 조건에서 ‘나’ 점화와 ‘너’ 점화의 긍정적 촉진

과 부정적 억제를 동시에 관찰하였다. 이는 명명과제가 암묵적 의식하 수준에 민

감하다는 증거이다[14][20][25]. 실험 3의 SOA 500ms에서는 ‘나’ 점화가 ‘너’ 점화보

다 긍정 단어의 반응시간은 빨랐고, 부정 단어의 반응시간은 같았다[24]. 이는 명

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보다 긍정 평가에 보다 민감하다는 증거이다.

종합하면 ‘나’와 ‘너’의 범주적 표상은 ‘나’와 ‘너’가 각각 긍정과 부정의 대비적

표상을 애초값으로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점화가 ‘너’ 점화보다 긍정 평

가에서 우세하지만 의식이 작용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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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우세하며, 부정적 평가는 과제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회 범주, 정서적

평가, 과제의 민감성이 의식 수준에 따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

였다.

사회 인지의 주요 단위는 개인과 집단이다. 개인은 대명사에서 보였듯이 ‘나-너-

그’ 같은 인칭으로 표현되어 왔다. 사회 정보의 처리는 ‘나’ 즉 자신에서부터 시작

한다. Greenwald 등(1995; 2002)은 자신이 정보처리의 가장 핵심이며 현출성(saliency)

을 제공하며, 자신과 집단의 긍정적 응집성을 구성하고자 한다고 하였다[21][22].

활성화확산이론은 개인의 사회적 인지 표상이 연결망으로 구성됨을 가정하였고

[13], Martindale과 Moore(1988)은 인지 구조의 연결망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었다고 주

장하였다[29]. 예를 들어 지각적 수준과 인지적 개념 수준은 위계적으로 구성되며

각 수준은 그 수준에 적절한 정보를 처리한다고 하였다. 이 이론을 사회 인지에

적용하면 개인 간 수준과 집단 간 수준이 위계적으로 표상되며 두 위계의 처리가

수준별로 처리될 수 있다고 보겠다. 즉 개인 수준의 ‘나-너’ 범주는 집단 수준의

‘우리-너희’ 범주의 표상 구조에 대응된다[24].

Martindale과 Moore(1988)는 각 수준의 범주도 전형성 차원에 따라 표상됨을 가정

하였다. 범주의 전형성은 범주명과 구성원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29]. 이를

사회 범주의 위계에 적용하면 개인 수준의 ‘나-너’는 집단 수준에서 ‘우리’의 구성

원이 될 수 있으며[6], ‘자신’은 ‘우리’의 전형적이며 그 집단의 핵심 구성원이 된

다[22]. ‘자신’과 ‘우리’는 위계적으로 긍정적 응집성을 유지하려 한다. 만약 사회의

긍정 정보의 입력은 자신의 애초값인 긍정성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며 상위 범주

의 ‘우리’도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나-너’가 ‘우리’ 범주에 포함되면 ‘나’의

활성화는 ‘우리’와 ‘너’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주 위계에서 상위 범주

는 하위 범주 구성원과 촉진적인 연결을 형성하지만 범주 구성원 간에는 억제적인

연결을 형성한다[5][29]. 그래서 ‘나’ 점화는 ‘너’ 점화보다 긍정적 평가의 자동적

촉진에서 잇점이 있지만 부정적 평가의 활성화 수준은 그 반대이다. 반면에 의식

이 작용되는 시점이 되면 ‘나’와 ‘너’는 ‘우리’의 활성화에 의해서 집단 범주의 하

향적 촉진 효과를 얻게 된다[5].

Martindale과 Moore(1988)는 활성화 확산의 촉진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며 억제는

전략적으로 일어난다고 하였다[29]. 이는 의식 수준 즉 SOA의 시간경과에 따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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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효과가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SOA(300ms, 1000ms)는 ‘나’ 점화가 긍

정 평가의 활성화 수준이 SOA가 증가하여도 일정 수준 유지되었지만, 반면에 부

정 평가는 긴 SOA에서 두 조건의 차이를 보였다. Neely(1977; 1991)의 주장처럼 어

휘판단과제에서 얻어진 이들 결과는 촉진과 억제의 과정이 의식 수준에 따라 순차

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에 일치한다[31][32]. 즉 SOA 300ms에서는 자신(‘나’)의 긍

정성 촉진 효과가 관찰되었고, SOA 1000ms에서는 타인(‘너’)의 촉진과 자신의 부정

성에 대한 대비적 억제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Fazio와 Olson(2003)은 사회 인지의 자동과 전략 혹은 암묵과 외현의 과정

은 병렬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17], Glaser와 Banaji(1999)또한 동화와

대비의 과정은 자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20]. 이들 연

구는 공통적으로 명명과제를 적용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호(2012)

의 실험 2와 이 연구의 실험 2, 3에서 일치된 결과를 관찰하였다. SOA 300ms에서

는 자신의 긍정성 촉진과 부정성 억제가 동시에 관찰되었고, 타인의 부정성 촉진

과 긍정성 억제가 관찰되었다. SOA 500ms 조건은 자신의 긍정-부정 대비 효과는

지속되지만 타인의 긍정-부정 효과는 약화됨을 보였고, SOA 1000ms 조건은 두 범

주의 촉진과 억제 효과가 모두 사라짐을 보였다. 이는 명명과제가 어휘판단과제에

비해서 자동과 암묵의 의식하 처리에서 발생하는 동화와 대비의 온라인 과정에 매

우 민감하다는 증거이다[20].

인칭 대명사인 ‘나’와 ‘너’의 평가적 범주의 표상은 의식 수준에 따라 매우 역동

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두 과제의 시간경과적이고 수렴적 접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2]. 분명히 자동과 암묵 수준에서는 ‘나’는 자신을 점화하며 자신의 범주

에 대한 긍정적 표상은 동화적 촉진 과정으로 형성되며 부정적 표상은 대비적 억

제 과정으로 형성된다고 보겠다[20][27][38][39]. 반면에 ‘너’ 점화는 타인을 활성화

하여 타인의 부정적 표상은 동화적으로 촉진되며 긍정적 표상은 오히려 대비적으

로 억제된다. 그러나 그 과정은 자신에 비해서 촉진-억제 강도가 미약하다고 보겠

다. 즉 두 인칭 범주와 정서적 평가는 비대칭적으로 표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

면에 의식의 외현 수준에서는 타인에 대한 긍정적 촉진 과정이 발생하였고, 자신

의 부정적 억제 과정이 지속되었다는 증거는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인칭 범주의

위계에 따라 역동적인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5][29]. 이는 사회 범주



인지과학, 제23권 제3호

- 342 -

의 평가적 과정이 의식 수준에 따라 두 단계 과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단계는 자동과 암묵 수준에서 자신의 긍정성 애초값을 활성화시키는 단계이

며 둘째 단계는 전략과 외현 수준이며 상대 타인에 대한 의식적 긍정 평가를 형성

하는 단계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칭 대명사가 사회 인지의 개념적 표상을 활성화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나아가 언어가 정서적 평가에도 민감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나’와 ‘너’의 관계적 범주는 개인 수준에서 동화와 대비의 과정을 형성하는 인지

적 표상이다. ‘나-너’의 관계는 상위 범주인 ‘우리-그들’의 집단 수준과 독립적이며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이 있다고 보겠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의 범주는 매

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의 집’과 ‘우리 집’은 그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

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 수준과 집단 수준의 위계적 표상의 역동성은 ‘나’와 ‘우리’

의 문화적 표상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겠다. 개인 간 단수와 집단 간

복수를 포함한 다양한 인칭 대명사가 사회 인지의 위계에서 그리고 사용 시점의

의식 변화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생성하는지 그에 따른 표상의 역동성은 어떠한지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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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ce of Emotional Evaluation

for Personal Pronoun ‘I’ and ‘You’

Jae-Ho Lee

Keimyung University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the interaction of personal pronoun (e.g. ‘I’

and ‘you’) and emotional evaluation (e.g. positive and negative) using time-course (e.g.

SOA 500-1000ms) and multi-task approaches (e.g. lexical decision task and primed naming

task).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were presented personal pronoun as primes at SOA

1000ms and were asked to response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of personal pronoun and emotional

words were found. In Experiment 2, Participants were presented personal pronoun as primes

at SOA 1000ms and were asked to response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no effects were found. In Experiment 3,

Participants were presented personal pronoun as primes at SOA 500ms and were asked to

pronounce emotional words which were differed in emotional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of personal pronoun and emotional words were found. The results of 3

experiments were discussed from a point of view of dynamic processes of social cognition.

Keywords : personal pronoun, priming effect, time-course, multi-task, social cognition, emotional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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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화단어 목표단어

나-점화 너-점화 긍정단어 정서평가 부정단어 정서평가

1 나 너 배려 1.2 독선 4.3

2 나는 너는 성실 1.6 허풍 4.6

3 나를 너를 사랑 1.3 잔인 4.9

4 나의 너의 애정 1.4 질투 3.8

5 나처럼 너처럼 건강 2.1 허약 3.1

6 나와 너와 부모 1.5 조폭 4.5

7 나만 너만 천사 1.6 악마 4.6

8 나도 너도 스승 1.8 간첩 4.2

9 나뿐 너뿐 나비 2.7 거미 3.1

10 나에게 너에게 간호 2.6 강도 4.6

* 실험 단어의 정서 평가는 대학원생 10명에게 5점척도를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1점은 가

장 긍정이며, 3점은 보통, 5점은 가장 부정이었다. 긍정단어는 평균이 1.7(.8)점이었고 부

정단어는 평균 4.1(.1)이었으며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다[F(1,9)=164.29, MSe=1.73, p=.000]

[부록 1] 실험에서 사용된 단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