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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자극의 언어화에 의한 전역 선행성의 역전*

민 수 정 이 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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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적 경험을 언어로 기술하면 그 경험에 관한 감각적 기억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

컬어 언어 장막(verbal overshadowing) 효과라고 한다. Schooler(2002)[1]는 언어화로 인해 정보처리 방

식이 전역적 처리에서 국지적 처리로 전환되기 때문에 언어 장막이 발생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보처리의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가를 검증하고자 얼굴 자극에 대한 기억

을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언어적 묘사를 한 직후에 전역 처리와 국지 처리를 비교할 수 있는

Navon 과제를 실시하였다. 얼굴 재인 과제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외워야 하는 얼굴을 제시한 후 그

얼굴에 대한 언어화를 요구하였으며, 얼굴 재인 과제를 수행한 직후에 Navon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얼굴 재인 과제에서는 언어화를 한 묘사 집단에서 언어화를 하지 않은 통제 집

단보다 낮은 재인률을 보이는 언어 장막 효과가 나타났다. Navon 과제에서는 통제 집단이 전역

수준의 정보가 국지 수준의 정보보다 우세하게 처리되는 전역 선행성(global precedence)을 보인 반

면에, 묘사 집단은 전역 수준의 정보보다 국지 수준의 정보를 더 우세하게 처리하는 국지 선행성

을 보였다. 이는 얼굴을 언어화함으로써 정보처리의 방식이 전역적인 방향에서 국지적인 방향으

로 전환되고, 그 결과로서 얼굴에 대한 재인이 손상된 것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언어 장막, 언어화, 얼굴 재인, Navon 과제, 전역 선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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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연구들에서 감각적 경험을 언어화하여 표현하는 것(verbalization)이 해당

경험에 대한 기억 과제 수행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6]. 즉, 감각적 경

험을 언어로 기술하면 원래 경험에 대한 감각적 기억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현상

을 일컬어 언어 장막(verbal overshadowing) 효과라고 한다[6]. 언어 장막 효과는 일반

적으로 알려진 기억 처리와는 상충되는 흥미로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

을 회상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기억 흔적(memory trace)을 강화하여 이후에 회상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7]. 하지만, 언어 장막의 경우, 해당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반대의 효과를 가져와서 이후 그 사건에 대한 재인률을 감소시킨다.

언어 장막을 최초로 보고한 Schooler와 Engstler-Schooler(1990)[6]의 연구는 참가자

에게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한 30초짜리 영상물을 보여준 후, 이들을 은행 강도의

얼굴을 언어화하는 묘사 조건 혹은 언어화를 하지 않는 통제 조건에 할당하였다.

묘사 집단에게는 은행 강도의 얼굴 특징을 5분 동안 언어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

라고 지시한 반면에 통제 집단에게는 얼굴 자극과는 상관없는 문장 읽기 과제를

주었다. 이후에 여러 명의 얼굴 중에서 강도의 얼굴을 찾아내는 재인 과제를 수행

하도록 한 결과, 묘사 집단의 참가자들이 통제 집단의 참가자들에 비해 강도의 얼

굴을 덜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여러 연구들을 통해 언어 장막

효과가 얼굴 재인뿐만 아니라 색상[6], 추상적인 도형[2], 공간적인 환경[8], 동적인

시각적 사건[9]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와인 맛[10], 목소리 식

별[11] 등과 같은 비시각적인 감각 영역과 통찰이 필요한 문제해결[12], 의사결정

[13], 유추의 차이[14], 시각적 심상[15] 등과 같은 상위 인지 기능에서도 언어 장막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언어 장막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설명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는 언어적 부호와 시각적 부호의 아이디어에 기반하는 내용적 관점의 설명

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기억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얼굴에 대한 언어화에 의해 생

성된 언어적 기억 흔적이 원래의 시각적 기억 흔적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시각적

자극에 대한 재인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6, 5, 15]. 이러한 부호화 간섭은 자기-생

성적 언어화가 이후 재인을 손상시키는 오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억 간섭 이론에서의 오정보 효과(misinformation effects)1)와 일치된다[16].

하지만, 이러한 내용적 관점에서 설명하기 힘든 연구 결과들도 있다. 언어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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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시각 자극에 대한 재인률이 떨어지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 언어적 기억 때문

이라면 시각 자극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언어적 묘사를 생성해 낸 참가자는 이

후 그 시각 자극에 대해 더 잘 재인하며, 그 결과로 언어 장막 효과가 줄어들 것

으로 예측할 수 있다. 즉, 내용적 관점에 따르면 언어화의 질이 높을수록 시각 자

극에 대한 재인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언어화의 질과

재인률 간의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17, 18, 3].

내용적 관점에서는 부호화 시점에서 제시되는 시각 자극들 중 언어화되지 않는

자극에 대해서도 재인률이 감소함을 보인 연구 결과들을 설명하기 힘들다. 내용적

관점에 따르면 언어화를 하지 않은 시각 자극의 경우에는 오정보를 담고 있는 언

어적 기억으로부터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재인률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다. 하지만, Dodson 등(1997)[19]은 참가자들에게 두 개의 다른 얼굴(남자 얼굴과 여

자 얼굴)을 보여준 후 한 얼굴에 대해서만 언어화하라고 하면 그 얼굴뿐만 아니라

함께 제시되었던 다른 얼굴에 대한 재인률도 감소됨을 보였다. Brown과 Lloyd-Jones

(2002, 2003)[17, 20]도 유사한 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13개의 얼

굴을 하나씩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한 얼굴에 대해서만 언어적으로 묘사하

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언어화한 얼굴뿐만 아니라 언어화한 얼굴 이전에 나왔

던 12개의 얼굴에 대한 재인률도 손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언어 장막이 언어

화한 자극에만 제한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대안적인 설명으로 국지 처리와 전역 처리의 아이디어에 기반하는 정보처리적

관점의 설명이 있다. 이 설명에서는 얼굴 자극에 대한 시각적 부호는 유지되지만

언어화가 얼굴에 대한 정보처리 방식을 변환시킨다고 제안하였다[21]. 사람들은 얼

굴에 대해 언어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세부 특징을 묘사하고 세부 특징 일치전략

(feature-matching strategy)을 사용하는데[19], 이러한 전략이 국지 처리를 유도하게 된

다고 것이다. 얼굴을 전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역 처리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얼굴 특징에 대한 국지 처리가 얼굴 재인에 중요한 전체적 정보

를 손상시킬 수 있다[22]. 따라서 언어화에 의해 전환된 국지적인 정보처리 방식이

얼굴의 인출 시점까지 유지가 되어 얼굴에 대한 재인이 손상될 수 있다. 즉, 정보

1) 원래 사건 이후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기억이 왜곡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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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관점에서는 언어 장막 현상이 시각 자극에 대한 부호화 시점의 전역적인 정

보처리 방식과 인출 시점의 국지적인 정보처리 방식이 상충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정보처리적 관점은 내용적 관점이 설명하지 못한 얼굴 기억 실험의 여러 결과

들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 관점에 따르면 언어화되는 얼굴 자극

이외에 다른 얼굴 자극에 대한 재인률이 감소하는 현상[17, 19, 20]은 언어화에 의

해 더 국지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정보처리 방식이 다른 얼굴 자극을 인출하는 동

안에도 유지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정보처리 관점은 많은 연구

들에서 보여준 언어 장막 효과의 취약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언어 장막 효과는

약하고, 쉽게 사라지고, 심지어 시행에 걸쳐 반전되기도 한다고 알려졌는데[3, 10,

26], 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전역적인 정보처리 방식[27, 28]이 언어화에

의해 국지적인 정보처리 방식으로 전환된 상태가 시간에 의해 쉽게 와해되기 때문

일 가능성이 있다. 즉, 언어화에 의해 국지적인 정보처리 방식이 유도되어 언어 장

막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간에 지남에 따라 다시 전역적인 정보처리 방식으로 되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얼굴의 인출 시점에서 국지적인 정보처리 방식이 약해져

서 언어 장막 효과가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다. 실제로, Finger와 Pezdek(1999)[4]

는 언어화와 재인 사이에 지연 기간을 두면, 언어 장막 효과가 사라짐을 보였다.

그들은 이러한 발견을 언어 장막으로부터의 ‘해제(release)’라고 불렀다. 이러한 전역

적인 정보처리 방식으로의 회귀를 통하여 언어 장막의 취약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는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처리 방식이 전역적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

처리의 기본 방향은 인지 양식이나 정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27, 28], 주의

요인 및 국지 요소의 수, 자극 유형, 자극 속성에 의해 조절되기는 하지만[29], 많

은 연구들[30, 31]에서 인간의 기본 정보처리 방향이 국지적이기보다는 전역적이라

는 증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

인다.

Macrae와 Lewis(2002)[32]는 언어화 과제 대신 국지적인 방향으로 정보처리 방식

을 전환시키도록 설계된 과제를 통해서도 언어 장막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연구에서는 Schooler과 Engstler-Schooler(1990)[6]가 사용한 은

행 강도 영상물을 사용하여 얼굴 재인을 실시하였지만, 지연 기간에 참가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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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대한 언어화를 요구하는 대신 작은 문자들로 구성된 큰 문자 자극인 Navon

문자들[31]을 제시하고 큰 문자 혹은 작은 문자를 식별하도록 하였다.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얼굴 처리와 상관없는 문서를 읽도록 하였다. 그 결과, Navon 문

자들에 대해 전역수준의 처리를 수행한 참가자는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강도

를 더 잘 식별한 반면에 Navon 문자들에 대해 국지 수준의 처리를 수행한 참가자

는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강도를 더 식별하지 못했다. Macrae와 Lewis(2002)[32]

는 얼굴 기억에 대한 Navon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언어 장막 효과에 대한 정보처

리적 관점의 설명을 사용하였다. Navon 문자는 국지적 성분과 전역적 성분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 것이 국지 처리와 전역 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

다. 특히, Navon 문자들의 국지적인 세부 특징을 처리하는 것이 국지적인 정보처

리 방식으로의 전환을 야기하여 언어 장막 효과와 유사하게 재인률이 감소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연구[33]에서 Navon 문자의 국지 혹은 전역적 성분의 판단이 자

극에 대한 공간주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는데, 이는 Navon 문자에 의한

정보처리 방식의 변환에 주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얼굴에 대한 Navon 과제의 효과는 언어 장막 효과와 같이, 재현하기가 힘든 것

으로 알려져 있다. Meissner와 Brigham(2001)[34]이 15개의 연구에서 실시된 29개의

실험에서 나온 언어 장막 효과의 크기를 이용하여 메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언어

장막 효과의 크기가 Fisher’s Zr = -0.12로 유의미하지만 매우 작은 것으로 밝혀졌

다. 이는 Brand(2005)[35]에 의해 계산된 얼굴 재인에 대한 Navon 과제의 효과의 크

기(Fisher’s Zr = -0.10)와 비슷했다. 더 나아가, 언어 장막 효과가 쉽게 사라진다는

점과 유사하게, Hills과 Lewis(2007)[36]은 Navon 문자의 국지 처리에 의해 얼굴 재인

률이 감소하는 효과가 실험의 재인 시점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여러 얼굴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부호화하고 순차적으로 재인하는 패러다임을 사

용하였는데, 사라진 효과는 재인 시점에서 얼굴들 사이에 Navon 문자들을 제시함

으로써 성공적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위의 연구들은 얼굴에 대한 언어화가 정보처리 방식을 전역 처리에서 국지 처

리로 전환시킨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하지만, 언어화 이후 얼굴 재인 시점에서 실

제로 정보처리 방식이 국지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는가를 확인한 연구는 없다. 만

약 얼굴에 대한 언어화가 국지 처리를 유도한다면, 언어화 이후에 전역-국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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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할 수 있는 과제를 실시할 경우에 국지 처리가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Macrae와 Lewis(2002)[32]에서 정보

처리 방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Navon 과제를 정보처리 방식을 측

정하는 과제로 사용하였다. 얼굴 기억 과제에서 참가자의 절반에게는 앞서 제시한

얼굴에 대한 언어화를 시키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통제 과제를 시키고 나서 재인

검사를 실시한 직후에 모든 참가자들에게 Navon 과제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Navon 과제는 Navon(1977)[31]의 과제와 유사하게 작은 ‘H’나 ‘S’로 만든 큰 ‘H’ 혹

은 ‘S’ 모양의 복합패턴을 자극으로 사용하였다. 복합패턴의 전역 수준과 국지 수

준이 일치하는 조건(예, 작은 ‘H’로 된 큰 ‘H’)과 불일치하는 조건(예, 작은 ‘H’로

된 큰 ‘S’)이 존재하는데, 불일치 조건에서는 전역 혹은 국지 수준의 문자의 식별

이 상대 수준의 불일치한 정보로부터 간섭을 받아 반응시간이 길어지거나 정확률

이 떨어지기도 한다. Navon(1977)[31]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전역 수준의 식별이 국

지 수준의 식별보다 더 빠를 뿐만 아니라, 국지 수준으로부터의 간섭도 덜 받는

반면, 국지 수준의 변별은 비교적 느리고 전역 수준으로부터의 간섭을 크게 받음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역 선행성(global precedence)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전역 수준의 정보가 국지 수준의 정보보다 우세하게 처리됨을 시사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역 수준의 정보가 먼저 처리되지만, 정보처리 방식이 더

국지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전역 선행성이 소멸되거나 약화될

것이다.

실험 방법

참가자

나안 또는 교정시력 0.8 이상의 학부생 78명(여성39명)이 심리학 과목 이수 요건

을 채우기 위해 실험에 참여하였다. 참가자 모집 방법을 비롯한 실험 절차는 학과

연구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실험에 앞서 참가동의서를 작성하

였으며, 실험의 가설과 목적에 대해 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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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avon 과제에 사용된 자극들. 참가자들은 국지 조건에서는 작은 글자가 H인

지 S인지를 판단해야 했고, 전역 조건에서는 큰 글자가 H인지 S인지를 판단해야 했다.

장치 및 자극

실험은 개인용 컴퓨터와 17인치 CRT 모니터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자극 제시,

반응기록 등의 실험프로그램은 Microsoft Visual C++6.0을 사용하였다. 자극은 관찰

자로부터 60cm 앞에 제시되었으며 자극의 배경은 검은색이었다. 얼굴 재인 과제에

서는 여덟 개의 남자 얼굴의 정면 사진과 동일한 얼굴을 왼쪽으로 30˚ 회전시킨

여덟 개의 측면 사진을 사용하였다. 부호화 단계에서 여덟 개 중 한 개의 정면 사

진을 보여주었고, 재인 단계에서 여덟 개의 측면 사진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부호

화 단계와 재인 단계에서 동일인이지만 다른 각도의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자극 사진을 재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얼굴을 재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34,

35]. 여덟 개의 얼굴 중 목표 자극으로 사용되는 얼굴은 참가자 간 역균형화 하였

다. 얼굴 사진은 머리카락을 제거한 목 위의 얼굴만이 제시되었으며 평균 크기는

시각도 6˚ X 6˚였다. Navon 과제에서는 네 가지의 Navon 글자 자극을 사용하였다

(그림 1). 국지 수준과 전역 수준 간의 일치 조건에서는 작은 H로 만든 큰 H 모양

과 작은 S로 만든 큰 S 모양의 복합 자극을 사용하였고, 국지 수준과 전역 수준

간의 불일치 조건에서는 작은 H로 만든 큰 S 모양과 작은 S로 만든 큰 H 모양의

복합 자극을 사용하였다. 큰 글자들의 평균 크기는 시각도 4˚ X 6˚였으며, 작은 글

자들의 평균 크기는 시각도 1˚ X 0.7˚였다. 글자들의 색은 모두 흰색이었다.

본 실험은 얼굴 재인 과제 회기와 Navon 과제 회기로 구성되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설계는 2 X 2 X 2 혼합설계로 참가자 간 변인은 얼굴 재인 과제에서의 얼

굴 묘사 여부(묘사 집단, 통제 집단)이고 참가자 내 변인은 Navon 과제에서의 판단

수준(국지, 전역), 수준간 일치 여부(일치, 불일치)였다. 본 실험의 주요 종속측정치



인지과학, 제23권 제3호

- 396 -

그림 2. 실험 절차 도식

는 Navon 과제에서의 반응시간이었다. 얼굴 재인 과제에서 참가자의 절반은 묘사

집단에 할당되었으며 나머지는 통제 집단에 할당되었다. 모든 참가자들은 단일 시

행인 얼굴 재인 과제를 마친 후, 곧바로 Navon 과제를 수행하였다. Navon 과제는

24블록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12블록은 국지 조건이었고 나머지 12 블록은 전역

조건이었다. 국지 조건 블록들과 전역 조건 블록들은 의사 무선화(pseudorandom)되

어 섞여서 제시되었고, 제시 순서는 참가자간 역균형화 하였다. 한 블록은 여덟 시

행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네 시행은 일치 조건이었고 나머지 네 시행은 불일치

조건이었다. 한 블록 내에서 시행들의 제시 순서는 무선화하였다. 전체 시행 수는

192시행이었으며, 참가자들은 얼굴 재인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국지 조건과 전역

조건에 대해 각각 한 블록씩을 연습하였다. 총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이었

다.

얼굴 재인 과제의 단일 시행(그림 3의 가)이 시작되면 응시점이 1초 동안 나타

난 다음 외워야 하는 얼굴이 5초 동안 화면의 중앙에 제시되었다. 얼굴이 사라진

후, 얼굴 묘사 조건의 참가자들은 3분 동안 미리 주어진 용지에 그 얼굴에 대해

최대한 자세한 묘사를 적도록 요청을 받았다. 3분이 지난 후 경고음이 나오고 2분

동안 얼굴 생김새에 대한 20개의 질문들이 6초 간격으로 제시되었다. 질문들은

Clare와 Lewandowski(2004)[37]의 연구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회상하는 정보의 질

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질문은 얼굴의 특정 세부 요소에 대한 세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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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얼굴 재인 과제와 Navon 과제의 예. (가)는 묘사 집단에 대한 얼굴 재인

과제의 예이며 통제 집단에서는 묘사하기와 얼굴 생김새에 대한 문제풀기 대신에 덧

셈 문제풀기를 수행하였다. (나)는 Navon 과제에서 한 블록이 시작하는 시점부터

두 시행까지 진행된 상태에 대한 예이며 한 블록은 총 여덟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보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예를 들어, (1) 턱이 긴 편이다 (2) 턱이 짧은 편이다 (3)

턱이 보통 길이이다), 참가자들은 앞에 제시된 얼굴에 해당하는 보기의 숫자 버튼

을 누르도록 요청을 받았다. 통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얼굴 묘사와 얼굴 생김

새 문제 대신에 5분 동안 50개의 덧셈 문제가 6초 간격으로 제시되었다. 질문들이

모두 제시된 후, 여덟 개의 얼굴이 한 화면에 20초 동안 나타났고, 참가자들은 그

얼굴들 중 앞에 제시된 얼굴을 찾아서 해당 숫자 버튼을 누르도록 요청을 받았다.

Navon 과제(그림 3의 나)에서는 한 블록이 시작되면 먼저 어떤 조건인지를 알려

주는 지시문이 2초 동안 제시되었다. 이 후 한 시행이 시작되면 응시점이 1초 동

안 나타난 다음 Navon 글자가 0.1초 동안 화면 중앙에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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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 집단 　 묘사 집단

　 판단 수준 전역 조건 국지 조건 　전역 조건 국지 조건

일치

여부

일치
반응시간 497(10) 518(12) 506(12) 532(13)

정확 반응률 .97(.005) .97(.008) .97(.005) .97(.007)

불일치

　

반응시간 548(12) 584(14) 562(14) 574(14)

정확 반응률 .92(.011) .93(.012) 　 .91(.009) .92(.012)

표 1. Navon 과제의 반응시간과 정확 반응률(괄호 안은 표준오차)

자가 나타난 후 1초 이내에 반응을 해야 했으며 반응 시간이 1초 이상인 경우 틀

린 것으로 간주하였다. 틀린 반응에 대해서는 경고음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시행

간의 간격은 1초였으며 여덟 시행을 모두 마치고 나면 10초 간 휴식을 준 후 다음

블록이 시작되었다.

결과

얼굴 재인 과제의 얼굴 재인률에서 묘사 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통제 집단에서는 참가자의 77%가 목표 얼굴식별에 성공한 반면에 묘

사 집단에서는 참가자의 44%만이 목표 얼굴 식별에 성공하였다(χ2
1, N = 78 = 9.05,

p < .05).

Navon 과제에서는 참가자별로 정확 반응률과 반응시간의 평균을 계산하였다. 전

체 참가자의 조건별 평균 정확 반응률과 반응시간을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Navon 과제의 정확 반응률에 대하여 얼굴 묘사 여부를 참가자 간 변인으로 하고

판단 수준과 수준간 일치 여부를 참가자 내 변인으로 하는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 수준간 일치 여부의 주효과만 유의미하였고(F1, 38 =75.133, p <

.001), 얼굴 묘사 여부와 판단 수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얼굴 묘사 여

부와 판단수준, 수준간 일치 여부 간의 삼원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반응시간에 대한 삼원변량 분석에서는 판단 수준과 수준간 일치 여부의 주효과

가 모두 유의미하였다(각각, F1, 38 =30.792, p < .001; F1, 38 =259.189, p < .001).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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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avon 과제에서 상대 수준으로부터의 간섭량. 불일치 조건과 일

치 조건의 평균 반응시간 차이를 각 집단에서 전역 조건과 국지 조건 별로

제시하였다. *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굴 묘사 여부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p > .05), 얼굴 묘사 여부와 판단

수준, 수준간 일치 여부 간의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F1, 76 =9.489,

p < .01). 상호작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하기에 앞서 묘사 집단과 통제 집단

간 비교에서 기저선으로 작용하는 일치 조건의 전역 조건과 국지 조건 각각에서

두 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하여 전역 조건과 국지 조건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p > .05).

묘사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이원 상호작용 패턴의 차이를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

하여 각각의 집단에서 판단 수준과 수준간 일치 여부를 두 변인으로 하는 반복측

정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통제 집단에서 판단 수준과 수준간 일치

여부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이원 상호작용도 유의미하였다(각각, F1, 38

=18.469, p < .001; F1, 38 =127.691, p < .001; F1, 38 =4.849, p < .05). 묘사 집단에

서도 판단 수준과 수준간 일치 여부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이원 상호

작용도 유의미하였다(각각, F1, 38 =12.323, p < .01; F1, 38 =135.029, p < .001; F1, 38

=4.641, p < .05). 두 집단 모두에서 전역 조건에 비해 국지 조건에 대한 반응시간

이 더 느렸고, 두 수준 간의 정보가 일치하는 조건에 비해 불일치하는 조건에서

반응시간이 더 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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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묘사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판단 수준과 수준간 일치 여부의 상호작용

패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 불일치 조건과 일치 조건 간의 차이는 상대 수

준으로부터의 간섭량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계산된 간섭량이 통제 집단에서는 전

역 조건에 비해 국지 조건에서 더 증가하는 반면에(t38 = 2.136, p < .05), 묘사 집

단에서는 전역 조건에 비해 국지 조건에서 더 감소하였다(t38 = -2.202, p < .05)(그

림 4). 즉, 전역 수준이 더 적은 간섭을 받는 전역 선행성이 나타난 통제 조건과는

대조적으로, 묘사 조건에서는 국지 수준이 더 적은 간섭을 받는 국지 선행성이 나

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얼굴의 시각적 경험을 자세하게 언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후 얼

굴 식별뿐만 아니라 연이어 실시한 Navon 과제에도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먼저,

얼굴 재인 과제에서 언어화를 한 참가자들의 얼굴 재인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언어 장막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얼굴 재인 과제에서 언어화를 한 참가자

들은 이후의 Navon 과제에서도 언어화를 하지 않은 참가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나

타내었다. 언어화를 한 참가자들과 언어화를 하지 않은 참가자들 모두 일치 조건

에서는 국지적인 판단이 전역적인 판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느렸으며, 국지적 판단

조건과 전역적 판단 조건 내에서 두 집단 간의 반응시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

다. 그 반면에 불일치 조건에서는 언어화를 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일치 조건에 비

하여 국지적 판단 조건과 전역적 판단 조건 간의 반응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지만, 언어화를 한 참가자들은 국지적 판단 조건과 전역적 판단 조건 간

의 반응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즉, 언어

화를 하지 않은 참가자들은 국지 수준의 정보보다 전역 수준의 정보를 더 우세하

게 처리하는 전형적인 전역 선행성을 보인 반면에, 언어화를 한 참가자들은 전역

수준의 정보보다 국지 수준의 정보를 더 우세하게 처리하는 국지 선행성을 보였

다. 이는 얼굴에 대한 언어화가 정보처리의 방식을 전역적인 방향에서 국지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그 결과로서 얼굴에 대한 재인이 손상된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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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막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언어 장막 효과의 지속시간에 대해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였다. Schooler와 Engstler-Schooler(1990)[6]는 언어 장막 효과가

재인 검사를 실시한 다음 날까지 남아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Meissner와 Brigham

(2001)[34]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언어화를 시킨 후 10분 이내에 얼굴 재인 검사를

실시한 연구들에서는 언어 장막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이상의 지연 시간을 가질

경우 효과가 사라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면서 묘사 집단에서 언어 장막의 해제에 따른 재인률의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통제 집단에서 기억의 붕괴에 따른 재인률의 감소가 일어

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처리적 관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적 빠르게 정보처리 방식이 국지적인 방향에서 다시 전역적인 방향

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언어 장막 효과가 쉽게 해제된다고 제안하였다[21].

본 연구에서는 언어화 이후의 지연 기간에 따른 전역적인 처리로의 회귀가 일

어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Navon 과제를 앞의 12블록(첫 번째 회기)과 뒤의 12블

록(두 번째 회기)으로 나누어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

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 두 회기 간의 조건

들의 시행 수와 역균형화는 모두 통제되었다. 분석 결과, 묘사 집단의 국지 선행성

효과는 첫 번째 회기와 두 번째 회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통제 집단의 전역 선

행성 효과 역시 두 회기 간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묘사 집단에서 언어화 이후 적

어도 15분 정도의 지연 기간 동안에는 전역적인 처리로의 회귀가 일어나지는 않음

을 보여주는 결과로써 언어 장막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역적인 처리로의

회귀에 기인하기 보다는 통제 집단에서의 재인률 감소에 기인할 가능성이 큼을 시

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전역적 처리로의 회귀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지

는 않으며 전역적 처리로의 회귀가 정말로 일어나는지 여부와 회귀가 일어나는 시

점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 요구된다. 추가 실험에서는 언어화 이후에 긴 시

간동안 여러 회기를 가지는 Navon 과제를 실시하여 회기 간 정보처리 방식의 변

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전역적 처리로의 회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17, 20]에서 사용한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묘사 집단

의 참가자들에게는 얼굴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글로 쓰도록 한 후 얼굴 생김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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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문제를 풀게 하였으며, 통제 집단의 참가자들에게 연산문제를 암산으로 풀게

하였다. 이러한 처치에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로, 묘

사 집단은 언어를 사용하는 과제를 수행한 반면에, 통제 집단은 언어를 크게 사용

하지 않는 과제이기 때문에 Navon 과제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차이가 언어화의

여부가 아니라 언어적 처리의 여부에 의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언어와 수리적 연산 모두 분석적이고 순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언어적 처리와 수리적 사실의 인출에 좌측 두정엽 영역이 공통적

으로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38, 39]. 언어적 처리와 수리적 처리 기제 간의 밀접

한 연관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Navon 과제에서의 결과는 단순한 언어적 처리가

아니라 얼굴이라는 시각자극에 대한 언어화에 의해 나온 것일 가능성이 커 보인

다.

통제 집단의 과제에서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연산문제 풀이가 얼

굴에 대한 언어화와 마찬가지로 정보처리의 방식을 전역 처리에서 국지 처리로 전

환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묘사 집단에서의 낮은 재인률이 국지 처리로의

전환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얼굴 재인 과제

이후에 정보 처리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Navon 과제를 실시하여 연산문제를 푼

통제 집단에서는 국지 처리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산과제에 의한 국지 처리로의 전환이 매우 약하여 Navon 과제를 실시

하기 전에 전역 처리로의 회귀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다.

언어 장막 효과의 원인에 대한 내용적 관점의 설명이나 정보처리 관점의 설명

중 어느 하나로 언어 장막에서의 모든 발견들을 수렴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내

용적 관점은 한 얼굴에 대한 언어화가 그 얼굴뿐만 아니라 언어화하지 않은 얼굴

의 재인까지 손상시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와 유사하게, 정보처리 관점은

감각 자극의 부호화 단계와 이후 기억에 대한 검사 단계에서 정보처리 방식을 일

치시킨 경우에도 언어화로 인한 수행 저하가 나타나는 결과[15]를 설명하지 못한

다. 두 이론을 조화시키기 위해 언어 장막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기제에 의

해 야기된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다[21, 40]. 하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하나의 설명이 다른 설명에 비해 두드러지는가에 대한 증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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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관점에서 시각 자극에 대한 부호화 시점의 정보처리 방식과 인출 시

점의 정보처리 방식의 상충이 언어 장막 현상의 원인임을 더 지지하기 위해서 추

가적인 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시각 자극의 부호화 시점에서 기존

의 연구처럼 얼굴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조건과 얼굴의 세부적인 요소(눈,

코, 입 등)에 초점을 맞추어 처리하도록 하는 조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부호

화 시점에서 국지적인 처리를 유도한 경우에는 언어화 이후 인출 시점에서 같은

국지적인 정보처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재인률이 차이

가 없거나 오히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Navon 과제에서도 국지 선행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얼굴 재인 과제에서의 지연 기간 동

안 국지 처리를 요구하는 언어화 과제 대신 전역 처리를 요구하는 과제를 사용하

였을 경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역 처리를 요구하는 과제는 인출 시점에서 전

역 처리 방식의 사용을 더 강화하여 통제 집단보다 더 높은 재인률이 나타나며,

Navon 과제에서도 전역 선행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처리적 관점의 이전 연구들에서는 시각 기억에 대한 언어화가 정보처리 방

식을 전역적 방향에서 국지적 방향으로 전환시켜 언어 장막 효과가 나타난다는 정

보처리 관점의 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얼굴 재인 과제의 지연 기간 동안 참가자

에게 언어화를 시키는 대신 정보처리 방식을 전환시키는 Navon 과제를 수행하도

록 하여 언어 장막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들

연구들과는 달리, 언어화와 정보처리 방식의 전환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언어 장막 효과가 정보처리 방식의 전환에 의해서 야

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처리 관점을 지지하는 수렴적 증거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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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balizing visual stimuli can reduce

the global precedence effect

Soo-Jung Min Do-Joon Yi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Verbal overshadowing’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by the verbal reporting of a

visual memory of a face interferes with subsequent visual recognition of that face. Schooler

(2002)[1] suggested that verbalization causes a shift from a holistic/global processing

orientation towards a more analytic/local processing orientation that is detrimental to face

recognition.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whether this processing shift occurs or not by

assessing performance of Navon task following face recognition task, interposing

verbalization between encoding stage and retrieval stage. The face recognition task showed

the verbal overshadowing effect. In the Navon task, while non-verbalization group showed

global precedence, verbalization group showed local precedence. This results imply that the

cause of verbal overshadowing effect is a processing shift induced by verbalization.

Keywords : verbal overshadowing, verbalization, face recognition, Navon task, global preced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