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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  의미 활성화가 가설 생성에 미치는 향:

가설 유형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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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 인지과학 동과정, 심리학과

  우연  의미 활성화가 가설의 생성과 평가에 주는 향에 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진단 

추론 상황에서 우연  의미 활성화의 향을 다루었던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가설 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는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진단 추론에서 우연  의미 활성화

가 가설의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 지를 알아보기 해 수행되었다. 첫 번째 실험에

서 우연  의미 활성화는, 배타가설의 경우 최종 가설 생성 패턴에 향을 미쳤지만, 가설의 

생성 수에는 향을 미치지 않음을 발견하 다. 반면 양립 가능한 가설의 경우, 활성화는 생

성된 가설의 수에 향을 미쳤지만, 최종 가설 생성 패턴에는 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  노력을 가 시켰을 때조차 반복검증 되었다. 실험 2에서 우연  의미 활성화와 

더불어 추론에 필요한 단서의 개수를 조작하 다. 각 가설을 지지하는 단서들이 동시에 제시

되면 우연  의미 활성화의 향은 사라졌고, 단서들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타가설의 추

론 확신은 증가하 다. 본 연구는 진단 추론 시 련된 단서를 최 한 활용할 필요성과, 가설 

생성/가설 평가에 한 연구에서 가설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진단  추론, 가설 생성, 가설 유형, 화,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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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 가능한 원인을 생각하는 추론을 진단 추론(diagnostic inference)이라고 

한다. 인종이 울렸을 때 가 왔는지를 추론하는 것, 감기에 걸린 원인을 추론하

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추론은 우리가 일반 으로 자주하는 추론이기

에 일상 추리(everyday reasoning)로 불리거나, 혹은 귀추 추론(abductive inference)으로 

불리기도 한다(Josephon & Josepshon, 1996).

이러한 진단 추론을 우리는 얼마나 합리 으로 해낼까? 혹시 추론 직 에 있었

던 사건에 일시 이나마 향을 받아 편향된 추론을 하지는 않을까? 를 들어, 

한가로운 오후에 낯선 사람이 인종을 을 때, 세 시간  ‘도둑들’이라는 

화를 본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문을 더 열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

 맥락이 이후 고차 인지 활동에도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을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 다면 과연 이 향의 용 범 는 어디까지일까? 

가능한 여러 안  오직 하나의 안만이 답이 되는 추론의 경우와, 안들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복합 인 원인을 추론하는 경우에, 사  맥락이 동일하게 향

을 미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는 이상의 질문들에 한 답을 찾아보기 해 수행되었다. 구체 으로 

사 에 우연 으로 활성화된 의미가, 진단 추론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가설생성과 기억

진단 추론은 결과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추구하지만, 이 추론이 항

상 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 집 인종을 른 사람이 집 이웃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 감기에 걸린 원인을 추운 날씨 때문으로 추론하는 것은 맞을 가능성

이 높지만, 동시에 틀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진단 추론의 결론은 하나의 

가설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가설 생성(hypothesis generation)이 진단 추론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설생성은 단의 기 가 되는 요한 인지과정이기 때문에(Thomas el. 

al, 2008; Lange et al., 2013; Zuckerman et al., 1995; Weber et al., 1993), 진단 추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컨 , 환자의 증상을 찰하여 진

단을 생성하는 의학 분야(Weber et al., 1993), 행동 패턴에 기반을 두어 성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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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명하는 사회 분야(Zuckerman et al., 1995; Strack et al., 1993) 주어진 증거를 기

반으로 유/무죄를 결하는 법학 분야(Pennington & Hastie, 1988; Reyes et al., 1980), 

가설 생성/평가 과정을 바탕으로 진단 문가 시스템(diagnostic expert system)을 구

하는 컴퓨터 과학 분야(Reggia et al., 1985) 등이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밝 진 사실  하나는, 가설 생성이 기억과 한 련

이 있다는 것이다. Weber와 동료들(1993)은, 가설은 의미 지식(semantic knowledge)과 

일화기억(episodic memory)을 활용하는 사고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는 것을 주장하

으며, Libby(1985) 역시 진단 모델에서 가설생성의 핵심은 주어진 단서와 지식 구조

와의 상호작용임을 역설했다. 이 밖에 가설 생성에서 개인차는 작업기억의 용량, 

일반 지식의 양,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결과들은 가설이 기억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수렴 으로 보여 다(Dougherty & Hunter, 2003; Weber et al., 1993; Ho & Keller, 

1994; Libby & Fredrick, 1990; Schwarz, 2004).

재 기억과 가설 생성의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  하나는 HyGene모델

이다(Thomas, Dougherty, Sprenger & Harbison, 2008). 이 모형에 따르면 가설이란 모

든 외부 사건의 체 집합(the universe of possible states) 에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의미 지식으로 표상된 사건들을 지칭한다. HyGene모델이 가정하는 가설생성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 어떤 사건과 단서가 주어졌을 때 2) 주어진 단서와 련된 가

설들  일부가 작업기억에서 활성화 되고, 3) 가장 높은 활성화를 지닌 가설은 최

종가설로 선택된다. 를 들어, 1) 군가 인종을 을 때, 이와 련된 단서 - 

택배 상자, 유니폼, 남자 - 를 기 로 하여, 2) 단서와 련된 가설들이 - 택배기사, 

경비원, 남편 등 - 생성된다. 그리고 3) 단서에 의해 가장 크게 활성화 되는 가설

인 택배기사는(택배기사 (3), 경비원 (2), 남편 (1)), 최종 가설로 선택된다. 이와 같

은 가정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다. 단서의 빈도수, 생생함, 주어지는 순서를 

변경하여 한 가설의 활성화 정도를 조작하 을 때( , Reyes et al., 1980; Sprenger & 

Dougherty, 2012; Mehlhorn et al., 2011; Pennington & Hastie, 1988; Schwarz, 2004; 

Lange et al., 2013), 그 단서와 련된 가설이 최종 선택될 확률은 높아졌다.

지 까지 가설 생성과 련된 연구들과 모형은 가설 생성에 직 으로 련된 

단서들의 효과에 을 두고 있다. 즉, 단서를 통한 가설들의 활성화 변화만을 다

루어왔다. 하지만 이 게 직 으로 제시된 단서가 없더라도, 가설의 활성화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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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락을 통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를 들어, Kusev 와 동료들의 연구(2012)에

서, 사  의미 활성화의 유무에 따라 사람들은 다른 단을 내렸다. 연구에 참여했

던 모든 참가자들은 도난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는데(표 1의 2번 문

제), 이 단에 앞서, 아래 1번 문제(의미 활성화 유발)에 먼  답을 한 실험집단은 

다른 집단들과 다른 선택패턴을 보여주었다: ‘차 도둑’의 의미 활성화가 사 에 발

생했던 실험 집단은, 통제집단이나, 련 없는 의미 활성화(‘차 도둑’ 신에 ‘차 

사고’문제가 제시되었다)를 받은 집단보다, 도난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 다. 사

에 다른 맥락을 통해 발생한 의미 활성화로 인해, 실험집단은 ‘차 도둑’에 해 높

은 험 회피 성향을 보인 것이다.

1. 12개월 동안 차 안에 소지품을 훔쳐가는 도둑이 더 많았던 도시는 어디일까?

   a) 런던         b) 뉴욕

2. 1%의 확률로 당신의 차 안에 300 운드 가량의 물건이 도둑맞을 수 있다. 당신은 

30 운드의 비용을 들여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

   a)           b) 아니오

표 1. Kusev연구(2012)에서 활용되었던 문제 일부

이 연구를 통해 Kusev와 동료들은, 사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 의미 화가 이

후 단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주장하 다. 사  우연  의미 화는 이후 같은 

의미를 가진 사건의 활성화를 추가로 증가시킨다(Kusev, Schaik & Aldrovandi, 2012; 

Ross et al., 1977; Tversky & Kahneman, 1973).

이와 유사하게 Erb, Bioy 그리고 Hilton의 연구(2002)에서도 사 에 험 회피와 

련된 의미가 활성화된 집단은,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확실한 해결책을 선호했다. 

이들의 연구에서 실험 집단은 본 문제를 풀기 에 기억문제에 먼  답을 하 다. 

‘ 험 추구’ 집단의 경우, 진취 인(enterprising), 모험심있는(adventurous)과 같은 험 

추구를 정 으로 보는 형용사들이 기억 문제로 제시된 데 반해, ‘ 험 회피’ 집

단에게는 주의깊은(careful), 조심스러운(conscientious)과 같은 형용사들이 제시되었다. 

그 다음에 두 집단은 같은 을 읽고 해결책을 선택하 는데1), 상했던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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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추구 집단은 험 추구 해결책을, 험 회피 집단은 반 의 해결책을 더 선호

하 다.

이상의 연구들은 사 에 다른 맥락에서 우연 으로 발생한 의미 활성화가, 이후 

문제를 풀 때 특정 안의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를 들어 ‘도둑’

의 의미가 사 에 활성화 된 경우, 이후 ‘도둑’과 련된 가설의 선택이 증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우연  활성화는 추론에 한 확신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Kelly와 Linsay(1993)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빨리 기억나는 답을 정답

으로 확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사람, 장소, 물건에 한 

목록을 먼  읽었다. 이 목록에는 다음에 풀어야 할 일반 상식 문제에 한 답, 혹

은 답과 련은 있지만 오답, 혹은 상 없는 답들이 섞여있었다. 목록을 모두 읽은 

사람들은 일반 상식 문제에 답을 하 는데, 사 에 각 문제와 련된 단어를 읽었

던 사람들은, 그 목록에 제시된 단어들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상 없이, 자신의 답

에 더욱 확신을 갖는 경향을 보 다(Kelly & Linsay, 1993; Alter & Oppenheimer, 

200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  우연  의미 활성화는 한 가설의 활성화를 일

시 으로 높이고, 이로 인해 추론에 한 확신을 증가시킬 것을 상해 볼 수 있

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선택, 단, 태도에 미치는 의미 활성화의 향을 다루어 

왔지만, 진단 추론에 미치는 향을 직 으로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단

과 진단 추론은 모두 고차  사고를 요한다는 특징이 있고, 과제 수행이 기억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동일한 상이 진단 추론에서도 발

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 으로 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 다.

가설의 유형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다른 심은, 우연  의미 활성화의 향이 가설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연  활성화를 다루었던 기존 연

1) 를 들어, 재 휴가를 마치고 집을 가야하는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a) 계획했던 것보다 

14시간이 늦어지는 기차( 험 회피), 는 b) 계획했던 시간에 도착 가능, 하지만 업 시 

계획보다 이틀이 늦어질 수 있는 기차( 험 추구) 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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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은 오직 배타가설(mutually exclusive and exhaustive hypothesis)에만 을 맞추어

왔다. 하지만, 가설의 요한 기능  하나가 설명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Lombrozo, 2012; Thagard, 1997), 다음과 같이 가설의 유형에 따라 우연  활성화의 

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Josephson과 Josephson(1994)에 따르면, 가설 생성이란 어떠한 상에 한 설명들

을 만들고, 이  가장 좋은 설명을 최종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주목

해야 할 은, 설명은 모두 같은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설명의 특성

에 따라서 추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Lombrozo, 2006, 2007; Sloman, 

1994). 를 들어, Sloman(1994)은 설명들이 서로 양립 가능할 때와, 배타 인 경우

에 따라 추론의 타당성이 달라질 것을 주장하 다(Sloman, 1994). 설명들이 서로 배

타 인 경우 한 설명의 타당성은 다른 설명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경

우 한 설명의 타당성이 증가하면, 다른 설명의 타당성은 감소한다. 반면 양립 가능

한 설명들은 서로 공존할 수 있으며, 두 설명이 동시에 높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

다.

기존에 우연  의미 활성화의 향을 다루었던 부분의 연구들은, 배타가설 세

트에만 을 맞추어 왔다(McKenzie, 1998). 한 연구 참가자들은 ‘주어진’ 가설의 

가능성을 각각 평가해야 했다(가설 평가).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은 배

타가설 뿐 아니라 양립할 수 있는 가설을 다루고 있으며, 더욱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수의 가설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을 확장하여, 우연  활성화가 배타가설뿐 아니라 

양립가설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 주어진 가설 세트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생성’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하 다. 두 가설이 서로 배타 인 경우, 우연

 의미 활성화로 한 가설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른 가설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

이지만(complementary evaluation)2), 두 가설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면, 한 가설의 가

능성의 증가로 인해 다른 가설의 가능성이 낮아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

서 1) 최종 선택되는 가설과, 2) 고려되는 가설 세트의 크기, 3) 추론에 한 확신

이 가설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을 상할 수 있다. 실험 1에서는 이 세 상을 

2) 가설의 수가 을 경우에는( , 2개) 상호 보완 으로 평가 한다(Van Wallendael & Hasti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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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다음, 이 결과가 인지  노력이 가 되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

하 다. 실험 2에서는 단서가 주어진 경우 발생하는 변화에 해 알아보았다.

실 험 1

실험 방법

상

실험 1은 서울 소재 S 학교 학부 생 96명을 상으로 진행되었다(남 57명, 여 

39명, 평균 나이 23세). 실험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은 각 수업에서 참여 수를 

획득하 다.

과제

총 두 개의 과제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 과제(과제1)는 기존 연구에서(Malt, Ross 

& Murphy, 1996) 사용된 범인 추론 문제를 번역  수정한 것이고, 두 번째 과제

(과제2)는 Fenton과 Neil(2012)에서 사용된 일반 추론 문제를 번역  수정한 것이

다. 과제1은 ‘ 인종을 른 사람’을 추론하는 문제로(표 2 참조), 지문에는 ‘도둑’

과 ‘택배기사’가설이 모두 제시되었다. 이 과제에서 문 앞에 남자는 단 한 명이기 

때문에 가설들은 상호 배타 인 특징을 갖는다(배타가설). 반면 과제2는 ‘가난한 

산모들이 체 아를 더 많이 출산하는 원인’에 해서 추론하는 것으로, 제시된 

가설로는 ‘정부의 차별된 건강 리 정책’과 ‘가난한 산모들의 흡연과 알코올 섭취

가 높다는 것’이었다. 이 과제의 가설들은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모두 

답이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양립가설).

차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  이해와 추론’이라는 연구로 알고 참여하 으며, 지문

을 읽고 각 문제에 한 추론( 인종을 른 사람/  체 아 출산 원인)을 하 다. 

문제를 풀 때 다시 지문의 내용은 볼 수 없었으며, 추론은 주 식으로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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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박 모양(32)은 요즘 집을 나서기가 무섭다. 최근 며칠 동안 아 트 단지 내에 도

둑이 출몰하고 있으며, 이 도둑은 주부 혼자 있거나 외출했을 때 집 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주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

지만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오후 6시경 모처럼 집에 방문한다고 하셨기에 집안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가야 한다. 두 명의 아이들이 재 유치원에 가서 한가할 때 얼른 

청소를 마치고, 부모님들께서 좋아하시는 닭백숙을 하기 해 재료를 사러 집에서 20

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장을 서 2시쯤 돌아올 계획이다. 한 아침에 아 트 

경비아 씨가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이 오늘로 바 었다고 알려주셔서, 재활용품도 밖

에 내다 놓아야 한다. 박 양은 먼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간단히 설거지를 한 뒤 

분리수거 할 것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인종이 렸다. 확인해 보니 한 사람이 있었으

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팔 부분의 옷자락만 보일 뿐이었다. 지  시간에 올 사람이 

굴까 생각하다가, 불 듯 며칠  부모님들께서 포도를 보내주신다고 말 하셨던 것

이 생각났다. 아마도 택배직원이 포도를 가지고 왔을 것 같았다. 박 모양은 응답을 하

기 해 서둘러 인터폰을 들었다.

다른 맥락의

문제(통제집단의

문제지에는

생략) 

실험

집단

1

1.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2. 2013년 재를 기 으로 도범죄 검거율은 얼마큼이라

고 생각하는가?

   (     %)

실험

집단

2

1. 택배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가?

2. 100명  몇 명이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을 것 같은

가? 그 이유는?

   (     명)

진단 추론과

확신(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통제집단)

3.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구라고 생각하는가?

4. 에 응답한 답 이외에 생각한 안(들)은 있었는가? 있다면 무엇

이고, 그 답이 맞을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5. 지 까지의 추론에 얼마큼 확신이 있는가?

표 2. <과제1>에서 사용된 지문과 일부 문제 시(실험에 사용된 과제에는 이 생략되었다)

답하 다. 실험집단은 총 두 집단으로 이들은 다른 맥락의 문제를 먼  푼 뒤(표 2

의 1, 2번), 진단 추론을 하 으며(표 2의 3, 4, 5번), 통제집단은 다른 맥락의 문제

가 제시되지 않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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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통제집단

집단1 집단2

한 가설의 의미를 활성화시

키는 사  문제 2개 포함

한 가설의 의미를 활성화시

키는 사  문제 2개 포함 활성화

없음활성화된

가설

과제1: 도둑

과제2: 음주

과제1: 택배기사

과제2: 정부정책

표 3. 실험 1 조건 간 차이 정리

다른 맥락의 문제인 표 2의 1번과 2번은 실험참가자들에게 특정 가설의 의미를 

일시 으로 활성화시키는 목 으로 삽입되었다(실험집단1에는 도둑 의미가, 실험집

단2에는 택배기사 의미가 진단 추론 이 에 활성화되었다). 를 들어, 표 2를 보

았을 때, 실험 집단은 1번과 2번의 문제를 푼 뒤 인종을 른 사람을 추론하

고(3번), 통제집단은 1번과 2번의 문제가 없이 바로 인종을 른 사람을 추론하

다. 참여자들이 연구의 목 을 사 에 알아채지 못하도록 표 2에 제시된 문제 

이외에, 무의미 문제 4개가 포함되었다. 요약하면, 모든 참가자들은 같은 지문을 

읽고 같은 추론 문제에 답을 하 다. 다만 실험집단은 추론 문제를 풀기에 앞서 

다른 맥락의 문제 두 개에 추가로 답을 했다는 차이가 있다.

실험이 모두 끝나고 실험 참가자들은 연구의 목 에 하여 자유롭게 서술한 

뒤 퇴실하 다. 시간제한은 없었으나 평균 15~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실험 결과

실험의 목 을 알아차린 6명의 피험자들을 제외하고, 총 90개의 데이터를 분석

하 다.

반 으로 확인된 사실은, 상했던 로 우연  의미 활성화는 1) 진단 추론

에 향을 미치며, 2) 이 향은 가설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르게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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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과제2(양립가설)의 최종 가설 선택

그림 1. 과제1(배타가설)의 최종 가설 선택

결과1) 최종가설 선택패턴

진단 추론과 다른 맥락의 문제에 의해 활성화된 의미가 ‘추론 결과(최종 가설 

선택 패턴)’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실험집단1

과 실험집단2, 그리고 통제집단 간에 가설 선택 빈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배타

가설의 추론에서는(과제1), 우연  의미 활성화에 따라 특정 가설의 선택 빈도가 

더 높아졌다(χ2(2) = 6.875, p < .05).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도둑’활성화를 

받은 실험집단1은 다른 조건보다 더 많이 ‘도둑’가설을 선택하 다. 모든 집단에서 

택배기사 가설이 도둑 가설보다 더 많이 선택되었음을 고려해볼 때, 사람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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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제시된 가설의 생성 개수의 차이

율(base rate)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양립가설의 추론에서는(과제2), 사  활성화가 최종 가설 선택에 향을 미

치지 않았다(χ2(6) = 3.894, p > .05).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특정 가설의 활

성화 여부와 상 없이 사람들은 ‘흡연&알코올’가설보다 ‘차별된 정부 정책’ 가설을 

더 많이 선택하 으며, ‘흡연&알코올’가설보다 ‘복수 응답’을 더 선호하 다.

결과2) 생성된 가설의 수

우연  활성화가 ‘가설의 생성 개수3)’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통제

집단과 실험집단 간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 다. 활성화 여부에 따라, 지문

에 제시된 두 개의 가설들  몇 개의 가설을 고려했는지를 비교해 보았고, 이를 

포함하여 총 생성된 가설의 개수 역시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 결과와는 반 의 효과가 찰되었다. 과제1(배타가설)의 경우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간에 지문에 등장한 가설의 고려 개수는 차이가 없었으며(t(87) = 

0.385, p > .05), 체 생성된 가설의 개수에서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t(86) = 

3) 표 2의 3,4번 문제에 작성되었던 가설들의 개수를 세어서 분석하 다. 를 들어, 3번에 

‘도둑’으로 답하고, 4번에 ‘택배기사, 경비아 씨’를 작성한 사람은 제시된 가설  두 개

를 생성(그림 3), 총 세 개의 가설을 생성(그림 4)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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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총 생성된 가설 개수의 차이

0.011, p > .05). 특정 가설의 활성화 여부와 상 없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은 지

문에 등장한 두 개의 가설  평균 1.7개의 가설을 고려하 으며, 총 생성한 가설

의 개수는 평균 2개 다. 반면 과제2(양립가설)의 경우 실험집단(평균 = 1.28, 표

편차 = 0.7)보다 통제집단(평균 = 1.69, 표 편차 = 0.54)이 제시된 가설을 더 많

이 고려하 으며(t(70.484) = 2.989, p < .01), 총 생성된 개수에서도 실험집단(평균 

= 2.0, 표 편차 = 0.7)보다 통제집단(평균 = 2.31, 표 편차 = 0.54)이 더 많은 

수의 가설을 생성하 다(t(84) = 2.072, p < .05) (그림 3, 그림 4).

결과3) 추론에 한 확신

우연  활성화가 ‘추론에 한 확신’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 간에 추론 확신 정도를 비교하 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가설의 

유형에 상 없이 두 집단의 차이는 없었다(과제1: t(88) = 0.303, p > .05; 과제2: 

t(88) = 0.629, p > .05).

논  의

실험 1을 통해, 우연  의미 활성화가 진단 추론에 미치는 향은 가설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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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 다(표 4 참조).

과제 1

(배타가설추론)

과제 2

(양립가설 추론)

최종 선택 가설 향O 향X

생성된 가설 수 향X 향O

추론 확신 향X 향X

표 4. 실험 1 결과 요약

실험 1의 첫 번째 결과로, 우연  활성화는 배타가설의 최종선택에만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배타가설의 경우 우연  활성화에 따라서 편향

되게 가설이 생성 지만, 양립가설의 경우 이러한 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련하여 가능한 해석은 양립가설 세트에서 화효과의 확산 가능성이다. 

양립가설의 경우 가설들 간에 상호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 화 효과가 같

은 의미를 가진 가설에만 향을 주지 않고, 가설 세트 체 집합으로 확산될 수 

있다(McKenzie, 1998). 즉,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배타가설의 경우 서로 경쟁

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  의미 활성화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설에만 직  

향을 미친다. 반면 양립가설의 경우, 의미 활성화가 가설들 사이의 상호 연결 마

디를 통해, 체 가설 세트로 확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연  의미 활성화가 같

은 의미를 가진 양립 가설의 최종 선택에 미치는 향은 작았다.

 다른 해석으로, Kahneman과 Miller의 규  이론(Norm Theory, 1986)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상에 한 한 가설은 다른 가설을 활성화 시키지

만, 이 둘이 서로 경쟁 일 경우에는 상호 억제가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이를 고려

해 보면, 본 연구에서 우연  의미 활성화가 같은 의미를 가진 배타가설의 활성화

를 높이면, 서로 경쟁 인 치에 놓여있는 다른 배타가설의 활성화는 상 으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우연  의미 활성화와 같은 의미를 가진 가설( , 

도둑)을 최종 선택한 것이다. 한편 양립가설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으므로, 한 가설

의 활성화 증가가 다른 가설의 활성화 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양립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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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설 유형에 따른 우연  의미 활성화의 향: 배타가설의 경우 다른 맥락의

(세모) 의미 활성화(검정)가 같은 의미를 가진 한 가설(원)에 직  향을 미친다(검

정 원). 반면 양립가설의 경우 다른 맥락의(세모) 의미 활성화(검정)는 같은 의미를 

지닌 가설(원)에만 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 연결 마디를 통해 체 가설 세트로 확

산된다(회색의 가설세트).

의 최종 선택에 우연  의미 활성화는 큰 향을 주지 않았다.

첫 번째 결과와는 반 로, 두 번째 결과에서 우연  활성화는 양립가설의 생성 

수에만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다. 양립가설에서 우연  의미 활성

화를 받은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더 은 수의 가설을 생성하 다. Sloman(1994)은 

설명이 서로 배타 일 때, 한 설명의 가능성이 증가하면 다른 설명의 생성이 억제

되어, 총 더 은 수의 설명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오히려 배타 이지 않은 가설의 경우, 한 가설의 가능성의 증가가 다른 가설의 생

성을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 결과는 ‘차단(block)’ 는 ‘고착(fixation)’ 상

(Tseng et al., 2008; Bassok & Novick, 2012)으로 이해된다. 차단  고착 상이란, 

이 에 생성된 가설로 인해 새로운 가설이 생성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 한다. 우연

 활성화는 한 가설을 먼  사람들의 작업 기억으로 불러들이고, 이 가설에 고착

되게 하여, 추가로 다른 가설을 생성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가설생성이 복잡할 

때, 우연  의미 활성화가 다양한 가설의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처음 상과는 달리, 우연  활성화는 가설의 유형에 상 없이 추론에 한 확

신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는 가설이 생생히 떠오를수록 추론에 한 확신

이 높아진다는 선행 연구와(Kelley, 1993) 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와 Kelley 등의 연구(1993)에서 문제에 따라 답을 확신하는 정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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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 으로, Kelley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일반 상식 문제에 

답을 하 다( , 한 이 창제된 연도는? 답: 1443년). 일반 상식 문제에서 답은 정

답이거나 오답이지, 보통 답의 가능성은 잘 고려하지 않는다(알거나 혹은 모르거

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보통 일반 상식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오답이라고 하더라

도, 기억에서 빨리 떠오른 답을 정답으로 간주하기 십상이다(Kelley et al., 1993).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사람들은 진단 추론에 답을 하 다. 일반 상식 문제와는 달리, 

진단 추론의 답들은 모두 ‘가설’로, 정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진단 추론의 

결과인 최종 선택된 가설은 유일한 정답이 아닌, 재 상황에서 ‘가장 그럴 듯한’

답일 뿐이다( , 내 시험 수가 낮은 이유는? 답: 채 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 때

문에 재 하나의 가설이 쉽게 떠오르더라도 다른 가설들을 완 히 배제하기 어렵

다. 더욱이 단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떠올린 가설에 더욱 

확신을 가지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본 연구에서 우연  활성화는 추

론에 한 확신을 높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단된다.

이상의 결과들로 우연  의미 활성화는 진단추론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연  의미 활성화는 추론과 다른 맥락으로부터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는 평소 우리가 비합리 으로 추론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 다. 를 

들어,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우리는 재 가지고 있는 단서, 기 율에 

기 하여 합리 으로 그 원인을 추론하지 못할 수 있다. 신에, 단순히  좌석에 

앉아있는 친구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다는 이유로 인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도 아마 배터리가 없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합리 인 근거에 기반 

하지 않고 ‘ 재 배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것을 보면, 자동차 시동 문제의 원인은 

배터리 때문일 것이다’라는 엉터리 추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의미 활성화의 효과는 직 이고 덜 분석 인(less analytic) 사

고를 할 때 더 크며(Gilad & Kliger, 2008), 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단과 

직 으로 련 없는 요소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검증하 다(Smith & 

Levin, 1996). 본 연구에서도 더 깊은 사고를 하는 것이 우연  의미 활성화의 경계

조건인지 살펴보기 해, 추가 실험을 실시해 보았다.

서울 소재 S 학교 학부 생 86명이 추가 실험에 참여하 으며(남 46명, 여 39명, 

평균나이 21.5세), 모든 참여자들은 각 수업에서 참여 수를 획득하 다. 실험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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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인 실험 차는 모두 같지만, 추론에 앞서 실험집단이 푸는 다른 맥락의 문

제의 난이도를 높 다. 이 방법은 기존 Kahneman(2003), Shafir와 LeBoeuf(2002), 

Agnoli(1991)의 연구를 참고한 것으로, 확률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서 반 인 인지 

자극을 유도한 것이다(Kahneman, 2003; Shafir & Leboef, 2002; Agnoli, 1991). 를 들

어, 실험 1에서 ‘1.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문제(표 2 참고) 신

에 ‘1. 2013년 조사 결과 도 범죄자들의 평균 나이는 23세 다. 이 을 본 어떤 

사람이 범죄를 방하기 해서 학생들을 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해서 간단하게 평가해 보시오.’라는 문제가 제시되었고, ‘2. 

2013년 재를 기 으로 도범죄 검거율은 얼마큼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문제 

신에(표 2), ‘2. 도둑들 에서 남자의 확률은 92%이라고 하 을 때, 남자 에서 

도둑인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한 사람이 남/여일 확률은 각각 50%라

고 가정)’의 문제가 사 에 제시되었다.

그 결과, 와 같이 분석  사고를 유도하 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1의 결과가 

정확하게 반복검증 되었다. 즉, 우연  의미 활성화는 배타가설의 최종선택 패턴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지만(χ2(2) = 6.441, p < .05), 양립가설의 최종 가설 선택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χ2
(6) = 12.40, p > .05). 반면 우연  의미 활성화는, 배타가

설의 생성 개수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지만(제시된 가설 수: t(52.599) = 1.191, 

p > .05; 총 생성 수: t(83) = 1.472, p > .05), 양립가설에는 향을 미쳤다. 양립가

설의 경우 실험집단(평균 = 1.22, 표 편차 = 0.68) 보다 통제집단(평균 = 1.71, 표

편차 = 0.46)이 지문에 제시된 가설을 더 많이 고려하 으며(t(80) = 3.202, p < 

.01), 실험집단(평균 = 1.98, 표 편차 = 0.58) 보다 통제집단(평균 = 2.58, 표 편

차 = 0.83)이 총 더 많은 수의 가설을 생성하 다(t(32.603) = 3.237, p < .01)4). 

4) 지 까지의 결과분석과 련하여 각 과제 간 차이는, 과제가 각각 다른 가설 유형을 다

루고 있기 때문이 아닌(과제1: 배타가설 vs 과제2: 양립가설), 과제의 난이도 차이에서 비

롯되었다는 비 이 제기될 수도 있다. Erb, Bioy 와 Hilton(2002)의 연구에서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일수록, 사람들이 의미 활성화보다 과제의 내용에 더 을 맞추

기 때문에, 의미 활성화가 미치는 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한 바 있다(Erb, 

Bioy & Hilton, 2002).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가설들의 유형 차이 때문인지, 과제 이해도

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다. 두 과제의 난이도 차이를 비교한 결과, 과

제1(배타가설)의 참여자들의 평균 이해도는 4.15  / 5 (표 편차 = 0.83), 과제2(양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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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실험을 통해, 사  연구와는 달리, 인지자극을 유도했을 때조차 우연  의

미 활성화가 배타가설의 최종 선택, 양립가설의 생성 수에 향을 미치는 것을 반

복해서 확인하 다. 사  연구와 상반된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사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에 해 의문을 야기한다.

Gilad와 Kilger(2008)의 연구에서 우연  활성화와 더불어 사람들은 단서를 고려

하여 단하 지만, 본 연구에서 추론에 필요한 단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를 들

어, 문 앞에 있는 남자를 추론할 때(과제1) 남자를 ‘도둑’ 혹은 ‘택배기사’로 특정

할 수 있는 단서들, 가령 인상착의, 특이 행동 등의 정보는 없었다. 이 차이는 우

연  활성화를 배제하기 해서 분석  사고와 더불어 결정 으로 다른 요인 - 단

서 - 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 3의 요인은 배재한 채 진단 추

론에 우연  의미 활성화의 향을 검증하기 해서, 추론에 필요한 단서를 제시

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기존 연구들과 다른 결과를 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 험 2

실험 1을 통해, 사람들은 진단 추론 시 우연  활성화의 향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연  활성화는 가설이 서로 배타 인지 양립가능한지에 따라, 최

종가설 선택패턴, 가설의 생성 수에 다른 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우리의 진단 

추론이 때때로 비합리 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 실험을 통해 인

지  노력을 유도해 보았다. 하지만 더 깊은 사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우연  활성

화의 향을 배제할 수 없었다.

설)의 평균 이해도는 3.13  / 5 (표 편차 = 1.08)으로 이 둘의 차이는 유의미하 다

(t(151.66)=6.771, p = 0.00). 이처럼 두 과제 간 난이도 차이는 존재했지만, 이해 정도에 

따라서 우연  활성화의 향이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검증한 결과, 두 과제 모두 이해도

에 따라 최종가설 선택패턴(과제1: χ2(3) = 1.49, p > .05; 과제2: χ2(12) = 14.19, p > 

.05), 생성된 가설의 개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과제1: F(3, 57) = 1.02, p > .05; 

과제2: F(4, 53) = 1.46, p > .05).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과제 간 난이도 차이에 

의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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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고가 우연  활성화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  연구와 본 연구

의 요한 차이는 단서의 제시 여부이다. Gilad와 Kilger(2008)의 연구에서 분석 인/

직 인 참여자들 모두 단서를 고려하여 단했지만 본 연구에서 추론에 필요한 

단서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 단에 필요한 단서가 없는 경우 합리 인 단에 

실패할 수 있다는 LeBoeuf와 Shafir의 연구(2003)를 고려할 때, 설사 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단서가 필요할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실험 2에서는 인지자극을 유도함과 더불어 단서를 제시하

다. 단서의 제시여부가 우연  활성화의 경계조건이라면, 선행 연구들과 마찬가지

로 우연  활성화가 최종 가설 선택에 미치는 향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단서가 제시되는 경우, 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상해볼 수 있다: 실험 1과 

추가실험에서, 양립가설의 경우 우연  의미 활성화의 향으로 인해 더 은 수

의 가설이 생성되었는데, Tseng와 동료(2008)들에 의하면, 단서가 투입되면 가설 생

성의 고착 상이 극복될 수 있다(Tseng et al., 2008; Bassok & Novick, 2012). 뿐만 

아니라, 선택된 가설에 한 단서가 많을수록 추론 확신 역시 증가할 수 있다

(Schwarz et al., 2007; Tsai et al., 2008; Tormala et al., 2002).

이상을 정리하면, 추론에 필요한 단서가 주어졌을 때 다음 세 결과가 상된다: 

1) 우연  의미 활성화가 배타가설의 최종 선택에 미치는 향은 감소한다. 2) 양

립가설의 생성에 나타나는 고착 상은 사라질 것이며, 3) 단서의 개수가 증가 할수

록 추론에 한 확신은 높아진다. 이 상을 검증하기 해 실험 2를 수행하 다.

실험 방법

상

서울 소재 S 학교 학부 생 155명이 참여하 다. ‘단서 한 개 조건’에는 80명의 

실험 참여자들이(남 43, 여 36, 평균 연령 21.2세), ‘단서 세 개 조건’에는 총 75명

의 실험 참여자들이(남 34, 여 41, 평균 연령 21.43세) 참여 하 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참가자들은 수업 참여 수를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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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모든 조건은 실험 1과 동일하 지만, 한 가지 차이 은 짧은  속에 추론과 

련된 단서가 집단 마다 각각 한 개, 세 개가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를 들어, 단

서가 한 개 제시된 집단의 경우, 지문에 ‘도둑은 모자를 쓰고 다니고’, ‘ 재 택배 

차량이 아 트에 주차되어 있다’는 추론에 필요한 단서가 동시에 주어졌다(표 5). 

주의해야할 은, 각 가설을 지지하는 단서들이 한 지문에 ‘동시에’ 제시되었다는 

이다. 즉, 실험 2은, 실험 1에서 인지자극을 유도했던 추가 실험과 차와 문제

가 모두 같지만, 표 5와 같이 지문에 가설과 련된 단서들이 주어졌다는 유일한 

차이 이 있다.

박 양(32)은 요즘 집을 나서기가 무섭다. 최근 며칠 동안 아 트 단지 내에 도둑이 출

몰하고 있으며, 이 도둑은 주로 모자를 쓰고 다니니 모자 쓴 사람을 조심하라는 동

네 아주머니들의 주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오후 6

시경 모처럼 집에 방문한다고 하셨기에 집안 청소를 하고 장을 보러 나가야 한다. 두 

명의 아이들이 재 유치원에 가서 한가할 때 얼른 청소를 마치고, 부모님들께서 좋아

하시는 닭백숙을 하기 해 재료를 사러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장을 

서 2시쯤 돌아올 계획이다. 한 아침에 아 트 경비아 씨가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

이 오늘로 바 었다고 알려주셔서, 재활용품도 밖에 내다 놓아야 한다. 박 양은 먼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간단히 설거지를 한 뒤 분리수거 할 것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인종이 렸다. 확인해 보니 한 사람이 있었으나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

지 않았다. 지  시간에 올 사람이 굴까 생각하다가, 불 듯 며칠  부모님들께서 

포도를 보내주신다고 말 하셨던 것이 생각났다. 박 씨는 아주머니들의 주의도 있고 

해서 확인하기 해 아 트 입구에 택배차량이 세워진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

기 해 서둘러 문으로 향했다.

표 5. 단서 한 개 조건에서 과제1(배타가설)에 사용된 지문(지문에 도둑 련 단서와 택배기

사 련 단서가 동시에 제시되었다.)

실험 결과

실험의 목 을 알아차린 1명의 피험자를 제외하고, 총 154개의 데이터가 분석되



인지과학, 제26권 제2호

- 228 -

그림 6. 단서의 개수에 따른 실험집단1(도둑 의미 활성화)의 배타가설 선택 패턴

었다.

결과1) 우연  의미 활성화의 경계조건

사  상한 결과가 찰되었다. 단서가 한 개 주어졌을 때, 우연  의미 활성

화는 최종가설 선택패턴(과제1: χ2(6) = 8.768, p > .05; 과제2: χ2(6) = 3.205, p > 

.05)과 가설의 총 생성 개수(과제1: t(77) = 0.427, p > .05; 과제2: t(76) = 0.052, p 

> .05)에 모두 향을 미치지 못하 다.

단서가 세 개 있을 때도 역시 우연  활성화의 향은 최종가설 선택패턴(과제

1: χ2(4) = 3.741, p > .05; 과제2: χ2(6) = 7.062, p > .05)과 가설의 총 생성 수(과

제1: t(73) = 0.163, p > .05; 과제2: t(71) = 0.386, p > .05)에 향을 미치지 않았

다.

결과2) 단서의 개수의 따른 가설 생성의 변화

단서의 개수 변화에 따라서 가설 생성에 추가 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단서 개

수는 가설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최종가설 선택패턴, 추론에 한 확신에 

다른 향을 미쳤다.

2-1) 최종가설 선택패턴

단서 개수에 따라서 실험집단1(도둑 의미 활성화)의 배타가설 추론 패턴이 달라

졌다(χ2(2) = 8.928, p = .012). 기존에 단서가 하나도 없을 때 배타가설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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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서의 개수에 따른 실험집단2(택배 의미 활성화)의 배타가설 선택 패턴

그림 8. 단서의 개수에 따른 배타가설의 추론 확신

둑’의미 활성화의 향을 받아 ‘도둑’ 가설이 편향되게 선택되었지만, 단서가 추가

될수록 이러한 상은 차 감소하 다(그림 6). 하지만 그림 7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택배’ 활성화를 받았던 실험집단2에서는 단서의 투입과 상 없이 일정 수의 

택배기사 가설이 최종 으로 선택 다(χ2(2) = 0.595, p > .05)(그림 7).

2-2) 추론에 한 확신

단서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타가설의 추론 확신은 높아졌다(그림 8). 실험

집단은 단서의 개수가 증가 할수록 배타가설의 추론에 더 확신을 가졌다(F(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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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57, p < .001)(단서 0: 평균 = 60.44, 표 편차 = 15.78; 단서 1: 평균 = 

68.84, 표 편차 = 17.67; 단서 3: 평균 = 72.84, 표 편차 = 18.5). Tukey와 Scheffe

의 사후검정 결과 단서가 하나도 없을 때와 단서가 한 개 있을 때(p < .05), 단서

가 하나도 없을 때와 단서가 세 개 있을 때(p < .01) 추론에 한 확신에 유의미

한 차이를 확인하 다(그림 8). 하지만 양립가설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F(2,152) = 1.009, p > .05).

논  의

실험 2에서 우연  의미 활성화가 가설 생성에 미치는 향의 경계 조건을 발

견하 다. 분석  사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추론에 고려해야할 단서가 있을 때, 우

연  활성화는 배타가설의 최종 선택과, 양립가설의 가설 생성 수에 더 이상 향

을 미치지 못하 다.

그러나 본 연구와 다르게, 단서가 있을 때에도 우연  의미 활성화가 발생했던 

연구도 있다(Kusev, Schaik & Aldrovandi, 2012). 여기서 주목해야할 은, 본 연구에 

제시된 단서의 역할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한 가설을 지지하는 단서만 제시되었

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가설들을 지지하는 단서들이 동시에 주어졌다. 즉, 도둑 

가설을 지지하는 ‘도둑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문 밖에 있는 남자는 모자를 쓰

고 있다’라는 단서와 함께, 택배기사 가설을 지지하는 ‘아 트 앞에 택배차량이 있

다’라는 단서가 동시에 제시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단서를 통해 양쪽 가설을 모

두 고려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보다 합리 인 진단 추론을 하기 해서, 각 가

설과 련된 단서를 모두 고려하여 추론해야함을 시사한다. 를 들어 법정에서, 

검사는 유력한 용의자와 련된 단서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각 용의자들과 련

된 단서들을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련된 단서들을 동시에 고려할 때, 비

로소 추론과 련 없는 요소( , 우연  활성화)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단서 개수의 변화는 가설 유형에 따라 다른 향을 미친다. 실험 결과 2-1

를 보면 배타가설의 경우, 단서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다른 맥락에서 ‘도둑’의미 활

성화가 최종가설 선택에 미치는 향은 비례해서 감소하 지만, 단서 개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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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른 맥락에서 ‘택배기사’의미 활성화가 최종가설 선택에 미치는 향은 

차이가 없었다. ‘택배기사’가설과 ‘도둑’가설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기 율로, 일

반 으로 집에 택배기사의 방문율이, 도둑의 방문율 보다 더 높다: 통제집단의 응

답을 분석해본 결과 도둑의 기 율은 약 22%, 택배기사의 기 율은 약 76%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 율이 높은 가설과 낮은 가설을 각각 지

지하는 단서가 있을 때, 기 율이 높은 가설을 지지하는 단서가 더 비  있게 다

루어진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는 종합논의에

서 다루도록 하겠다.

결과 2-2에서 단서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추론에 한 확신이 높아진다는 것이 

확인 다. 사  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했지만 본 연구에서 추가로 발견한 사실은, 

단서가 증가할수록 확신이 증가하는 경우는 가설들이 서로 배타 일 때뿐이라는 

것이다(과제1). 이 결과는 가설의 유형에 따라 특정 요인이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해 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가설의 유형에 따라, 우연  의미 활성화가 가설 생성에 다른 향

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 다(실험 1). 우연  활성화는 더욱 깊은 사고를 할 때조차 

추론에 향을 미치지만(실험 1), 추론에 고려해야할 단서들이 동시에 주어지면 사

라진다(실험 2). 이상의 연구 결과에 한 추가 해석과 본 연구의 의의, 그리고 후

속연구 주제에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설의 기 율에 따른 단서의 향

실험 2에서, 배타가설의 최종선택에 우연  의미 활성화가 미치는 향은 단서

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했는데, 이 상은 상 으로 기 율이 낮았던 ‘도

둑’의미 활성화를 받은 집단에서만 유의미하 다(그림 6 참고). 본 연구는 한 가설

을 지지하는 단서만을 제시했던 선행 연구들과는 다르게, 지문에 등장했던 두 가

설들을 각각 지지하는 단서들을 동시에 제시하 다(표 5 참고). 그 결과, 단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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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배타 가설의 최종 선택에 작용했던 우연  활성화의 향은 사라졌으며. 이

와 더불어 단서가 한 개에서 세 개로 증가했을 때 기 율이 낮은 가설(도둑)의 선

택은 더욱 감소하 다. 이 결과는 두 가설을 각각 지지하는 단서가 동시에 주어졌

을 때, 사람들은 기 율이 낮은 가설(도둑)을 지지하는 단서보다, 기 율이 높은 가

설(택배기사)을 지지하는 단서에 더 큰 비 을 두고 단한다는 것을 보여 다. 왜 

이러한 상이 찰된 것일까?

한 가지 가능한 해석으로,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5)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일차 으로 떠올린 택배기사 가설을 지지하는 단서만 고려하고, 도둑 가

설을 지지하는 단서는 무시한 것이다. 일반 으로, 기 율이 높은 가설은 기 율이 

낮은 가설보다 참일 가능성이 더 높다. 즉, 본 연구에서 기 율이 높은 가설이었던 

택배기사는 기 율이 낮은 도둑 가설 보다 가설 선택에 있어서 우 성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의 실험 1에서 택배기사 가설의 참/거짓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단

서는 없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이 기 율이 높은 가설에 한 가설 검증을 할 

수 없었고, 추론 맥락과 상 없는 우연  활성화에 따라 더 쉽게 생각나는 가설을 

선택하 다. 그러나 실험 2에서 각 가설과 련된 단서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우선순 에 놓여있는, 기 율이 높은 가설을 확증할 수 있는 단서에 더 비 을 두

었다. 처음 떠올린 택배기사 가설을 지지하는 단서만 고려한 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도둑 가설을 지지하는 단서는 무시한 것이다(확증 편향). 이 과정에서 우연  

활성화는 더 이상 의미 있는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이 결과는, 단서가 우연  활성화를 배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

히 합리 으로 진단 추론을 하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각 가설과 련된 

단서가 확보되었을 경우라도 사람들은 단서를 활용하는 데 편향 이다.

우연  활성화와 추론에 한 확신

추가로 더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은, 사  의미 활성화와 반 로 답을 한 사람

들의 확신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이다(Erb, Bioy & Hilton, 2002). Erb와 동료들의 실

험에서 ‘ 험 추구 단어’를 사 에 보았던 실험 참여자들 , ‘안정된 옵션’을 선

5) 확증편향이란 처음에 떠올린 가설의 가능성을 시험할 때, 그 가설을 지지하는 단서만을 

고려하는 인지 편향성을 의미한다(Synder & Swann, J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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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실험 참여자들의 확신은 ‘불확실한 옵션’을 선택한 실험 참여자들보다 더 낮

았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반복되는지 알아보기 해 추가 분석을 실시

해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상의 결과는 찰되지 않았다. 를 들어, ‘도둑’

의미 활성화가 있는 집단에서 도둑 가설을 최종 선택한 사람의 확신과, 택배기사

를 최종 선택한 사람들의 확신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t(32) = 0.282, p > 

.05).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활성화 상에 차이가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rb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의미 활성화는( 험 추구 의미), 

해결 옵션에 직  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감정에( 험 추구) 향을 미친 것이

었다. 즉, ‘진취 인’이라는 의미 활성화는, 사람들이 험을 추구하려는 감정에 

향을 주어, 불확실한 해결책( , 이틀 연속 업할 수 있는 기차)의 선택을 높 다. 

반면 본 연구에서 ‘도둑’의미 활성화는 도둑 가설에 직 인 향을 주었다. 결국 

기존 Erb의 연구에서 사  의미 활성화와 반 로 단한 집단의 확신이 떨어진 것

은, 활성화의 의미와 일 된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감정에 반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실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설생성과정을 다루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상 인 상황에서 가설생성을 다루었던 HyGene모델이 다루지 않은 부분

으로, 배타가설만을 두고 의미 활성화의 향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만으로 측

되지 않는다.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세부 인 과정이 밝 져야겠지만, 본 연구는 추론 직

에 발생했던 의미 활성화로 인해 사람들이 비합리 으로 진단추론을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단서에 기 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은, 더 깊은 사고를 하더라도 추론과 

다른 맥락에서 비롯된 의미 활성화의 향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설을 생성할 때

는 반드시 각 가설들과 련된 단서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도 본 연구는, 앞으로 가설생성과 평가를 다루는 연구에서 가설들의 유

형 차이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은 배타가설만을 다

루어왔기 때문에, 이 결과가 다른 유형의 가설에도 역시 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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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배타가설뿐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지닌 가설들이 존재한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배타 가설만을 다룬다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는 가설 유형에 따른 의미 활성화 향의 차이를 주장하 다. 그러나 아

직 두 개의 가설 유형 (배타가설 vs 양립가설) 차이만 검증했을 뿐이다. 후속 연구

를 통해 배타 이거나 양립 가능한 특성을 지닌 가설 이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가설들을 고려하여( 를 들어, 세 개 이상의 답이 동시에 가능하거나, 최종 선택된 

가설이 더 이상 유효하게 되지 않을 경우), 각각의 가설 생성 과정을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더 다양한 상황에서 본 결과를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가설 유형에 따른 우연  활성화의 향을 확인했지

만, 이러한 상을 야기한 메커니즘을 다루지는 못했다. 앞서 논의한 부분을 바탕

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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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Incidental Semantic

Activation on Hypothesis Generation:

Exclusive vs Compatible Hypotheses

Younha Lee                    Jooyong Park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Cognitive Science,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 of incidental semantic priming on judgment, have focused 

mainly on mutually exclusive hypotheses. However, the present study explored whether 

incidental semantic activation affects diagnostic inference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hypothesis: mutually exclusive hypotheses vs compatible hypotheses. In Experiment 1, in case of 

mutually exclusive hypotheses, the final hypothesis was selected according to the incidental 

semantic priming,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number of generated hypothesis in 

comparison with the control. However, for compatible hypotheses (i.e., both hypotheses can be 

true), the semantic priming affected the number of generated hypotheses, but not the selection 

of the final hypothesis. The same pattern of results was observed even when the cognitive load 

was increased. In Experiment 2, we found a boundary condition of incidental semantic 

activation on diagnostic inference. When cues related to each of the hypotheses were presented 

simultaneously, the incidental semantic effect disappear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people 

consider all possible cues when making diagnostic inference in daily life. In light of these 

findings, further research on hypothesis generation/evaluation should take the type of hypothesis 

into account.

Key words : diagnostic inference, hypothesis generation, type of hypothesis, priming, c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