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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본질주의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범주를 규정하는 숨겨진 본질 속성 이 있으  (essential properties)

며 이것이 그 범주가 가지는 전형적 속성들의 인과적 원인이라는 믿음을 가진다(Gelman, 2003; Hirschfeld, 

이러한 본질주의적인 믿음은 범주가 단순히 상관을 가진 속성의 집합1996; Medin & Ortony, 1989). (“clusters 

이라고 제안한 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속성의 통계적 상관 즉 of correlated features”) Rosch (1973, 1978) . , 

가족 유사성만을 가진 범주와 달리 본질화된 범주는 범주간 경계가 매우 뚜렷하며 범주내 개체들이 동질적

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질주의적 믿음이 범주 표상범(Gelman, 2003; Prentice & Miller, 2007). (

주간 경계 범주내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실험을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조건에 , ) . 

따라 가족 유사성 범주와 본질화된 범주를 학습한 다음 범주화 과제실험 와 범주 예시들의 빈도 추정 ( 1)

과제실험 를 실시했다 그 결과 본질화된 범주에서 범주간 경계가 더 뚜렷해졌으며 범주내 응집성이 높( 2) . 

아졌다 이 결과는 범주 속성의 단서 타당도와 범주 타당도가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질주의적인 믿음. 

이 범주구조의 거시적인 표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심리적 본질주의 가족 유사성 범주 표상 단서 타당도 범주 타당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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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범주는 사고의 최소단위이다 새로운 사실의 학습 귀납적연역적 추론 법률적 판단. , / , , 

분류체계와 유형의 확립 일상적 의사결정 장기기억의 표상 등을 포함한 모든 고등 인지과정에, , 

서 개념과 범주는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인간의 범주가 어떻게 표상. 

되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초기 연구자들은 범주나 개념이 소수의 정의속성. 

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으며 그 결과 범주화 연구는 사람들이 범주를 판단하(defining feature) , 

는 몇몇 속성의 조합 혹은 정의속성을 어떻게 학습하고 발견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집중되었다

가령 범주학습 과제에서 특정 정의속성을 발견하(Bruner, Goodnow, & Austin, 1956; Bourne, 1970). 

거나 혹은 몇몇 속성의 혹은 심지어 조합규칙을 발견하는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고and, or, xor 

전적인 범주 연구의 핵심을 이루었다 즉 인간의 개념과 범주는 속성들의 조합규칙 혹은 정의. , 

속성에 의해 표상되어있다고 여겨졌다. 

범주에 대한 이러한 접근을 고전적 관점 이라 통칭하는데 이에 따르면 범주는 소(classical view) , 

수의 필요충분 속성의 집합으로 표상된다고 제안한다 신현정 가령 짝수( , 2011; Murphy, 2002). “ ”
라는 범주는 정수 이며 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두 속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수로 정의할 수 “ ” “2 ”
있다 반면 언어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 은 개념의 불명확성을 주장하면서 특정 . (Wittgenstein, 1953)

범주내 개별 사례들은 단지 다양한 속성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유사성 을 가질 (family resemblance)

뿐이라고 제안했다 즉 동일 범주에 속하는 가 모두 공통으로 가지는 속성은 없지만 . , A, B, C A

와 와 와 가 상호 공유하는 속성으로 인해 유사성이 교차하여 하나의 범주로 묶인다B, B C, C A

는 것이다 이후 년대 의 자연 범주에 대한 일련의 경험적 연구들. 1970 Rosch (Rosch, 1973, 1975, 

은 범주에 대한 인간1978; Rosch & Mervis, 1975; Rosch, Mervis, Gray, Johnson, & Boyes-Braem, 1976)

의 표상이 원형 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prototype)

여주었다 범주 혹은 개념의 불명확성은 과학적 학문에서도 나타(e.g., Posner & Keele, 1968, 1970). 

난다 금속을 정의하는 속성이 무엇인지 금속 공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른 것 명왕성이 태양계. , 

의 행성인지 아닌지를 천문학자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 등이 이를 보여주는 사

례들이다 범주 경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범주 표상이 요약적으로 존재한다고 제안하는 원형이. 

론 이건 범주표상은 경험한 모든 범주 예시 에 대한 기억흔적의 형태로 (prototype theory) (exemplars)

존재한다는 견본모형 이건 모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범주표상에 관한 핵심 발(exemplar theory)

견이다(Murphy, 2002).

범주 명칭과 범주 속성들은 서로 확률적인 상관만을 가진다는 것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범주를 규정하는 (e.g., Malt, 1994; Rosch, 1975; Rosch & Marvis, 1975). 

필요충분한 속성 혹은 이에 준하는 본질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철학자들의 생각 일상적, 

인 인지 및 지각과정 심리학의 실험결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기원전 아, . , 

리스토텔레스 는 어떤 대상을 정의하는 본질적 속성 과 우연히 그 대상(Aristotele) (essential properties)

에 속하는 우연 속성 을 구분했으며 전자가 그 대상을 규정한다고 믿었다 또(accidental prope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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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국의 경험론자인 철학자 로크 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의 실체적 본질 과 (Locke) (real essence)

명목상 본질 을 구분하면서 실체적 본질의 여부가 어떤 대상의 범주를 규정한다고 (nominal essence)

주장했다 더 나아가 로크는 어떤 대상을 규정하는 실체적 본질은 직접 경험하거나 관찰할 수 . 

없어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즉 우리는 단지 명목. 

상 본질 즉 개별 대상들이 표면적으로 공유하는 유사성 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 (shared similarities)

종류의 것들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가령 극지방에 살고 부리가 있으며 날개가 있지만 날지 . ‘ ’, ‘ ’, ‘
못하는 등의 관찰 가능한 명목상 본질로 어떤 새를 펭귄으로 범주화할 수는 있지만 펭귄을 실’ , 

제로 규정하는 실체적 본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로크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실체. 

적 본질이 어떤 대상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다른 관찰 가능한 명목상 본질의 인과적 원인이라( ) 

고 제안했는데 이는 현대적 심리적 본질주의 가 제안하는 범주에 대한 사, (psychological essentialism)

람들의 암묵적 믿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주장이다 심리적 본질주의는 특정 범주의 대상들은 무. 

언가 보이지 않는 깊은 수준에서의 본질속성을 공유하며 이 속성이 다른 표면적 속(unobservable) 

성들의 인과적 원인이라고 여기는 일반인들의 막연한 믿음 혹은 기대를 의미한다 (Gelman, 

반면 철학 혹은 생물학에서의 본질주의는 특정 범주를 규정하는 본질 속성이 실재한다는 2003). , 

학문적 가정 혹은 이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심리적 본질주의와 전혀 다른 의미로 사

용된다.

범주 본질 혹은 본질 속성 에 대한 믿음은 일상적인 지각 및 (category essence) (essential property)

인지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대개 성별 범주에서 남성 혹은 여성이. , 

라는 두 가지만 존재하며 두 범주의 경계는 상호 배타적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사고하는 경향

을 보인다 이 때문에 외적으로 성별이 모호한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남자인. ‘ ’
지 여자인지 판별하려는 인지과정이 발생하는데 대개 자동적으로 유발된다 남자는 결코 여‘ ’ . ‘ ’
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트랜스 여성의 입학을 반대했던 일부 숙명여대 학생들의 주장은 

아마도 사람들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주 본질의 불변성 에 대한 믿음(immutability) (Prentice 

에 호소한 것일 수 있다 누군가는 낯선 이의 출신 지역이나 성씨에 근거해 그 사& Miller, 2007) . 

람의 성격특성이나 성질을 유추하기도 한다 이는 출신 혹은 성씨에 따라 변치 않는 어떤 본질. ‘
적 속성이 있으며 그것이 그 사람의 다른 특징들을 인과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심리적 본질주’
의적 사고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성씨나 출신지역의 본질적 속성과 그것의 인과적 성질에 대한 . 

암묵적 믿음은 유교나 지역감정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줄리엣이 던진 . 

즉 이름이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에서도 서양 문화권에 존재하는 성씨에 근“what’s in a name?” , ‘ ?’
거한 범주 본질에 대한 믿음을 엿볼 수 있다 즉 성씨라는 범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로미오와 . , 

인연이 될 수 없는지 장미가 다른 이름을 가지더라도 여전히 달콤하지 않겠느냐는 줄리엣의 주, 

장은 성씨에 따라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믿음에 대한 저항이다 출신지 성씨뿐만 아. , 

니라 인종 출신국가 등의 범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본질화된 사고, (essenti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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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도은영 이국희thinking) ( , , 2020; Davoodi, Soley, 

Harris, & Blake, 2020; Eberhardt & Randall, 1997; Haslam, Rothschild, & Ernst, 2000; Hirschfeld, 1996; 

즉 사람들은 범주를 규정하는 본질 속성의 존재를 믿으며Rothbart & Taylor, 1992; Yulill, 1992). , , 

그 속성이 다른 특성들의 인과적 원인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사회적 범주뿐만 아니라 명품 예술품 혹은 심지어 공산품 같은 인공물에 대한 인, , , 

식에서도 사람들은 범주의 본질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Newman, 2019). 

고 하더라도 루이비통은 루이비통이고 짝퉁은 짝퉁이라는 그 경계의 명확함에 대한 인식은 범

주가 전형성에 따라 불명확하고 모호한 경계를 보여준다는 관점과 긴장관계를 형성한Roschian 

다 아무리 롤렉스같이 보이더라도 롤렉스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롤렉스의 본. ‘ ’ ( ) 

질적 특성이 결여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렘브란트의 위작이 원작가의 전형. 

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더라도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본질 속성 즉 위대한 예술

가의 어떤 것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자동차 광고에서 포르쉐의 심장 벤츠의 등의 . , DNA 

표현은 고급 자동차와 본질 속성을 공유하며 따라서 주행성능이나 감성 등에서 유사한 속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의도를 내포한다 같은 공산품이라도 원산지를 따지는 것 또한 동일한 규격. , 

공정을 거쳐 똑같은 품질관리하에 생산되었더라도 원산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

하며 그것이 제품의 여러 속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본질주의적 사고 의 (essentialist thinking)

영향을 보여준다(Newman, 2019, p. 16). 

마지막으로 범주 본질 과 이것의 인과적 잠재성 에 대한 사람들, (category essence) (causal potential)

의 믿음은 다양한 심리학 이론과 실험에서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와 는 . , Miller Johnson-Laird(1976)

범주의 핵심 속성 과 식별 속성 을 구분하면서 두 종류의 속성(core properties) (identification properties)

이 인지적으로 다르게 사용된다고 제안했다(e.g., Osherson & Smith, 1981; Smith, Shoben, & Rips, 

즉 범주화 혹은 변별 과정에서는 표면적인 식별 속성이 사용되는 반면 추론 개념 조합 1974). , 

등의 과제에서는 핵심 속성의 의미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과 는 사람들이 범주. Medin Ortony(1989)

가 어떤 본질적 속성이나 내적 인과구조를 가진다고 암묵적으로 믿고 있으며 이러한 믿음이 다

양한 범주 관련 과제수행에 나타남을 설명하며 이를 심리적 본질주의 라(psychological essentialism)

고 제안했다 범주 본질이 물리적으로 실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cf. Gelman, 2003). 

범주마다 그것을 그것으로 만드는 본질적인 무언가 있다고 가정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심리적 . , 

본질주의에 따르면 사람들은 깊게 숨겨져 잘 드러나지 않은 어떤 본질 속성이 그 범주의 다른 

외적인 관찰가능한 속성들을 생성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인과적 원인이라고 간주한다, . 

심리적 본질주의가 생득적 사고 경향임을 암시하는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존재한다 과 . Gelman

은 일명 삼각과제 라 불리는 범주기반 귀납 추론에서 학령기 이전 아동들Markman(1986) (triad task)

에게 심리적 본질주의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플라밍고는 아기에게 반죽 음식. , “(1) 

을 먹인다 박쥐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인다 를 두 전제로 제시하고 찌르레(mashed-up food)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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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 경우를 질문하면 대부분의 아동들은 찌르레기도 플라밍고와 같이 아기에게 반죽 (blackbird)

음식을 먹인다고 반응한다 찌르레기는 박쥐와 닮았기 때문에 우유를 먹인다고 반응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그럼에도 학처럼 생긴 플라밍고와 같이 찌르레기도 반죽 음식을 먹일 것이라고 대답. 

하는 것은 같은 종류 혹은 범주즉 조류의 개체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내적인 구조예를 들어( , ) ( , 

소화기관 등를 공유하므로 같은 음식을 먹일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 . 

결과는 동일 범주의 것들은 어떤 내적인 유사성 혹은 본질 속성을 공유하며 그것이 다른 속성

들의 원인이 된다는 심리적 본질주의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마찬가지로 과 . , Gelman Wellman 

의 연구에서 학령기 이전 아동들은 염소에 의해 길러진 캥거루라 하더라도 언덕을 오르는 (1991)

것 보다 뛰는 것 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하는데 이는 범주의 고유한 본질 속성의 (climbing) (hopping) , 

불변성 과 인과적 잠재성 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immutability) (causal potential) .

속성추론 뿐만 아니라 범주화에서도 심리적 본질주의를 지지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 예를 . 

들어 은 만 세 아동 에게 너구리를 스컹크처럼 보이게 만든 일련의 수, Keil (1989) 7, 8 (2nd graders)

술 절차를 설명했다 즉 의사들이 역한 냄새가 나는 주머니를 너구리 몸에 넣고 털을 염색하는 . , , 

등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려준 뒤 스컹크를 보여주더라도 아동들 대부분은 그것이 여전히 너, 

구리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믿음 즉 어떤 대상의 범주를 결정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 , 

니라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본질주의적 믿음은 만 세 아동들에게도 나타난다3 (e.g., 

유사한 실험 에서 성인들도 본질주의적인 믿음에 근거한 반Gelman & Wellman, 1991). (Rips, 1989)

응을 보였다 등 생물학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없는 아동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DNA 

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적 속성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믿음이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믿음 혹은 사고 경향성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본질주의적 믿음이 범주 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

는 것이다 심리적 본질주의에 따르면 사람들은 모든 범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숨겨진 본.  (1) 

질속성이 있으며 그 본질 속성이 다른 외현적 속성들의 인과적 원인이라고 가정한다, (2) (Medin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본질주의가 범주 표상 특히 범주의 경계지각과 범주 응& Ortony, 1989). 

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참가자들은 가족 유사성만을 가지는 범주와 달리 . , 

본질화된 범주 의 경계를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지각할 것이다(essentialized category) (Gelman, 2003; 

본질 속성의 인과적 결과로 여겨지는 범주 속성들은 본질 속성의 존재를 암시하Rehder, 2007). 

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을 가지는 대상들을 명확하고 확실히 특정 범주에 속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 길이와 목소리 높이는 모두 성별과 높은 상관을 가지는 속. , 

성들이지만 머리카락보다는 목소리의 단서 타당도 가 더 높은 것은 목소리가 성별에 (cue validity)

따라 구별되는 본질 속성의 존재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을 길게 길렀고. , 

화장을 했으며 치마를 입었다는 것은 여성 범주와 높은 유사성을 보이지만 그 사람의 굵은 바, 

리톤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주저없이 남성이라고 범주화하게 될 것이다 즉 본질화된 범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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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유사성에 의해 범주 소속성이 확률적 점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율적으로 범, 

주 경계가 결정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음소 변별 과제에서 소리에 대한 범. [b], [d], [g] 

주적 지각 에 비유할 수 있다(categorical perception) (Liberman, Harris, Hoffman, & Griffith, 1957; see 

양현보 김비아 이동훈also , , , 2020; Kikutani, Roberson, & Hanley, 2008).

둘째 참가자들은 가족 유사성만을 가지는 범주보다 본질화된 범주의 범주 응집성, (category 

을 더 높게 지각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본질 속성이 전형적인 속성들을 인과적으로 생coherence) . 

성해낸다는 믿음은 전형적 속성들의 지각된 기저율 혹은 범주 타당도 을 (base rate) (category validity)

높이게 된다도은영 이국희 전형적 속성들의 기저율이 올라가면 범( , , 2020; Patalano & Ross, 2007). 

주내 개체간 유사성이 증가하므로 범주 응집성 은 높아지게 된다 즉 본질 속성(category cohrence) . 

의 인과적 잠재성 에 의해 본질화된 범주의 구성원들은 대개 그 범주의 전형적 속(causal potential)

성을 가질 것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인종을 예로 들면 어떤 인종예 아랍인을 그 인종으. , ( : )

로 만드는 숨겨진 공통 속성이 있으며 그것이 그 인종의 여러 고유한 특징들의 원인이라고 믿

으면 그 인종의 사람들은 대개 해당 인종 특유의 전형적 속성을 가진다고 믿게 될 가능성이 높

다 해당 범주에 속한 사람들을 실제보다 더 동질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Hirschfeld, L. A., 

1996).

심리적 본질주의적 믿음이 범주의 경계를 강화하고 범주 응집성을 높인다는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 를 실시했다 실험적 통제를 위해 여섯 개의 가상의 범주개미 새우 자동차 컴1, 2 . ( , , , 

퓨터 별 탄산 나트륨의 하위범주를 쌍으로 구성하여 총 쌍 개의 범주를 사용하였다 실험 , , ) 6 (12 ) . 

범주 본질 속성 전형적 범주속성 인과관계 본질 속성 범주속성( )→ 

키호개미

혈중

고농도

황산철

활성화된 면역
혈액의 황산철 분자를 외부 침입으로 감지하여 면역이 

과잉 활성화된다.

진한 혈액
혈액의 황산철이 철 원자를 공급하여 적혈구가 과다 

생성되어 혈액이 진해진다. 

빠른 개미집 건설
혈액의 황산철이 개미집 건설에 필요한 효소생성을 자

극하여 개미집 건설이 빨라진다.

아르헨티나 

개미

혈중

저농도

황산철

억제된 면역
면역 활성화 신호를 전달하는 황산철 분자가 결핍되어 

면역이 억제된다. 

묽은 혈액
혈소판과 응고하는 혈액의 황산철 농도가 낮아 혈액이 

묽어진다.

느린 개미집 건설
부족한 황산철로 방향감각이 저하되어 개미집 건설에 

필요한 자원 수집이 느려진다.

표 실험자극의 예 개미 범주의 속성과 인과관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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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참가자들은 가상의 범주명과 각 범주의 전형적인 속성 세 가지를 학습했다 특히 1, 2 . 

본질화된 범주에 대해 참가자들은 본질 속성 및 본질 속성 범주 속성의 인과관계적 지식을 → 

추가로 학습하도록 하여 심리적 본질주의의 영향을 검증하였다그림 표 은 실험 자극으로 ( 1). 1

사용한 개미 범주 쌍의 속성 및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범주 쌍의 속성차원은 같지만 속성값은 . , 

반대가 되도록 하여 범주를 구분하였다 범주 쌍에 대한 학습 후 참가자들은 특정 속성조합을 . 

가진 범주 예시가 두 범주 중 어느 것에 속할지를 평정하거나실험 범주화 혹은 다양한 속( 1: ), 

성조합을 가진 범주 예시들의 유형별 분포 빈도를 추정하였다실험 빈도 추정( 2: ).

실험 범주간 경계 강화1: 

은 본질화된 범주는 그 경계가 강화되어 다른 범주와 명확히 구분되어 지각된다Gelman (2003)

고 제안했다 이는 음소에 대한 범주적 지각 과 유사한 현상이다 와 소. (categorical perception) . ‘d’ ‘t’ 
리는 음성개시시간 의 시점에 따라 둘 중 하나의 소리로 들리며 중간소리로는 거(voice onset time)

의 들리지 않는다 즉 범주간 경계 강화로 인해 모호한 소리라도 명확히 (Lisker & Abramson, 1964). 

특정 범주의 것으로 분명하게 지각될 것이다 이러한 범주적 지각이 본질화된 범주에서 경계 강. 

화로 나타나는지 검증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본질화된 조건 혹은 가족 유사성 조건에서 범주 

쌍을 학습하게 한 다음 다양한 범주 예시들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질화. 

된 범주에서 범주간 경계가 강화된다면 가족 유사성만을 가진 범주에 비해 모호한 대상들에 대

한 범주화 평정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방  법

그림 실험 의 범주구조(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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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극

생물개미 새우 인공물자동차 컴퓨터 무생물별 탄산 나트륨의 세 종류로 구성된 여섯 ( , ), ( , ), ( , )

쌍의 범주를 사용했다 개미키호 개미 아르헨티나 개미 새우빅토리아 호(Rehder & Kim, 2009): ( , ), (

수 새우 마다가스카 강 새우 자동차루마니아 로고 불가리아 벤토 컴퓨터해왕성 개인용 컴, ), ( , ), (

퓨터 화성 노트북 컴퓨터 별미야별 테라별 탄산 나트륨유성 탄산 나트륨 지구 탄산 나트, ), ( , ), ( , 

륨 참가자들은 생물 인공물 무생물 중 하나에 할당되어 두 범주 쌍을 학습하였는데 한 범주 ). , , 

쌍은 본질화된 범주 다른 범주 쌍은 가족 유사성 범주로 할당하였다 그림 예를 들어 생물, ( 1). , 

에 할당된 참가자는 개미키호 개미 아르헨티나 개미와 새우빅토리아 호수 새우 마다가스카 ( , ) ( , 

강 새우를 학습했는데 개미가 본질화된 범주그림 인 경우 새우가 가족 유사성 범주그림 ) , ( 1A) (

였다 본질화된 범주는 범주명 하나의 본질 속성 세 개의 전형적 속성1B) . , (essential feature), (typical 

세 개의 본질 속성 전형적 속성의 인과관계로 자극을 구성했다 그림 가족 유사feature), ( 1A). → 

성 범주는 범주명 세 개의 전형적인 속성으로 자극을 구성했다그림 범주 쌍의 전형적인 , ( 1B). 

속성은 동일차원에 대해 반대되는 속성값을 가지도록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키호 개미는 과. , “
잉 면역 이 전형적인 속성이었으며 아르헨티나 개미는 억제된 면역 이 전형적 속성이었다표 ” “ ” (

1).

참가자 및 실험설계

학부생 명이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세 종류의 범주생물 인공물 무생물에 동일한 인원을 48 , ( , , )

무선적으로 할당했다 각 범주내 두 쌍의 범주를 본질화된 범주와 가족 유사성 범주로 할당하는 . 

것과 범주 학습순서를 역균형화 하여 범주종류 생물 인공물 무생물 범주구성 본질화된 3( : , , ) x 2( : 

범주 가족유사성 범주 학습순서 혼합요인설계로 실험을 설계하였다, ) x 2( ) . 

절차

참가자들은 본질화된 범주 쌍과 가족 유사성 범주 쌍을 역균형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학습

했다 그림 먼저 범주에 대한 간략한 소개글을 읽은 뒤 각 범주의 속성과 기저율을 학습하( 1). , 

였다 본질화된 범주에서 본질 속성은 해당 범주의 모든 개체에서 항상 나타나며 즉 의 . ‘ ’ ‘ ’ ( , 100%

기저율 다른 범주에는 그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서술했다 다른 세 개의 속성들은 해당 범) . 

주의 대부분의 개체들에서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본질 속성과 다른 속성들 간의 인과관‘ ’ . 

계를 학습했다 가족 유사성 범주에 대해서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세 개의 전형적인 속성에 대. 

해서만 학습했으며 해당 범주의 대부분의 개체가 그 속성을 가진다고 서술했다 즉 본질화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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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와 가족 유사성 범주 모두 속성의 기저율즉 대부분을 통해 가족 유사성을 가지도록 조작( , )

했으나 본질화된 범주에서는 본질속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지식을 제공하여 본질하된 사고, 

를 유도했다 범주 쌍 중 하나의 범주에 대한 학습을 완료한 뒤 다른 범주에 대해 순차적으로 . 

학습을 이어 나갔다 한 범주에 대한 학습이 완료되면 학습을 점검하는 문항에 응답하여 통과하. 

면 다음 범주를 학습했으며 통과하지 못하면 재학습하였다. 

하나의 범주 쌍에 대한 학습이 완료되면 본질 속성을 제외한 세 개의 속성 차원의 두 가지 , ( ) 

속성값을 조합하여 구성한 총 개의 범주 대상을 하나씩 무선적으로 회 제시하여 총 회의 8 2 16

범주화 과제를 실시하였다 각 시행에서 참가자들은 화면에 세 줄의 텍스트로 제시된 속성조합. 

을 가지는 대상개미를 예로 들면 억제된 면역 진한 혈액 빠른 개미집 건설이 학습한 두 범주 ( , , , )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평정했다 척도의 양쪽 극단에 범주 명칭을 제시했으며 참가자들은 . , 

좌우 방향키로 척도의 중앙에 나타난 세로막대를 점 척도상의 적절한 위치로 이동한 뒤 엔터 21

키로 반응을 입력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점 척도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화 과제가 . 100 . 

끝나면 나머지 범주 쌍에 대한 학습과 범주화를 동일한 절차로 실시하였다, . 

결과 및 논의

그림 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범주 종류와 역균형화 요인은 평정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2 . 

결과를 통합하였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본질화된 범주와 가족 유사성 범주 모두에서 전형적인 . 

속성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범주에 대한 평정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주 . 

그림 실험 의 결과(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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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의 전형적 속성 값은 반대였기 때문에 특정 범주 예시의 범주 속성이 개라는 것은 A 0, 1, 2, 3

범주 의 속성이 각각 개인 것을 의미한다 전형적 속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범주에 B 3, 2, 1, 0 . 

대한 범주화 평정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성이 본질화된 범주에. 

서 속성의 개수에 대응하여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본질화된 범주의 경우 범주 경계가 

강화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범주 조건 본질 가족유사성 속성 개수 참가자내 변2 ( : , ) x 4 ( : 0, 1, 2, 3) 

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속성 개수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으나. , F(3, 141) = 493.3, p < 

범주 조건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001, , p 특히 범주 조건과 속성 개수의 상호작 > .20. 

용은 유의미하였으며, F(3, 141) = 17.0, p 이는 본질화된 범주에서 범주 경계가 강화됨 < .001, 

으로써 범주화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질화된 범주에서 범주적 지각. 

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관찰가능한 속성이 범주의 본질 속성의 존재를 암(categorical perception)

시하기 때문에 범주 소속성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질. 

화된 범주에서 속성의 단서 타당도 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합 논의에서 이에 (cue validity)

대해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실험 범주 응집성 증가2: 

심리적 본질주의에 따르면 사람들은 범주의 본질 속성이 다른 전형적 속성들을 인과적으로 

생성한다는 믿음을 가진다 앞서 제시한 범주기반 속성추론 실험들(Medin & Ortony, 1989). (e.g., 

Gelman & Markman, 1986; Gelman & Wellman, 1991; Keil, 1989)은 대상의 소속성뿐만 아니라 그것

의 전형적 특성들이 본질 속성에 기반한 것이라는 참가자들의 믿음을 보여준다 범주 속성들이 . 

본질 속성을 원점으로 하는 인과적 과정의 결과라는 믿음은 범주 대상들이 획득할 수 있는 속

성을 규정하게 되어 범주 대상들이 유사한 전형적 특성들을 공유할 것이라 기대하게 만들 수 

있다즉 범주 응집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회적 범주들에 대한 고정관념 에 의해 특정 ( , ). (stereotype)

집단의 사람들을 동질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심리적 본질주의적 믿음에 기인한다

(Davoodi, Soley, Harris, & Blake, 2020; Hirschfeld, 1996; Prentice & Miller, 2007).

심리적 본질주의가 범주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한 쌍의 범주 

그림 를 학습하게 한 다음 각 범주별로 범주 예시들의 유형별 빈도를 히스토그램이 그려진 ( 3) , 

보드판에 나타내도록 하였다 보드판에는 네 개의 히스토그램 막대칸이 그려져 있었는데 맨 왼. , 

쪽부터 오른쪽까지 각 막대칸은 순차적으로 전형적 속성이 개인 범주 유형을 나타냈0, 1, 2, 3

다 참가자들은 개의 원형 플라스틱 토큰을 각 막대칸에 쌓아올려 범주 유형별 상대빈도를 표. 20

현했다 본질화된 범주의 응집성이 높다면 전형적 속성의 개수의 증가에 따른 상대빈도 증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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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기는 가족 유사성 범주보다 더 가파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방  법

실험자극

실험 과 동일하게 여섯 종류의 범주 쌍을 사용했다1 . 

참가자 및 실험설계

학부생 명이 실험에 참여했으며 개의 범주 쌍개미 새우 자동차 컴퓨터 별 탄산 나트36 , 6 ( , , , , , 

륨에 동일 인원을 무선적으로 할당했다 또한 각 범주 쌍 내의 범주 학습순서 및 본질화된 범) . 

주와 가족 유사성 범주를 역균형화하여 혼합요인설계로 실험을 설계했다, 2 x 2 x 6 .

절차

학습절차는 실험 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다만 실험 에서는 두 쌍이 아닌 한 쌍의 범주만 학1 . 2

습했다 그림 학습이 완료되면 참가자들에게 각 범주당 개씩의 원형 플라스틱 토큰과 보드( 3). 20

판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에게 토큰 하나가 개의 범주 예시를 나타낸다고 안내한 뒤 개의 . 5 , 100

범주 예시가 유형별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을지 상대 빈도를 포스터 보드의 축에 미리 그려진 X

네 개의 막대 칸에 토큰을 쌓아 나타내도록 요청했다 각 막대 칸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서. 

대로 전형적 속성이 개인 범주 유형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전형적 속성이 개인 경우0, 1, 2, 3 ( , 0

는 개인 경우는 등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질속성을 제외한 개 000, 1 001, 010, 100, ). ( ) 3

그림 실험 의 범주구조(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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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속성값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는 총 개의 범주 예시를 네 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여 8

각 유형이 포스터 보드 축의 칸에 해당함을 알려주었다 개미를 예로 들면 개의 토큰을 제X . , 20

시하고 토큰 하나가 마리의 키호개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한 뒤 마리의 키호 개미가 유형별5 100

로 얼마나 분포되었는지의 상대 빈도를 각 막대칸에 토큰을 쌓아 나타내도록 요청했다 아르헨. 

티나 개미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반복했다 과제에 대한 설명이 완료되면 참가자들은 자유. , 

롭게 두 범주의 유형별 상대 빈도를 히스토그램 막대 칸에 플라스틱 토큰을 쌓아 나타냈다. 

결과 및 논의

그림 는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범주 종류와 역균형화 요인은 토큰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4 . 

아 결과를 통합했다 그림 에서 나타나듯이 본질화된 범주와 가족 유사성 범주 모두에서 전형. 4

적인 속성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토큰이 배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가자들. 

이 각 범주 내에서 비전형적인 개체들 보다 전형적인 것들이 더 많을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경향성이 본질화된 범주에서 속성의 개수에 대응하여 더욱 가파르게 나. 

타났으며 이는 본질화된 범주에서 범주 응집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범주조건 본질 가족유사성 속성 개수 참가자내 변량2 ( : , ) x 4 ( : 0, 1, 2, 3) 

분석을 실시했다 각 범주에서 참가자당 토큰 개수가 개로 동일했기 때문에 범주 조건의 주효. 20

과는 통계검정이 불가능했다 다만 속성 개수의 주효과는 유의미했으며. , F(3, 105) = 201.7, p < 

특히 범주 조건과 속성 개수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001, , F(3, 105) = 5.2, p 이 결과 = .002. 

그림 실험 의 결과(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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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질화된 범주에서 속성 개수에 따른 가파른 기울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높은 범주 응집성을 

보여준다 그림 는 특히 두 범주 간 토큰 개수의 증가 추세가 다름을 보여준다 다항대비. 4 . 

결과 가족 유사성 범주에서는 선형 효과만 유의미했으나 본질화된 범주(polynomial contrast) (linear) , 

에서는 선형 및 이차 효과 모두 유의미하였다(quadratic) , ps < .01. 

본질화된 범주에서 응집성 이 높아지는 것은 아마도 본질 속성 전형적 속성의 인(coherence) → 

과관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전형적 속성이 해당 범주에 더 빈번할 것이라 지각한 결과로 보인

다 이는 본질화된 범주에서 속성의 범주 타당도 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종. (category validity)

합논의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심리적 본질주의가 범주 표상의 두 요소인 범주간 경계지각실험 과 범주 응집성( 1)

실험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인공적인 범주들을 학습하게 한 ( 2) . 

다음 범주화 및 범주예시의 빈도추정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가족 유사성 범주와 본질. 

화된 범주에 대한 참가자들의 수행을 비교함으로써 심리적 본질주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가족 . 

유사성 범주에서는 범주 명칭과 범주 속성이 통계적 상관만을 가지도록 했으며 본질화된 범주

에서는 추가적으로 본질 속성 본질속성 범주 속성의 인과관계도 함께 제시했다 실험 에서 , . 1→ 

참가자들은 두 쌍의 범주가족 유사성 범주 한 쌍 본질화된 범주 한 쌍를 학습한 뒤 각 범주 ( , )

쌍의 서로 다른 속성 값 조합을 가지는 범주 예시들에 대한 범주화 과제를 실시했다 그 결과 . 

가족 유사성 범주에 비해 본질화된 범주에서 범주 경계가 더욱 뚜렷해짐을 확인했다 그림 ( 2). 

실험 에서 참가자들은 한 쌍의 범주 가족 유사성 범주 본질화된 범주를 학습한 뒤 전형적 속2 ( , )

성이 개인 범주 예시의 상대빈도를 히스토그램 형식으로 제시된 보드판에 프라스틱 토0, 1, 2, 3

큰을 쌓아 나타났다 그 결과 본질화된 범주에서 참가자들은 전형적인 속성을 가진 개체들이 더 . 

빈번할 것이라 반응했는데 이는 심리적 본질주의가 범주 응집성을 높여 범주 구성원들을 전형, 

적이며 동질적으로 지각하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 4).

실험 과 는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결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범주내 동질성이 증가하면 범주1 2 . 

간 경계가 더 뚜렷해질 수 있고 반대로 범주간 경계가 뚜렷해지는 것은 범주내 동질성을 좀더 , 

높게 지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실험 과 의 결과는 서로 반대되는 . 1 2

추론과정의 결과이다 실험 의 범주화 과제에서 본질화된 범주의 경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 1

것은 범주 속성의 단서 타당도 의 증가 때문이다 범주화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대상의 (cue validity) . 

범주속성즉 단서을 통해 범주를 판단해야하는데 본질화된 범주의 경우 범주 속성을 통해 본( , ) , 

질 속성을 역방향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론 만약 범주 속성들이 특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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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의 본질 속성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 참가자들은 해당 본질 속성을 가진 범주로 범주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가족 유사성 범주에 비해 본질화된 범주에서 셋 중 두 속성이 하나의 . 

범주에 속하는 경우 해당 대상은 그 범주의 것이라고 좀 더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계산적으로 볼 때 이는 조건부 확률 로 축약된다 즉 주어진 . p(category|feature) . , 

속성을 단서로 범주를 추론하는 과제에서 단서 타당도가 높아질 경우 범주화는 좀 더 명확해진

다최인범 이형철 김신우( , , , 2021).

반면 실험 에서 본질화된 범주의 응집성이 높아진 것은 속성의 범주 타당도2 (category validity) 

증가 떄문이다 빈도추정 과제에서 참가자들은 주어진 범주의 범주 예시들이 가질 만한 속성을 . 

추론해야 하는데 본질화된 범주의 경우 본질 속성이 다른 속성들을 인과적으로 생성하기 때문, 

에 정방향 추론을 하게 된다즉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추론 인과적 잠재성 을 가( , ). (causal potential)

진 본질 속성이 존재하는 본질화된 범주에 대해 참가자들은 전형적 속성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

이라 예상할 것이고 따라서 해당 범주에서는 전형인 속성을 가진 개체들이 많을 것이라 판단했, 

을 것이다 계산적으로 볼 때 이는 조건부 확률 로 축약된다 즉 주어진 범주에. p(feature|category) . , 

서 전형적 범주 속성의 확률 혹은 빈도를 추정할 때 인과적 원인의 존재는 빈도 추정값을 높이

게 된다.

본 연구는 심리적 본질주의가 범주 표상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위해 본. 

질화된 범주의 본질 속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이것과 외현적 속성간의 인과관계를 명시

적으로 제공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선언적 지식 을 활용한 실험이 실제 . (declarative knowledge)

본질화된 범주에 대한 사고과정을 얼마나 유사하게 모사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실 세계에서의 본질화된 범주에 대한 인지과정은 대개 자동적이며 암묵적인 반면 본 연. 

구의 참가자들은 의식적인 사고를 통해 범주화 및 빈도 추정과제를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이다 둘 간의 차이는 아마도 범주 학습 및 인지발달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e.g., Sloman, 1996). 

것이 옳을 것이다 유년기 범주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는 범주 속성 범주 명칭을 연합하는 . ‘ ’→ 

반복 연습이 누적되어 학습이 지속됨에 따라 활용하는 범주의 속성의 개수가 증가하고 또 범주

화는 자동화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아마도 심리적 본질주의를 포함하는 다양한 지식이 통계적 . 

학습과정에 결합하여 최종적인 범주 표상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범주에 . , 

대한 통계적 지각적 처리와 의미적 인지적 처리가 결합하여 범주관련 과제에 영향을 미칠 것, , 

이다 이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선언적 지식이 절(Rehder & Murphy, 2003; Harris & Rehder, 2006). 

차화되더라도 참가자들의 반응이 달라질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 아울러 범주관련 과제에서 . 

지각적 단서와 지식이 빠르게 결합하여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Palmeri & 

처리과정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Blalock, 2000; Luhmann, Ahn, & Palmeri, 2006). 

는 것이지만 친숙한 범주에 대한 숙달된 추론이건 실험적 범주에 대한 의식적 추론이건 상관없

이 본 연구에서 밝혀낸 범주간 경계강화와 범주내 응집성 증가가 계산적 관점에서 단서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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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범주 타당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본 연구는 본질화된 범주의 본질 속성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본질화된 범. 

주에서의 본질 는 단순히 가정되는 인과적 잠재성을 가진 어떤 것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essence) . 

와 같은 유사 본질 속성을 지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리적 본질주의에서의 본질 속성은 DNA ‘ ’ 
근본적으로 플레이스 홀더 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실험 의 과제에서 (placeholder) (Gelman, 2003). 1, 2

본질 속성에 대한 판단이나 추론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범주화 및 빈도추정 과제에서 본질 속성

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질 속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질화된 범주와 가족 유사성 범주는 두 . 

가지 측면 본질 속성 인과관계에서 달랐다 따라서 실험 논리로 볼 대 조건간 차이가 본질( , ) . 

속성 인과관계 혹은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 , . 

에서 본질 속성은 존재하지만 본질 속성 범주 속성의 인관관계는 없었던 (Rehder & Kim, 2009) → 

조건에서 심리적 본질주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인과적 본질주의(causal essentialism) 

즉 본질 속성과 그것의 인과적 잠재성의 두 조건 모두가 본 연구 결과의 필요조건임을 시사한

다 (e.g., Ahn, Taylor, Kato, Marsh, & Bloom, 2013). 

범주에 대한 기존 이론들인 고전적 관점 원형 이론 견본 모형 등은 모두 관찰 가능한 속성 , , 

혹은 속성 조합이 범주화 및 다양한 범주관련 추론의 근간이 된다고 가정해 왔다 이후 범주 . 

및 범주 속성간 관련성에 대한 지식이 범주 표상에 핵심을 이룬다는 지식기반 접근(knowledge 

이 다양한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했다 본 연구는 approach; Murphy & Medin, 1985; Murphy, 2002) . 

범주에 대한 고전적 관점이 심리적 본질주의의 초보적인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나. 

아가 심리적 본질주의라는 범주에 대한 지식은 관찰가능한 범주 속성의 단서 타당도와 범주 타

당도를 높여 범주 표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만 심리적 본질주의의 영향을 단. 

서 및 범주 타당도라는 두 요소로 완전히 축약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를 넘어서는 다른 (reduce)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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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sychological Essentialism and Category Representation

ShinWoo Kim          Jun-Hyoung Jo          Hyung-Chul O. Li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Psychological essentialism states that people believe some categories to have hidden and defining essential 

features which cause other features of the category (Gelman, 2003; Hirschfeld, 1996; Medin & Ortony, 

1989). Essentialist belief on categories questions the Roschian argument (Rosch, 1973, 1978) that categories 

merely consist of clusters of correlated features. Unlike family resemblance categories, essentialized categories 

are likely to have clear between-category boundaries and high within-category coherence (Gelman, 2003; 

Prentice & Miller, 2007).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test the effects of essentialist belief on 

category representation (i.e., between-category boundary, within-category coherence). Participants learned 

family resemblance and essentialized categories in their assigned conditions and then performed 

categorization task (Expt. 1) and frequency estimation task of category exemplars (Expt. 2). The results 

showed, in essentialized categories, both boundary intensification and greater category coherence. Theses 

results are likely to have arisen due to increased cue and category validity in essentialized categories and 

suggest that essentialist belief influences macroscopic representation of catego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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