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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crucial to process not only social cognitive information but also various emotional information for 

appropriate social interaction in everyday life. The processing of emotions embedded in social stimuli is affected 

by various context and external factors and the features of their own. Emotion discrimination tasks using 

point-light biological motion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factors influencing emotion processing 

and their effects. A target biological motion with angry or happy emotion was presented in the first task in red, 

green, white, or yellow color. A white angry, happy, or neutral “cue” biological motion was displayed simul-

taneously. Participants judged the emotion of the target relative to the cue stimulus by comparing the target with 

the cue. The second task used only emotionally neutral stimuli to find effect by the color itself. The results 

indicated an association between the specific color of the target and emotion. Red facilitated processing anger, 

whereas green appeared to facilitate happy emotion. The discrimination accuracy was high when the emotions of 

the cue and the target were identical in general, but the combination of red color and anger yielded different 

results compared with the rest of the conditions. Some illusory emotional responses associated with the target 

colors were observed in the second task. We could observe the effects of external factors in this study, affecting 

the emotional processing using biological motion rather than conventional face stimuli. Possible follow-up studies 

and clinical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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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회  상호작용에서 한 행동을 해서는 사회인지  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 정보의 처리 역시 요하

다. 정서의 처리과정은 자극의 속성 뿐 아니라 다양한 맥락과 외부 요인의 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정서처리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효과의 양상을 악하기 하여 생물형운동자극을 사용한 정서변별과제를 시행하 다. 

첫 번째 과제에서는 분노, 행복, 는 립 정서를 지닌 단서자극과 함께 제시된 빨강, 록, 흰색, 는 노란색  

하나의 색과 분노 는 행복 정서를 지닌 표 자극을 비교하여, 단서자극에 비해 표 자극이 나타내는 정서를 단

하도록 하 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정서 립 자극만을 사용하여 색의 효과를 조사하 다. 실험 결과, 표 자극의 

특정 색과 정서 간 연합이 찰되었다. 즉, 빨간색은 분노정서, 록색은 행복정서 처리를 진하는 것으로 보 다. 

한, 단서자극과 표 자극의 정서가 일치할 때 표 자극 정서의 변별 정확도가 높았으나, 빨간색과 분노정서가 조

합된 조건에서는 단서자극 정서의 향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 과제에서는 표 자극의 색에 의해 착각 인 정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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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나타남을 찰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에 주로 사용된 얼굴자극이 아닌 생물형운동자극을 이용해 자극의 

정서처리 과정에 향을 미치는 맥락  색 요인의 효과를 구체 으로 확인하 으며, 가능한 후속연구  임상  

연구에 해 논의하 다.

주제어: 생물형운동, 색, 맥락, 정서, 사회인지

1. 서론

일상의 다양한 사회  상호작용에서 사회인지(social 

cognition)의 역할은 매우 요하다. 사회인지 정보처리

는 자극의 지각 , 인지  속성에 의해서만 좌우되지는 

않는데, 처리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하나는 정

서(emotion)정보이다. 사회  자극에 내포된 정서 정보

가 지각(Lee & Kim, 2017; ; Palermo & Rhodes, 2007; 

Phelps et al., 2006)이나 기억Jackson et al., 2014; 

Kensinger & Corkin, 2003; Lee & Kim, 2018a)과정을 

진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한다. 실의 사회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 상태를 신속하고 정

확하게 악하는 것은 상황에 알맞은 행동 반응을 하

는데 매우 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정서 정보의 지각

과 재인은 매우 빠르게, 때로는 자동  과정을 통해 처

리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Tracy & Robins, 2008). 

정서 처리와 련해서, 사회  자극에 내포된 정서 

지각 과정은 자극 자체의 속성과 함께 다양한 맥락과 

외부 요인의 향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Barrett et 

al., 2011). 를 들어, 동일한 얼굴 표정이라도 사회  

상황(Carroll & Russell, 1996), 목소리(Aviezer et al., 

2008), 다른 얼굴의 존재(Masuda et al., 2008)등에 따라 

각각 다른 정서가 느껴질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이 정서 

지각의 문제를 꾸 히 연구해왔으나, 실제로 자극을 

할 때 공존하는 맥락  정보나, 정서 처리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외부 요인의 역할에 한 연구는 상 으

로 미흡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  맥락과 

자극의 특정 속성, 특히 색(color)이 사회  자극에 내

포된 정서의 처리과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설계와 가설의 제시에 앞서, 정서에 한 

선행연구,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의 특성, 색과 정서의 

계에 한 간략한 개 을 아래에 기술하 다. 

정서에 한 연구들은 Ekman 등이 분류한 6가지의 

기본 정서(Ekman et al., 1969) 에서도 특히 분노

(anger)와 행복(happiness)의 두 가지 정서를 생존과 

응(Dimberg & Thunberg, 1998; Izard, 1971; Kirita & 

Endo, 1995)의 에서 으로 다루어 왔다. 이 

두 정서는 다른 기본 정서에 비해 더욱 정확하고 신속

하게 처리된다는 분노우월효과(anger superiority effect, 

Hansen & Hansen, 1988)와 행복우월효과(happiness 

superiority effect, Becker et al., 2012; Craig et al., 2014)

가 각각 보고될 정도로 정서  효과가 강하게 찰되

는 정서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 효과의 뚜

렷한 찰을 하여 분노와 행복 정서를 포함한 자극

을 사용하 다. 

기존의 정서연구들에서는 주로 얼굴표정의 사진, 보

다 최근에는 모핑(morphing)기법이 용된 얼굴 상

을 이용하여 정서지각의 특징과 시간에 따른 변화 등이 

찰되었다(Becker et al., 2011; Ceccarini & Caudek, 

2013; Hahn & Gronlund, 2007; Park et al., 2017; Ryu 

& Oh, 2008). 그러나, 얼굴 표정 외에도 신체 반의 

자세와 움직임 역시 정서 정보의 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de Gelder, 2006; de Gelder et al., 2014). 신체의 

움직임 역시 다양한 정서를 표 할 뿐만 아니라, 얼굴

이 식별되지 않는 원거리에서도 운동정보를 통해 정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Michalak et al., 2009; Lorey 

et al., 2012). 한, 2인 이상의 움직임이 있을 경우 이들 

간의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 동작 정보의 지각처리와 

정서 재인이 진되기도 하는 등 사회  맥락에 따른 

효과(Kaletsch et al., 2014a,b)도 알려져 있으므로, 정

인 단일 얼굴표정자극만을 정서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한계 을 가진다. 이러한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얼굴자극이 아닌 신의 움직임을 표상하는 생물형

운동(biological motion)을 실험 자극으로 사용하 다. 



색과 정서적 맥락이 생물형운동의 정서정보처리에 미치는 영향  65

생물형운동은 동물을 포함한 유기체가 나타내는 특

징 인 운동 패턴으로, 그러한 특징에는 사지(limbs)의 

진자 운동(pendular motion), 진자 운동 의 교차 등이 

포함된다. 인간 찰자를 상으로 한 시지각 연구에서

의 생물형운동은 머리  신체의 주요  치를 표시

하는 약 10여개의 애니메이션(point-light animation, 

Johansson, 1973)의 방식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낸 

자극이 사용된다 (Fig. 1 참고). 생물형운동자극은 

형태 정보가 최소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동작

인지의 여부가 즉각 으로 재인되며, 정서  의도와 

같은 사회  정보 처리 역시 쉽게 이루어진다는 이 

잘 알려져 있다(Blake & Shiffrar, 2007, 개 ). 따라서, 

생물형운동자극은 정서 련 연구에 얼굴자극을 

신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자극으로서(Okruszek, 

2018), 본 연구에서는 특히 Ma, Paterson, & Pollick

(2006)의 정서표 이 포함된 생물형운동자극을 사용

하 다. 

다음으로, 앞서 언 했듯이 정서정보의 처리에 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에서도 색의 향에 을 두었다. 

색은 실험  조작이 용이한 장 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의 심미  기능 이외에도 여러 면에서 사고와 행

동에 향을 미친다. 를 들어, 특정 의미나 정보 달

을 한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Elliot et al., 

2007; Gil & Le Bigot 2014), 특정 색과 특정 환경 간의 

반복된 연합은 인간의 정서와 인지에 범 한 향을 

미치기도 한다(Bargh, 1990; Elliot & Maier, 2012). 

여러 연구들이 색과 정서의 연합을 제안해왔다

(Alkawaz et al., 2015, 개 ). Alkawaz et al.(2015)의 개

에서 인용된 여러 색 이론들이 공통 으로 포함하는 

색은 빨간색과 록색으로, 각각 분노나 사랑(빨강), 

평온과 희망( 록)등을 뜻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실

제로, 색과 정서의 계에 한 경험 연구들도 다수가 

빨간색과 부정  정서와의 연합을 보고하고 있다

(Kuhbandner & Pekrun, 2013; Moller et al., 2009). 여러 

문화에 걸쳐 빨간색은 분노 정서 는 험과 결부되

어 왔다(Changizi et al., 2006; Feltman & Elliot., 2011; 

Kö̈vecses, 2000). 이러한 맥락과 일치되게, 최근 연구들

에서는 얼굴자극이 빨간색 배경 에 제시될 경우 분

노 정서의 처리가 진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고

(Young et al., 2013), 단어들을 범주화 하는 과제에서도 

빨간색으로 제시된 분노 련 의미 단어는 더 빨리 범

주화된다는 결과(Fetterman et al., 2012)도 있다. 반면, 

록색에 해서는 정  정서와의 련을 언 한 연

구들의 비 이 크며(Kuhbandner & Pekrun, 2013; Gil 

& Le Bigot, 2014), 얼굴표정의 지각에서도 록색 배

경의 제시는 행복한 정서의 재인을 진시키고 슬픔 

정서의 재인 정확도를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il 

& Le Bigot, 2014). 다만, 이러한 색과 정서, 심리  기

능 간 계는 주로 상 이고 단편 인 경험 연구의 

결과들에 기반한 것이며 이론  기반이 잘 확립되었

다고 볼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Elliot, 2015). 그러나, 

어도 경험 으로 일 된 결과가 보고되어온 두 가

지의 색이 생물형운동자극에 내포된 정서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찰하는 것은 요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편, 생물형운동자극과 정서에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으나, 최근의 연구들(Lee & Kim, 2017, 2018b)

을 통해 생물형운동지각에 정서의 향이 존재한다는 

이 밝 졌다. 를 들어, 시각 탐지 과제에서 정서를 

포함한 생물형운동의 탐지율이 정서 립인 생물형운

동의 탐지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Lee & Kim, 

2017),  다른 연구에서 불안수 이 높은 사람들은 정

서 립 인 생물형운동의 지각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정서를 포함한 생물형운동의 지각 정확도는 향상된다

는 결과(Lee & Kim, 2018b)가 있었다. 그러나, 생물형

운동에 색 정보가 결합될 경우 자극에 내포된 정서처

리에 구체 으로 어떤 향이 있을 지에 해서는 거

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상과 같이 생물형운동의 특징과 유용성, 색과 정서 

간의 계, 그리고 생물형운동과 정서 간의 계에 한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정서 연구들이 가지는 제한

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에 

을 둔 실험과제를 시행하 다. 첫째, 정서를 내포한 

생물형운동을 통해 신체의 동 인 움직임을 자극으로 

제시하 고, 둘째, 두 개의 자극을 동시에 제시하여 상

 비교를 통한 정서 처리 과정을 찰하 다. 마지막

으로, 색이 정서와 연합되는 경향에 주목하여, 특정 색



66  김제 ․김유리․조은의

이 표  자극에 용된 경우 자극에 내포된 정서 정보의 

처리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분노, 행복, 립 정서를 가진 생물형운동자

극에 빨강, 록, 흰색, 노란색을 용한 정서변별과제

를 시행하 고, 생물형운동의 정서 지각에서도 특정 색

과 정서 간 진 는 억제  계가 찰될 것으로 

상하 다. 특히 빨간색의 경우 생물형운동자극 내의 부

정  정서 지각을 진시키고 정  정서 지각을 방해

하는 효과가 강할 것으로 상하 고, 록색의 경우는 

그와 반 되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 하 다. 한, 

색 정보의 추가만으로도 착각 인 정서 반응이 나타나

는지를 찰하기 하여 립정서 생물형운동자극만을 

이용한 과제를 추가로 실시하 다. 

2. 연구방법  차

2.1. 실험참가자 

사회 계망 서비스  지역 고문을 통하여 서울에 

치한 학들로부터 남성 18명, 여성 31명의 참가자

를 모집하 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2.59세(표 편

차 2.23)세 다. 모든 참가자는 정상 는 정상 교정시

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경학  장애나 머리 부상의 경

력은 없었다. 참가자들로부터 실험  동의를 얻었고, 

모든 실험 차는 덕성여자 학교 생명윤리 원회의 

승인 후 실행되었다. 

2.2. 실험 자극 

Ma et al.(2006)이 개발  공개한 모션 캡처 라이 러

리에 포함된 생물형운동자극 가운데 본 실험에 사용될 

자극을 선별하 다. 선별된 자극은 Matlab(Mathworks 

Inc. 미국)과 Biomotion toolbox(van Boxtel & Lu, 2013)

를 사용하여 실험 과제 로그래 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변환되었다. 변환된 자극은 Matlab과 Psychtoolbox

(Brainard, 1997; Pelli, 1997)를 사용하여 21인치 LCD화

면에 표시되었다. 각 자극은 12개의 으로 구성되어 

검정 배경 화면상에 제시되었다. 각 자극은 20개의 

임을 가지고 있었고, 각 임 당 0.05 씩 총 1 간 

화면에 재생되었다. 자극의 동작은 걷기, 던지기, 노크

하기의 세 가지 종류 고, 각 동작 유형마다 분노

(angry), 행복(happy), 립(neutral)의 세 가지 정서를 가

진 운동 자극이 비되었다. 실험  모니터와 참가자 

간의 거리는 헤드 스트를 통하여 일정 거리(57cm)를 

유지하도록 하 다. 자극정서는 Ma et al.(2016)에 의해 

사  분류되어 있던 것을 근거로 선택하 으며, 선택된 

자극정서는 선행연구들(Kim, 2019; Lee & Kim, 2017)

의 수행  자체 검증을 통하여 재확인한 바 있다.

2.3. 실험 과제

2.3.1. 생물형운동자극의 정서변별과제 

첫 번째 과제인 생물형운동자극의 정서 변별과제는 

단서자극(cue)과 동시에 제시된 표 자극(target)에 내

포된 정서를 별할 때, 단서자극의 정서와 표 자극의 

색이 정서 처리에 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목 으로 실시되었다. 각 시행에서는 두 개의 생물형운

동자극이 화면 좌, 우에 동시에 제시되었고, 왼쪽의 자

극은 단서자극으로서 항상 흰색으로 제시되었다. 표

자극인 오른쪽의 자극은 빨강, 록, 흰색, 노란색의 네 

가지 색  하나의 색으로 제시되었다(Fig. 1).

Fig. 1. An example frame of the stimulus

참가자의 과제는 왼쪽의 단서자극에 비해서 오른쪽

의 표 자극이 나타내는 상 인 정서를 단하는 것

이었다. 시행 시작과 함께 화면 앙에 + 표시가 나타

났고, 참가자가 스페이스 키를 르면 곧이어 좌우 각 

5°의 치에 두 운동자극이 1 간 제시되었다. 두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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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작 종류는 각 시행에서 동일하 다. 왼쪽의 단서

자극은 분노, 행복, 립  한 가지의 정서를, 오른쪽

의 표 자극은 분노 는 행복  하나의 정서를 가지

고 있었으므로, 두 자극의 정서에 따른 조합은 6가지

다. 자극이 사라진 후 화면에 “오른쪽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다음 에 “1=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2=기

분이 좋아 보인다”, “3=왼쪽과 비슷하다”의 세 가지 선

택 항목이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이  한 가지를 키보

드에 지정된 키를 러 반응하 고 정확도와 반응시간

이 기록되었다. 행복/ 립 단서자극- 분노 표 자극 시

행의 경우 “1”번이 정답, 분노/ 립 단서자극-행복 표

자극 시행에서는 “2”번이 정답이며, 단서자극과 표

자극의 정서가 일치하는 경우 “3”번이 정답으로 기

록되었다. 각 시행의 반응에 한 피드백은 제공되지 

않았다. 총 시행 수는 표 자극이 향하는 방향(좌, 우) 

× 동작 종류(3) × 표 자극 색(4) × 표 자극 정서(3) 

× 반복(6)의 조합으로 도합 432시행이었고 216시행 후 

참가자가 원하는 만큼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흰색과 노란색의 표 자극 조건은 특정 정서 처리를 

진 는 억제하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 비교조건이었

다. 노란색 표  조건은 자극에 색이 더해진 것만으로 

흰색 조건과 차이가 발생하는 지를 찰하기 해 포

함되었다.

2.3.2. 정서 립자극을 이용한 비교과제

과제 2의 차는 세 가지 차이 을 제외하고 정서변

별과제(과제 1)와 동일하 다. 첫 번째 차이 은 동시

에 제시된 단서자극과 표 자극 모두 정서 립인 자

극이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표 자극의 색은 빨강, 

록, 흰색 의 한 가지 고 노란색은 제외되었다는 

이다. 마지막으로, 참가자의 과제는 정서변별과제와 

동일했으나 자극에는 특정 정서가 없었으므로 반응 시 

선택 문항에서 차이를 두었다. 즉, 참가자가 두 자극의 

정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반응을 했을 경우 정서

변별과제와 같이 단순히 정 는 부정의 반응을 선

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정서로의 편향을 보이

는지를 악하기 해 Ekman의 여섯 가지 기본 정서 

(Ekman et al., 1969) 에서 응답 가능성이 거의 없는 

‘ 오(disgust)’와 ‘놀람(surprise)’을 제외한 네 가지에 

해당하는 표 을 반응 선택지로 제시하 다. 자극이 사

라진 후 참가자는 반응선택화면의 “오른쪽의 기분이 

왼쪽에 비해서” 문구 아래에 제시된 “1=화가 나 보인

다”, “2=더 좋아 보인다”, “3=슬퍼 보인다”, “4=두려워 

보인다”, “5=비슷하다 (정답)” 에서 한 가지를 선택

하 다. 과제 2의 정확도는 체 시행  5번을 선택한 

비율로 계산되었다. 총 시행 수는 표 자극이 향하는 

방향(좌, 우) × 동작(3) × 표 자극 색(3) × 반복(8) 조합

으로 총 144시행이었고, 72 시행 후 참가자가 원하는 

만큼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Fig. 2. A schematic temporal structure of a single trial of the discrimination task. 

“Instruction” was given only in the first trials of the first and the second-half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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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3.1. 생물형운동자극의 정서변별과제

3.1.1. 정확도 

생물형운동자극의 정서 변별과제의 각 조건별 정확

도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 고, 주요 효과를 심으

로 Fig. 3에 그래 로 표시하 다. 정확도 자료에 하

여 표 자극의 색(빨강, 록, 흰색, 노랑), 단서자극정

서(분노, 행복, 립), 그리고 표 자극정서(분노, 행복)

를 변인으로 하는 4×3×2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시행하

다. 분산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표 자극의 색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3,144)=10.46, p<.01, 
=.18] (Fig. 3A). 사

후분석(Bonferroni)결과, 표 자극이 흰색일 때의 표

정서재인 정확도가 다른 색 조건에 비해 높았다

[ps<.02]. 록색과 노란색 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두 색

조건 모두에서 빨간색 조건보다 높은 정서재인 정확도

가 기록되었다[ps<.01]. 다음으로, 단서자극의 정서 종

류에 따른 주효과가 찰되었다[F(2,96)=74.69, p<.01, 


  = .61] (Fig. 3B). 사후분석 결과, 단서자극이 정서를 

가지는 시행에서 표 자극의 정서재인 정확도가 더 높

게 나타났으며[ps<.01], 단서자극정서 종류(분노 vs. 행

복)간 차이는 없었다. 단서자극이 정서 립인 경우는 

표 자극의 정서를 상 으로 단하는 데 더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변인 간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표 자극 색과 단

서자극정서 종류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6,288)=10.53, p<.01, 
  = .18]. Fig. 3C에서 보이듯, 

립자극 조건을 제외하고, 단서자극정서 종류에 따른 

정서재인 정확도 차이는 표 자극 색상이 흰색과 노란

색인 조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단서자극의 

정서가 ‘분노’ 을 때 빨간색 표 자극의 정서재인 정

확도는 낮아지고, 록색 표 자극의 정확도는 상

으로 더 높았다[t(48)=-3.81, p<.01]. 단서자극 정서가 

‘행복’일 때는 빨간색 표 자극의 정서재인 정확도가 

높고, 록색일 때 낮아졌다[t(48)=4.52, p<.01]. 단서

자극 정서(분노, 행복)-표 색(빨강, 록)의 2×2 분산

분석 결과 역시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나타내었다

[F(1,48)=21.71, p<.01, 
=.31. 다음으로, 표 자극의 

색과 표 자극 정서종류 간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하

다 [F(3,144)=20.24, p<.01, 
=.297, Fig. 3D]. 표 자극 

색이 빨간색일 때 ‘분노’정서에 한 정확도가 높았고 

‘행복’정서 재인 정확도가 낮았다. 반면 표 자극 색이 

록일 때, ‘분노’정서 정확도는 낮았고, ‘행복’정서 정

확도는 높았다. 즉, 표 자극 정서가 ‘분노’일 때 빨간

Table 1. Mean accuracy (SE) data from the emotion discrimination task (Task 1)

Target Color Target Emotion Cue Emotion

Angry Happy Neutral All

Red Angry 75.85(3.79) 73.13(3.11) 69.84(2.97) 72.94(1.68)

Happy 62.24(3.15) 87.64(2.43) 42.64(3.28) 64.17(2.22)

All 69.05(2.83) 80.38(1.62) 56.24(2.51) 68.56(1.75)

Green Angry 85.60(2.29) 58.16(3.24) 52.72(3.13) 65.49(2.23)

Happy 69.62(3.07) 87.64(2.13) 62.58(3.45) 73.28(1.80)

All 77.61(1.77) 72.90(1.94) 57.65(2.65) 69.38(1.77)

White Angry 93.88(1.39) 65.42(2.88) 61.56(3.10) 73.62(1.89)

Happy 65.42(3.15) 95.92(.81) 55.33(3.39) 72.22(1.93)

All 79.65(1.58) 80.67(1.39) 58.45(2.73) 72.92(1.72)

Yellow Angry 87.64(2.33) 63.83(2.88) 60.66(3.17) 70.71(1.99)

Happy 66.67(3.12) 88.32(2.30) 56.92(3.51) 70.63(1.98)

All 77.15(1.83) 76.08(1.78) 58.79(2.81) 70.67(1.77)

All Angry 85.74(2.07) 65.14(2.64) 61.19(2.74) 70.69(1.79)

Happy 65.98(2.86) 89.88(1.64) 54.37(3.07) 70.08(1.79)

 All 75.86(1.74) 77.51(1.44) 57.78(2.56) 70.3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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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표 과 록색 표  간 정확도 차이가 유의미했고

[t(48)=-5.72, p<.01], ‘행복’일 때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t(48)=3.58, p<.01], 그 상호작용 양상[F(1,48)=

42.45, p<.01, 
=.47]은 단서자극-표 자극 색 간 상호

작용 양상과는 반 다. 이 표 자극 색-표 자극정

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에서 언한 바와 일치한다. 

흰색 조건에서는 두 표 자극정서 간 정확도 차이가 

없었으며, 노란색 조건의 시행에서도 마찬가지 다. 다

음으로, 단서자극정서와 표 자극의 정서종류 간 유의

미한 상호작용[F(2,96)=39.17, p<.01, 
=.45]은 두 자

극의 정서가 일치할 때 표 자극의 재인정확도가 높고 

불일치할 때 낮음을 보여주었다. 단서자극이 정서 립

인 시행에서는 정확도가 더욱 낮아, 립자극과의 비교

는 상 으로 더 어려울 수 있음을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표 자극의 색상별로 단서자극정서와 

표 자극정서의 계를 살펴본 삼원상호작용 역시 유

Fig. 3. Accuracy data from the emotion discrimination task (Task 1). A: Target color, B: Cue 

emotion, C: Target color×Cue emotion, D: Target color×Target emotion, Ea~d : Cue emotion×

Target emotion×Target color. Error bar indicates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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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 다 [F(6,288)=17.73, p<.001, 
=.27]. Fig. 3Ea

와 Fig. 3Eb~d의 차이에서 보이듯이, 이는 빨간색의 

“분노”표 자극 조건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자극의 색이 록, 흰색, 노란색인 경우는 표 자극

정서와 단서자극정서간의 일치 는 불일치에 따라 정

서재인정확도가 달라졌으나, 빨간색 조건에서 분노 정

서 자극의 경우는 그에 계없이 거의 일정한 재인정

확도를 유지하 다. 즉, 빨간색으로 제시된 분노정서자

극은 단서자극의 속성에 별다른 향을 받지 않고 상

으로 높은 정서변별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

로 보인다. 

3.1.2. 반응시간

정확도 분석에서와 동일한 변인의 반복분산분석(표

자극 색×단서자극 정서×표 자극 정서)을 반응시간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하 다. 분석 결과, 주효과 에

서는 표 정서종류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미하여

[F(1,44)=13.012, p=.001, 
=.23], 분노정서자극에 

한 반응시간이 행복정서자극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외의 유의미한 주효과나 변인 간 상호작용효

과는 찰되지 않았다.

3.2. 정서 립 생물형운동을 이용한 비교과제 

정서 립자극만을 사용한 비교과제의 체 정답률

(두 자극의 정서가 서로 ‘비슷하다’를 선택한 비율)평

균은 45.39(SD 17.85)% 다. 정답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의 반응은 표 자극이 단서자극에 비해 특정 정서

를 더 가진다고 단한 오류 반응이었다(Table 2). 비교

과제에서 표 자극의 색 조건은 빨강, 록, 흰색의 세 

가지로 정서변별과제와 달리 노란색 조건이 제외되었

는데, 그 이유는 정서변별과제 시행과 비교과제 간 수 

일에서 수 주의 시간 인 차이가 있었고, 정서변별과제

에서 흰색과 노란색 조건 간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네 종류의 정서오반응(분노, 행복, 슬픔, 

두려움)과 표 자극 색 조건의 4×3 반복분산분석을 실

행한 결과, 표 자극 색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F(2,96)=29.75, p<.01, 
=.38]. 사후분석결과 빨강>

록>흰색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Bonferroni, 

ps<.05), 이는 표 자극이 빨간색일 때 오반응의 비율

이 가장 높았음을 가리킨다. 정서오반응 종류의 주효과

도 유의미하 다[F(3,144)=29.74, p<.01, 
=.38]. 표

자극이 단서자극에 비해 더 기분이 좋아 보인다는 반

응 비율이 다른 반응선택에 비해 높았다. 표 자극 색

과 정서오반응 간 상호작용도 유의미하 다[F(6,288)=

16.354, p<.01, 
=.254]. 록색과 흰색의 표 자극 조

건에서는 반응 양상이 서로 유사한 반면, 빨간색 조건

에서는 ‘기분이 더 좋아 보인다’는 반응 선택 비율이 

낮고, ‘화가 나 보인다’  ‘슬퍼 보인다’는 반응 비율이 

상 으로 더 높았다. 

추가로, 반응선택을 정(기분이 더 좋아 보인다)과 

부정(화가 나 보인다, 슬퍼 보인다, 두려워 보인다)으로 

분류하여 분산분석을 시행하 다 (Fig. 4B). 그 결과, 

정 오반응에 비해 부정정서 오반응 비율이 높게 나

타났다[F(1,48)=33.26, p<.01, 
=.41, 정 21.37(SE 

1.34), 부정 33.22 (SE 1.89)%]. 표 자극 색과 반응유형 

간 상호작용[F(2,96)=35.94, p<.01, 
=.43]은 Fig. 4B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 자극 색이 빨간색인 경우 부정 

정서로의 오반응 비율이 높고, 정 정서 오반응 비율

Table 2. False emotional response rates and reaction times in emotionally neutral color-task(Task 2)

Target color Response Angrier Happier More sad More scared All

Red % 17.68(2.54) 14.58(1.49) 16.49(1.52) 12.24(1.20) 15.25(.71)

RT (sec) 1.43(.09) 1.38(.13) 1.89(.13) 1.69(.14) 1.60(.09)

Green 6.42(.71) 27.81(2.34) 12.33(1.25) 7.1(.91) 13.41(.69)

1.78(.14) 1.28(.09) 1.55(.12) 1.46(.12) 1.52(.08)

White 8.16(.82) 21.72(1.29) 12.24(1.22) 6.97(.79) 12.28(.62)

1.62(.12) 1.33(.10) 1.89(.13) 1.77(.16) 1.65(.09)

All 10.75(.97) 21.37(1.34) 13.69(1.16) 8.77(.79) 13.65(.64)

1.61(.09) 1.33(.09) 1.78(.11) 1.64(.09) 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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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았으나, 록색과 흰색 표 자극 조건에서는 

정, 부정 정서반응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응시간의 경우 정서 오반응 종류의 주효과가 유의

미하여[F(3,114)=8.72, p<.01, 
=.19], 표 자극이 단

서자극보다 ‘더 기분 좋아 보인다’는 반응시간이 다른 

오반응에 비해 짧았다. 표 자극 색과의 상호작용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F(6,228)=2.50, p=.02, 
=.06], ‘분

노’ 오반응의 반응시간은 표 자극색이 빨간색일 때 

짧고, 록색일 때 긴 양상을 나타내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생물형운동자극에 내포된 정서정보

의 처리 과정에서, 정서 변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효과를 찰하 다. 본 연구에서의 주 변

인이라 할 수 있는 표 자극의 색이 정서의 재인 과정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고, 한, 두 자극 간의 상호

작용, 즉 정서를 포함하거나 정서 립인 단서자극과의 

비교를 통해 표 자극의 정서 변별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해, 정서를 가진 네 

가지 색의 표 자극을 정서포함 는 정서 립인 단서

자극과 함께 제시하여 정서를 변별하도록 하는 과제와 

(과제 1), 정서 립인 자극만을 단서  표 자극으로 

사용하여, 표 자극 색에 따른 특정 반응 편향 여부를 

찰한 과제(과제 2)가 실행되었다. 그 결과, 생물형운

동자극에 내포된 정서정보를 재인하는데 있어 사회  

맥락을 제공하는 단서자극  그에 포함된 정서의 종

류, 그리고 표 자극의 색에 따라 특정 정서의 처리가 

더욱 진되거나 는 억제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각 과제의 세부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4.1. 생물형운동자극 정서변별과제의 결과

정서변별과제의 자료 분석 결과, 먼  표 자극의 

색에 따른 정서재인 정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 

기술했듯, 단서자극은 항상 흰색으로 제시되었고, 표

자극은 빨강, 록, 흰색, 노란색의 네 가지 조건에 따

라 제시되었다. 사후분석 결과는 표 자극이 흰색일 때 

표 자극 정서 재인 정확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록색과 노란색이 서로 유사하며, 빨간색 표 에 한 

정확도가 가장 낮음을 보여주었다. 이 효과는 비교와 

표 자극이 모두 흰색인 경우에 비해서, 표 자극에 색

이 더해진 경우는 표 자극의 정서 처리에 향이 있

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색깔이 표 자극의 정서를 

더욱 부각시켰거나 는 억제했거나 어느 경우든 자극 

간 상  비교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작용했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단서자극의 정서 포함 여부에 따라 표

자극의 정서 변별 정확도가 달라지는 효과가 찰되었

Fig. 4. Response in the emotionally neutral color-task (Task 2). A: False emotional response for each

choice of emotion. B: Replotted response rates for positive (happy) vs. negative (angry, sad, and 

scared) emotional choices. Error bar indicates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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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참가자들은 정서 립인 단서자극과 비교하여 

표 자극의 상 인 정서를 변별하는 것을 어려워한 

반면, 단서자극이 정서를 포함할 경우 표 자극의 정서 

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단서자극과 표 자

극 정서 종류 간 상호작용 역시 추가로 찰되었는데, 

두 자극의 정서가 일치하는 경우에 표 자극 정서변별 

정확도가 높았고, 불일치하는 시행에서는 낮았다. 그러

나 두 경우 모두 립인 단서자극과 비교하는 조건에 

비해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 다. 이 결과는 생물형운동

의 정서 처리과정이 주변자극(인물)의 정서 정보에 따

라 진될 수 있고, 일치하는 정서일 때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와 표 자극의 색에 따라 표 자극 정서변별 정

확도가 달라지는 상호작용도 찰되었는데, 단서자극

의 정서 는 표 자극의 정서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

타났다. 단서자극과 표 자극 색 간 상호작용을 보면, 

단서자극 정서가 ‘분노’일 때 빨간색 표 자극의 정서

변별 정확도가 떨어지고, 록색 표 자극에 한 정확

도는 상 으로 더 높았다. 조 으로, 단서자극 정

서가 ‘행복’인 경우 빨간색의 표 자극에 한 정확도

가 높고, 록색 표 자극에 한 정확도가 낮아졌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긴 어려우나, 특정 색과 특정 

정서 간 연합 계, 즉 단서자극의 정서와 표 자극의 

색 간에 강한 연합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빨간색과 록색이 가질 수 있는 부정 , 정  

편향이 각각 단서자극의 부정 , 정  정서와 연합하

고, 표  정서의 단에는 자원의 할당이 상 으로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흰색 조건과 노란색 표

자극 조건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찰되지 않았던 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를 들어 부

정  단서자극 정서와 빨간색 표 자극이 제시된 경우 

일종의 정서-색 일치효과가 발생하여 색의 억제가 어

려워짐에 따라 표 자극 정서처리가 방해를 받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반면, 표 자극의 색과 표 자극 자체의 정서 간 상

호작용의 양상은 단서자극정서와 표 자극 색 간 상호

작용과는 조 이었다. 즉, ‘분노’정서 표 자극이 빨

간색일 때와 ‘행복’정서자극이 록색일 때 정서변별 

정확도가 높았고, 그 반 의 조합인 경우 정확도가 낮

았다. 이 경우에도 흰색과 노란색 조건에서는 정확도의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의 측에 부

합하는 결과이며, 빨간색과 부정  정서(분노), 록색

과 정  정서(행복)간에 진  계가 있음을 시사

한다. 한, 자극에 단순히 색(노란색)을 더한 것은 정

서변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보여 다. 

마지막으로, 단서자극 정서와 표 자극 정서, 그리

고 표 자극 색 간의 3원 상호작용을 통해 추가 인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표 자극의 색이 흰색, 노

란색인 조건, 그리고 록색인 조건에서도 에 기술한 

것처럼 단서자극과 표 자극의 정서가 서로 일치할 때 

높은 정확도가, 불일치할 때 낮은 정확도가 기록되었

다. 그러나 표 자극의 정서가 ‘분노’이면서 빨간색으

로 제시된 특정한 조건에서는 표 자극의 정서 변별 

정확도가 단서자극의 정서 종류에 계없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즉, ‘분노’정서와 빨간색이 결합되는 경

우 정서의 진 뿐 아니라, 주변 자극 내지 사회  맥락

에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빨간색이 

생물형운동자극 내 분노 정서가 안정 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나,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Fig. 3Ea와 3Eb,c,d의 비교에서 보이

듯이, 단서자극 정서가 ‘분노’인 조건에서 빨간색 표

의 ‘분노’ 변별 정확도는(Fig. 3Ea 왼쪽 검은 원 표시) 

다른 색 조건에서의 ‘분노’변별 정확도(Fig. 3Eb,c,d 왼

쪽 검은 원 표시)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다. ‘분

노’단서자극과 ‘분노’표 자극이 제시된 시행에서의 

정반응은 ‘두 자극의 정서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런

데, 표 자극이 빨간색인 경우 정확도가 더 낮았다는 

것은 참가자가 표 자극의 정서를 단서자극에 비해 더

욱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는 ‘기분이 좋아 보인다’

라고 반응했음을 가리킨다. 이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라고 반응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결국 빨간색은 표 자극에 내포된 분노정서를 더욱 

진하는 작용을 하여 오히려 오반응을 유도했을 수 있

다. 이러한 진효과는 단서자극이 다른 정서 는 

립일 때에는 단서-표  간 조를 크게 할 수 있으므로 

더 정확한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실

제로 찰된 결과도 이와 일치하 다 (표 자극이 분

노, 단서자극이 행복, 립인 경우 Fig. 3Ea에서의 정확

도가 나머지에 비해 높다). 즉, 빨간색이 ‘분노’ 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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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할 경우 정서 처리를 더욱 진하여, 그 결과 같은 

정서를 가진 자극과의 비교에서는 상 인 단 오류

를, 다른 정서 자극과의 비교에서는 조 효과를 높여 

정확도를 높인다고 추정된다. 

요약하면, 정서변별과제(과제 1)에서는 연구 가설에

서 측한 로, 빨간색과 록색은 각각 특정 정서와의 

상호작용이 찰되었다. 록색의 경우 정정서(행복)

의 처리를 진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보 으나, 립색 

조건(흰색, 노란색)과의 비교에서 빨간색 조건만큼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빨간색의 경우 분노 정서와 

결합되어 다른 조건에 비해 차이가 큰 결과를 보 다.

4.2. 정서 립자극을 사용한 비교과제의 결과

정서 립자극만을 이용한 비교과제(과제2)의 정답률

은 표 자극이 흰색일 때 가장 높았고, 록색과 빨간색 

순으로 낮아졌다. 이 결과는, 빨간색 는 록색이 정

서 립자극에 더해진 경우, 참가자는 흰색 자극에 비해 

정서가 있다는 오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빨간색 조건에서 더 강했음을 보여 다. 록색 조건에

서는 총 오반응 빈도는 흰색 조건보다 높았지만, 정서 

오반응(분노, 행복, 슬픔, 두려움) 선택의 분포는 두 조

건이 유사하 다. 반면, 빨간색 조건에서는 체 오반응 

빈도도 가장 높았고, 각 정서반응 선택의 빈도 차이도 

크지 않아, 록과 흰색 조건에 비해 상 으로 ‘분노’ 

선택 비율이 높고 ‘행복’선택 비율이 낮은 결과가 찰

되었다. 요약하면, 정서 립자극을 사용한 비교과제에

서도 자극의 색깔이 정서처리과정의 편향을 일으킨 것

으로 보이며, 이 효과는 실제 정서와 결합되었을 때 (과

제 1) 더욱 강한 효과를 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실험 과제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서 을 두었던 색 조건의 경우, 빨간색은 생물

형운동자극에 더해졌을 때 자극에 내포된 분노 정서의 

처리를 더욱 진했을 뿐 아니라, 정서 립인 자극에

서도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가가 존재한다고 단하

는 편향을 일으켰다. 반면, 록색의 경우 그 효과가 

빨간색과 비교했을 때 다소 제한 이었다. 생물형운동

자극에 정정서(행복)가 내포된 경우, 정서 처리를 

진하는 효과를 보 지만, 정서 립인 자극에 해서는 

흰색의 자극조건과 비교해 특정한 편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한, 단서자극의 존재  내포된 정서가도 표

자극의 정서 처리에 향을 미치는 맥락정보를 제공

한 것으로 분석된다. 단서자극 정서와 표 자극 정서의 

일치 는 불일치에 따라 표 자극의 정서 변별 정확

도가 달라졌고, 단서자극의 정서가 립인 경우는 표

자극 정서의 재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찰되었

기 때문이다. 단, 빨간색과 분노정서 표 자극은 단서

자극에 큰 향을 받지 않는 강한 연합을 보여주었다.

4.3. 종합논의  요약

생물형운동자극을 이용한 연구들은 자극 내 사회 /

정서  정보 포함 여부에 따라 생물형운동의 지각처리

과정이 진될 수 있음을 밝혔다(Manera et al., 2010; 

Marsh et al., 2009; Neri et al., 2006). 를 들어, 둘 

이상의 생물형운동자극이 있을 때 한 운동자극의 행

(action)는 다른 하나의 행 에 한 측 근거가 될 수 

있고(Marsh et al, 2009), 자극들의 움직임이 상호작용

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방해자극 속에서도 자극들의 

탐지율이 상승한다(Manera et al., 2010). 이들 선행연구

와 달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물형운동자극(단서자

극, 표 자극)은 동일한 종류의 동작을 동시에 표 했

지만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자극에 동

일한 는 조되는 정서를 용함으로써, 동작 간 상

호작용 외 정서 인 측면에서의 사회  맥락을 제공하

고, 이러한 맥락의 효과를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더해 

추가로 찰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색 조건에 따른 정서처리의 경우, 다수의 선행

연구들(e.g. Elliot & Maier, 2012; Feltman & Elliot, 

2011; Young et al., 2013)에서 색과 특정 정서들 간의 

연합을 보고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색에 

따라 생물형운동자극에 내포된 특정 정서의 처리과정

이 향 받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빨간색과 부정  정

서, 록색과 정 정서 간의 강한 연합을 상하 고 

주요 결과는 가설의 측에 부합하 다. 다만, 노란색

의 경우도 즐거움(joy)과 쉽게 연합된다는 주장(Burkitt 

& Sheppard, 2014; Dael et al., 2015)을 근거로, 일정 

수 의 정 정서 연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으

나 결과는 그 지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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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에서 측한 로 주변

자극과의 맥락  색 정보가 정서 정보의 처리에 향

을 미친다는 을 확인하 고, 둘째, 그러한 색의 효과

는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색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

는 이다. 셋째, 특히 빨간색의 효과가 강한 것으로 

찰되었다. 실험 결과에서 록색의 효과가 빨간색만

큼 뚜렷하지 않았던 이유  하나로는 립정서 단서

자극과 행복정서 단서자극 시행 간 수행 차이가 크지 

않았던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

구들(Diener & Diener, 1996; Lee & Kim, 2017, 2018b)

에서도 찰되었는데,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우나, 

일상에서 사람들은 정정서 표 을 하는 경우가 더 

많고 (Diener & Diener, 1996), 사회  응과 련해 

정정서는 빠르게, 모호한 정서는 정 으로 처리하

려는 경향(Becker et al., 2011)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특성이 본 실험에서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4.4. 제한   후속연구 제안

본 실험의 제한  가운데 하나로 과제 2의 반응선택

지 표 을 언 하고자 한다. 과제 2의 반응 선택  

정 반응 선택은 ‘더 좋아 보인다’로 제시된 반면, 부정 

선택 반응은 ‘더’ 없이 ‘화가 나 보인다’, ‘슬퍼 보인다’

등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반응 선택의 표  차이에 

따라 반응의 편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

으나, 실험 지시문은 단서자극과 표 자극의 비교를 명

확히 요구하 고, 모든 반응선택이 동시에 제시되었으

므로 표  차이에 의한 향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그러나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추후에는 정 표  자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의 개

선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실험에서 특히 빨간색과 부정  정서

와의 결합이 강하면서도 맥락에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찰되었으나, 해석의 범 는 여 히 제한 인 측면이 

있으며, 얼굴이나 생물형운동자극과 같은 사회  자극

처리에서 색과 정서 간 계에 해서는 보다 심화된 

찰이 필요할 것이다. 서론에서도 언 했듯이, 빨간색

은 부정  정서와의 연결(Kuhbandner & Pekrun, 2013; 

Moller et al., 2009) 뿐 아니라, 사랑이나 낭만, 열정과 

같은 감정  정서와의 연합도 자주 보고되어 왔다

(Aslam, 2006; Deschner et al., 2004). 그러므로, 빨간색

의 경우 과제 속에서 이러한 정서 처리에 어떤 향을 

미치는 지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Elliot와 

Maier(2012)의 색-맥락 이론(color-context theory)에 따

르면 동일한 색이라도 맥락에 따라 행동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

양하고 정교한 자극 간 상호작용을 제시하고, 다양한 

색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 

를 들어, 본 실험의 노란색 조건에서는 별다른 효과

를 찾지 못했으나, 최근 연구에서 거주하는 국가의 기

후에 따라 노란색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

라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Jonauskaite et al., 2019).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기능  정서 문제를 보이는 

병리 집단의 특성 연구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불안 장애 는 고불안 성향자들은 부정  자극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본 실험

에서 사용된 과제에서 더 강한 빨간색의 효과로 나타

날 가능성이 있다. 한, 조 병 환자들의 경우 공감능

력이 제한되고 마음이론(theory of mind)능력의 손상을 

보인다는 에 근거하여, 색 정보와 생물형운동자극의 

결합에 따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 인 얼굴자극을 주로 사용한 기존 

연구결과들에 더하여 정서를 지닌 생물형운동자극으로 

신체 반의 동 인 움직임을 제시하여 정서 련 연구

에 생물형운동자극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 고, 

자극을 으로 제시함으로써 형성된 맥락 속에서의 표

자극 정서 처리를 양상을 찰하 다. , 여기에 더

해진 색 정보가 정서 처리 과정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를 구체 으로 확인하 다. 본 실험 결과에 따른 상기 

후속 제안 연구의 실행을 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자극 

추가  실험 설계의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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