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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간의 타인종 얼굴에 대한

ERP 요소의 흥분성 조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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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인종의 얼굴 인식에 대한 연구는 지각, 정서, 사회문화적인 과정 등 다양한 수준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

히, “다른 인종 효과(other race effect, ORE)”와 관련된 많은 수의 연구들에서, 신원이나 정서와 같은 얼굴에 대한 

미묘한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른 인종’이라는 인종적인 요소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

종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인종의 얼굴에 대한 인지적인 조절로 ORE를 설명하려는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다른 인종의 얼굴을 처리함에 있어서 생소하기(낯설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인 작용 여부를 사건관련전

위(event-related potential, ERP)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22명의 한국인과 9명의 백인에게 한국인과 백인의 정서가 

표현된 얼굴사진을 보여주면서 성별 분류과제를 수행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백인의 얼굴 사진에 대하여 한국인의 

얼굴 사진보다 더 증가된 P3 전위 값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자극 인식 초기 과정에서 다른 인종의 

얼굴 사진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백인들은 한국인의 얼굴 사진을 보

았을 때 증가된 P3 전위 값을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도 실험에 참여한 백인들의 경우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많

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국인 얼굴에 대하여 탈민감화 되어 한국인의 얼굴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인종의 얼굴은 자동적으로 주의를 끌어당기는 높은 각성수준을 갖

는 현저한 자극이지만, 반복적인 노출만으로도 탈민감화 되어 타인종의 얼굴에 대한 각성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 사건 련 (ERP), 다른 인종 효과(ORE), 얼굴, 생소함(낯설음),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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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요소이다(Haxby et al., 2002). 사람들은 이러

한 얼굴에 대한 인식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활용하며, 성장하면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용하게 된다(Harrison et al., 2020).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굴을 인

식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을 인식할 때 얼굴을 전체적으

로 인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Farah et al., 2018). Farah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얼

굴 인식은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는데, 눈이나 코 등 얼굴의 부분을 인식하는 과정과 인식된 부

분을 하나의 얼굴로 합치는 과정이 그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얼굴을 인식할 때, 눈이나 코나 

입 등 얼굴의 부분과 부분을 조합해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며 이

러한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얼굴 전체를 하나로 인식하는 과

정은 인식 대상인 얼굴이 내집단 얼굴인지 외집단 얼굴인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영향을 받는다

(Harrison et al., 2020).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데, 인종적인 요소는 

요즘의 다문화와 세계화시대에 집단을 구분 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Fu et al., 2012). 그리고 

이러한 인종적인 요인은 얼굴 인식에도 영향을 주는데, 사람들은 타인종(외집단)의 얼굴을 처리

할 때보다 동일인종(내집단)의 얼굴을 처리할 때 눈이나 코나 입 등 얼굴의 부분을 더욱 집중해

서 오래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Zhao & Bentin, 2011), 동일인종(내집단)과 타인종(외집단) 얼굴

을 구분할 때 타인종(외집단)의 얼굴을 더 빠르게 분류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타인종 효과(other 

race effect, ORE)라고 부른다(Caldara et al., 2004).

ORE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지된 한 가지 가설은 ORE가 

학습된 인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Greenwald et al., 1998). 암묵적 

연상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이용한 인종관련 연구에서 미국흑인이 미국백인에 비해서 

더 부정적인 자극과 암묵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Dasgupta et al., 2000). 그리고 

Lieberman과 그의 동료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미국백인의 얼굴을 보여주었을 때보다 미국흑인의 

얼굴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편도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을 fMRI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Lieberman et al., 2005). 편도체는 인간과 동물에 있어서 위협자극, 특히 학습된 위협 자극을 처리

하는 중추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LeDoux, 2000; Yang et al., 2002), 미국흑인의 얼굴사진을 보

여주었을 때 편도체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미국흑인의 얼굴이 연구참여자에게 잠재적인 

위협자극으로 인식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흑인의 얼굴이 위협자극으로 인식되는 

것은 인종적인 편견 때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타인종의 얼굴이 잠재적인 위협자극으

로 인식되기 때문에 ORE가 나타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한점이 따른다.

또 하나의 ORE에 대한 가능한 설명은 생소한 자극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택적인 주의편향이

다(Bradley, 2009; Friedman et al., 2001). 한국의 경우 인종적인 혼합 비율이 낮아서1) 타인종의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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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소한 자극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한국인의 

얼굴 보다 타인종의 얼굴에 대해서 더욱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가설의 경우 앞 문단에서 설

명된 ORE를 학습된 인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설명하려는 입장과 상충되지 않는다. 왜

냐하면 주의와 학습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ORE를 보면, 학습된 타인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은 소거와 유사한 과정을 이용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Chance & Goldstein, 1996).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백인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얼굴사진과 백인의 얼굴사진을 보여주면서 성별분류과제를 시행하였다. 기존 연구결과

를 보면, 한국인의 경우 백인 얼굴사진의 성별을 더욱 빨린 분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백인의 경

우 한국인 얼굴사진의 성별을 더욱 빨리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ORE의 기본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타인종 얼굴의 생소함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선택적인 주

의편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건관련전위(event related potential, ERP) 중 P3 요소를 성별과제를 수

행하면서 측정하였다. ERP 중 P3 요소를 측정한 이유는, 많은 수의 연구들이 노출된 자극인 생

소하거나 낯설고, 또는 낮은 빈도로 제시하였을 때 P3 요소의 전위값이 증가한다는 일치된 결과

를 얻었기 때문에다(Luck & Ford, 1998; Nasman & Rosenfeld, 1990). 그리고 연구참여자로 외국인 

중 백인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기존 한국 대학생들의 외국인에 대한 선호태도에 대한 연구

결과, 흑인과 동남아시아 외국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백인에 대해서는 그렇

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종에 대한 선택적인 주의편향을 분석하기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

문이다(Row & Jeong, 2008).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22명의 한국인 연구참여자(남성 11명, 여성 11명, 평균연령 23.3세, 평균 해외 거주기간 4.18개

월, 0개월-14개월)과 9명의 백인 연구참여자(남성 4명, 여성 5명, 평균연령 23.4세, 평균 한국 거

주기간 14.4개월, 12개월-60개월 사이)을 대상으로 실험하였고,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시력에 이상

이 없어 시각자극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었다.

1) 2020년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 총 외국인 인구 비율은 3.928%이고, 총 외국인 중 아시아계가 86.275%

(총 인구대비 3.389%)이고 비 아시아계는 13.725%(총 인구대비 0.53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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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극

실험에 사용된 얼굴 사진은 정면 사진을 사용하였고, 눈의 위치에 맞추어 사진을 조정하였다. 

한국인 사진(남성 10명, 여성 10명)은 고려대학교 얼굴표정 모음집(KUFEC, Kim et al., 2011))에서 

선택하였고, 백인 사진(남성 10명, 여성 10명)은 Karolinska Directed Emotional Faces(Lundqvist et al., 

1998)에서 선택하였다. 7가지 정서를 표현한 사진(anger, disgust, fear, happiness, neutral, sadness and 

surprise)을 선택하였고, 모든 사진의 회색조로 변경하고 명도를 동일하게 조정하였다. 사진의 크

기는 227×269 픽셀로 조정하고 얼굴을 제외한 다른 부분(어깨, 머리, 옷 등)은 제거하였다(그림 1 

참조). 연구참여자와 자극제시 화면 사이의 거리는 60cm였고 시각(visual anlgle)은 5.75°× 6.65° 였

다. 모든 자극은 인종적인 요소나 정서적인 요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120ms로 짧게 제시되

었다.

(그림 1) 7가지 정서를 표 한 한국인과 백인 얼굴 사진

실험 차

연구참여자들은 실험 중에 성별분류과제를 시행하였고,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지시받았다. 한국인과 백인으로 구성된 7가지 정서가 표현된 남자와 여자의 사진(그림 1 참조) 

560장에 대하여 2개의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르는 방식으로 성별을 구분하였다. 전체 실험은 총 

560시행으로 이루어졌고, 하나의 시행은 총 3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연구참여자가 

제시되는 얼굴 사진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검은 바탕화면에 흰색 ‘+’ 모양을 16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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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ms 또는 2000ms 동안 얼굴 사진이 제시되기 전에 화면에 보여주었다. 두 번째 단계로 얼굴 

사진은 120ms로 짧게 제시하였고, 세 번째 단계로 사진이 제시된 후 1000ms 동안 검은 화면이 

제시되며 그 시간 동안 성별을 구분하여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하였다. 모든 얼굴 사진은 

1280×1024 pixel의 검은 바탕화면 중앙에 제시되었다.

뇌  기록(electroencephalography, EEG recording)

표준형 Ag/AgCl 전극을 사용하여 10-20 국제표준(Klem et al., 1999)을 따라서 13곳(FZ, CZ, PZ, 

C3, C4, P3, P4, T3, T4, T5, T6, O1 and O2)에 전극을 부착하였다. 레퍼런스 전극은 좌우 귓불에

서 기록하였고 기록이 끝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균 레퍼런스를 참조한 전위값을 산출하였다. 

그라운드 전극은 이마에 부착하였고, 안전위도(electrooculogram, EOG)를 기록하기 위해서 오른쪽 

눈의 눈둘레근(안륜근)의 바깥쪽과 아래쪽에 전극을 부착하였다. 전극의 임피던스(impedances) 10

㏀이하로 유지하였고, 실험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에서 뇌전위(EEG)를 기록하였다. 기록된 EEG는 

Grass model 12(Grass-instrument Co., MA)를 이용하여 20,000배 증폭하고, 0.01-100Hz의 밴드패스

(bandpass) 필터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였다. EEG 신호는 NI PCI-6024E A/D converter(National 

instruments Co., TX)를 이용하여 500Hz로 샘플링 레이트(sampling rate) 주파수를 고정하여 디지털

화하였다.

분석방법

연구참여자들이 제시된 얼굴자극의 성별을 분류하는데 까지 소요된 반응시간과 얼굴자극 사

진에 노출되었을 때 측정된 뇌전위(EEG)는 정서에 따라 분류 하지 않고 모든 시행을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류과제에서 오답한 시행의 반응시간 및 EEG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EG는 소

프트웨어를 이용하여 256Hz로 샘플링 레이트 주파수를 조정하하여 0.01Hz-30Hz 밴드패스 필터

(bandpass filter)와 60Hz 노치필터(notch filter)를 이용하여 잡음을 제거하였다. 사건관련전위

(event-related potetial, ERP) 분석구간은 자극 시작 전 200ms를 기저선(baseline)으로, 자극제시 후 

1,000ms를 EEG기록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총 1,200ms의 분석구간에 대해서 기저선을 기준으로 

전위값을 교정하였다. P3 요소는 Pz 지점(두정엽 부분)에서 측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의 편향

과 연관된 P3 요소의 전위값이 Pz 지점에서 가장 크게 기록된다고 알려져있기 때문이다(Romero 

& Polich, 1996). P3 전위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51ms 윈도우로 이동평균을 산출하여 기저선을 기

준으로 250ms-800ms 사이의 최대값을 P3값(base-to-peak)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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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반응시간

한국인 연구참여자와 백인 연구참여자 모두 성별구분과제에서 한국인의 얼굴사진보다 백인의 

얼굴사진을 더 빠르게 분류하였다(F(1, 21) = 20.02866, p < .001, Figure 2a; F(1, 8) = 12.20175, p 

< .01, Figure 2b).

(그림 2) 한국인과 백인 연구참여자의 성별분류과제 시행에 소요된 반응시간(*: p<.05). a. 한국인의 경우 

성별분류과제에서 백인의 얼굴사진을 한국인의 얼굴사진보다 더 빨리 분류하 다. b. 백인의 경우도 성별분

류과제에서 백인의 얼굴사진을 한국인의 얼굴사진보다 더 빨리 분류하 다.

P3 요소 값

한국인 연구참여자는 한국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보다, 백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더 

큰 P3 요소 전위값을 보였다(F(1, 21) = 15.928, p < .001) (그림 3a & b). 반면에 백인 연구참여

자의 경우 한국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와 백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보인 P3 요소 전위

값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 8) = 1.46E-05, p > .05, 그림 3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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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Pz 지 에서 측정된 한국인과 백인 연구참여자의 P3 요소 값(*: p<.05; ***: p<.001) 

a&b. 한국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국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보다 백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더 큰 

P3 요소 값을 보 다. c&d. 백인의 경우 한국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와 백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값의 통계 인 차이가 없었다.

논  의

행동결과

실험 전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인 연구참여자와 백인 연구참여자 모두 백인 얼굴사진의 성별

을 더욱 빠르게 구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형태학적으로 보았을 때 백인 얼굴사진의 성별 특징

(코의 크기나 이마의 넓이, 광대뼈의 형태 등)이 더욱 뚜렷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Enlow & 

Mark, 1996). 백인의 얼굴 특징을 보면, 백인 남성의 얼굴은 돌출된 코와 발달된 광대뼈 등 백인 

여성의 얼굴보다 더욱 입체적이지만, 한국인의 얼굴은 남성과 여성의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며, 한국인의 얼굴이 백인의 얼굴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평편하고 납작하다(Song et al., 2003). 

또한 사람들이 타인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눈, 코, 귀 등과 같은 얼굴의 여러 부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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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눈 주변을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Tanaka & Farah, 1993). 최근 아시아

인과 독일학생들의 얼굴인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인종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도 눈 주변을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아시아인의 눈 주변에는 몽고주름이라

고 부르는 해부학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고, 백인에 비해서 눈 주변이 상대적으로 평편하다

(Bülthoff et al., 2021). 따라서 이러한 형태학적인 특징 때문에 한국인 연구참여자와 백인 연구참

여자 모두 성별분류과제에서 백인 얼굴사진의 성별을 더욱 빠르게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ERP 결과

한국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국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보다 백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더욱 증가된 P3 요소 전위값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타인종인 

백인의 얼굴사진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의를 기울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때는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백인의 얼굴사진을 부정적인 정서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주의를 기울였다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백인의 얼굴사진이 낯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해석이 그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된 원인을 

백인의 얼굴(타인종의 얼굴)이 낯설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연구결과, 한국인 학생의 경우 백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종선호도를 보인 것처럼 한

국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백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종선호도를 갖고 있지 않다(Row & Jeong, 

2008). 또한 2020년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 총 외국인 인구 비율은 3.928%이고, 총 외국인 중 아

시아계가 86.275%(총 인구대비 3.389%)이고 비 아시아계는 13.725%(총 인구대비 0.539%)이며, 비 

아시아계 중에서도 백인의 비중은 전체인구의 0.1%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하게 중국인 대학생의 경우 백인의 얼굴사진을 보

았을 때 아시안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보다 증가된 P3 요소 전위값을 보였다(Lv et al., 201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한국인 연구참여자가 백인 얼굴사진에 대해여 더욱 증가된 P3 요소 

전위값을 보인 이유는, P3 요소의 전위값은 낯설거나 생소한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증가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Luck & Ford, 1998), 백인의 얼굴사진이 낯설고 생소해서 백인의 얼

굴사진에 주의를 더욱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흥미롭게도, 한국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동일인종(한국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보다 타인종

(백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P3 요소의 전위값이 증가한 반면, 백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동일

인종(백인)과 타인종(한국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P3 요소의 전위값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백인의 경우 동일인종과 타인종에 대한 얼굴사진에 유사한 정도

의 주의를 기울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인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빈번하게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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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얼굴에 노출이 되어서 더 이상 한국인의 얼굴이 낯설거나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한

국인과 백인의 주의편향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백인의 경우 한

국 체류기간이 최소 1년이었고 평균적으로 1.2년을 거주하였기 때문에, 다른 서양 국가에 거주

하는 백인들에 비하여 훨씬 더 자주 한국인의 얼굴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반복적인 노출 때문에 

백인 연구참여자의 한국인 얼굴사진에 대한 낯설음이나 생소함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존의 반복노출과 관련된 연구에서 복잡하고 생소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그 복잡함과 

생소함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이 낮아지는 것으로 타나났고 (Goldstein & Chance, 1971), 일반적으

로 낯설고 생소한 시각 또는 청각 자극이라도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면 P3 요소의 전위값이 감

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Bruin, 2000; Cycowicz et al., 1996). 또한 아시안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유럽에 거주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백인의 정서표현 사진에 대한 편도체의 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Derntl et al., 2009). 따라서 백인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인 

얼굴에 대해서 빈번하게 노출이 되었고, 빈번한 노출로 인하여 생소하거나 낯설기 때문에 나타

날 수 있는 주의편향이 감소하여 동일인종(백인)과 타인종(한국인)에 대해서 유사한 P3 전위값을 

보였다고 본 연구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실험 전에 예상했듯이, 한국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타인종(백인)의 얼굴사진에 대한 성별을 더

욱 빠르게 구분하고, 타인종(백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P3 요소 전위값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타인종효과(ORE)를 보였다. 반면에 백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동일인종(백인)의 얼굴사진에 대한 

성별을 더욱 빠르게 구분하였고, 타인종(한국인)과 동일인종(백인)의 얼굴사진을 보았을 때 P3 요

소 전위값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등 전형적인 ORE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한국인 연구참여자와 백인 연구참여자 사이의 경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 연

구참여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타인종(백인)을 대면할 기회나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백인 연구참여자보다 낮지만, 백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타인종(한국인)을 대면할 기회와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한국인 연구참여자보다 상대적으

로 높다. 다시 말하면 백인 연구참여자의 경우, 타인종(한국인)과 지속적인 직접 대면이 이루어

지면서 타인종에 대한 낯설음이나 생소함이 탈민감화되어 ORE가 감소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ORE가 단순히 인종적인 편견이나 사회적인 편견과 같은 단일 원인으

로만 형성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편견들도 ORE가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타인종에 대한 낯설음이나 생소함 또한 ORE가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려면 단기간 한국에 거주한 외국인 및 장기간 해외에 거주한 한

국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실험을 통해서 거주기간에 따른 타인종 얼굴에 대한 탈민감화의 효과

를 보다 명확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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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p-regulation of an ERP component toward racial-outgroup

faces in Koreans but not in non-Korean visitors

  Hyuk Kim1)     Kang-hee Lee2)     Hyun-Taek Kim1)     June-Seek Choi1)

1)School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Seoul, Republic of Korea, 02841
2)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Bundang Hospital, Seongnam,

Republic of Korea

Facial processing of different racial origin has been investigated at various levels including perceptual, 

emotional, and socio-cultural processing. Particularly, a good deal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show “other race effect (ORE)” to indicate that subtle facial information such as identity or emotional 

expressions are often under-processed in racial out-group members.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whether attentional modulation toward racial out-group faces could explain ORE. We investigated whether 

novelty-driven attentional mechanism is involved in face perception using event-related potential (ERP). 

Twenty-two Korean (KR) and nine Caucasian-American (AM)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emotional 

faces from the two racial origins while they performed a gender categorization task. KRs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P3 amplitudes to AM than to KR faces indicating that the early attentional processing 

underlies differential perception of racial out-group faces. Interestingly, P3 was not up-regulated in the AM 

subjects when they were presented with KR faces, perhaps due to massive habituation to KR faces during 

everyday social interac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acial out-group faces are highly salient stimuli which 

automatically occupy attentional resources, but easily habituated with repeated exposure to the racial-out 

group.

Key words : ERP, other race effect (ORE), face, novelty, P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