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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범주 응집성이 

범주기반 귀납적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이   국   희                     도   은   †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때,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할 때에 비하여 응집성이 

낮은 사회적 범주에 대한 속성 일반화가 강해진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응집성이 높은 범주(수녀, 군인, 비행기승무원)와 낮은 범주(웨딩플래너, 통역사, 플로리스트)를 선정하였고, 

336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범주기반 속성 일반화 과제(범주 구성원 몇몇에게 반복 관찰되는 속성이 범주 

구성원 전체에서 얼마나 나타날지 추론)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이들이 지각한 코로나-19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범주의 응집성이 높을 때, 낮을 때에 비하여 속성 일반화가 강해지는 효과

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보다 속성 일반화가 강

해지는 효과를 관찰하였다. 더하여 본 연구는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응집성이 낮은 범주에서도 반복 관찰되는 속성을 강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정관념과 편견이 심화되고, 차별적 행동이 증가하는 

현상의 근본에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속성 일반화 경향 증가라는 인지적 기제가 존재함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주제어 : 범주 응집성, 속성 일반화, 범주기반 귀납추론, 스트 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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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인류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가져왔다(Torales et 

al., 2020). 마스크를 쓰지 않던 삶에서 매일 마스크를 쓰는 삶으로, 특별한 오염이 있을 때 하던 

손 소독에서 매일 하는 일과로, 편안하게 사람들과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던 삶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시키는 삶으로 변화되었다(Kaufman et al., 2020).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사람들은 외국 여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는지, 백

신을 맞았는지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일상을 살게 되었다(Alzueta et al., 2021; Pišot et al., 2020).

인간에게 변화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Burks & Martin, 1985; Locke et al., 1984). 이미 적응 완

료된 상태인, 늘 하던 대로의 삶을 유지할 때 편안함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적다. 따라서 낯선 

상황과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것들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은 인간이 피하고 싶은 상황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원하지 않은 변화에 직면하게 만

들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Islam et al., 2020).

스트레스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Garrett et al., 2018). 인간은 스트레

스를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행동, 판단, 의사결정 등에 차이가 있다(Sharot, 2017). 스트레스

를 받을수록 당장 눈에 보이는 자극에 민감해지며(Guiso et al., 2018), 기존의 규칙이나 패턴에 집

착하여 이런 패턴대로 반응하려고 한다(Kishida et al., 2012). 또한 습관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

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며, 작은 위험조차 피하려고 하는 안전제일주의자가 된다(Palm et al., 

2019). 스트레스는 인간의 시야를 좁히고, 다른 가능성들을 보려고 하지 않게 한다.

스트레스가 인간의 시야를 좁히고, 특정 규칙과 패턴에 집착하게 만드는 현상은 스트레스 상

황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Cho et al., 2021). 스트레스를 받은 개

인이 어떤 집단 구성원을 관찰할 경우, 그 집단에서 자주 보이는 특성에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

울이게 되고, 이런 경험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게 될 수 

있다(Roberto et al., 2020).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나는데, 이는 코로나-19가 유발한 스트레스가 인간의 인지적 기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으

로 짐작된다(Toprakkiran & Gordils, 2021).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심화된 갈등 상황은 이러한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Elias et al. (2021)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가 유행하는 기간 동안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부상하여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이 증가하였

다. 특히 아시아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민족 문화적 인종 차별 형태가 급상승하였

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난 몇 년간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아시아, 특히 중국인을 겨냥

한 비방, 낙서, 증오심 표현, 신체적 공격이 수없이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내에서 아프리

카 이민자 차별이나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차별이 강화된다는 것을 밝혀왔다(Allport, 1954; Idova et al., 1999; Knöpfelmacher, 1953; Nerlich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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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5). 종합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가 사람들로 하여금 고정관념으로 타인

을 바라보게 하여 차별과 갈등 상황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어떻게 고정

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는지, 그 과정에서 작동하는 인지적 기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

족하다. 본 연구는 이 인지적 기제로 범주기반 귀납적 일반화를 제안한다. 고정관념과 편견이 

타인을 특정 범주로 분류한 후 그 범주의 특성을 일괄적으로 투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해지는 현상의 기저에 범주

기반 귀납적 일반화의 강화가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들의 경험적 근거를 찾고자 한다. 

첫째, 코로나-19 스트레스는 고정관념 및 편견 형성과 밀접한 인지적 기제인 범주기반 귀납적 

일반화 경향을 강화시키는가?

둘째, 코로나-19 스트레스가 일반화 경향이 약해지는 응집성이 낮은 범주에서도 영향력을 발

휘하는가?

이론적 배경

범주 응집성과 속성 일반화

대상(사람, 동식물, 인공물 등)에 대한 범주화를 통해 그 대상의 속성을 추론하는 능력은 인간

의 보편적 능력 중 하나이다(López et al., 1992). 인천공항에서 만난 탐지견이 냄새 식별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김포공항에서 만난 새로운 탐지견도 냄새 식별 능력이 뛰어

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개가 인간보다 뛰어난 냄새 식별 능력을 

가진다고 일반화할 수도 있다(이국희 등, 2014). 이러한 인간의 인지적 기능을 심리학자들은 

범주기반 귀납추론(category-based induction) 혹은 범주기반 귀납적 일반화(category-based inductive 

generalization)라고 부른다(이하 CBI)(Osherson et al., 1990).

인간이 CBI를 수행하는 근본에는 유사성 지각이라는 기제가 작동한다(Heit, 2000). 유사성 지각

이란, 지금 마주친 대상이 과거에 마주쳤던 어떤 대상과 유사한지, 유사하다면 얼마나 유사한지, 

지금의 경험이 과거의 경험과 같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개인의 평가를 의미한다

(이국희 등, 2015; Hayes et al., 2010). 이러한 평가는 개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Hayes & Heit, 2018).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사성 지각을 통한 CBI는 

심사숙고하는 통제적 정보처리라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적 정보처리, 즉 휴리스틱

(heuristic)에 가깝다(Heit & Feeney, 2005; Heit & Rotell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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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CBI을 수행한다(Patalano et al., 2006). 한 개인은 어떤 사람

을 기독교도로 범주화하여 그 사람의 속성을 추론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슬람교도로 범주화하여 

그 사람의 속성을 추론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민주당 지지자로 범주화하여 그 사람의 속성을 

추론하고, 다른 사람을 공화당 지지자로 범주화하여 그에 대해 추론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개인

은 어떤 사람을 민주화 운동 세대로 범주화하여 그 사람의 속성을 추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밀레니엄 세대로 범주화하여 그 사람의 속성을 추론할 수도 있다. 직업 집단, 취미 집단, 성별, 

피부색도 사람에 대한 CBI에 사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범주화와 이를 통한 추론에는 유사성 지각의 일종이지만, 정확하게 같다

고 보기 어려운 인지적 기제가 작용한다(Barrett, 2001). 동물의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의 

유사성, 행동적 유사성, 서식지의 유사성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범주화하고 추론할 수 있지만, 인

간의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생김새가 모두 다르고, 행동과 목소리가 모두 다르다(Haslam et al., 

2000). 이러한 인간의 특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 범주화하고 추론할 때, 표면적 유사성에 의한 범

주화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유사성에 의해 범주화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Prentice & Miller, 2007).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대해 범주화할 때 특정 범주 구성원들이 감각 기관에 포착되기 어려

운 어떤 본질을 공유할 것이고, 그러한 본질적 유사성이 그 범주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중

요한 요소라는 지각이 요구된다(Haslam et al., 2004). 이렇게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들(인간)이 공

유하는 내적 본질에 대한 유사성 지각을 범주 응집성(category coherence)이라고 부른다(Patalano & 

Ross, 2007). 사람들이 군인에 대해 군인만의 내적 본질을 공유할 것이라고 지각하고, 경찰에 대

해 경찰만의 내적 본질을 공유할 것이라고 지각하고, 코미디언은 코미디언만의 내적 본질을 공

유할 것이라고 지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범주 응집성 지각이다.

동물에 대한 CBI에서 유사성 지각이 강할수록 귀납적 일반화가 강해지듯이(Osherson et al., 

1990), 사람에 대한 CBI에서는 범주 응집성 지각이 강할수록 귀납적 일반화가 강해진다(Kim & 

Lee, 2017). 이슬람교도와 관련된 속성에 대해 귀납적 일반화가 강한 것은 이슬람교도에 대한 응

집성을 강하게 지각하기 때문이고, 군인 집단이나 경찰 집단에서 관찰된 속성에 대한 귀납적 일

반화가 강한 것은 군인과 경찰 집단에 대한 응집성을 강하게 지각하기 때문이다(이국희 등, 

2020).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응집성 지각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범주(인간)에 대한 귀

납적 일반화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선입견에 근거한 차별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도은영, 이국희, 2020).

스트 스 지각과 속성 일반화

CB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유사성 지각과 응집성 지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추론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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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지도 CBI에 영향을 줄 수 있다(Fredrickson, 2004; Kedem & Paz, 

1990). 인간의 CBI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스트레스다(Isen & 

Daubman, 1984). 스트레스는 걱정, 근심, 불안, 예민함, 과도한 긴장 등을 아우르는 부정적 감정 

상태이다(Goldberger & Breznitz, 2010; Koolhaas et al., 2011). 스트레스는 개인의 일상 속에서, 예상

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을 때, 개인이 중요

하게 생각하는 어떤 일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Lloyd et al., 2002; McVicar, 2003). 또한 태풍 피해, 지진 피해, 화산 폭

발과 같은 자연재해를 경험하거나, 불가항력적 테러의 피해를 경험했을 때도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Freedy et al., 1992; Shamai & Kimhi, 2006).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여 전 지구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도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 중 하나이다(Husky et 

al., 2020).

이와 같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은 인간의 CBI를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만든다(Isen et al., 1992). 

사람들은 평소 약하게 일반화했던 속성을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강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보

인다(Isen et al., 1991). 즉, 스트레스는 개인으로 하여금 과도한 귀납적 일반화를 유발한다

(Fredrickson, 2000; 2013). 평소라면 A브랜드의 제품 하나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A브랜드 

전체가 그럴 것이라고 일반화하지 않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한 가지 결함을 A브랜드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평소라면 특정 종교 집단 구성원 한 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해

당 종교 집단 구성원 전체가 거짓말쟁이라고 일반화하지 않겠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렇게 

일반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전염병 상황이 전 세계인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 지

금, 사람들의 CBI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회적 범주(인간 집

단 범주)의 응집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을 구분한 후, 각 집단에 응집성이 높은 범주와 낮은 범주에 대한 속성 일반화

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찰할 것이다.

 연구

본 연구는 특정 범주의 구성원들(예: 수녀)에게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속성(예: 우유 식빵보

다 옥수수 식빵을 더 선호)이 해당 속성의 일반적인 기저율(예: 일반인들의 70%는 옥수수 식빵

보다 우유 식빵을 선호)과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일 때, 자신이 관찰한 결과를 해당 범주로 얼마

나 강하게 일반화하는지 측정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A: 응집성이 높은 범주가 응집성이 낮은 범주에 비해,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속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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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가 강할 것이다.

가설B: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정 범

주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속성에 대한 일반화가 강할 것이다.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사람의 사고 범위는 축소되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는 능력은 저하된다(Fredrickson, 2001). 또한 스트레스가 과도한 귀납적 일반화를 유발한다는 기

존 연구를 고려할 때(Fredrickson, 2000; 2013),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범주 

및 기저율 정보에 대한 충분한 사고처리 과정 없이 몇 가지 케이스만으로 타인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질 것이다. 높은 스트레스의 이러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속성 일반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낮은 범주 응집성 조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가설을 세우

면 다음과 같다. 

가설C: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낮게 지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응집성

이 낮은 범주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속성에 대한 일반화가 강할 것이다. 응집성이 

높은 범주에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의 높고 낮음 조건에 상관없이 일반화하는 

정도가 높을 것이다. 

연구방법

설계  참가자

본 연구는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2 (참가자간: 낮음 vs. 높음) × 범주 응집성 2 (참가자내: 

낮음 vs. 높음)가 범주기반 속성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혼합요인설계(mixed 

factorial design)를 채택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회조사기관 엠브레인(https://www.panel.co.kr/)을 통해 

모집된 14-58세(Mean age = 34.54, SD = 13.33)의 성인 336명(남 162, 여 174)이 2000원을 받고 참

여하였다. 참가자의 연령대는 10대 70명, 20대 64명, 30대 64명, 40대 69명, 50대 69명으로 다양

한 연령대에서 고르게 참가하였다. 참가자의 국적은 모두 한국이었으며, 모국어는 모두 한국어

였다.

재료

범주 응집성(category coherence)은 사회적 범주에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내적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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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유사성 지각을 의미한다(Patalano & Ross, 2007). 즉,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집

단으로서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질적 유사성에 대한 지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

들은 수녀들(범주 응집성이 높은 집단)을 웨딩 플레너들(범주 응집성이 낮은 집단)보다 내면적으

로 더 유사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여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도은영, 이국희, 2020; 이국

희 등, 2020; Kim & Lee, 2017)이 사용해온 범주 응집성 자극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범주 응집성

의 높고 낮음에 대한 구분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응집성에 유의미하게 높고 낮음에 차이가 

있었던 사회적 범주 세 쌍(수녀-웨딩 플래너, 직업 군인-통역사, 비행기 승무원-플로리스트)를 준

비하였다. 속성 일반화 과제에 사용할 속성은 한 쌍 당 한 개 씩 총 세 가지 속성으로 준비하였

다(see also, 이국희 등, 2020).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범주와 속성을 요약한 것이다. 첫 

번째 범주쌍은 수녀와 웨딩플래너이며, 이 두 범주에 대한 일반화 과제에는 ‘우유 식빵보다 옥

수수 식빵을 선호한다’는 속성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범주쌍은 직업 군인과 통역사이며, 이 두 

범주에 대한 일반화 과제에는 ‘비자 카드보다 마스터 카드를 선호한다’는 속성을 사용하였다. 세 

번째 범주 쌍은 비행기 승무원과 플로리스트이며, 이 두 범주에 대한 일반화 과제에는 ‘CNN뉴

스보다 ABC뉴스를 선호한다.’는 속성을 사용하였다.

범주쌍

응집성

(1-7) 속성

높음 낮음

1
수녀

(5.19)

웨딩플래너

(3.65)
우유 식빵보다 옥수수 식빵을 선호한다.

2
직업 군인

(5.12)

통역사

(3.57)
비자 카드보다 마스터 카드를 선호한다.

3
비행기 승무원

(5.03)

플로리스트

(3.47)
CNN뉴스보다 ABC뉴스를 선호한다.

<표 1> 실험 1의 재료(이국희 등, 2020). 범주 명 아래에 있는 호 안의 숫자는 이국희 등(2020)에서 7  

척도로 측정한 범주 응집성 수 평균이다.

속성 일반화 과제는 [일반인들의 70%는 Y보다 X를 선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범주 5명

은 X보다 Y를 선호합니다]는 진술문을 보여준 후, 해당 범주 구성원의 몇 퍼센트가 X보다 Y를 

선호할지에 대한 0%부터 100% 사이로 추론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수녀의 

경우, [일반인들의 70%는 옥수수 식빵보다 우유 식빵을 선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수녀 5

명은 우유 식빵보다 옥수수 식빵을 선호합니다. 수녀들의 몇 퍼센트가 우유 식빵보다 옥수수 식

빵을 선호할까요? ___ %]라고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은 ‘현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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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라는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는 방식

으로 측정하였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2021년 3월 3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 설문 형

식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참가자들은 먼저 여섯 개 범주에 대한 속성 일반화 과제를 수행하였

다. <표 1>에서 한 쌍으로 분류된 두 범주에는 같은 속성이 제시되었다. 반응의 편향이나 범주 

제시 순서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속성 일반화 과제 여섯 개의 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이루어

졌다.

속성 일반화 과제 여섯 개를 수행한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 설문 문항

에 응답하였고, 바로 이어 범주 응집성 조작점검 문항에 응답하였다. 범주 응집성 조작점검 문

항은 [범주 구성원은 서로 유사하며, 다른 범주와 구분하기 쉽다]라는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는

지 7점 척도로 응답하는 것이었다(1: 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 구체적으로 ‘직업 군인

의 범주 응집성 조작점검은 [직업 군인들은 서로 유사하며, 다른 범주와 구분하기 쉽다]라는 진

술문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은 여섯 개 범주에 대

해 모두 이와 같이 응답하였으며, 범주의 제시 순서는 무작위였다. 

<표 2>는 범주 응집성 조작점검 결과를 보여준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속성

을 제시한 범주 쌍 중 응집성이 높은 범주로 제시한 범주의 응집성 지각이 응집성이 낮은 범주

로 제시한 범주의 응집성 지각보다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범주 응집성 지

각 조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범주

응집성 높음

범주

응집성 낮음

지각된 응집성

(1-7)

지각된 응집성

(1-7)

M SD M SD

수녀 4.74 a) 1.25 웨딩플래너 4.20 a) 1.23

직업 군인 4.65 b) 1.29 통역사 4.23 b) 1.22

비행기승무원 4.56 c) 1.17 플로리스트 4.20 c) 1.13

전체 4.65 d) 1.07 전체 4.21 d) 1.09

a) p < .001, b) p < .001, c) p < .001, d) p < .001

<표 2> 범주 응집성 조작 검 결과(N=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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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논의

코로나-19 스트 스 지각 집단 구분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였다. 이 

구분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문항에 대한 참가자들의 응답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참가자의 개별적 응답치가 평균보다 1표준편차 크게(+1SD >) 응답한 집단은 코로나-19 스트레

스 지각이 큰 집단으로, 참가자의 개별적 응답치가 평균보다 1표준편차 작게(-1SD <) 응답한 집

단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작은 집단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확인 결과 전체 

참가자의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평균은 7점 척도에서 5.54점이었고, 표준편차는 1.23이었다. 

이에 따라 참가자 중 코로나-19 스트레스 응답치가 7점인 (+1SD >) 90명의 참가자들은 코로나

-19 스트레스 지각이 큰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코로나-19 스트레스 응답치가 4점 이하인 사람들

(-1SD <) 69명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작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이후의 분석은 이렇게 

분류된 15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속성 일반화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2 (참가자간: 낮음 vs. 높음) × 범주 응집성 2 (참가자내: 낮음 vs. 높

음)이 범주기반 속성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대를 공변량으로 통제

한 혼합공변량분석(mixed ANCOVA)을 수행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의 주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F(1, 155) = 13.33, p < .001,  = .08). 즉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큰 집단

(M = 70.70%, SD = 19.03%)이 작은 집단(M = 58.94%, SD = 18.36%)보다 속성 일반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설A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범주 응집성의 주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1, 155) = 10.21, p = .002,  = .06). 즉 응집성이 높은 범주(M = 71.52%, SD = 

17.46%)에 대한 속성 일반화가 응집성이 낮은 범주(M = 59.67%, SD = 25.79%)에 대한 속성 일

반화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는 가설B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이어서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과 범주 응집성이 이원상호작용하여 속성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F(1, 155) = 37.80, p < .001,  = .20). (그림 1)은 이 상호작용을 보여준다. 

먼저 응집성이 높은 범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클 때(M = 72.67%, SD = 

18.63%)와 작을 때(M = 70.02%, SD = 15.82%) 모두 속성 일반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t(157) = .950, p = .344). 그러나 응집성이 낮은 범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스트

레스 지각이 클 때(M = 68.72%, SD = 20.28%)는 속성 일반화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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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지각이 작을 때(M = 47.87%, SD = 27.52%)는 속성 일반화가 약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t(157) = 5.501, p < .001). 다르게 말하면,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큰 집단의 사람들

은 범주 응집성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속성 일반화를 강하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코로나

-19 스트레스 지각이 낮은 집단의 사람들은 범주 응집성이 높을 때는 속성 일반화가 강해지고 

응집성이 낮을 때는 속성 일반화가 약해지는 범주 응집성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가설C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세 가지 범주 쌍별 결과도 전체적인 경향성과 다르지 않았다(<표 3>).

(그림 1) 코로나-19 스트 스 지각과 범주 응집성이 속성 

일반화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 효과

범주 응집성 높음 범주 응집성 낮음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높음

(N=90)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낮음

(N=69)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높음

(N=90)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낮음

(N=69)

M(%) SD(%) M(%) SD(%) M(%) SD(%) M(%) SD(%)

수녀 75.14a) 17.74 66.81a) 20.62 웨딩플래너 70.60e) 19.71 45.26e) 30.32

직업 군인 72.00b) 21.81 70.94b) 19.76 통역사 70.07f) 23.92 49.22f) 30.17

비행기승무원 70.88c) 22.94 72.30c) 21.01 플로리스트 65.49g) 25.36 49.13g) 29.58

전체 72.67d) 18.63 70.02d) 15.82 전체 68.72h) 20.28 47.87h) 27.52

a) p = .007, b) p = .753, c) p = .687, d) p = .344, e) p < .001, f) p < .001, g) p < .001, h) p < .001

<표 3> 코로나-19 스트 스 지각과 범주 응집성이 속성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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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의

요약  해설

본 연구는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사람과 낮게 지각하는 사람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범주에 대한 속성 일반화 경향 차이를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응집성이 높은 범주(수녀, 직업 군인, 비행기승무원)와 낮은 범주(웨딩플래너, 

통역사, 플로리스트)를 각각 3개씩 추출하였고, 참가자들을 모아 이 여섯 개 범주에 대한 속성 

일반화 과제를 수행하였다. 속성 일반화 과제를 마친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설문

에 7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이 응답의 전체 평균에서 +1표준편차 이상(+1SD >)인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 집단으로, -1표준편차 이하(-1SD <)인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낮게 지각한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이 두 집단의 속성 일반화 경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응집성이 낮은 범주에 대한 속성 일반화보다 높은 범주에 대한 속성 

일반화가 강해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가설A). 이는 범주 응집성 효과를 관찰한 선행 연구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이국희 등, 2020; Kim & Lee, 2017).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응집성이 높은 범주

에서 반복 관찰되는 속성이 일반적인 속성 기저율과 다른 양상을 보일 때, 해당 속성을 그 범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특별한 속성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속성 일반화 경향이 강해지는 현상

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도은영, 이국희, 2020).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는 우유 식빵을 선호하

는 사람이 많지만, 수녀 범주에서 옥수수 식빵을 선호하는 구성원을 반복적으로 접하다보면, 옥

수수 식빵 선호가 수녀 범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특별한 속성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따라 수녀 

범주 구성원 대부분이 옥수수 식빵 선호를 보일 것이라고 추론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속성 일반화 경

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가설B).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범주에 대한 속성 일

반화 경향이 강화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Sewell, 2005). 스트레스와 

범주기반 속성 일반화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강한 스트레스는 인간의 사고범위를 좁게 만들

고(Fredrickson & Branigan, 2005), 반복되는 패턴이나 규칙을 그대로 따르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Isen et al., 1992; Murray et al., 1990). 본 연구에서 다룬 코로나-19 스트레스도 기존 연구에서 관

찰한 것과 비슷하게 인간의 인지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코로나-19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은 보편적인(일반적인) 기저율과 특정 범주의 특성(응집성)을 함께 고려하여 속성을 

추론하지 않고, 특정 범주에서 어떤 속성이 반복 관찰된다는 패턴이나 규칙에 의존하여 속성 일

반화를 강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하여 응집성이 높은 범주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스트레스를 크게 지각한 집단과 작게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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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단 모두 일반화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집성이 낮은 범주에 대해서는 코로나

-19 스트레스 지각에 따라 일반화 경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구체적으로 코

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집단은 응집성이 낮은 범주에 대해서도 강하게 일반화하지만, 코

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낮은 집단은 응집성이 낮은 범주에 대해 약하게 일반화하는 경향을 관

찰할 수 있었다(가설C). 이는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 집단은 응집성이 낮은 범주에서 

반복 관찰되는 속성에 대한 일반화가 강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한다(Lee et al., 2016; 

Nerlich et al., 2005).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을 쉽게 일반화해버리는 스트

레스가 그들의 사고 처리 방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사고의 범위가 축소되고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인지

적 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Fredrickson, 2001). 범주의 응집성이 낮은 집단이라는 것과 

자신이 관찰한 속성이 일반적인 기저율에 위배된다는 것에 대한 정보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Isen & Daubman, 1984; Kedem & Paz, 1990). 예를 들어,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이 높은 사람들은 웨딩 플레너가 내면의 유사성이 적은 부류라는 점이나 5명은 전체를 추론하

기에는 적은 수의 관찰 표본이라는 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옥수수 식빵보다 우유 식빵을 좋아

한다는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일반화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스트레스 정

도가 높은 사람들은 최근에 관찰한 해당 범주 구성원 5명에게서 모두 동일한 속성이 관찰되었

다는 것 자체에만 주목했을 가능성이 높고(Daniels et al., 2004; Ramon et al., 2007), 결과적으로 이

렇게 반복 관찰되는 속성을 해당 범주 구성원들의 특별한 성질로 간주하면서 강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보인다(도은영, 이국희, 2020; Isen et al., 1991). 예를 들어, 코로나-19 스트레스를 높게 지

각한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CNN 뉴스 선호도가 높다는 정보와 플로리스트가 응집성이 낮

은 범주라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보다 최근에 만난 플로리스트 5명에게서 연속으로 ABC

뉴스 선호가 관찰되었다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ABC뉴스 선호를 

플로리스트들의 특별한 속성으로 취급하여 강하게 일반화했을 수 있다.

시사

현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현상을 확인한 과거의 연구들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구체적

으로 과거의 연구들은 전염병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차별이 강화된다

는 것을 확인하였고(Allport, 1954; Idova et al., 1999; Knöpfelmacher, 1953; Nerlich et al., 2005), 직무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성 역할 고정관념과 인종(피부색) 고정관념

이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여 왔다(Lee et al., 2016; Sewell, 2005).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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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인지적 기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속성 일반화가 강해짐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속성 일반화는 사회적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형

성의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도은영, 이국희, 2020; 이국희 등, 2020; Kim & Lee, 2017). 실제

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는데

(Bhanot et al., 2020; Demirtaş-Madran, 2020), 본 연구의 결과는 전염병 상황에서 한 개인의 스트레

스 지각이 높아질수록 속성 일반화가 강해지는 인지적 기제가 이러한 고정관념과 차별적 행동 

증가의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 및 미

디어와 정부가 특정 계층과 집단을 묘사할 때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함을 시사한다. 코로

나-19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염병으로 인해 스

트레스를 강하게 지각하는 대중은 평소 강하게 속성 일반화를 하지 않던, 응집성이 낮은 범주 

구성원의 속성까지도 강하게 일반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경우 대중들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 사람들의 속성을 극단적으로 일반화하

여 고정관념을 갖거나 차별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언론과 정부가 언급한 특정 집단의 속성이 

부정적일 경우, 대중들은 그 집단 구성원들에게 부정적 속성을 낙인찍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

다(Chen et al., 2020; Roberto et al., 2020). 예를 들어, ‘20-30대는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와 같

은 표현은 다른 세대들이 20대, 30대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들을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한 세대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시아계 유학생들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의 원인이다’

와 같은 묘사는 아시아계 유학생 전체를 질병의 원인으로 낙인찍고 그들에게 욕설과 폭력 행동

을 행사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

하는 전염병 기간에는 특정 범주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과 묘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범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연령에 따라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

사한다. 고정관념 및 편견에 대한 연령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가

자들의 연령과 범주 응집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인식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37, p <.001).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응집성이 높은 범주의 사람들

(수녀, 직업군인, 비행기 승무원)을 응집성이 낮은 범주의 사람들(웨딩 플래너, 통역사, 플로리스

트)보다 더 서로 유사하며, 다른 범주와 구분하기 쉽다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나이가 들수록 각 직업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서로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겻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특정 부류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강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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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제안

본 연구는 몇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먼저 

본 연구는 코로나-19 스트레스가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평소 자존감이 높거나 스트레스 처리를 적절히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 속에서도 속성 일반화 경향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Keinan et al., 2000). 향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전염병 스트레스와 속성 일

반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본인 혹은 가족과 

같은 가까운 지인의 코로나 확진 여부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가 아닌, 건강과 행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

스 중 가장 강도가 높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확진 여부를 함께 측정하여 코로나-19 

스트레스 지각 측정의 명확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종식된 

후까지 이러한 일반화 경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Kathirvel, 2020). 

세부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나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면, 본 연구에서 관찰

한 일반화 경향이 다시 줄어드는지 아니면 전염병 상황에서 습득한 일반화 경향, 더 나아가 고

정관념과 낙인 경향을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연구들을 통해 스트레스와 속성 일반화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상관관계와 인과

관계가 발견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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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tress perception due to COVID-19 and 

category coherence on category-based inductive generalization

Guk-Hee Lee                    Eun Yeong Doh

                Division of General Studies,       Department of Industrial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at the property generalization to social categories with low 

coherence is stronger when stress due to COVID-19 is perceived as high, compared to when stress is 

perceived as low.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categories with high coherence(nun, soldier, flight 

attendant) and categories with low coherence(wedding planner, interpreter, florist), and recruited 336 

participants to perform a category-based inductive generalization task(inferring how many properties 

repeatedly observed by some category members would appear across all category members), and measured 

their perceived COVID-19 stress. As a result, this study showed that when the cohesion of social 

categories is high, the effect of property generalization is stronger than when it is low, and the effect of 

property generalization is stronger in those who perceive stress due to Corona 19 higher than those who 

perceive it as low.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people who perceive COVID-19 stress strongly 

tend to generalize strongly to properties that are repeatedly observed in the low coherence category. This 

study is important in that it shows that there is a cognitive mechanism that is at the root of the 

phenomenon that stereotypes and prejudices deepen and discriminatory behaviors increase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such as COVID-19 stress and the resulting increase in attribute generalization tendency.

Key words : Category coherence, Property generalization, Category-based inductive reasoning, Stress, COVID-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