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言語와 認知*

趙 明 輪

言語와 認知라는 토론회의 주제는 언어학과 심리학의 콩통척인 관심의 테두리를 설정한 
것인 줄 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언어와 인지의 상호관계를 직접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야 
것에 관련된 @ 言語 獲得，(2) 範隱化 및 @ 言語 處理의 세 주제에 관한 심리학 연구를 

개관하러 한다. 실제로 이 주제는 언어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탐구되는 영역이기도 
하려니와 아마도 심 리학과 언어학의 공홍의 관심을 드러내는 문제이기도 할 것이다. 

1. 를語獲得 

이 주제야말로 심리학 연구사에서 가장 오랜 연구의 하나이다. 古典 짧究는 언어발달을 
心性과의 관계에서 象徵機能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었으나 언어현상 자체에도 역시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토론회의 주제의 성격상 고전 연구를 개관하지 않기로 하겠다. 
근대 연구는 Noam Chomsky의 變形生成 이론에 고무되어 언어의 普遍性과 本有性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문법의 발달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분포 분석에 의한 단어 組
合의 規則을 찾으려는 것이 근대 연구의 첫 시도였다. Braine (1973)의 보고에 의하면， 

Hi doggie; Hi Mommy; Hi truck. 

More soup; More swing; More milk ) 

에 서 처 럼 사용 빈도가 높고 語順이 고정 되 어 있는 Hi냐 More동의 主輔語 (pivots) 가 내 용어 

인 開放語와 일정한 방식으로 組合을 이룬다는 것이다. McNeill ( 1970)은 이 主輔文法이 言

語獲得 초기에 나타나는 보펀적인 구성규칙임을 주장하고 결국 이것이 성인 언어의 변형 생 

생 문법으로 전개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B1oom (1970)은 어린이 말이 主輔的인 구성 이상의 것임을 보여주었다. 예컨대， Mommy 

sock이 「엄 마의 양말」 내지 「엄마가 양말을 신기다」의 뭇으로 쓰이는 사례를 Bloom은 관찰 

하고 아동 언어를 직접 변형 이론으로 記述코자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 말을 어떤 나무 도 

식으로 그리든 간에， 이 축소 변형 (reduction transformation) 이론은 어 린이가 삭제 변형부터 

숨득하고 그 후에 온전한 NP+VP의 구성을 생성한다는 자체 모순을 해결할 길이 없다. 

따라서 아동 언어의 본질이 다름 아닌 意味關係라는 입장이 지배적언 견해로 새삼스럽게 

귀결되어진다 (Brown ， 1973) . 이것은 어린이 말의 普遍素를 認知에 환원시키고， 나아가서 

어린이 말의 밑바탕의 구조가 곧 擺念構造라는 비언어적인 주장을 펼치게 한다. 

이 이후의 연구는 자연히 단어 조합 이전의 單一 單語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 이 원고는 토론회 주제 발표플 다시 정리한 것이다. 당초에는 언어처리에서 H. H. Clark의 
utlization에 관한 최근 연구를 개관하였으나 토론의 내용으로 보아 군더더기인 것 같아 삭제하여 버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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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말의 言語擬能에서 의미 기능과 더불어 減通(communication) 기능을 당연히 탐구 

하게 되었다. 換言하면， 상황의 어떤 측면을 어린이가 單一뿔語로 符號化 (encoding) 하는 

가 하는 문제 가 제기되치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Greenfield와 Smith (l976)는 많存 (given) 

情報가 아닌 새로운 (new) 정보가 선택된다는 것을 찾아내었다. 아울러 Halliday (l975) 는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대인관계적인 實用的 (pragmatic) -mathetic에 상반되는 용어이으로 

話用的이라기보다 實用的이다--인 말부터 우선 산출된다는 것을 찾아냈다. 

그러므로 아동 언어는 意味機能과 院通機能의 實現이다. 어린이가 이들 기능을 表面에 

實現化할 때 語JI頂에 의해 배열한다. 어린이 말의 어순은 성인 언어의 어순을 모방한 것이 

아니다. 우선 그의 감각 및 동착 (sensory.motor) 의 인지에 맞추어 행 위자 (agentive) 와 행위 

의 어순을 고정시킨다. 나아가서 流通 기능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주어진 정보에서 많存 

情報와 새로운 情報를 識뤘Ij한다. 어떤 때는 기존 정보를 생략하고 혹은 뚫出하더라도 언어 

표현 (utterance) 의 앞에 위치시켜 主題化한다. 초기의 언어에서 뿐만 아니라 비교적 후기 

에 복문을 산출할 때에도 「선행사건--후행 사건」 그리고 「원인--결과」의 순서로 어순 

이 고청된다. 

그러므로 언어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抽象的인 權造가 아니라의미 기능을 表趣하는 擺念

構造와 그리 고 기 존 정 보와 새 로운 정 보를 분절하는 식 별 력 이 라고 할 수 있다. 아동 언어 의 

문법이 있다면 그것은 의미관계와 주어진 정보들을 어순으로 배열하는 策略 (strategies) 이 

다. Bever ( 1970) 와 Slobin (1973) 이후 오늘날의 言語獲得理論은 策略說이라고 요약할 수 있 

다‘ 언어 획득 책략에 관한 여러 가지 기 본적 인 문제가 아직 검토 단계이지만(Maratsos ， 

1979) , 어순이 곧 언어 처리의 제 약이다 (Slobin ， 1979) . 표면 형식은 이 制約의 塵物이다. 필 

자의 견해로는 행위 중심에 의한 어순의 배열과 주제화에 의한 어순의 배열에 관한 言語 處理

의 策略이 마련되면， 근대 연구가 지 향해 은 아동 언어 문법의 목표가 달성되리라 믿는다. 

2. 範鷹化

의미흔의 변에서 보면 언어의 본질은 범주화이다. 사람은 감각 내지 지각의 수준에서 個

別對象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그기 경험하는 실제 (real) 세계의 진정한 (rea l) 구조는 類目의 

擺念으로 範隱化된 것 이 다. E. Rosch (1973a) 는 어 둡고 차기 운 색 깔에 대 한 mili라는 이 름과 

밝고 따뜻한 색 깔에 대 한 mola라는 이 름의 두 색 깔 어 휘 만을 사용하고 있고， 목공 도구기

없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하지 옷하는 Dani족에서 웠點色일수록 그리고 good 

figure일수록 學習， 轉移 및 再認이 찰 된다는 사실을 발천하였다. 말하자연 여 러 기-지 색 

깔과 여러 가지 도형의 모양에 原型(prototype) 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하여 

女史는 이 原型이 사물의 진정한 구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Rosch (l973b ; 1975) 에 의하면 윈형은 評定R度에 의하여 측정되는 가장 좋은 전형적인 

본보기 라고 操作的으로 定義되 든지 , 혹은 사물들 중에 서 가장 공통적 인 團性을 많이 소유 

하고 있거나 心像(imagery) 에 의한 공통적인 윤곽을 가장 잘 대표하는 대상으로 정의된다. 

原型의 實tE는 학습과 기억 실험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령 

A robin is a bird. 

A chicken is a bird. 

와 같은 문장의 륨碼를 판단하는 반응 시간이 새의 典型的인 事껴j언 전자의 문장이 후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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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훨씬 빡르다는 것이 찾아지고 (Rips ， Shoben 및 Smith, 1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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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유형의 문장에서 原型일수록 X가 아닌 Y에 놓인다는 사실이 찾아질 뿐더러， 문장과 

그림을 대조하는 과제에서도 전형적인 사례일수록 빨리 대조(matching) 된다는 사실 (Smith ， 

Balzano 및 Walker, 1978) 에서도 그 寶在가 확인되고 있다. 

Rosch (1975) 가 제안하고 있는 다른 주요한 개념이 기본 수준 대상 (basic-level object) 이 

다. 한 개념이 上位範隱와 下位範廳로 거의 무한하게 분류될 때 그 법주를 가장 포괄적으 

로 대표하는 것이 바로 기본 수준이다. 이 기본 수준 대상은 뻐覺屬性과 運動屬性 및 心像

으로 청의된다. 예컨대 상위 범주인 가구는 너무 異質的이어서 그것들 사이의 어떤 속성의 

공통성을- 찾을 수 없다. 반면에 하위 법주인 식탁용 걸상과 책상용 의자 사이의 공통 속성 

은 구태여 그것올 열거할 필요가 없다. 기본 수준의 결상이 갖는 ‘올라 앉는다’는 身體動

作의 屬↑生이 모든 걸상의 기능을 포괄적드로 대표한다. 心像에 의한 모양의 공통성도 결상 

의 수준에 서 가장 포괄적 이 다 Rosch와 Mervis (1975)는 단서의 타당성 (cue validi ty ) 으로 

이것을 측정한다. 윤곽의 모양이나 ‘앉는다’는 속성을 단서로 제공하면 다른 어 떤 수준보 

다 기 본 수준의 대상이 가장 잘 회상된다. 

言語 意味는 原型보다 훌本水準의 대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 수준의 어휘야말로 

진정한 이름이고， 어린이가 제일 먼저 습득하는 말일 뿐더러 (Brown ， 1976) , 벙어려의 手話

(sign language) 에 서 도 기 본 수준의 대 상은 독립 된 單一 信號로 존재 한다 (Newport과 Bell

ugi , 1978). 屬性의 集合이 최 고의 情짧價를 갖는 이 기 본 수준이 언 어 의 codability기 기-장 

높은 수준이다. 

範碼化에 서 水2f次元의 原型이 童直次元의 基本水準에 서 가장 찰 중심 화의 경 향을 대 표 

한다. 그리고 原型은 법주 내에서 다른 개념과 최고의 유사성을 지니고 범주간에서는 최소 

의 유사성을 지난다. 그러으로 原型說은 모호 접합 (fuzzy set)설을 내세운다. 그러나 연구 

가 거듭될수록 範購化 理論S로서의 原型의 값은 석연치 않은 점이 찾아진다. Rosch (1978, 

p.40)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이， “도시 原型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변의에 따르는 文法的

虛構이다. 실제로 참조되는 것은 典型性의 정드에 대한 판단이다. 정의에 따르면 요로지 

몇몇 λ‘寫範隱에서만 문자 그대로 하나의 原型이 있을 수 있다 ... ... 自然言語의 엄주에 대해 

서 原型이 單-實體라고 말하는 것은 경 험 적 인 재 료의 조잡한 오해 이 거 나 心性表象理論의 

감춤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의 범주에 原型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면 原型은 일종의 

文化特珠性에 따르는 사회척인 streotype의 경험에 블과하다. 예컨대 10년 전의 가장 좋은 

청 량음료의 본보기 가 사이 다였던 반면 콜라가 대 중화된 오늘날의 가장 좋은 본보기 는 사이 

다일 수도 있고 콜라일 수도 있다면 이러한 原型理論은 청량 음료의 購範를 表象할 때 반 

값으로 평가철하된다. 

理짧으로서의 原型의 또 다른 취약점은 그것이 다음 부위에서 우리가 논의할 處理模型이 

아니 라는 점 이 다. 필자가 보기 로는 현재 로서 는 개 념 구조에 서 原型을 확인하는 길은 tem

plate matching 밖에 다른 방볍 이 없 다. 결 국 그것은 구체 적 인 心像과 윤팍의 모양이 라는 限

界內에서 鍵測力과 說明力올 갖는다. 原型說의 가장 적절한 예측은 搬念學習時에 비원형을 

우선 제시하는 것보다 원형올 제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假說이다(Mervis와 Pani,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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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설이 검증되고 있는 이상， 범주의 대표성 (represen tati veness) 이 原型임을 전적으로 부 

청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代表性이 어떤 中心化 碩向인지가 불분명하다. 말하자연 原型
의 表象過程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Gestalt理論의 體制化 (organization) 

의 개 념이 널리 인용되 고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原型의 개념도 널리 원용되고 있지만， 

밑 바탕의 과정 이 해 명 되 지 않음으로써 原型의 實tE에 도 불구하고 그 정 의 조차 모호하다. 

3. 言語處理

변 형 생 성 문법 이 심 리 학 이 론으로 정 립 된 것 이 DTC (derivational theory of complexity) 

이 다 (Miller ， 1962) . 변형 과정 을 않計算하여 그 복잡성 에 따라 학숨 및 기 억 등의 심 리 적 
인 과정이 결정된다는 가설을 DTC가 제 안하고 있다. 이 가설을 극척으로 증명한 것이 

Savin과 Perchonok (1965))의 실험 이다. 그들은 피험자들에게 하나 하나의 문장 다음에 각 

기 8개의 단어를 들려주고 문장뿐만 아니 라 단어 목록도 회상하도록 지시하였 다. 단어의 

명균 며想量이 깨끗하게 文章構造의 복장성과 함수라는 시질이 찾아졌다. 물론 核文章을 

들은 이 후의 단어 회 상량이 가장 높았고 否定受動文처럼 鏡휩構造가 복잡한 문장을 들은 

이후의 단어 회상률은 낮았다. 

그러나 이처럼 문법의 心理的 寶在가 깨끗하게 검증된 실험 보고보다는 오히려 DTC만 

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여러 사실들이 아울러 찾아졌다. 초기 연구에서 그 대표적인 질험 

이 Slobin (1 966) 과 Sachs (1967)의 것이라 할 수 있다 Slobin은 문장과 그렴을 대조하는 

(matching) 과제 에 서 

(1) 가. The dog is chasing the cat. 

1.-}. The cat is being chased by the dog. 

(2) 가. The girl is watering the flowers. 

나. The flowers are being watered by the girl. 

주어 와 목적어을 바꿀 수 있는 (1)가와 냐에서는 대조의 반응 시간 (RT) 에 차이가 냐는 반 

면 (2)가와 나에서는 RT가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찾아내었다. Sachs는 예컨대 ， 

原 文. He sent a letter about it to Galileo, the great Italian scientis t. 

意味變化. Galileo, the great Italian scientist, sent him a letter about it. 

構造變化. A letter about it was sent to Galileo , the great Italian scientist. 

중에 서 우선 原文을 보여 주고 그 후 의 미 가 변한 문장이 라든가 통사구조나 기 타 형 식 적 인 면 

이 변한 문장올 다시 보여준 후， 원문과 같은 것인가의 여부를 再認시컸다. 시간이 경과 할 

수록 구조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옳게 再認하지 옷하는 반면，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언제나 

옳게 再認한다는 자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문장을 處理하는 심리적 인 과청은 DTC에 의 

한 것도 아니려니와， 참 心理的 實在는 오히려 意、味의 水準에 있다는 것이 드러 난 셈이다. 

漸念에 依據한 處理와 資料에 依據한 處理. 논리 척 으로 분석 하면 언 어 처 리 는 를聲지〈準 

에서 統解水準으로， 그리고 다시 意味水準으로 일련의 心的 操作 (mental operation)을 통해 

언어 청보를 변형시키고 다시 변형시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람이 지식 을 얻는 인지 괴-청의 情報處理는 초기와 후커의 처리 수준이 이 틀 세 수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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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세분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어떤 符號에 비해 언어정보의 두드러진 특정은 초기 

에서 후기록 각 수준마다 단계적으로 하냐 하나씩 계열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것들이 동시 에 병 행 적 (parallel) 으로 처 리 된 다는 것 이 통설 이 다 (Kintsch , 1979). 뿐더 러 , 

우리 가 이 미 저 장하고 있는 개 념 흑은 지 식 에 의 거 해 서 (conceptually driven) 위 에 서 아래 

로 처리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언어 정보의 處理單位가 命題라는 것이 무엇보다 擺念에 의거해 처리된다는 좋은 증거이 

다. Kintsch와 Keenan (1973)은 단어 걸이를 거의 통일하게 하고 命題 수만을 달리한 문장 

틀을 제시한후피험자가 자기 속도대로 그것을 원도록 하였다. 독해에 소요되는 RT를 측정 

하였더니 그것이 명제의 수와 함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 명제가 증대할수록 독해의 소 

요 시간이 대략 1. 5초 증대되는 直線的인 E칩數를 나타내었다. Bransford와 Franks (197 1)의 

실험에 의하면 피험자들은 이전에 본 문장들의 명제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수록 그것을 앞서 

본 문장이라고 찰못 再認하는 경향이 두드러집을 찾아내었다. 즉 피험자들은 개별문장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여 전체 의미로 表象함을 알 수 있다. 

문장 처 리 에 서 의 미 수준의 중요성 은 文眼했果에 서 도 찾아볼 수 있 다 Foss와 Jenkins 

(1971)는 

The merchant put his straw beside the machine. 

The farmer put his straw beside the machine. 

위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b륨을 들으면 단추를 누르도록 하는 즙素感知 (phoneme monit

oring) 의 RT를 측정하였다. I merchant. .• straw J의 문맥 에 서는 b륨의 感知가 564 msec인데 

반하여 Ifarmer. .. straw J의 문맥 에 서는 549 msec로서， 의의 있는 차이가 검출되었다. 문맥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미 저장하고 있는 백과사전적 인 혹은 일반 세 상 지식도 언어 처리에 

서 기 본적인 요인이다. 법주화에 서 인용하였던 robin과 chicken의 차이도 실상 장기 기억 

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言語處理는 ‘위 에서 아래‘로’ 擺念에 

依據하여 이 루어 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면 統蘇 水準의 처리는 자동적으로 수행띈다고 주장하게 된다 (Per

fetti , 1979) . 자동적 이 라는 용어는， Schneider와 Shiffrin (1977) 에 의하면， 注意가 필요 없고 

피험지-의 통제 없이도 일어나며 그리고 短期記憶의 容量을 죄다 소모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 처리 를 일컴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적 인 처리에서는 文法範購라든가 構成成分의 統解的

인 분해 (parsing) 와 같은 心的 操作이 적어도 의식적 내지 의도적으로 수행되 지 않는다. 질 

제로 'Fodor , Bever 그리고 Garrett의 M. I.T. 연구자들은 그들이 문법 척 인 측면에 관심 있 

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鍵흡換置法 (click displacement)을 사용한 실험에서 文章뻐覺 

의 分節單位가 句라는 것을 거듭 거듭 확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句가 들려 오는 동안 廳、

者는 基本 文法關係로 가능한 sentoid mapping하는 가설을 세운다. (Carroll& Bever, 1976, 

p. 335)고 이 들은 제 안하고 있 다. 말하자연 SVO 혹은 NVN의 策略만이 문법 구조의 특성 

이고， 文章理解의 기본은 意味表象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다. 문법적인 관섬에서 출발 

한 이들의 연구조차 문장 처리에서 통사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統蘇處理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 계 열의 연구 

자들 중 가장 강한 입 장을 내 세 우는 이 가 Forster (1979) 이 다. 그는 수동문의 처 리 가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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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목적어가 바뀔 수 없는 조건에서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어와 목적이 바뀔 

수 없는 능동문의 처리에 비 해 결코 그 처리가 용이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Forster와 Olb

rei , 1973) 등의 일련의 실험에 비추어 統解處理의 자동설이 아닌 自律說을 주장하고 있다. 

즉 의미의 수준이 統離處理의 부담을 덜어 준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Holmes (l 979) 도 Forster와 이rbei와 마찬가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뿐더러 主格關係節이 텀的格 關係節보다 훨씬 빨리 처리된다는 사실도 찾아내고 있다. 이 

들 실험적인 발견은 意味 水準의 처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擺念에 의거한 처리를 강조한다고 하여 ‘아래서부터 위로의’ 資料에 依擾한 처리를 부정 

할 수는 없는 것이 다. Marslen-Wilson (1978)은 피 험 자가 문장을 들을 때 당초 처 음부터 단 

어와 단어별로 해석하여 냐깐다는 進行道上의 相互作用 假說 (the on-line interactive hypo

thesis)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If you walk too near the runway , landing planes ARE ... 

If you trained as a pilot, landing planes ARE ... 

이들 둔장에서 소문자의 부분을 귀에 들려주고 대문자의 부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보 

자마자 발음하라고 하였다. 이 빙-법은 일종의 單語 感9iO法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 

과 전자에 서 보다 후자에 서 ARE를 感知하는 RT가 늦었다 (Tyler와 Marslen-Wilsoe, 1977) . 

이들의 설명에 띠르면 물흔 이것은 landing planes의 多義性이l 起因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이 단어 의미의 多義性을 결정하는 것은 마리 들펴준 If절의 구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에서 RT를 感써]하는 RT가 늦은 것이 IS인지 ARE인지를 결정하는 통사 구조척인 판 

단 시 간 때 문이 략는 것 이 다. 이 밖에 도 Marslen -W ilson은 여 러 가지 방법 을 사용하여 句境

界 밖에서보다 句境界內에서 동일한 단어의 처리 시간이 따르다는 사실을 찾아내고， “문장 

의 통사 분석은 句內에서 自律的이며 따라서 統解處理는 句境界가 도달할 때까지 意妹變數

의 영 향을 .받을 수 없 다" (Marslen-Wilson et al , 1978: 241) 고 해 명 하고 있 다. 

다른 어떤 정보보다 언어 정보는 개념에 依癡한 處理가 용이하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지 

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資料에 의거한 처리 를 간과하기 쉽 상이다. 보다 중용적인 입장은 資

料에 의거한 처리와 樞念에 의거한 처리가 相互作用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매 실제로 

意、妹水準이 統蘇水準의 처리 부담을 럴어 준다 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 그리고 처리의 어 

느 時點에서 統解處理의 부담이 얼마만큼 덜어지는가플 밝혀내야 言語處理의 본질 이 해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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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nguage and Cognition 

Myeong-han Zoh 

U nder the heading of ‘Language and Cognition,’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of 

language acquisition, categorization, and language processing, which would share the 

common interest of psychological and linguistic studies. 

Language Acquisition. Since the attempt to describe the syntax for the child speech 

has taken researchers into endless distributional detail of doubtful generality, semantic 

relational approach has revealed that the underlying structure of child speech is the 

nonlinguistic, conceptual one. Astill more complete description of child language must take 

account for the question about which aspects of a situation the child chooses to encode 

in speech. The author argues tha.t grammar is nothing other than the realization rules or 

strategies which map the semantic relations and the context-referential intentions into 

the processible word -order. 

Categorization. The prototype model in which category members vary in degree of the 

of the representativeness is reviewed. The reyiew leaves open the question on the nature 

of central tendency, whereas the basic level categorization as a basic process has an 

abundant implication to account for the linguistic phenomena. 

Laηgιage Processing. A lot of evidence has been shown that sentence comprehension is 

guided by the top-down, conceptually driven processing. Although the context and the 

previous knowledge reduce the load of syntactic parsing, the bottom-up, data driven 

processing cannot be neg1igible in comprehension. Accordingly, the autonomy model 

(Forster, 1979) and the on-1ine interactive hypothesis (Marsen-Wilson, et al, 1978)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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