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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그림 감상에서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있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 특히 인물이 표현된 그림 감상에서는 공감

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 여겨져 본 연구에서는 인물그림을 감상할 때 영향

을 미치는 공감 요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1에서, 참여자들이 인물그림을 감상하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감에

관해 개발된 문항들에 답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설명력이 높은 24개의

문항을 추출하였는데, 이 문항들은 ‘긍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 ‘인지적 공

감’, ‘신체적 공감’, ‘사회적 공감’ 등 4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연구2에서, 연구1에서 선정된 인물그림 감상 문항들과 기존에 있던 일반

그림 감상 문항들 ARS(the art reception survey)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참여자들은 명화 또는 사진을 감상하면서, 이 두 종류의 감상 문항들에 모

두 답하였다. 연구 결과, ARS와 인물그림 감상의 요인들이 각각 점수 차

이를 보이는 양상은 달랐다. 두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을 통합해 요인 분석

한 결과에서도 두 설문지는 서로 구별되는 영역을 측정했다. 이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인물그림 감상 문항의 요인 중 신체적 공감과 인지적 공

감 요인이 ARS 총점의 전체 분산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하면, 인물그림 감상에서 네 가지 중요한 공감 요인을 확인하였는데,

일반적 공감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다른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감상 질문지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신체적, 사회적

공감이 인물그림 감상에서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

물그림 감상을 평가할 때 이 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인물그림, 그림 감상, 감상 설문지, 공감

학 번 : 201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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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예술 감상 연구의 역사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름다움이란 각자가 느끼는 것으로

매우 주관적인 면이 있다. 반면 유명 배우의 얼굴이나 인기 있는 상품의

디자인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보면 아름다움에는

객관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철학 역사에서도 미(美)적 판단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고대 그리

스의 플라톤은 아름다움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주장했고 스토아학파는 예술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에피쿠로스학파의 필로데무스는 예술은 오직 쾌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름다움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느냐 주관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

라 주장들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미적 감각에

있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양면의 성질을 현대 추상 화가인 칸딘스키는 다

음과 같이 표현했다.

“모든 예술 작품은 그 시대의 아들이며, 때로는 우리 감정의 어머니이

다.”1)

‘그 시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

라지는 주관성을 의미하고 ‘우리 감정의 어머니’라는 말은 예술에 나타난

감정이 사람이나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Fechner(1871)는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미적 판단에 대해 철

학적 논의 이상의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 연구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

는 선택의 방법(method of choice), 생산의 방법(method of production), 이

용의 방법(method of use)2)이라고 명명한 행동 실험 방법으로 황금비율에

1) Kandinski(1912).

2) 선택의 방법(method of choice)에서는 세로 가로 비율이 다양한 직사각형 중에

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을 순서대로 선택하게 했고, 생산의 방법(method of



2

대한 미적 선호를 연구했다. Fechner는 아름다움이 대상 자체 성질이라고

생각해 황금비율과 같은 아름다움의 실제적 요소를 찾으려고 한 것이다.

100년이 지난 후, Berlyne(1972; 1973)이 미적 판단을 감상자의 각성 상태

와 정서의 균형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시도를 통해 예술 심리학

의 시작을 알렸다.

20세기 현대미술이 시작되면서 미술 감상 연구의 새로운 흐름이 또 나타

났다. 현대미술 작품은 대상의 형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주제나 내용

보다는 형식의 특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재현성 작품

과 다르다(Leder,2004). 많은 감상자들이 한참을 보고 설명을 듣고서야 비

로소 작품의 의미나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곤 한다. 이에 따라 미술 감상에

서 인지적 요소가 더욱 중요해졌다. 인지적 정보에 관해 제목, 작품 설명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늘었고(Millis, 2001; Leder, 2006),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미술 감상을 설명하는 모형들을 개발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들(Millis, 2001; Silvia, 2005, 2009; Leder, 2006; Swami 등, 2010, 2012,

2013)은 한두 가지 문항만을 사용하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설문 문항들을

사용해서 전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

다. 따라서 미술 감상을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 감상 연구에 적절하고도 포괄적인 측정 도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미술 감상 설문지(ARS)의 한계

ARS(Art Reception Survey; Hager 등,2012)는 현재까지 미술 감상 연구

에서 사용된 설문지 중 가장 많은 문항과 하위 범주를 포함하는 설문지이

다. 이 설문지는 미술 감상에 관한 총 6요인의 2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다. 모든 문항은 기존 연구자들이 사용했던 문항들(Silvia, 2007; Roward,

2008 등)을 가져오거나 직접 개발해 58개 중 선정한 것이다. 최종 문항들

이 포함된 6개의 요인은 각각 “인지적 자극”, “부정적 감정”, “자기 참조”,

production)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직사각형을 그려보라고 했다. 또 이용의 방법

(method of use)에서는 시중에 나와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제품 중에 사고 싶은

것을 고르도록 하였다(Fechner,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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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성 평가”, “긍정적 매력”, “전문적 지식”의 내용을 담고 있다. ARS의

개발 목적은 모든 미술 작품에 적용 가능한 미술 감상 평가 설문지를 만드

는 것이었다.

목적과 부합할 만큼 ARS 설문지는 미술 감상의 여러 하위영역들을 넓

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개발된 문항들의 내용에

따라 감정이나 인지에 관한 영역이 혼재될 여지가 있다(Hagtvedt 등,

2008). 특히 “인지적 자극”요인으로 묶이는 문항들의 내용에는 애매모호한

면이 있다. “이 그림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그림은 생각하게 만든

다.”, “이 그림을 생각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 그림을 대할 때 재미있

다.”, “이 그림의 배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 등의 문항들은 “인지

적 자극” 요인으로 분류되어있지만, 감정이 변화했기 때문에 호기심이 일

어나는 등 신선한 자극으로 느낄 수도 있다는 면은 간과되고 있다. 만약

감정 반응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잡아낼 수 있는 문항들이 있다면 이런 부

분에서 인지적 내용과 감정적 내용을 더 잘 구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 감상에서 감정적인 측면을 잘 반영하는 설문지

개발이다. 그림 감상에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리듬

(Takahashi, 1995), 구성(McManus 등, 1993), 사조(Genova, 1979), 색상과

질감(색상:Manav, 2006; 색상, 그림 구성의 위치에 따른 색상: Machajdik

& Hanbury, 2010) 등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인물 주제 그림을

감상할 때 감정의 변화과정을 담은 문항들을 개발하고자 했다. 인물을 주

제로 한 그림은 다른 그림에 비해 특별한 속성을 보일 수 있다. 실제 다른

연구에서 그림 감상 효과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색, 구성 등)처럼 주제가

인물이라는 것으로도 감상 양상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있었다(Machajdik &

Hanbury, 2010). 또, 인물의 형태를 지각하는 것은 뇌에서도 담당하는 영

역이 따로 있어 다른 자극에 비해 특별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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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wisher외, 1997; Haxby외, 2000).

인물 주제의 그림을 감상 할 때 특히 다른 주제와 다른 감정 변화를 보

이는 데는 공감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감이란 타인의 경험을 아는

감각(Ickes, 2003; Davis, 1996)이다. 물론 예술 영역 전반에 대한 감상에서

공감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오래전에 제기되었다. Freedberg와

Gallese(2007)는 이전 연구자들이나 작가들이 공감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지 설명하면서 신경세포 수준에서 감상에 공감이 개입하는 원리를

설명했다. 공감의 생리학적 기반의 중심엔 거울 신경이 있다. 거울 신경은

자기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도 자기 자신이 직접 행동할 때와 똑같이 활성화 된다

(Rizzloatti, 2005). 그래서 타인의 행동이나 표정 또는 신체적 변화를 보면

그것을 자신의 실제 경험처럼 느끼는 것이다. 또 이런 공감은 자신과 비슷

하다고 느낄 때 더 잘 일어나서(Davis, 1994) 상대방의 행동이나 목소리

톤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때 공감이 더 잘 일어난다

(Chartrand & Bargh, 1999). 즉, 사람이라면 다른 동물보다는 사람에게, 남

자라면 다른 성일 때보다 남자에게 더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감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공감이 예술 감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동실험 연구

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 감상에서 공감의 역할을 탐구하기에 앞

서 인물그림 감상에서 감정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되는 공감에 관한 문

항들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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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연구1에서는 인물그림 감상에서 감정의 변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공

감 개념을 중심으로 문항들을 개발하고, 설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

분석 후 이후 사용할 문항들을 선별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부차

적으로 일반적 공감 점수와 미술 감상 활동, 미술에 대한 태도, 미술 전문

지식 점수 등의 외부적 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 이 설문지

가 예술 감상 평가에 관한 이전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공감’의 이론적 구조

공감은 다양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Hoffman, 1984). 예술 감

상에서 어떤 공감이 중요한지 연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감의 하위영역

을 가능한 모두 포괄해 문항을 개발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공

감의 하위 영역은 인지적 공감, 감정적 공감, 신체적 공감, 사회적 공감이

다. 특별히 자기-중심적 공감과 타인-중심적 공감은 감정적 공감 내 분류

로 넣었다.

오래 전부터 공감 연구자들은 공감을 인지적인 공감과 감정적인 공감으

로 나눠 설명했다(Coke, 1978; Rankin 등, 2005). 인지적 공감이란, 상대방

의 표정이나 행동, 언어 등을 보고 그것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 또 어

떤 의미를 갖는지 등을 인지적 또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와 다르

게 감정적 공감이란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 언어 등을 보고 동시에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공감 연구에서 두 번째로 구별된 개념은 자기-중심적 공감과 타인-중심

적 공감이다(Gourbert, 2005). 타인-중심적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끼되 타인의 상황과 타인의 느낌을 더욱 자세하고 깊이 알려고

하는 반면, 자기-중심적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경험으로 추

측하여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공감을 타인의 경험을 아는“진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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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짜 공감”으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가짜

공감이라고 해도 미술 작품 감상에서는 “자기참조”가 중요하므로(Roward,

2008; Hager 등, 2012) 두 하위 영역 모두 포함시켰다.

세 번째로 사회적 공감이 있다(Gerdes & Segal, 2009). 사회적 공감은

개인적으로 감정을 느낀 것을 넘어서서 실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려

는 동기나 의지와 관련된 공감이다. 공감을 느끼는 정도에서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공감이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 또한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공감한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별개의 항

목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공감은 앞서 설명했던 거울신경이 기반이 되는, 모든

공감 중에 가장 원초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감이다(Rizzolatti,2005). 신체적

공감의 문항들은 고무손 착시(Botvinick, 1998)를 참고로 만들었다. 고무손

착시는 시각 자극이 촉각에 영향을 주어 가짜 고무손을 자신의 신체의 일

부로 인지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었다. 고무손 착시 실험에 사용

되었던 문항들은 “고무손이 마치 내 손인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보고

있는 고무손에 붓질하는 것을 직접 느끼는 것 같았다.”등으로 다른 대상에

감정이나 신체 접촉의 느낌을 이입하는 표현의 문항들이 있어 개발에 참고

하기에 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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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1: 설문 실험 및 문항 선정

방 법

본 연구의 연구자와 연구 책임자가 함께 공감의 다섯 개 하위영역(인지

적 공감, 자기-중심적 감정 공감, 타인-중심적 감정 공감, 사회적 공감과

시각적 자극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신체적 공감)에 대해 각각 10개의 문항들

을 개발, 총 50개의 문항을 연구1 선정 실험에 사용하였다(예비 문항 전체

는 부록 참고).

개발한 문항들과 일반적 공감과 기타 상관 요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가지고 실제 그림을 감상하는 설문실험을 했다. 그 후 개발한 문항들의 요

인구조를 분석해 24개 문항을 선별했고, 일반적 공감이 인물그림 감상문항

들의 각 하위요인과 총점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회귀분석으로 확인했다. 그

후 미술 감상 활동, 미술에 대한 태도 및 미술 관련 전문 지식의 세 요인

이 얼마나 추가설명력을 갖는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 개론 또는 심리학 교양 과목을 듣는 학부 재학생 247

명(남 125명, 여 122명)이 참여하였다(나이 m=19.34, sd=2.42). 모두 나안

및 교정시력이 0.5이상이고 색맹이 아닌 건강한 성인이었고 전체 참여자

중 1명만이 색약이었다.

도 구

가. 그림: 사용한 그림은 총 14개(부록 참고)였다. 모두 인물을 그린 작

품이었고 사조와 표현된 감정은 최대한 다양하게 선택하려고 했다. 사조는

로코코, 사실주의, 인상주의 외 10개가 있었고, 이후 연구1의 결과를 바탕

으로 긍정적 감정 점수의 총점을 구해본 결과 표현된 감정의 다양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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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3 A4 A5 A6 A7

4.28 2.4 4.55 3.27 1.16 2.61 2.5

B1 B2 B3 B4 B5 B6 B7

2.51 3.84 4.28 2.28 2.52 2.74 3.68

표 1. 실험에 쓰인 14장의 그림의 긍정적 감정 공감 점수

인할 수 있었다(표2). 한편, “(그림 속 인물의) 팔, 손, 목, 또는 얼굴 등이

내 몸처럼 느껴진다.”와 같이 문항들의 특성상 인물로 보이지 않는 그림은

사용할 수 없어 현대 추상주의 작품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 설문지: 개발한 인물그림 감상 설문 문항 50개, 일반 공감 설문 문

항 30개, 미술 감상 활동 외 설문 문항 12개를 사용했다. 모든 설문지에 대

한 응답 기준은 –3(전혀 그렇지 않다)~3(매우 그렇다)의 7점 리커트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일반 공감 설문 30문항. Davis(1980)의 논문에서 개발된 문항들 중 공상

에 관련된 문항들(Fantasy Items)과 공감적 관심에 관한 문항들(Empathic

Concern Items) 23개를 한국어로 번안했고, 공감 능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

항목 7개를 추가로 개발해 총 30문항을 사용했다.

미술 감상 활동 외 설문 12문항. 미술 감상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런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

술 감상 관련 활동과 미술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에

대한 문항들을 개발해 사용했다(부록 참고). 전문 지식에 대한 문항(1, 3번)

에는 리커트 문항 바로 아래 실제 작가 이름을 적게 했다. 이는 실제로 아

는지 직접 말하거나 떠올려보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평가에 도움이 된

다는 연구(Miller & Geraci, 2011)에 근거해 과장되지 않은 점수를 얻기 위

해 그렇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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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절차

실험은 한 번에 4명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테이블의 원하는

자리에 앉았다. 실험 설명문을 읽고, 실험 진행자와 참여자들 모두 준비된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실험 진행자가 실험 진행 순서를 다시 짧게 언급해

주고 전체 실험실 불을 끈 상태에서 첫 번째 그림을 1분 동안 감상하였다.

ARS 문항 개발 연구자들도 1분 동안 보여주었고, 이전 연구에서 한 그림

을 감상하는 데 대략 27초가 걸린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Smith &

Smith, 2001). 이때 참여자들에게 1분 동안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게 감상하도록 요구하였다. 1분이 지나면 테이블 쪽 한 개의

전등만 다시 켜서 개발된 인물그림 감상 관련 50개의 문항에 답하였고, 스

크린의 그림은 설문지를 하는 동안 볼 수 있었다. 모든 참여자들이 응답을

마치면 다시 전체 불을 끄고 두 번째 그림을 감상하였다. 두 번째 그림에

대한 설문지 응답까지 마치고 나면 일반 공감 문항 30개와 미술 감상 경험

등 기타 요인에 관한 문항 12개에 답하였다.

스크린에서 참여자들의 자리까지의 거리는 대략 430cm였고, 2.11×1.34㎡

크기의 스크린에 그림을 각각 크기 평균 90.71×120.86㎠, 표준편차

17.17×19.24㎠로 보여주었다. 각 실험마다 14개의 그림 중 무작위로 그림

두 개씩 제시되었지만 한 번의 실험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같은 그림 세

트를 보았다.

결 과

1.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총 14개의 그림에 대한 결과로 50개의 인물그림 감상에 관한 문항을 요

인 분석했다. 각 그림에 대한 참여자수는 30~45명이었다(m=35.29, sd=4.34,

표1 참고). 문항들 중 응답을 표시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는 결과를

제외하고 총 490개의 자료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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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3 A4 A5 A6 A7

37(20) 32(17) 35(17) 30(15) 36(13) 35(19) 43(22)

B1 B2 B3 B4 B5 B6 B7

31(16) 33(16) 33(16) 34(17) 32(12) 38(20) 45(24)

표 2. 실험에 쓰인 14장의 그림에 대한 감상자 수(괄호 안은 여성 참가자)

개발한 50개의 문항들에 대한 Cronbach α값은 0.9045로 높게 나타나서

전체 문항들의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각 문항의 내용이 다

르지만 하나의 큰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분석을 위한

최적 요인 개수를 선정하기 위해 scree plot을 그려본 결과는 다음 그림1과

같다.

[그림 1] 최적의 요인 개수 선정 scree plot

Scree plot을 그려본 결과 고유 값이 1이 넘는 요인은 6개였고, 각 요인

은 처음에 문항 개발 시 고려했었던 하위분류(자기-중심적/타인-중심의 감

정적 공감, 인지적 공감, 신체적 공감, 사회적 공감)가 거의 그대로 나왔다.

이 결과에 따라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5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 간의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oblimin 회전을 사용했다.

요  인

고
  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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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1은 10개 문항으로 긍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으로 만든 문항들이 포

함되어 있었다(“그림 속 인물이 정말 기뻐보여서 덩달아 기쁘다.”, “그림

속 인물은 평화로움을 느끼고 나도 그렇다.” 등). 요인2는 11개 문항으로

인지적 공감에 대한 문항들과 두 개의 다른 문항(23번, 41번)이 섞여 있었

다(“그림 속 인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림 속 인물

의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등). 요인3은 신체적 공감(“그림

속 인물이 또 다른 나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내가 그림 속 인물의 자세

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에 관한 문항 8개가 모여 있었다. 요인4는 부

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그림 속 인물은 짜증이 났고 나고 그렇다.”, “그림

속 인물이 매우 슬퍼 보여서 덩달아 슬퍼진다.”)에 관한 9개 문항이 모여

서,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감을 나타내는 문항들(“그림 속 인물과 금방 친

해질 수 있을 것 같다.”)을 포함해 4개 문항이 묶였다. 그리고 남은 문항들

은 요인부하 값이 다른 문항들보다(범위 .524~.874) 상대적으로 낮거나(범

위 .413~.469) 2개 이상의 요인에 비슷하게 영향을 받았다(예-42번 문항은

부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공감에서 요인 값이 모두 .413과 .459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2. 문항 제거

먼저 다른 문항 2개 이상과 상관계수가 높거나 내적 신뢰도를 낮추는 문

항을 제거했다. 17번 “그림 속 인물은 짜증이 났고 나도 그렇다.”는 문항

11번(.92), 25번(.78), 36번(.82), 37번(.88), 42(.77)번과 상관이 높게 나와 이

를 제거하였다. 그 후 또 문항 16번은 9번(.736), 11번(.766), 24번(.853), 43

번(.695)과 상관이 높아 제거했다. 그 후 다시 신뢰도 검증 후 전체

Cronbach α(.9049)를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을 제거했다 (15번 19번, 34번 제

거할 때 Cronbach α가 각각 .9063, .9078, .9060으로 높아졌다).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여 이때 요인 값이 전체 평균(.655)을 밑도는 문

항들을 제거하였다(2번, 9번, 23번, 24번, 25번의 요인 값 모두 .44이하). 이

를 바탕으로 Cronbach α값을 높일 수 있는 14번 문항을 제거했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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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으로 18번, 21번, 22번을 제거 하였다(Cronbach α=.8876을 각각

.8907, .8935, .8941로 미세하게 높였다). 41번, 44번, 48번 문항은 다른 두

요인에 동시에 속했다. 41번은 인지적 요인(.41)과 44번과 묶인 5번째 요인

(.63)으로, 44번 역시 인지적 요인(.47)과 5번째 요인(.52)으로, 48번은 긍정

적 감정 요인(.43)과 사회적 요인(.64)로 동시에 설명되므로 소속이 불분명

해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적은 수의 문항들로 전체 감상을 재는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개의 문항을 더 제거했는데, 이때 중요한 기준

은 그 문항을 제거했을 때 전체 요인 구조나 내적 신뢰도 지표에 큰 변화

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ΔCronbach α<.001).

3. 확인적 요인분석

위의 과정을 통해서 총 50개의 문항 중 24개의 문항을 선별하였고 요인분

석을 한 결과와 실제 문항 내용이 표5에 정리되어 있다. 최종 선별된 문항

들의 분석 결과 요인은 총 4개로 줄어들었다(χ2(186)=511.53, p<.001). 24개

의 문항은 전체 분산의 57.7%(R2=.577)정도를 설명했다. 전체 Cronbach α

값은 0.8990으로 높았고, 각각의 요인들의 요인 값도 .76~.93으로 내적 신뢰

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또, 각 요인들의 상관이 너무 높으면 독립적인 요

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것이 .481로

꽤 독립적인 요인들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표3 참고).

요인 간 상관의 정도가 4요인구조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2

요인, 3요인 구조 모델과 함께 적합도 지수를 구했다(표4). 그 결과 2요인

구조의 모델 적합도 지수는 TLI=.679, CFI=.708, RMSEA=.130이었고, 3요

인 구조일 때 적합도 지수는 TLI=.877, CFI=.889, RMSEA=.080으로 나타

났다. 4요일 구조일 때 RMSEA=.062로 범위 .05~.08 내로 적합하게 나타나

면서 TLI(.928), CFI(.935)도 .90을 넘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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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감정

공감
인지적 공감 신체적 공감 사회적 공감

긍정적 감정

공감
-

인지적 공감 -.013 -

신체적 공감 .287 -.295 -

사회적 공감 .457 -.288 .481 -

표 3. 인물그림 감상 문항 요인 간 상관계수

df χ2 TLI CFI RMSEA

24문항 4요인구조 246 703.24 p<.0001 .928 .935 .062

24문항 3요인구조 249 1034.27 p<.0001 .877 .889 .080

24문항 2요인구조 276 2317.71 p<.0001 .679 .708 .130

표 4. 인물 그림 감상 문항의 KMWS 요인구조 모델 적합도 지수

문항의 난이도(item difficulty, p)는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점수 6, 7점

의 비율로 계산하였고, 전체 문항과의 상관은 각 실험 참여자의 전체 점수

평균과 문항별 점수 평균을 비교하였다. ARS 개발자들은 난이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문항들은 최종 문항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신

체적 공감 문항들이 난이도가 매우 낮음에도(m=7.36, sd=2.13) 다른 문항들

은 표현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공감의 기초가 된다는 이론의

근거를 따라 포함시켰다. 전체 점수와 각 문항 간의 상관은 모두 중간 이

상(m=.55, sd=.09)이었다.

분류된 문항들의 내용에 따라 첫 번째 요인부터 “긍정적 감정 공감”,

“인지적 공감”, “신체적 공감”, “사회적 공감”으로 명명하였다. 긍정적 감정

공감에는 자기중심적인 공감 내용과 타인 중심적인 공감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 있었는데 표현하는 긍정 정서 내용이 조금씩 달라(큰 기쁨, 즐거움,

평화로움 등) 문항 선정 시에도 축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사회적

공감 요인 또한 인물 주제 그림을 감상할 때 충분히 의미 있을 만한 문항

으로 요인 값이 작은 편이지만 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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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α Item Loading M(SD) p rit
1. 긍정적 감정 공감 .93 그림 속 인물은 내가 느꼈던 것 같이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림 속 인물이 정말 기뻐보여서 덩달아 기쁘다.
그림 속 인물의 기분은 나처럼 매우 좋다.
그림 속 인물이 즐거워 보이는 것은 잘된 일이다.
그림 속 인물은 평화로움을 느끼고 나도 그렇다.
그림 속 인물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림 속 인물은 매우 고양된 상태이고 나도 그렇다.
그림 속 인물이 고양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89

.87

.84

.83

.76

.76

.75

.66

2.39(1.49)
2.25(1.46)
2.74(1.57)
3.12(1.84)
3.10(1.89)
2.69(1.75)
2.76(1.54)
3.25(1.69)

5.10
3.88
7.14
13.27
15.51
10.20
5.51
10.82

.66

.64

.66

.55

.55

.63

.60

.55

2. 인지적 공감 .90 그림 속 인물이 무엇을 얘기할지 알 것 같다.
그림 속 인물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속 인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림 속 인물의 몸짓이 어떤 기분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속 인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84

.83

.77

.75

.73

.71

4.60(1.48)
4.78(1.42)
4.59(1.41)
4.72(1.53)
4.81(1.51)
4.16(1.59)

30.00
31.63
24.69
34.08
36.33
22.65

.47

.42

.49

.41

.41

.37

3. 신체적 공감 .88 그림 속 인물의 위치에 내가 있는 것 같다.
그림 속 인물이 또 다른 나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그림 속 인물의) 팔, 손, 목, 또는 얼굴 등이 내 몸처럼 느껴진다.
내가 그림 속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그림 속 인물의 자세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림 속 인물의) 몸에 충격이 가해지면 나도 그것을 느낄 것 같다.

.83

.79

.72

.65

.62

.62

.59

2.63(1.55)
2.67(1.61)
2.41(1.43)
3.27(1.73)
3.26(1.71)
3.04(1.65)
3.06(1.70)

6.73
6.73
3.36
9.39
9.80
7.96
7.55

.62

.55

.52

.63

.62

.55

.50

4. 사회적 공감 .76 그림 속 인물과 아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그림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림 속 인물과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90

.57

.55

3.18(1.54)
4.65(1.56)
3.40(1.66)

7.76
31.43
11.22

.66

.50

.63

표 5.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의 최종 선정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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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2: 기타 관련 요인과의 상관 분석

방 법

인물 그림 감상에 관한 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요인으로 일반

공감 요인과 미술 감상 활동, 미술에 대한 태도 및 미술에 관한 전문지식

을 살펴보았다. 일반 공감 요인은 평소 얼마나 공감을 잘하는지에 관련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어 개개인의 기본적 공감 능력을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공감이 높은 사람이 인물이 그려진 그림에도 더욱 공감을

잘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만일 이런 일반적 공감의 인물 그림 감상

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다면, 각각의 인물 그림 감상에서 일반적인 공감

요인 외에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여 그림 감상에서는

공감이 오히려 크게 중요한 요인이 아닌 것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적

공감이 설명할 수 있는 정도에 제한이 있다면 그것은 각 인물 그림에서 여

러 공감 요인들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그림 감상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미술 감상 활동 등 감상 자체 상황 이외의 외부 변인들이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이전 연구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 감상 점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외부적 타당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사용한 일반 공감 설문지와 미술 감상 활동 외 설문지 문항들을 요

인 분석하였고, 그 후에 실제 각각의 기타 요인들이 인물 그림 감상 점수

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상관 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 알아 보았

다.

일반 공감 설문지 요인분석

새로운 문항들을 추가했고 문화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인분

석을 실시했다.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476명의 자료로 분석했

다. 그 결과는 표7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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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문항 개수는 총 21개였고, 5개의 요인으로 묶였다(χ
2(115)=585.15, p<.001). 각각의 요인은 그 내용에 따라 “타인의 평가”, “감

상”, “동정심”, “감동”, “상상” 등으로 이름 붙였다. 전체 Cronbach α값은

.875로 높았고 각 요인 안에 있는 문항들도 높은 Cronbach α값(범위

.67~.87)으로 전체 내적 신뢰도를 잘 갖추었고 각 요인들로 잘 묶였다. 각

요인들 간의 상관은 크게 높지 않았다(표6).

여러 개의 문항들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24번(1번, 2번, 3번, 4번, 10번

문항과 각각 .87, .49, .40, .37, .20 정도의 높은 상관), 23번(4번, 2번, 6번, 1

번 문항과 각각 .74, .34, .33, .22 정도의 높은 상관), 22번(4번, 6번, 2번, 1

번과 .73, .41, .39, .26의 상관), 21번 문항(4번, 1번, 6번, 2번과 각각 .78,

.37, .26, .22의 상관)을 차례로 제외시켰다. 그 후 다시 요인 분석한 결과

20번 문항의 요인 값이 .4를 넘지 않아 최종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미술 감상 활동 외 요인분석

개발한 12문항 중 미술 전문 지식에 관해 과대 혹은 과소평가한 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서술 란에 맞는 답을 적었으면 .5점씩 더했다. 따라서 만

일 세 명이상 적어야 할 때 세 명 모두를 적으면 1.5점이 더해졌다.

문항들의 전체 Cronbach α값은 .88로 높아 내적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

했다. 요인분석 결과 문항들을 만든 기준 그대로 각 문항4개씩 요인3개로

묶였다(χ2(33)=66.84, p<.001). 각각의 요인은 미술에 관한 활동(“한두 달에

한번은 꼭 미술관에 간다.”), 미술에 대한 태도(“미술작품에는 가치 있는

것이 많다.”), 미술에 관한 전문지식(“로코코 시대, 표현주의, 미래파 중 적

어도 두 개 이상 알고, 관련된 작가를 안다.”)에 관한 내용이었다. 3개 요인

의 12개의 문항은 전체 분산의 43%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왔고, 각 문

항들의 요인 부하 값도 높은 편이었다(1번부터 .62, .71, .84, .57, .75, .72,

.66, .43, .56, .34, .43 이었다, m=.60, s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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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평가
문화 감상 동정심 감동 상상

타인의

평가
-

문화 감상 -.240 -

동정심 -.271 .214 -

감동 -.377 .065 .138 -

상상 .429 -.228 -.353 -.221 -

표 6. 일반 공감 문항의 각 요인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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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α Item Loading M(SD)

1. 타인의

평가

.87 사람들은 내가 자신의 기분을 재빨리 알아차린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자신의 의도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 같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자기들의 속마음을 잘 눈치 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내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준다고 얘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한다.

가족들은 감정적으로 힘이 들 때 나에게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86

.84

.81

.71

.53

.46

4.66(1.47)

4.76(1.50)

4.72(1.40)

4.89(1.32)

5.11(1.24)

4.50(1.54)

2. 문화 감상 .78 나는 소설 속 인물들의 감정에 쉽게 빠진다.

나는 연극이나 영화를 본 후에 극중 인물이 된 것처럼 느낀다.

좋은 영화를 볼 때 쉽게 주인공 역에 나를 대입시켜본다.

책이나 영화에 내가 깊이 빠지는 것은 드문 일이다.(역코딩)

나는 영화나 연극을 볼 때 대개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한다.(역코딩)

.88

.78

.62

.62

.47

5.44(1.41)

4.59(1.35)

5.53(1.39)

5.44(1.26)

4.59(1.35)

3. 동정심 .85 나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잘 근심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심하게 걱정한다.

어떤 사람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을 때 크게 동정심이 일어난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보호해야겠다는 기분을 느낀다.

.90

.82

.47

.44

4.23(1.52)

4.53(1.45)

5.35(1.23)

5.51(1.09)

4. 감동 .67 따듯하고 감정적인 장면은 내 마음을 녹이고 눈물이 고이게 만든다.

나는 슬픈 영화를 보면 매번 마음이 따듯해지고 등장인물들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주 감동받는다.

.71

.78

.42

5.35(1.67)

5.70(1.27)

4.93(1.68)

5. 상상 .74 나는 자주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하거나 꿈꾼다.

흥미로운 이야기나 소설을 읽을 때 내게 이야기 속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본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자주 상상해본다.

.86

.61

.57

5.69(1.20)

6.10(1.04)

5.33(1.46)

표 7. 일반 공감 문항 (Davis, 1980 번안 및 추가 개발) 최종 선정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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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인물 그림 감상 문항과 일반 공감과의 상관

요인분석 및 문항 제거 결과 총 21개의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해 개인의

일반적인 공감 점수를 구했고(m=107.7, sd=15.58), 일반적 공감 능력 수준

(상, 중, 하)에 따라 인물그림 감상에 대한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일반적 공감 능력 수준은 합산한 점수의 1사분위 아래(수준

하)와 3사분위 위(수준 상)를 기준으로 나눴다(1st Qu.=97.0, 3rd

Qu.=118.0). 전반적인 인물그림 감상에 대한 일반 공감 효과는 유의미했다

(F(1,464)=29.01, t=5.386, p<0.001, R2=.05885, 산점도와 회귀선 그래프는 그

림2 참고)

일반 공감 총점에 따라 인물그림 감상의 요인별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각각 살펴보았다(표8). 인물그림 감상을 요인별로 분석해 보아도 모든 요소

에 대해서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R2의 값을 볼 때 일반적 공감 능력만

으로 설명하는 정도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m=.039, sd=.025). 따라서 인물

그림 감상은 일반적인 공감 능력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일반 공감의 하위 요인들 중 인물그림 감상을 잘 설명하는 요

인의 순서와 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표8). 그 결과 동정심과 공감 능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두 요인 합쳐서

R2=.063)가 가장 설명력이 크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문화감상(ΔR2=0.041),

상상(ΔR2=0.034)이 유의미하게 설명 효과를 보였다. 이로써 인물그림 감상

은 다른 예술 작품 감상이나 상상으로 공감하는 것보다 실제 삶에서 동정

심을 느끼고 타인이 보기에도 공감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것에 더 영향

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 설명력이 다 합쳐보아도 9.6%

정도로 상관관계에 비해 작은 편이고 다른 요인들로 설명할 여지가 충분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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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물

그

림

감

상

총

점

일반 공감 능력 총점

[그림 2] 일반 공감 능력 총점과 인물그림 감상 총점 산점도

요인 t SE df R2 F

긍정적 감정 공감 2.743** 10.89 464 .01596 7.523

인지적 공감 24.08*** 7.266 464 .03382 16.24

신체적 공감 3.969*** 8.622 464 .03283 15.75

사회적 공감 6.127*** 3.784 464 .07485 37.54
**p<.01, ***p<.001

표 8. 일반적 공감 총점에 따른 인물그림 감상 요인별 점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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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 B β R 2 ΔR 2 F(df1,df2) RSS(모형) SS(모형) F (모형)
단계1

동정심 1.09 .216*** .046 - 21(1,431)*** 190883 - -
단계2

동정심 .911 .181*** .063 .017 14.44(2,430)*** 187586 3297.1 7.7812**

타인의 평가 .430 .133**

단계3
동정심 .689 .137** .087 .041 13.56(3,429)*** 182847 4738.2 11.1823***

타인의 평가 .330 .102*

문화 감상 .673 .165***

단계3
동정심 .665 .132* .075 .029 11.52(3,429)*** 185261 -2413.4 -
타인의 평가 .367 .113*

감동 .667 .122*

단계3
동정심 .811 .161*** .084 .034 13.11(3,429)*** 183374 1886.8 -
타인의 평가 .406 .125**

상상 1.020 .147**

단계4
동정심 .608 .121* .089 .012 10.4(4,428)*** 182456 917.7 2.1657
타인의 평가 .315 .097*

문화 감상 .577 .142*

감동 .305 .056
단계5

동정심 .612 .121* .096 .007 9.088(5,427)*** 180931 1525.3 3.5998.

타인의 평가 .327 .101*

문화 감상 .426 .105.

감동 .251 .046
상상 .673 .097.

.p<0.1, *p<.05 **p<.01, ***p<.001

표 9. 일반 공감 요인별 인물그림 감상 총점의 위계적 회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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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 감상 활동 외 요인의 효과

모든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각 개인별 미술 감상 활동 외 요인 총점

을 구하였다. 그 다음, 미술 감상 활동 외 총점의 수준에 따라 인물그림 감

상에도 영향을 주는지 검토했다. 이번에도 역시 미술 감상 활동 외 수준을

하(1st Qu.인 30 미만), 중(30이상 46이하), 상(3rd Qu.인 46초과)로 나누어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역시 미술 감상 활동 외 요인 총점은 전반적인 인

물그림 감상 점수와의 상관이 유의했다(t(1, 431)=2.967**, R2=.02002,

F=8.806).

구체적으로 미술 감상 활동 외 세 요인 중 어느 것이 얼마나 인물 감상

그림 점수를 설명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일

반 공감 점수가 큰 설명력을 갖기에 일반 공감 점수의 효과에 얼마나 더

설명 효과를 보탤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표10).그 결과 미술 감상 활동과

미술에 대한 태도가 1%, 2.5%정도의 유의미한 설명 효과(각각 ΔR2=.010,

.025)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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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 B β R 2 ΔR 2 F(df1,df2) RSS(모형) SS(모형) F (모형)
단계1

일반적 공감 .422 .305*** .093 - 44.29(1,431)***

단계2

일반적 공감 .413 .298*** .103 .010 24.65(2,430)* 179597 1934.4 4.6895*

미술 감상 활동 .401 .099*

단계2

일반적 공감 .384 .278*** .118 .025 28.65(2,430)*** 176644 2953.6

미술 태도 .810 .159***

단계2

일반적 공감 .425 .307*** .096 .003 22.84(2,430) 180964 -4320.5

미술 지식 .234 .053

단계3

일반적 공감 .385 .278*** .118 .025 19.06(3,429)* 176640 4323.8 10.4820**

미술 감상 활동 .021 .005

미술 태도 .793 .155**

단계4

일반적 공감 .381 .276*** .118 .025 14.32(4,428). 176550 90.8 .2201

미술 감상 활동 .108 .027

미술 태도 .792 .155**

전문 지식 -.131 -.030
.p<0.1, *p<.05 **p<.01, ***p<.001

표 10. 기타요인별 인물그림 감상 총점의 위계적 회귀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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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 논의

연구1에서는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를 개발하고 그 감상 점수와 기타 관

련 요인들과의 상관을 분석했다. 연구 1-1에서는 총 50개의 문항들을 공감

에 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개발하였고, 이 문항들로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물 미술 감상에서 공감에 대한 총 4개의 요인의 24개 문항이 전체

분산의 약 60% 가까이 설명했다. 첫 번째 요인은 긍정적 감정에 대한 공

감으로 평화로움, 기쁨, 기분 좋은 감정 등에 대한 자기중심적 공감이나 타

인중심적인 공감의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두 번째 요인은 인지적 공감으로

제시된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표정 또는 자세 등의 의미를 아는 것과 관련

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신체적 공감으로 이 요인은 특별

히 문항 난이도가 높긴 했으나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고 특히 이 전에는

이론적 제안만 있었을 뿐 실험에서 드러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려해볼만

한 요인이었다. 이 신체적 공감은 바라보는 대상의 신체가 마치 자기 자신

처럼 느껴지거나 대상이 있는 공간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끼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세 문항은 사회적 공감 요인으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선호도 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었다.

기존의 ARS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요인(제2요인, 요인 부하량=.80)이

전체 분산을 설명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문지에

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 요소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이 가

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 요소는 요인 값이

너무 낮거나 2개 이상의 요인에 비슷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정되어 최

종 문항으로 선택되지 않았다.

연구 1-2에서는 연구 1-1의 설문 실험의 응답들을 바탕으로 일반적 공

감 점수 및 기타 요인들과 인물그림 감상 점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일반 공감 능력은 대개 개인 내적 특성 중 하나여서 크게 변하지 않는 기

질적인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Davis 외, 1994) 과연 미술 감상 당시

그 그림에 대한 공감 점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물 그림 감상 점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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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면서도 높지 않은 상관계수를 보여 같은 개인이더라도 어떤 그림을 보

느냐에 따라 감상 점수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 공감에서 정확히 어떠한 부

분이 인물 그림 감상점수를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물그

림 감상 점수 분산에 대해 동정심과 공감에 대한 타인의 평가 점수가 더

중요한 설명 변수이고 그 다음으로 문화 감상 및 상상력 요인이 설명력을

가짐을 보였다. 인물그림 감상에서는 다른 종류의 문화 감상에 필요한 가

상 상황에 대한 공감 능력보다도 안타까움을 느끼는 등 실제 상황에서의

공감능력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으로 평가한 공감 능력보다도

타인에 의해서 공감 능력이 있다고 평가 받았을 때 실제로 인물그림 감상

에서도 공감을 잘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 공감 능력이 인물 그림 감상 점수의 전체 분산에서 설명

할 수 있는 양은 1% 미만으로, 일반 공감만으로 인물 그림 감상에서 일어

나는 공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 상황적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다음으로 미술에 관한 활동의 양, 미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정도, 미

술에 대한 실제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지에 따라 인물그림 감상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일반적 공감 점수를 첫 설명 변수로 하고, 미술 감

상 활동, 미술 관련 태도, 미술 관련 전문지식의 각 점수에 따라 얼마나 더

설명력이 높아지는지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미술 감상 활

동과 미술 관련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전문지식의 영향은 유의

미하지 않았다. 전문지식의 영향이 매우 미미했던 것은 아마도 본 실험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높지 않은 미술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지식 총점이 만점이고 관련 작가들의 이름을 모두

다 맞게 적었을 경우 만점이 31점인 것을 생각해 볼 때(7점×4문제+(보너스

0.5점×작가3명)×2문제=31점), 학생들의 전반적인 점수가 매우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m=9.46점, sd=4.93). 한 편, 미술에 대한 경험이나 태도는

주관적인 경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로, 일반인들이 전문가들

에 비해 자신의 경험에 비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경향이 크다는 선행 연

구들의 결과와 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Cupchik, 1992; Led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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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연구2는 연구1에서 개발한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와 ARS 미술 감상 문

항들을 각각 요인구조를 재확인하고 두 설문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연구2-1에서는 설문 실험을 진행하고 각 설문지의 문항들을 다시 요인

분석했다. 그 후 연구 2-2에서 연구 2-1 결과를 바탕으로 인물그림 감상

점수와 ARS 점수의 관계를 상관 분석과 모든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와 ARS 설문지 모두 하위

요인별로 특정 그림이나 사진에 대해 변별력을 살펴 본 후 그림과 사진 전

체에서 인물그림 감상 점수와 ARS 점수와의 관계를 상관과 위계적 회귀

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연구1에서 진행했던 미술 감상 활동 외 요인과의

상관과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다시 인물그림 감상 점수와 ARS 점수 각각

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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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1: 설문 실험 및 요인 분석 재검증

방 법

참여자

서울대학교 심리학 개론 또는 심리학 교양 과목을 듣는 학부 재학생 65

명(남 30명, 여 35명)이 참여하였다. 나안 및 교정시력이 0.5이상이고 색맹

이 아닌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나이 m=21.70, sd=2.62). 각 그림 및

사진 별 참여자수는 표10에 정리되어 있다.

A1 B2 B1 A6 P1 P2 P3 P4

14(8) 15(10) 14(7) 18(11) 20(12) 13(5) 16(9) 16(9)

표 11. 실험에 쓰인 그림과 사진의 감상자 수(괄호 안은 여성 참가자수)

도  구

가. 그림: 그림은 연구1 결과를 바탕으로 긍정 감정에 대한 공감 점수

(m=3.04, sd=.97)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2개의 그림(A1, B2, 평

균이 각각 4.28, 3.84)과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인 2개의 그림(A6, B1, 평균

이 각각 2.61, 2.51)을 선택했다.

나. 사진: 사진은 ARS 미술 감상 설문지 개발자들이 그림에 비교하는

자극으로 감정 사진(IAPS: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s Systems)을 사

용했던 것을 따라 사진을 비교자극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RS 연구에서

부정적인 감정 영역에서 그림과 사진의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인물그림 감상 문항들이 단순히 그림과 사진 자극의 차이에는 민

감하지 않을 수 있어 사진을 공감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이 드러난

사진 2장과 공감을 별로 드러나지 않는 신문 기사용 사진 2장을 준비하였

다. 설문 실험 결과 긍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 점수(그림과 사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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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5.01, sd=10.95)는 표12에 나타나 있다.

A1 B2 B1 A6 P1 P2 P3 P4

21.08 9.50 13.21 16.78 9.20 11.69 32.75 8.06

표 12. 실험에 쓰인 그림과 사진의 긍정적 공감 점수

다. 설문지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 최종 선별된 인물그림 감상을 위한 문항 24개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해 사용했다.

ARS 미술 감상 설문지. 한국어로 번안한 30문항을 무작위로 배치하였

고, 기존 연구자들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물그

림 감상 설문지와 평가의 신뢰도를 위해 –3(전혀 그렇지 않다)~3(매우 그

렇다)의 7점 리커트 척도로 바꿨다.

미술 감상 경험 외 설문지. 연구1에서 개발한 미술 감상 경험에 관한

문항 4개, 미술에 관한 태도에 대한 문항 4개, 미술에 관한 전문 지식 문항

4개의 총 12개의 문항을 사용했다.

실험 절차

실험은 한 번의 실험에 1명에서 4명까지 참여할 수 있었다. 실험 장소와

실험 방법은 연구1과 같았다. 다만 한 사람이 그림 2개 대신, 무작위로 제

시된 그림 1개와 사진 1개를 감상했다. 그림이나 사진을 1분 동안 감상하

고 난 뒤 개발된 인물그림 감상 24개 문항과 ARS 한국어 번안 30개 문항

에 모두 답했다.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와 ARS 설문지의 순서는 참여자마

다 무작위로 주어졌다. 2개 자극 각각에 대해 모든 문항 54개에 응답을 마

친 참여자는 미술활동 외 설문지 12개의 문항에 답하고, 원하면 실험실에

서 먼저 나갈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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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인물그림 감상 문항 요인 재분석 결과

앞서 선별한 문항들이 연구1 결과와 같은 요인구조를 갖는지 요인분석을

반복 검증했다(χ2(186)=251.79, p<.001, 표13, 표15). 한 문제라도 누락된 자

료를 제외하고 총 128개의 표본 중 그림에 대한 63개의 표본을 사용했다.

요인4개로 전체 분산의 약 60%가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Cronbach α값은 .92로 높았다. 연구1에서 최종 추출된 요인이 4개였으므

로 요인을 4개로 정하고 그 구조를 살펴보았더니 연구1의 요인분석과 비슷

한 결과가 나타났다. 단 두 문항만이 각각 연구1 결과(사회적 공감 문항이

었던 49번, 긍정적 감정 공감 문항이었던 30번)에서와 다른 요인(각각 긍정

적 감정 공감 요인과 인지적 공감 요인)에 포함되었고 그 요인 부하 값이

.47, .30이었다. 그러나 두 문항을 제외해도 Cronbach α값이 크게 커지지도

않고 이론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외시키지 않고 이후 분석에 총점

계산에 포함시켰다.

2. ARS 문항 요인 재분석 결과

ARS 문항들에 대해서도 본 실험 결과에 따른 요인분석을 실시했다(표

14, 16참고, χ2(247)=316.5, p<.005).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의미 차이

가 발생하거나 문화적인 이유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주제가 인물화

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재검증했다. 요인 개수는 문

항 개발자들의 연구에 따라 6개로 했다. 역시 그림을 감상 후 답한 63개의

표본만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ARS 연구자들의 요인구조 결과와 비슷하게 6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다. 몇 문항은 이전 연구 결과와 다른 요인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요인

부하 값은 낮았다. 요인구조 분석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

에서 인물그림만 사용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후 분석에서는 직접 검증 가

능했던 이 요인분석 결과로 ARS의 총점에 반영할 문항들을 선정했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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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앞서 요인 소속이 불분명하거나 요인 값도 낮은 문항들(4번 문항, 21

번, 25번, 28번, 29번 문항)과 여섯 번째 요인의 내적 신뢰도를 해치는 문

항(14번 “이 그림의 내용에 대해선 도저히 모르겠다.” 와 13번 “이 그림을

통해 예술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알 것 같다.”)는 제외시켰다.

이후 분석에 사용한 최종 문항은 23문항이었고, 전체 Cronbach α값은

.87로 높았다. 첫 번째 요인에는 “이 그림을 나의 일생과 연관 지을 수 있

다.” 등 기 참조의 내용이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두 번째 요인에는

“이 그림은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등 예술적 독특성에 관한 문

항들이 있었다. 요인3은 “나는 이 그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다.” 등을

포함하는 지적 자극 요인이었고, 요인4는 “이 그림을 마주하는 것이 아주

흥분된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된 강렬한 감정에 관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5요인과 6요인은 각각 부정적 감정과 지식에 관련된 요인으로 각

각 문항 “이 그림은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과 “이 그림을 특정 예술가와

연결 지을 수 있다.”를 포함하고 있었다.

긍정적

감정 공감
신체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긍정적

감정 공감
-

신체적

공감
.366 -

인지적

공감
-.248 -.196 -

사회적

공감
-.190 .296 .0381 -

표 13. 반복 검증한 인물그림 감상 문항의 요인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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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참조
예술적

독특성
지적 자극

강렬한

감정
지식

부정적

감정

자기 참조 -

예술적 독특성 .243 -

지적 자극 .241 .394 -

강렬한 감정 -.427 -.282 -.0929 -

지식 .399 .204 .0373 -.1826 -

부정적 감정 .110 .167 -.0427 -.1661 .2042 -

표 14. 반복 검증한 ARS 문항의 요인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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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α I tem Loading M(SD)

1. 긍정적 감정 공감 .89 그림 속 인물의 기분은 나처럼 매우 좋다.

그림 속 인물은 평화로움을 느끼고 나도 그렇다.

그림 속 인물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그림 속 인물의 기분은 나처럼 매우 좋다.

그림 속 인물이 정말 기뻐보여서 덩달아 기쁘다.

그림 속 인물이 고양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림 속 인물이 즐거워 보이는 것은 잘된 일이다.

.66

.82

.87

.89

.79

.66

.78

.99(1.44)

2.35(1.78)

1.74(1.80)

1.56(1.58)

1.22(1.54)

1.89(1.76)

2.68(1.84)

2. 신체적 공감 .90 (그림 속 인물의)팔, 손, 목, 또는 얼굴 등이 내 몸처럼 느껴진다.

그림 속 인물이 또 다른 나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내가 그림 속 인물의 자세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그림 속 인물의) 몸에 충격이 가해지면 나도 그것을 느낄 것 같다.

그림 속 인물의 위치에 내가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림 속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75

.69

.76

.83

.57

.97

.69

1.45(1.55)

1.77(1.75)

1.64(1.69)

1.73(1.75)

1.84(1.74)

1.79(1.64)

2.13(1.82)

3. 인지적 공감 .90 그림 속 인물이 무엇을 얘기할지 알 것 같다.

그림 속 인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림 속 인물의 몸짓이 어떤 기분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속 인물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림 속 인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그림 속 인물의 몸짓이 어떤 기분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그림 속 인물은 매우 고양된 상태이고 나도 그렇다.

.74

.66

.68

.81

.89

.85

.33

3.31(1.60)

2.63(1.72)

3.59(1.56)

3.32(1.58)

3.31(1.59)

3.48(1.67)

1.52(1.53)

4. 사회적 공감 .64 그림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림 속 인물과 아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99

.49

3.13(1.82)

2.38(1.63)

표 15. 반복 검증한 인물그림 감상 문항 요인분석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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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α I tem Loading M(SD)

1. 자기 참조 .86 내 개인적인 기억들은 이 그림과 연결된다.

이 그림을 나의 일생과 연관 지을 수 있다.

이 그림은 내 인생 내력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 그림은 내 개인적인 감정 상태를 잘 나타낸다.

.96

.86

.68

.53

2.72(1.93)

2.60(1.82)

2.19(1.84)

2.09(1.71)

2. 예술적 독특성 .80 이 그림은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이 그림은 혁신적이다.

이 그림은 독특하다.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는 기분이 든다.

.94

.66

.52

.38

1.56(1.62)

1.27(1.43)

2.73(1.85)

2.38(1.71)

3. 지적 자극 .80 나는 이 그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다.

이 그림의 배경지식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

이 그림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그림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그림의 구성은 높은 질적 수준을 보인다.

.80

.69

.56

.55

.31

3.45(1.63)

3.13(2.00)

4.14(1.58)

3.69(1.48)

2.38(1.53)

4. 강렬한 감정 .76 이 그림을 마주하는 것이 아주 흥분 된다.

이 그림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

이 그림은 나를 흥분시킨다.

이 그림은 날 곤란하게 만든다.

이 그림은 역겨운 기분이 들게 한다.

.86

.68

.51

.41

.39

1.45(1.50)

1.07(1.50)

1.34(1.54)

1.02(1.43)

.74(1.37)

5. 부정적 감정 .65 이 그림은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이 그림은 날 곤란하게 만든다.

.86

.85

1.77(1.86)

2.41(2.00)

6. 지식 .62 이 그림을 특정 예술가와 연결 지을 수 있다.

이 그림을 예술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 그림을 안다.

.61

.46

.41

1.88(1.66)

1.5(1.61)

.51(1.01)

표 16. 반복 검증한 ARS 그림 감상 문항 요인분석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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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2:인물그림 감상 요인과 ARS 관계

방 법

인물그림 감상 점수가 ARS 미술 감상 점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먼저 그림에 대해 답한 설문 결과만(n=63)으로 분석했다. 첫

째로 인물그림 감상과 ARS 미술 감상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해보

았다. 그 후 두 설문지의 문항들이 정말 서로 다른 구분되는 내용들을 묻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문항들을 통합해 요인 분석을 재검토했다.

결 과

1. 상관 분석 결과

먼저 각 그림에 따라 인물그림 감상 문항의 요인별 총점 및 ARS 그림

감상 문항의 요인별 총점의 평균 점수는 표17과 같다. 인물그림 감상 설문

문항들과 ARS 그림 감상 설문 문항들의 요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지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인물 감상 설문 문항 내에서는 긍정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만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상관 정도는 .28 정도로

높지는 않았다. ARS 설문 문항 내에서는 자기참조와 부정적 감정이 .52

정도의, 예술적 독특성과 지적 자극이 .63정도의 상관을 보여 꽤 높은 상관

을 보였다. 인물그림 감상 요인과 ARS 그림 감상 요인과의 상관에서는 긍

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과 지식이 .58정도, 인지적 공감과 지적 자극이 .45

정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줬다. 이는 앞서 ARS의 질문들이 인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어느 정도 뒷받

침해준다. 특히, 인지적 공감과 지적 자극 간의 상관이 .45인 것은 인지적

공감이 더 잘 일어날수록 더욱 더 배경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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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m(sd)

A1 A6 B1 B2

인

물

그

림

감

상

문

항

긍정적 감정 공감 21.08(9.73) 9.50(5.93) 13.21(9.54) 16.78(10.6)

신체적 공감 10.77(11.72) 9.44(7.03) 12.21(8.98) 15.89(9.31)

인지적 공감 16.08(10.13) 23.33(7.18) 11.64(8.25) 23.89(6.70)

사회적 공감 5.77(3.42) 4.89(3.08) 6.29(2.89) 5.94(2.24)

A

R

S

그

림

감

상

문

항

자기 참조 5.54(5.03) 9.72(5.34) 7.43(6.22) 10.72(5.85)

예술적 독특성 6.46(3.76) 10.78(6.00) 12.86(4.85) 12.33(4.24)

지적 자극 18.54(6.35) 19.56(6.13) 17.64(6.25) 19.56(4.53)

강렬한 감정 3.54(4.27) 4.94(3.62) 7.93(6.12) 8.22(6.52)

부정적 감정 1.38(1.71) 6.44(2.77) 4.14(3.53) 5.67(3.51)

지식 4.31(3.50) 5.00(3.46) 4.50(3.13) 5.78(3.61)

표 17. 인물 그림 감상 문항과 ARS 문항의 요인별 총점 평균

음을 시사한다. 한편, 긍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과 지식의 관계는 지식에 대

한 ARS 문항들이 대체로 미술 감상 당시 이전(예: “이 그림을 예술 역사

적인 맥락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 그림을 안다.”)에 갖고 있던 지식을

물어보는 내용이 많아 친숙도가 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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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공감 신체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자기 참조 .151 .499 .529 .242

예술적 독특성 .153 .189 .256 .385

지적 자극 .308 .273 .464* .527

강렬한 감정 .411 .496 .305 .536

지식 .577* .419 .374 .442

부정적 감정 -.123. .265 .557 .164
.p<0.1, *p<.05 **p<.01, ***p<.001

표 18. 인물 감상 설문 문항과 ARS 문항의 요인들 간 상관1(그림)

2. 통합 요인 분석 결과

인물그림 감상 문항과 ARS 그림 감상 문항이 서로 다른 내용을 측정하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요인 분석했다(표1, χ2(893)1162.73, p.000***).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가 총 4요인, ARS 그림 감상 설문지가 6요인으로 설

명되므로 도합 10요인으로 요인분석 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문항들이 인

물그림 감상 관련 문항들은 자기들끼리, ARS 그림 감상 관련 문항들 역시

자기들끼리 묶였다. 추출된 요인 또한 연구 2-1에서 재검증한 요인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은 요인 부하 값의 순서대로 긍정

적 공감, 신체적 공감, 자기 참조, 지적 자극, 인지적 공감, 예술적 독특성,

그리고 기타 지식을 포함한 세 요인이었다. 단, ARS 29번째 문항(“이 그림

은 기분 좋다.”)은 인물그림 감상 문항의 긍정적 공감 요인에 포함되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인물그림 감상 27번 문항(“그림 속 인물은 화가 났고 나

도 그렇다.”)은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의 신체적 공감에 포함되었다. 또,

ARS 8번 문항(“이 그림은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ARS13번 문항(“이 그

림을 통해 예술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알 것 같다.”)은 각각 예술적

독특성, 인지적 공감 요인에 포함되었다. 그 밖에 문항들은 낮은 요인 값

(.40이하)을 보였지만 역시 ARS문항들은 ARS문항들끼리, 인물그림 감상

문항들은 인물그림 감상 문항들끼리 묶여 독립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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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고유 값

요인부하 값

평균,

표준편차

포함 문항 (Q:인물그림 문항,

ARS: ARS 그림 감상 문항)
혼합문항

1. 긍정적 공감 4.952 .719(.131) Q29, Q31, Q26, Q32, Q13, Q33 ARS29

2. 신체적 공감 4.557 .660(.100) Q1, Q3, Q7, Q8, Q4, Q6, Q5 Q27

3. 자기 참조 2.849 .782(.121) ARS16, ARS18, ARS19

4. 지적 자극 2.760 .673(.094) ARS1, ARS2, ARS3, ARS4

5. 인지적 공감 2.736 .673(.232) Q37, Q43, Q35, Q39

6. 예술적 독특성 2.724 .539(.226)
ARS24, ARS20, ARS22,

ARS26
ARS8

7. 인지적 공감 외 2.352 .582(.070) Q35, Q39, Q40, 36 ARS13

8. - 2.243 .447(.054) ARS5, ARS9

9. 지식 2.000 .503(.032)
ARS11, ARS14, ARS12,

ARS15

10. - 1.779 .637(.310) ARS27, ARS5

표 19. 인물그림 감상 문항과 ARS 문항의 통합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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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3: 일반화 및 기타 요인과의 상관

방 법

연구 2-2 결과를 바탕으로 인물그림 감상 문항의 총점과 ARS의 총점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지만, 두 설문지는 독립적인 항목들을 측정하고 있

는 것을 확인했다. 문항들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에는

공감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당시의 감정 변화에 관한 문항이 많은 반면

ARS에는 인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에 관한 문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상관관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물그림 감상설문지의 항목

들로 ARS에 나타난 인물그림의 전체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알기 어렵다.

본 연구 2-3에서는 자극이 인물그림일 때와 인물 사진일 때 인물그림 감

상 설문지와 ARS 설문지 각각의 하위 요인이 구별할 수 있는 자극들을

자극별 점수 차이로 알아보았다. 그 후 인물그림 감상의 각 하위 요인이

ARS 그림 감상 점수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지 위계적 회

귀분석을 이용해 살펴보았다.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할 때 ARS 미술 감상 설문지의 하위 요인과 문항

들의 내용을 고려해 어떤 내용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도록 설정할지 결정했

다. ARS 미술 감상 설문지의 문항에는 “이 그림은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이 그림을 통해 예술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알 것 같

다.” “이 그림을 특정 예술가와 연결 지을 수 있다.”와 같이 직접적으로 예

술과 관련해 생각하도록 하는 문항들이 많고 최종 평가의 내용을 담고 있

는 문항들이 대부분이다(예: “이 그림의 구성은 높은 질적 수준을 보인

다.”). 이에 비해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의 문항들의 경우 대부분이 그때 당

시의 그림 속 인물에 대해 느끼는 감정 또는 떠오르는 생각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그림 속 인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실제 감상 시간에 따라 초반

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설문 문항인지는 이후 새로운 실험으로 검증해야



40

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인물그림 감상의 각 하위요인이 전체적인 예술 평가

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 살펴보았

다.

결 과

1. 감상 자극 종류에 따른 점수 차이

인물그림인지 또는 인물 사진인지에 따라서 인물 감상 설문지와 ARS

예술 감상 설문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지 각 설문지의 총점으로 회귀분석

을 실시했다(표20, 21 참고). 인물 감상 문항에서는 사진 1과 사진3에서 차

이가 나타났고 ARS 문항에서는 A1, B1, B2, P4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ARS 문항이 실제로 더 그림자극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그림과 사진 두

그룹으로만 나눠보면 t=3.474, p=.000777***, R2=.1043, 그림일 때와 사진일

때의 각 설문지의 하위요인별 점수 평균의 그래프는 그림3을 참고)

B SE t Pr(>|t|)

(Intercept) 68.78 6.17 11.14 .000***

A6 -5.85 7.91 -.74 .462

B1 -10.94 8.17 -1.34 .184

B2 5.47 8.17 -.67 .504

P1 -16.01 7.63 -2.10 .039*

P2 -3.78 9.00 -.42 .676

P3 16.47 8.17 2.02 .047*

P4 7.72 8.17 .95 .347
.p<0.1, *p<.05 **p<.01, ***p<.001

표 20. 제시된 자극에 따른 점수 차이1(인물그림 감상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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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E t Pr(>|t|)

(Intercept) 53.692 5.828 9.212 .000***

A6 -6.526 7.649 -.853 .39526

B1 -10.335 8.094 -1.277 .200410

B2 8.808 7.649 1.152 .25180

P1 -14.392 7.486 -1.922 .056912.

P2 -2.769 8.242 -.336 .73748

P3 23.745 7.846 3.026 .00303**

P4 5.495 7.846 .700 .48507
.p<0.1, *p<.05 **p<.01, ***p<.001

표21. 제시된 자극에 따른 점수 차이2(ARS 설문지)

다음으로 정확히 어떤 하위요인 점수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 각 자극에 따라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와 ARS 설문지의 하위영역 별

점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회귀 분석했다(표22-1,22-2).

인물그림 감상 설문 문항들의 점수 차이에서 긍정적 공감 점수는 그림

A6, B1과 사진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인지적 공감 점수는 그

림 B1을 제외한 모든 자극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체적 공감 점수

는 오직 부정적 감정이 드러난 네 번째 사진에서만, 사회적 공감 점수는

오직 신문 기사 첫 번째 사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RS 설문지에서는 자기참조 점수가 그림 B1과 첫 번째 기사사진을 뺀

나머지 자극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예술적 독특성 점수는 뚜

렷하게 그림 세 개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적

자극 점수는 기사에서 뽑은 사진 두 개에 대해서, 강렬한 감정은 그림 B1,

B2에서, 지식 점수는 긍정적 감정이 드러난 세 번째 사진에서만 차이가 유

의미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감정 점수는 첫 번째 기사 사진을 제외한 모

든 자극에 대해 점수 차이가 유의미했다.

두 설문지 모두에서 긍정적거나 부정적인 감정 점수에서는 그림이냐 사

진이냐에 상관없이 ARS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차이가 났다. 인

지적 공감이나 자기 참조 점수 또한 대부분의 그림 및 사진에서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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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신체적 공감이나 사회적 공감의 경우 오히려 사진에서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미술 작품 감상에서는 사진에 비해 비교적 약하게 일

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ARS가 그림에 대해서 제일 특이성을 보이는 항

목은 예술적 독특성과 강렬한 감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사진과 다른 그림

만의 특성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은 높은 수준

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이 그림을 마주하는 것이 아주 흥분된다.”와 같은

문항들은 그림의 개성이나 그 인상에서 평가되는 것인데, 정말 그림과 사

진이라는 자극 형태의 문제인지 예술성의 문제인지는 이후 좀 더 예술성

있는 사진 작품과 비교해 봐야겠지만 예술적 독특성 측면에서 그림에 비해

사진 자극의 점수가 많이 낮은 경향(그림 평균 10.75 > 사진 평균 5.17)을

보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그림과 사진일 때 각 설문지의 하위요인 점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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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lue(Estimate, SE)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

긍정적 공감 신체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그림 A6 -4.031(-11.58, 2.87)*** -.40(-1.32, 3.31) 2.70(7.26, 2.69)** -.79(-.88,1.11)

그림 B1 -2.59(-7.86, 3.04)* .41(1.45, 3.51) -1.56(-4.43, 2.85) .44(.52, 1.17)

그림 B2 -1.50(-4.30, 2.87) 1.55(5.12, 3.31) 2.90(7.81, 2.69)** .16(.52,1.11)

사진 P1 -4.23(-11.88, 2.81)*** -1.15(-3.72, 3.24) 1.36(3.57, 2.64) -2.18(-2.37, 1.09)*

사진 P2 -3.032(-9.39, 3.10)** .09(.31, 3.57) 2.28(6.62, 2.90)* -.26(-.31, 1.20)

사진 P3 3.96(11.67, 2.95)*** 1.25(4,23, 3.40) 2.55(7.05, 2.76)* .70(.79, 1.14)

사진 P4 -4.42(-13.01, 2.95)*** 2.16(7.36, 3.40)* 3.82(10.55, 2.76)*** .53(.61,1.14)

.p<0.1, *p<.05 **p<.01, ***p<.001

표 22-1. 자극에 따른 설문 문항 요인별 점수의 차이1(인물그림 감상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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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alue(Estimate, SE)

ARS 설문지

자기 참조 예술적 독특성 지적 자극 강렬한 감정 지식 부정적 감정

그림 A6 2.16(4.18, 1.94)* 2.82(4.32, 1.53)** .49(1.02, 2.09) .49(.77, 1.58) .82(1.11, 1.35) 5.65(7.06, 1.25)***

그림 B1 .92(1.89, 2.05) 3.95(6.40, 1.62)*** -.41(-.90, 2.21) 2.35(3.91, 1.67)* .82(1.17, 1.43) 2.00(2.64, 1.32)*

그림 B2 2.67(5.18, 1.94)** 3.84(5.87, 1.53)*** .49(1.02, 2.09) 2.67(4.21, 1.58)** 1.10(1.50, 1.35) 5.25(6.56, 1.25)***

사진 P1 -.23(-.44, 1.90) -.81(-1.21, 1.50) -3.20(-6.54, 2.04)** .30(.47, 1.54) .06(.08, 1.33) 1.27(1.55, 1.22)

사진 P2 2.02(4.23, 2.09)* 1.63(-2.70, 1.65) -1.68(-3.77, 2.25). .59(1.00, 1.70) -.21(-.31, 1.46) 1.66(2.23, 1.35).

사진 P3 4.03(8.02, 1.99)*** -.85(-1.34, 1.57) -1.30(-2.79, 2.14) .21(.33, 1.62) -2.24(-3.12, 1.39)* 1.71(2.19, 1.28).

사진 P4 4.72(9.40, 1.99)*** 0.14(-2.12, 1.57) -.78(-1.66, 2.14) 1.48(2.39, 1.62) -1.57(-2.18, 1.39) 7.27(9.31, 1.28)***

.p<0.1, *p<.05 **p<.01, ***p<.001

표 22-2. 자극에 따른 설문 문항 요인별 점수의 차이2(ARS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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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그림 또는 사진 자극일 때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의 어떤 하위 요인이

ARS 그림 감상 점수를 잘 설명하는지 자세히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앞서 자극이 인물 사진일 때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의 하위영역과 ARS 설문지의 하위 영역의 상관이 달라지는지 살펴

보았다.

2-(1) 상관분석

인물 사진에 대한 응답이 인물그림일 때와 크게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

인물그림 감상 점수와 ARS 점수의 상관을 하위 영역에 따라 구했다. 그

결과, 인물그림일 때보다 많은 요인들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표23).

인물그림 감상 설문 문항 내에서는 긍정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이 사회적

공감(각각 .43, .50)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ARS 설문 문항 내에서

도 상관이 나타났는데 자기 참조 영역이 강렬한 감정(.45)과 부정적 감정

(.46)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예술적 독특성은 부정적 감정과(.34), 지적 자

극은 강렬한 감정(.48)과, 강렬한 감정은 부정적 감정(.45)과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의 하위영역과 ARS 설문지의 하위영역 간의 상관

관계도 나타났다. 먼저, 긍정적 공감이 자기 참조(.27)와 부정적 감정(-.20)

과 각각 정적 상관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인지적 공감이 예술적 독특성

(.30)과 부정적 감정(.46)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사회적 공감이 가장 많

은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예술적 독특성(.25), 지적 자극(.58), 강렬한 감정

(.52), 지식(.39), 부정적 감정(.32)등 자기 참조를 제외한 모든 영역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상관 분석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공감이 자기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자기 참조 영역과 관련이 있고, 인지적 공감은 오히려 부정적 감정

영역의 점수가 높을 때 더 많이 관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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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 점수가 부정적 감정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고, 인지적 공감이 예술적 독특성과 정적 상관이 있

다는 결과는 흥미로운 결과이지만 미술 작품 선정에 따른 편향 효과일 수

있으므로 해석이 조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공감은 적은 문항 수에도

불구하고 ARS의 다양한 영역들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문항

내용(“그림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림 속 인물과 아는 관계였

으면 좋겠다.”)의 특성상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는 평가이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공감 신체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자기 참조 .271* .583 .514 .494

예술적 독특성 .145 .393 .300. .253**

지적 자극 .291 .407 .417 .579**

강렬한 감정 .164 .594 .387 .524.

지식 .434 .485 .215 .389*

부정적 감정 -.204* .426 .463* .323*

.p<0.1, *p<.05 **p<.01, ***p<.001

표 23. 인물 감상 설문 문항과 ARS 문항의 요인들 간 상관2(사진)

2-(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인물그림 감상의 점수가 ARS 총점의 약 44%를

설명하고 있었다(표24). 인물그림 감상의 하위 영역 중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요인은 신체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이었고(전체 R2=.372) 그 뒤를 이

어 인지적 공감이 약 5% 정도의 설명력을 더했다(ΔR2=.048). ARS가 전체

적인 예술 평가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결과는

이전까지는 잘 연구되어 있지 않았었다 해도 신체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의

새로운 추가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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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 B β R 2 ΔR 2 F(df1,df2) RSS(모형) SS(모형) F (모형)
단계1

신체적 공감 .164 .527*** .278 48.51(1,126)*** 39038

단계1

사회적 공감 .497 .528*** .279 48.65(1,126)*** 39006 31.7

단계2

신체적 공감 .176 .352*** .372 .094 37.07(2,125)*** 33937 5069.2 20.5654***

사회적 공감 .535 .353***

단계3

신체적 공감 .178 .273** .420 .048 29.94(3,124) 31357 2580.0 10.4667**

사회적 공감 .526 .307***

인지적 공감 .188 .244**

단계4

신체적 공감 .178 .298*** .440 .020 24.09(4,123) 30319 1038.2 4.2117*

사회적 공감 .559 .372***

인지적 공감 .185 .245**

긍정적 공감 .147 -.160*

.p<0.1, *p<.05 **p<.01, ***p<.001

표 24. ARS 점수에 대한 인물그림 감상 총점의 위계적 회귀 모형(사진, 그림 모두)



48

3. 기타요인과의 상관

마지막으로 인물그림 감상 점수 및 ARS 점수에 미술 감상 활동 외 기

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한 항목이라도 누락된 표본을 제외하고 총 127개의 표본으로 분석했다. 인

물그림 감상의 각 하위 요인과 기타요인의 상관을 살펴보면 아주 매우 낮

은 정도(<.2)의 상관만 유의했다(표25). ARS 그림 감상의 하위 요인들과

기타요인의 상관을 살펴보아도 .3을 넘는 상관은 없었다(표26).

긍정적 공감 신체적 공감 인지적 공감 사회적 공감

감상 활동 .019** .094. .167** .053**

미술 태도 .044** .167 .181 .161

전문 지식 -.067*** .043 .138. -.035

.p<0.1, *p<.05 **p<.01, ***p<.001

표 25. 인물그림 감상 하위 요인과 기타요인 상관

자기

참조

예술적

독특성

지적

자극

강렬한

감정
지식

부정적

감정

감상 활동 .273. .008. .065. .095. .080. .089.

미술 태도 .233. .025. .317. .200. .169. .237.

전문 지식 .176. -.029. -.028. .038. .164. .059.

.p<0.1, *p<.05 **p<.01, ***p<.001

표 26. ARS 그림 감상 하위 요인과 기타요인 상관

다음으로 위계적 회귀 분석으로 ARS 점수에 대한 미술 감상 활동 외

세 요인의 설명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미술 태도가 가장 유의미한 설명력

을 가졌고 전체 분산의 약 12%를 설명했다(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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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 B β R 2 ΔR 2 F(df1,df2) RSS(모형) SS(모형) F (모형)

단계1

감상 활동 .425 .074 .005486 .684(1,124) 120660

단계2

감상 활동 -.375 -.065 .04325 .037764 2.78(2,123). 116078 4528.1 4.8161*

미술 태도 1.783 .239*

단계3

감상 활동 -.425 -.074 .043 -.00025 1.841(3,122) 116072 5.8 .0061

미술 태도 1.780 .239*

전문 지식 .048 .011
.p<0.1, *p<.05 **p<.01, ***p<.001

표 27. ARS 점수에 대한 기타 세 요인의 위계적 회귀 모형(사진, 그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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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 논의

연구2에서는 설문 실험을 통해서 연구1에서 개발한 인물그림 감상 설문

지와 기존에 있던 ARS 미술 감상 설문지가 각각 다른 면을 측정하고 있

으면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연

구2-1과 2-2에서는 그림자극에 대한 표본만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2-1

에서는 두 설문지의 요인 구조를 재검토하였고, 그 결과 두 설문지 모두

앞선 연구 결과와 유사한 요인 구조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 후에 연

구 2-2에서 인물그림 감상의 하위 요인들과 ARS 미술 감상의 하위 요인

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인물그림 감상 문항의 인지적 공감

요인이 ARS 문항의 지식과, 인물그림 감상 문항의 긍정적 공감이 ARS 문

항의 지적 자극과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ARS의 지식과 지적 자극의

문항들이 실제로 감정을 유발시키는 공감의 요소에서 나타날 수 있음을 보

여주었다. 그 후에 두 설문 문항들이 실제로 독립적인 내용들을 측정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서 모든 문항들을 통합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긍정적

감정의 공감 요인과 인지적 공감 외 요인의 두 요인에서 ARS 문항이 각

각 한 개씩 나타났을 뿐 그 외에는 ARS는 ARS 문항들끼리, 인물그림 감

상 문항은 인물그림 감상 문항끼리 묶여 문항들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연구 2-2를 통해서 인물그림 감상 문항들과 ARS 문항들이 서로 독립적

인 것을 확인하였고, 두 설문지들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았다.

먼저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자극이 그림이냐 사진이냐에 따라 두 설문지

들의 각 하위영역들 중 특이성을 보이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체로

ARS가 미술 작품에 대해 특이성을 보이는 듯 나왔으나 하위 요인을 살펴

볼 때 예술적 독특성과 강렬한 감정 외에는 사진 자극에서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의 하위 요인들은 그림에서도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였지만 인물 사진일 때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자극의 종류에 대한 특이성을 보였다고 보긴 힘들었다. 하지만 ARS

설문지의 예술적 독특성이나 강렬한 감정 또한 그림에만 적용되는 문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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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된 사진의 예술성 등의 다른 변인이 영향을 미쳤

을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와 ARS 설문지의 하위요인들이 약간의 상관만 보

이면서 독립적이고 또 자극의 형태 특성 때문만은 아니지만 각 자극들을

감상하는 데 변별할 수 있는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전체 자극에 대

해서 두 설문지의 관계를 위계적 회귀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물

그림 감상의 하위 요인 중 신체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의 점수가 ARS 설

문지의 총점을 44%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에는 미술 감상 평

가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이 미술 감상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에서와 같이 ARS 설문지의 총점에도

미술 감상 활동 외 기타 세 요인이 얼마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했고. 그 결과 미술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 1의 결과에서 인물그림 감상 총점에 대해 미술

감상 활동과 미술에 대한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이었던 것과 맥

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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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ARS 미술 감상 설문지의 한계점

을 찾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새로운 설문지를 개발했

다. 특히 ARS 미술 감상 설문지가 최대한 많은 미술 작품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각 주제에 대해 더 중요한 요소들을 놓칠 수 있

다고 생각해 인물화만을 감상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또, ARS 설문지의

내용이 감정적인 변화를 나타내 주는 내용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 감정 변

화를 더 잘 드러내주는 내용을 개발하고자 공감을 중요한 영역으로 삼아

문항들을 개발하였다.

연구1의 결과로 4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 24개의 문항들을 얻었고, 연구2

를 통해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와 ARS 설문지의 관계에 대해 검토했다. 인

물그림 감상 설문지는 공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개발되었음에도 일반적

인 공감에 대한 점수와는 낮은 상관(.3정도)만을 보였고, 실제로 그림마다

다른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와 ARS 설문지의 하위

요인들은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영

역을 볼 때 미술 감상의 인지적인 영역(지적 자극, 지식)이 감정적인 영역

(긍정적 감정에 대한 공감, 인지적 공감)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 실시된 연구2-3에서는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와 ARS 설문

지가 독립적인 내용들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연구 2-2의 결과를 바탕

으로 여러 자극 형태에 따라 점수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두

설문지 간의 관계를 더 일반화해서 살펴보았다. ARS가 좀 더 전반적인 예

술성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이 많고, 인물그림 감상 설문지가 감정 변화라

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문항들이 많다는 것을 반영해 인물그림 감상의 각

하위영역이 ARS 총점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이전 미술 감상의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신체

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의 점수가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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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안

본 연구는 인물화라는 특정 주제의 그림에 민감한 문항들을 개발해

ARS를 보완할 수 있고, 또 감정적인 변화에 대한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한계도 있었다. 첫째로,

인물화라는 특정 주제에 민감한 만큼 다른 주제에 대한 미술 감상을 평가

하는 도구로서는 바로 사용할 수 없고 특히 공감 이외에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술적 요소들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감정의 변화에

민감한 문항들을 개발하려고 했으나 실제 감정 변화를 잘 평가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서는 노출 시간을 조작하는 실험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

서는 변화에 대한 내용 타당성을 검증하지 못했다. 셋째, 실험 참여자들이

다양한 것이 좋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20대의 젊은 학생들을 대상

으로 설문 실험이 진행되어서 상대적으로 삶의 경험이 적은 세대로서 성인

전체의 미술 감상 반응과 감정 변화를 대변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은 앞으로의 연구를 좀 더 보완해 이 연구가 미술 감상을 인

지와 감정 변화를 포괄하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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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인물그림 감상 질문(50문항)

부록 2. 일반 공감 설문지

부록 3. 미술 감상 활동 외 설문지

부록 4. ARS 한국어 번안 설문지

부록 5. 연구1에 사용한 그림 14장

부록 6. 연구2에 사용한 사진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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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금 그림을 감상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자신의 느낌

을 바탕으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자료

는 오로지 실험 연구에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

내용을 잘 읽고 아래 (예)와 같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 또는 √ 표를

해주세요.

-3 -2 -1 0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어느 쪽도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그림 속 인물의) 팔, 손, 목, 또는 얼굴 등이 내 몸처럼 느껴진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머리, 몸통, 팔, 또는 다리의 무게가 느껴진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또 다른 나의 모습처럼 느껴진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위치에 내가 있는 것 같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몸에 충격이 가해지면 나도 그 것을 느낄 것 같다.

-3 -2 -1 0 1 2 3

내가 그림 속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3 -2 -1 0 1 2 3

부록 1. 인물그림 감상 질문(예비 문항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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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림 속 인물의 자세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3 -2 -1 0 1 2 3

내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에게 갑자기 어떤 것이 다가오면 나도 놀랄 것 같다.

-3 -2 -1 0 1 2 3

누가 그림 속 인물의 등이나 얼굴을 만지면 나에게도 닿는 느낌이 들 것 같
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어떤 기분일지 알 것 같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친근하게 느껴진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기분은 나처럼 매우 좋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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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 인물은 내가 느꼈던 것 같이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은 즐겁고 나도 그렇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은 평화로움을 느끼고 나도 그렇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은 매우 고양된 상태이고 나도 그렇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정말 기뻐보여서 덩달아 기쁘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즐거워 보이는 것은 잘된 일이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평화로워 보이고 그것이 지속되길 바란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고양된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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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 인물의 기분은 나처럼 매우 안 좋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은 내가 느꼈던 것 같이 매우 큰 슬픔에 빠져있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은 화가 났고 나도 그렇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은 짜증이 났고 나도 그렇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매우 우울한 상태이고 나도 그렇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기분이 아주 안 좋아 보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매우 슬퍼보여서 덩달아 슬퍼진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화가 나 보이는 것은 안 된 일이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짜증나 보이고,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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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 인물의 우울한 기분을 위로해 주고 싶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몸짓이 어떤 기분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속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상황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무엇을 얘기할지 알 것 같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이 사회에서 어떤 입장일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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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속 인물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삶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의 기분은 내가 평소 잘 느끼는 기분과 같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과 아는 관계였으면 좋겠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에게 매력을 느낀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과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다.

-3 -2 -1 0 1 2 3

그림 속 인물은 내가 아는 사람과 비슷하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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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기 행동이나 느낌에 대한 설문 내용입니다. 평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것도 정답이 되거나

바람직한 행동이 되는 것은 없으며, 이 자료는 오로지 실험 연구에만 사용되

고 개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잘 읽고 자신에게 해

당하는 번호에 ○ 또는 √ 표를 해주세요.

-3 -2 -1 0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어느 쪽도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내가 극중 인물이 된 것처럼 느낀다.

-3 -2 -1 0 1 2 3

나는 소설 속 인물의 감정에 쉽게 빠진다.

-3 -2 -1 0 1 2 3

흥미로운 이야기를 읽을 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면 어떨지 상상한다.

-3 -2 -1 0 1 2 3

좋은 영화를 볼 때 쉽게 주인공 역에 나를 대입한다.

-3 -2 -1 0 1 2 3

책이나 영화에 내가 깊이 빠지는 일은 없다.

-3 -2 -1 0 1 2 3

나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상상하거나 꿈꾼다.

-3 -2 -1 0 1 2 3

부록 2. 일반 공감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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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뻔 했는지 자주 상상한다.

-3 -2 -1 0 1 2 3

나는 영화나 연극을 볼 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3 -2 -1 0 1 2 3

어떤 사람이 흥미로운 이야기나 농담을 할 때 몰입해서 듣는다.

-3 -2 -1 0 1 2 3

나는 어떤 일에 자주 감동받는다.

-3 -2 -1 0 1 2 3

따듯하고 감성적인 장면을 보면 눈물이 고인다.

-3 -2 -1 0 1 2 3

슬픈 영화를 보면 마음이 따듯해지고 등장인물들에게 동정심이 생긴다.

-3 -2 -1 0 1 2 3

나는 마음이 부드럽다.

-3 -2 -1 0 1 2 3

친구들이 우울해도 잘 공감되지 않는다.

-3 -2 -1 0 1 2 3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 심하게 걱정한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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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로 잘 근심한다.

-3 -2 -1 0 1 2 3

어떤 사람이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면 동정심이 강하게 일어난다.

-3 -2 -1 0 1 2 3

친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는 행복하다.

-3 -2 -1 0 1 2 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다.

-3 -2 -1 0 1 2 3

나는 내 친구들을 매우 신경 쓴다.

-3 -2 -1 0 1 2 3

나보다 운이 좋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지고 걱정된다.

-3 -2 -1 0 1 2 3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 것을 보면 슬프고 도와주고 싶어진다.

-3 -2 -1 0 1 2 3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을 보면 슬프다.

-3 -2 -1 0 1 2 3

친구들은 종종 내게 고민을 얘기한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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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내가 자기 기분을 빨리 알아차린다고 말한다.

-3 -2 -1 0 1 2 3

사람들은 내가 자기 의도를 빨리 알아차린다고 말한다.

-3 -2 -1 0 1 2 3

가족들은 감정적으로 힘이 들 때 나에게 말한다.

-3 -2 -1 0 1 2 3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한다.

-3 -2 -1 0 1 2 3

사람들은 내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준다고 얘기한다.

-3 -2 -1 0 1 2 3

사람들은 내가 자신의 속마음을 잘 눈치 챈다고 말한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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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날짜: 2014/ / 참여번호: 나이: 만 ___(세)

다음은 미술 작품 감상에 관련된 개인적인 질문들입니다. 미술 작품과 관련

된 활동이나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지식 정도를 떠올리면서 최대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오직 감상 연구에만 사용되고, 참여자의 어떤

다른 면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직하게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2 -1 0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어느 쪽도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미술 감상 활동

평소 미술 작품을 즐겨 찾아본다.

-3 -2 -1 0 1 2 3

미술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

-3 -2 -1 0 1 2 3

한두 달에 한번은 꼭 미술관에 간다.

-3 -2 -1 0 1 2 3

미술 작품에 관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운다.

-3 -2 -1 0 1 2 3

미술에 대한 관점

미술 작품 보는 것을 좋아한다.

-3 -2 -1 0 1 2 3

미술 작품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 많다.

-3 -2 -1 0 1 2 3

미술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

-3 -2 -1 0 1 2 3

미술 작품의 가치는 실제로는 돈이나 권력으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3 -2 -1 0 1 2 3

부록3. 미술 감상 활동 외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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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관련 전문 지식

로코코 시대, 표현주의, 미래파 중 적어도 두 개 이상 알고, 관련된 작가를
안다.

-3 -2 -1 0 1 2 3

(관련된 작가 2명 이상:
)

Rothko와 Poussin 에 대해 들어 봤다.

-3 -2 -1 0 1 2 3

현대 미술 작가 중 세 명 이상 말할 수 있다.

-3 -2 -1 0 1 2 3

(작가 3명:
)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에 대해 작가나 시대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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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방금 그림을 감상한 자신의 느낌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자신의 느

낌을 바탕으로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오로지 실험 연구에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일체 수집하지 않습니

다. 각 내용을 잘 읽고 아래 (예)와 같이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 또는

√ 표를 해주세요.

-3 -2 -1 0 1 2 3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지 않다. 어느 쪽도 아니다.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이 그림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을 특정 예술가와 연결 지을 수 있다.

-3 -2 -1 0 1 2 3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는 기분이 든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을 나의 일생과 연관 지을 수 있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독특하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나를 두렵게 만든다.

-3 -2 -1 0 1 2 3

부록 4. ARS 한국어 번안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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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나를 슬프게 한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을 마주하는 것이 아주 흥분된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아름답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을 예술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지을 수 있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내 개인적인 감정 상태를 잘 나타낸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을 안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보여준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나를 흥분시킨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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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내 인생 내력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을 통해 예술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알 것 같다.

-3 -2 -1 0 1 2 3

내 개인적인 기억들은 이 그림과 연결된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날 곤란하게 만든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3 -2 -1 0 1 2 3

아주 많은 돈을 내고서라도 이 그림을 살 생각이 있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의 배경지식을 더 많이 배우고 싶다.

-3 -2 -1 0 1 2 3

이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매혹적이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역겨운 기분이 들게 한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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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은 혁신적이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의 내용에 대해선 도저히 모르겠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의 구성은 높은 질적 수준을 보인다.

-3 -2 -1 0 1 2 3

이 그림은 기분 좋다.

-3 -2 -1 0 1 2 3

나는 이 그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다.

-3 -2 -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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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1에 사용한 그림 14장

(괄호 안은 스크린 투사 크기)

A1 : Thomas Staniforth of Darnall by Joseph Wright, 로코코

(101×136㎠)

A2 : Excursion Into Philosophy by Edward Hopper(1959), 사실주의

(123×102㎠)

A3 : Mary Edwards by William Hogarth, 로코코 (93×132㎠)

A4 : Self portrait by Giacomo balla, 미래주의(77×128㎠)

A5 : Sorrow by Vincent van Gogh(1882), 상징적 드로잉(101×136㎠)

A6 : Woman with a Red Zinnia by Mary Cassatt, 인상주의(96×133㎠)

A7 : Man with a Hoe by Jean Francois Millet, 바르비종파(86×77㎠)

B1 : 0 Fautrier Ttes d'otages by Jean Fautrier, 앵포르멜(77×111㎠)

B2 : Madame Matisse au Kimono by Andrè Derain(1905), 야수파(96×133

㎠)

B7 : Dancer by Andrè Derain, 야수파(63×86㎠)

B3 : Untitled(head) by Jean Michel Basquiat, 팝아트(120×132㎠)

B4 : Standing Man by Willem De Kooning, 데포르마시옹(98×132㎠)

B5 : Portrait of Pai by Van Though(2008), 표현주의(90×132㎠)

B6 : Portrait de Vava by Marc Chagall, 입체주의(8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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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2에 사용한 사진 4장
(괄호 안은 스크린 투사 크기)

P1:http://namgu.ipohang.org/namgu/news/press/?mode=read&idx=4157
(78×117㎠)

P2: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8052137631
(66×113㎠)

P3:http://www.ottawatherapy.ca/ (159×112㎠)

P4:
http://www.huffingtonpost.com/george-sachs-psyd/how-i-can-continue-t

o-be_b_541744.html (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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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Empathy Factors

in Appreciation of figure paintings.

It has been suggested that empathy plays important role in

art appreciation, but there is no particular experiment about this

suggestion. As empathy may have stronger influence on human

figures, various empathy factors in appreciation of figure

paintings were explored in this study.

In study 1, participants answered questionnaire about

empathetic feelings during they were appreciating figure paintings.

By factorial analysis, 24 items, which have explanatory power,

were extracted. The items were included in one of the following

4 factors: positive emotional, cognitive, bodily, and social empathy.

In study 2, the relationship was explored between two

different surveys: the survey of appreciation of figure paintings,

which were developed in study 1, and the Art Reception

Survey(ARS). Participants appreciated a figure painting or human

photographs, and filled out all the questionnaire. In the results of

analysis, ARS and the survey on figure paintings got scored at

each various stimuli differently. And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ve analysis showed that bodily and cognitive empathy

factors were important factors to explain the total variance of

ARS’ s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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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mary, 4 factors in appreciation of figure paintings

were identified, and these factors seemed to have special effect

even after general empathy factors’ were removed. In addition,

bodily and social empathy, which was not regarded as factors in

previous studies, were surveyed as important factors in

appreciation of figure paintings and also in appreciation of

photograph with human subjects. Therefore, those empathy

factors may be considered when it comes to appreciation of figure

paintings.

Lee Eun Hy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words : figure painting, Visual Art Appreciation, appreciation

Survey, Empathy

Student Number : 201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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