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동 조건 경허락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차적 저 물  성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허락조건
 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러한 조건들  적 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적  할 수 없습니다. 

동 조건 경허락. 하가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했  경
에는,  저 물과 동 한 허락조건하에서만 포할 수 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2.0/kr/


 

심리학석사학위논문 

 

 

공간곡선의 곡률특성이 시각적 

선호에 미치는 영향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계량심리 전공 

      박  희  영 

  



- i - 

국문 초록 
 

 

이전 연구들 가운데 매끄러움이라는 감각을 곡률 개념을 사용해 정의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의 두 가지 물리적 속성인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를 매끄러움을 구성하는 두 가지 주요 모수로 가정하고, 매끄러움의 감각에 

어떠한 모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아름다움의 감각과 매끄러움 간 관계를 

보고자 했다. 연구에 사용한 재료는 3 차원 구체를 기반으로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를 각 3 수준으로 나누어 둘을 조합시킨 9 개 유형의 형상을 이용하였다. 

우선, 9 개 유형 가운데 어떠한 형상이 선호되는지 관찰하였다. 파의 개수가 

적은 조건이 가장 선호되었으며 파고의 크기에 따라서는 파고의 크기가 큰 

조건이 가장 선호되었다. 결과 2 에서, 각 형상에 대해 선호를 측정하는 세 가지 

문항과 친숙성 그리고 매끄러움을 평정받았다. 매끄러움의 두 가지 파라미터이라 

가정한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를 고정효과로, 참여자 및 개인차 변인들을 

확률효과로 설정한 선형 혼합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들 중 매끄러움 평정 

값의 분산의 약 80%가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으로 설명되었다.  

개체의 물리적 속성의 지각에 성별, 예술 전공 여부, 성격 요인, 미술 감상 양식 

등 개인차 변인의 역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형상의 물리적 속성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매끄러움의 감각에는 파의 개수보단 파고의 크기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매끄러움, 선호, 곡률, 공간곡선, 선형혼합모형 

학   번 : 2014-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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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우리들 인간들은 고대 세계에서 현대 세계에 이르고 동양에서 서양에 이르는 

모든 시간과 공간 범위 안에서 아름다움(美, Beauty)에 대한 공통적 감각을 

보유하고 있다. 아름다움이란 인종을 망라한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심리적 감각으로서 즐거움과 여유로움, 안정과 편안함을 이로부터 연상시키고 

기쁨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느끼는 아름다움은 극히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것이어서 각자가 느끼는 아름다운 정도를 비교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늘 맞부딪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은 정성적이어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러한 정성적 표현을 정량적으로 바꾸어서 다룰 필요성이 있게 된다. 사람들은 

잔잔한 파도를 보면 편안함을, 거친 바다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한 심적 상태의 기반에 

대해서 더욱 근원적인 요소와 작용인 정서와 동기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아름다움을 감지하는 경험, 즉 미의 경험에 대해 여러 연구자가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Arnheim 1974, Berlyne 1971, 

Fechner 1876, Jacobson 2006, Shimamura & Palmer 2012). 반면, 미란 

주관적인 요소이므로 과학적 접근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는 견해가 있다. 

대상으로서 얻어지는 미적 경험들은 온전히 개인의 감각이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분명 존재한다. 색맹인 사람과 정상시각을 가진 사람이 색채를 통해 얻는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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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지만, 더욱 큰 범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간의 색채 지각은 공통된 요소를 

분명히 가진다(Koenderink, 2010). 

예술 감상에 관련된 철학적 논의들은 아름다운 대상, 즉 미적 대상들의 속성과 

형식은 공통된 부분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샤프츠베리는 미의 경험에 대한 최초의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며  

미는 대상의 객관적 성질이라고 보았으며 한편 버크는 미는 이성의 범주가 아닌 

어떤 성질이며, 감각들이 개입하여 인간정신에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간주했다. 반면 흄은 미가 대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지각하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미학(aesthetics)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바움가르텐은 미의 경험이란 자연적 지각이자 일종의 인지적 경험이지만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또한 칸트는 미적 경험은 인지와는 

전적으로 다른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인지의 척도를 들이댈 수는 없다고 

보았다(Winner, 1982). 이처럼 역사 속에서 미를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거대 이론이 등장하기는 어렵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연구자, 특히 심리학자들은 미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들이 시도할 방법은 사람들이 미적 대상들에 대해 가지는 공통된 경험의 

특징을 찾는 것이며 이는 환경 전체로 확장하기보단 실험실이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심리학적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였다(Tatarkiewicz, 2006). 

아름다움의 여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지만 이를 정의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들 인간이 갖는 심리적 느낌은 극히 정성적이어서 하나의 

질문이나 입력에 하나의 출력이나 해답이 대응하지 않고 여러 개의-심지어는 

무한개의-값들이 대응하며 개인차가 발생한다. 연구자들은 황금비와 같은 

대상의 물리적 속성을 탐구하기도 하였으며, 지각된 사물이 전체 환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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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성을 띄는지, 그렇게 지각된 정보는 어떻게 통합되어 인간이 특정 시각적 

대상으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는가를 탐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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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심리학 연구 전통 
 

 지난 수백 년 동안 미와 예술을 다룬 대다수의 출판물은 미와 예술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술 혹은 측정했다는 점에서 심리학적인 성격을 

띈다(Tatarkiewicz, 1980, p.196). 이를 달리 말하자면 사람의 미적 감각 또는 

미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름다움, 그리고 아름답다고 

지각된 대상의 속성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환경을 지각하는 

주체인 지각자에게 요구되거나 필요한 태도도 탐구되었다.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대상은 다양한 특징을 가진다. 우리가 미를 

감각하는 대상의 예로는 자연의 경관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목소리, 신체, 아름다운 

인공물 혹은 예술작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대상에서 감각하는 미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움이라는 감각은 상대적이다. 우리는 어떤 

사물이 우아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름답다고 여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물은 그것을 

우아하다고 여기면서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기도 한다. 이처럼 미는 모호한 

개념이다. 많은 학자는 미의 모호함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며 여러 연구를 통해 

나름의 접근방식과 정의를 제시하였다. 심리학 혹은 심리학 이외의 분야에서 

19세기 이전에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아름다움이 가진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개념의 세분화와 정의를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미란 무엇인가, 미의 하위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 기타 감각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치부될 수 있는 감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아가 이것들을 거대한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노력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심리학에서 아름다움의 탐구는 심리학의 시작과 함께하며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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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echner(1876)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특정 형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Lipps(1901)와 Herbert(1920)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미의 

논의들 상당수가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Verstegen, 2006) 

미적 경험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자극에 대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경험이라 

정의할 수 있다. 18세기 이후 미를 심리적 현상이라고 보는 경향이 대두되었고 

심리학적 방법론이 미를 연구하는데 적용되었다. 심리학자들은 미에 대해서 우선 

미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속성과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지각하고 인지하는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다. 초창기에 진행된 심리학적 연구들은 세상에는 미가 있고 

그것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이용해 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에 

그쳤지만 이후 개념의 분화에 따라 인지적 과정과 정서적 과정을 다르게 

지칭하였다.  

 

1. 정신물리학과 실험미학 

 

 Fechner(1871)은 미적 판단에 대해 심리학적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경험적 

연구를 하였다. 이전까지의 연구들이 아름다움의 본질을 성찰하며 철학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나 Fechner 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발견하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개념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적 경험의 실증적 근거들을 

밝혀내었다. 아름다움에 관한 주관적 문제들-형식과 내용, 조화와 복잡성, 연합, 

그리고 개인의 취향 등-을 실험실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만 한정 지으며 

선택의 방법(method of choice), 생산의 방법(method of production), 이용의 

방법(method of use)과 같은 실험심리학의 방법을 아름다움의 연구에 적용해 

엄밀한 실험절차에 따른 연구를 계획했다. 그는 또한 미적 경험에서 연상과 같은 

주관적 요소와 함께 미를 지각하게 하는 사물의 속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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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으며 대표적인 연구로 황금비율를 만족하는 사각형에 대한 미적 선호 연구가 

있다. 그는 이러한 방식을 아래로부터의 접근이라 정의하며 이는 추후 20 세기 

이후 진행된 실험미학 연구들의 원형이 되었다(Arthur, 2012; Funch, 1997; 

Winner, 1982).  

Fechner 이후 미적 경험을 다룬 많은 연구는 시각 자극의 특성과 그 자극이 

미적 경험 및 반응으로 판단되는지를 정신 물리학적 방식을 통해 설명하려 

하였다. 초기 실험미학의 대표적 예로는 Birkhoff(1933)가 자극의 

복잡성(complexity)과 규칙성(order)의 함수로 미를 측정하려 시도한 연구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극들은 사각형과 같은 단순한 도형에서부터 시와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Berlyne(1970; 1971; 1974)은 미적 경험과 판단에 대해 정신물리학에서 본 

자극의 아름다움이나 조화 대신 감상자의 각성을 유발하는 새로움, 복잡성, 

불규칙성과 같은 동기적 요인들을 제시하였다. Berlyne 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시각 자극을 통해 얻은 각성 수준의 변화를 감소시키려 하므로 이해하려 

노력하거나 개인 나름의 해석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자극에 대한 지식과 

자극에서 감각하는 감정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시각 자극을 통해 얻어지는 

미적 반응은 정서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로 뚜렷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한다. 

 

2. 형태주의 심리학  

 

 Fechner의 정신 물리학적 접근은 그 후 미적 경험에서 지각의 역할을 강조한 

형태주의 심리학(Gestalt Psychology)과 미적 경험을 각성(arousal)과 연결해 

연구한 각성 이론(Arousal Theory)으로 이어진다. 형태주의 심리학이든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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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든 미적 경험을 실험방법을 통해서 연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미학이라는 점에서 실험 미학의 범주에 포함된다(안지연, 2014).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전체는 부분의 합과 다르다’를 들 

수 있다. 이처럼 형태주의 심리학은 어떤 저차원 혹은 고차원의 대상을 측정할 수 

있는 단순한 특징으로 쪼개어서 파악하고, 그 특징들을 입력으로 삼아 여러 원리에 

따라 전체 속에서 상대적인 정보를 가지고 해석한다. 즉, 어떤 자극이 인간에게 

입력되는 초기 지각단계를 개념적 정리(perceptual organization)단계 이라 정의한 

뒤, 이와 함께 자극에서 느껴지는 의미도 고려하여, 형태의 여러 요소를 기초적인 

단계의 의미 있는 지각과정으로 설명하였다. 

형태주의에서는 지각은 다양한 자극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 규정하며 

자극과 반응에 주목한 행동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려 

노력하였다. 시각적 사고는 지각적 수준에서 처리되는 인지적 과정으로 매우 

능동적이고 지적인 과정이다. 또한, 시각적 사고는 불완전한 시각적 이미지를 

보완하고, 특정 형태를 찾아내며 이를 범주화시키는 능동적인 작용을 

한다(Arnheim, 1988). 시각 자극의 형태, 색상과 같은 다양한 물리적 속성과 그에 

따른 심리적 효과들이 분석되었고, 자극의 다양성과 규칙성에 기초한 미적 만족의 

원리들이 검토되었다. 

 

3. 지각과 인지  

 

책상 한편에 놓여있는 물컵은 창문에서 들어온 한낮의 햇빛 아래에서든 볕이 

들지 않는 흐린 날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든 같은 대상으로 지각된다. 이처럼 

물리적 자극이 일시적으로 변하더라도 해당 대상에 대한 지각 경험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지각 경험의 항상성이라 한다. 이에 대해 Gibson은 지각 조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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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mholtz는 추론조망으로 설명한다.   

Gibson(1929)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지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관찰자인 인간의 움직임과 환경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속성의 역할을 강조하며 

직접 지각(direct perception) 이론 혹은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이라고 일컫는다. 직접 지각 이론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이 속한 

환경에는 세계를 직접 해석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있으므로 지각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에 추가적인 탐색과정을 불필요하며 오직 환경에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지각이 이루어진다.  

또한, 망막에 떨어지는 빛은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고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자극을 지각하기 위한 중추신경계의 표상이나 정교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있는 그대로 잡아낼 수 있도록 

발달하여 왔으며, 우리의 의식은 그렇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시각과 

지각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결국, 지각의 주요기능은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것이며, 개인이 속한 환경이나 공간 그 자체의 

지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상의 표면의 빛이 반사되어 제공하는 풍부한 정보를 

직접적인 방식으로 ‘집어내는(picking up)’ 것을 포함한다(Gibson, 1966; 1972).  

Neisser(1976)은 Gibson의 직접지각이론을 발전시킨 지각모형을 제시하였다. 

Neisser의 지각 모형에 따르면 지각은 정보 처리 이론에 의해 순환 체계를 이루며, 

체계의 하위 요소로는 스키마(schemata), 탐지(exploration), 그리고 

환경(environment)이 있다. 스키마는 지각자인 사람에게 이다음에 가능한 정보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게 하여 이후의 정보 처리를 인도하는 계획이나 예상으로 

작용한다. 탐지란 세상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기능을 하고 여기서 추출된 

정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큰 개념인 환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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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구성한다. 

 

시각과 촉각 

 

Gibson이 말한 환경이 제공하는 정보를 집어내는 것, Neisser의 탐지는 모두 

감각 경로로부터 정보의 입력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다양한 감각 경로로부터 

사물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는다. 감각 경로의 종류로는 흔히 말하는 오감(五感)인 

시각, 청각, 후각, 청각, 그리고 미각이 있다. 시각은 물체가 발사하거나 반사하는 

가시광선에 기초한다. 청각은 물체의 진동이 공기의 압력 변화를 일으켜 파형을 

이루면서 청감각 계로 전달된다. 후각은 기체 상태의 자극물이 코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여 생기는 감각을 이른다. 미각은 주로 혀에 있는 맛봉오리가 침에 녹은 화학 

물질에 반응하여 일어난다. 촉각의 경우 피부에 존재하는 수용기인 마이스너 

소체가 압력이나 견인력을 감지해 뇌에 전달되어 감각된다. 

인간에게 들어오는 물리적 자극은 다양한 감각 양상을 통해 입력되며 감각 양상 

중 일반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정보는 두 눈을 통해 얻은 시각 정보이다. 시각을 

통해 지각된 사물은 차원에 따라 구분되며, 각 차원에 따라서 다른 정보처리 과정을 

거친다. 2차원 사물을 재료로 한 연구들은 Fechner의 황금비(golden ratio)연구 

이후 유사한 방식으로 탐구되어왔다(Godkewitsch, 1974; Benjafield & Adams, 

1976; Boselie, 1984, 1997; Davis & Jahnke, 1991; Phillips, Norman, & Beers, 

2010). 3차원 사물 지각 연구들은 컴퓨터상에서 3차원 이미지를 생성 또는 실제 

환경 속 사물들을 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등장한 이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크게 사물의 질감(texture), 사물을 비치는 광원의 밝기와 속성, 사물의 움직임에 

따른 지각 양상의 차이에 주목하였다(Grossberg,  1987; Norman, Todd, Pe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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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tle, 1996; Lavie & Tractinsky, 2004). 

  시각으로 감각되는 사물의 표면 질감은 주로 경사나 계곡과 같은 지표면의 

질적 요소 변화를 감지하는 데 사용되었다. 실험을 통해 사물의 표면 질감을 여러 

조건에서 변화시켜도 형태 지각은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사물을 

비추는 광원의 세기 및 위치에 따라 사람에게 입력되는 시각정보는 다르다는 

결과를 제시한다(Norman, Todd, & Phillips, 1995; Phillips & Todd, 1996; 

Norman, Tood, & Orban, 2004; Todd, Egan, & Phillips, 2014). 

사물의 움직임 연구들은 운동 깊이 효과(kinetic depth effect)와 관련된다. 운동 

깊이 효과란 어떤 자극의 2차원적 상은 애매하지만, 그 물체가 회전하면서 상의 

변화가 발생하면 그 자극의 3차원적 구조가 명백해지는 효과이다. 운동 깊이 

효과는 시각 양상에서 먼저 발견되었지만, 운동 깊이 효과는 시각만이 아닌 

촉각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Norman et al., 2016). 

오감 가운데 촉각 연구들은 주로 환경에 속한 사물들에 대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촉각을 사용하여 얻어진 감각의 정도 차이를 연구하였다(Kalia et al, 

2014). 사물 지각에서 시각이 우세하므로 시각의 역할은 촉각연구에서도 중요 

변인으로 포함되며, 직접 촉각 또는 시각과 촉각을 함께 이용하여 사물을 탐지한다. 

일반적인 지각 과정에서는 시각을 통해 촉각정보에 대해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을 간접적 탐지(probe)라고 하며 신경학적 메커니즘의 역할이 작용한다.  

 

감각 우세 

 

한 감각이 다른 감각과 공유되며 한 번에 여러 감각이 느껴지는 경우를 

공감각이라고 한다. 즉, 공감각이란 두 개 이상의 감각을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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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뜻한다. 이는 문학적 표현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생물학적인 공감각, 감각의 

전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공감각의 생물학적 기제는 신경 통로가 서로 

교차하여 연결될 때, 한 감각 피질이 활성화되었을 때 다른 감각 피질이 직접 활성화 

되는 경우이다. 문학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기제에서 대표적인 공감각의 조합은 

시각과 촉각을 들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한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여러 감각 경로를 통해 얻어졌을 때 어떠한 

감각 양상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사람에게 입력되는 물리적 자극은 다양한 감각 경로를 통해 얻어지지만, 사람은 

환경의 모든 자극에 일정한 양의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우므로 감각 양상 간 선택을 

하게 된다. 지각 과정에서 감각 양상의 위계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시각과 촉각 간 

위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감각 양상이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Gibson(1962)이 시각과 촉각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 이후 여러 

연구가 사물지각에 있어서 시각이 우수한지 또는 촉각이 우수한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시각과 촉각의 우열 관계에 관하여 한때 지배적이었던 시각포착(visual 

capture)이론은 공간 파악과 같은 과제에서 다른 감각보다 시각이 우위에 

작용한다는 이론이다(Fishkin, Pushkin, & Stahl, 1975; Grunwald, 2008). 

시각포착 이론의 대표적 예로는 시각이 촉각보다 사물의 크기, 모양, 깊이, 그리고 

위치 측정의 경우 더 우수한 수행능력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있다(Rock & Victor, 

1964; Hay, Pick, & Ikeda, 1965; Warren & Rossano, 1991). 

시각포착 이론과 반대되는 결과, 즉 촉각이 시각보다 우세하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 또한 다수 존재한다(Power, 1980; Welch & Warren, 1980; Lederman & 

Abbott, 1981; Heller, 1983). Ernst & Banks(2000; 2002)는 인간의 시각과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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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의 상호작용을 생물학적으로 모방한 모형을 가정하고 실제 수행과 모형의 

추정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방한 모형은 시각-촉각 우세 실험에서 실제 

수행인 인간의 반응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감각 양상의 우세 효과는 특정 감각 

예상치의 분산이 다른 감각 예상치의 분산보다 작을 때 발생한다고 결론 내린다. 

또한 사물의 표면 거칠기 파악과 같은 특정 과제에서 시각과 촉각은 비교적 동등한 

수행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다(Lederman & Abbott, 1981; Heller, 1982).  

사람들은 시각정보에 기반을 둔 지각된 사물의 크기에 따라 종종 사물의 무게에 

대해 잘못된 예측을 하며 이를 크기-무게 착시(size-weight illusion)라 한다. 시각 

대상에 대해 부피, 크기, 무게중심의 위치, 그리고 표면의 구조에 관한 정보를 시각 

양상을 통해 입력받는다. 시각을 통해 얻은 정보로 대상에 대한 지각적 예측값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는 실제값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차이 값의 

보정(calibration)은 다른 감각 양상을 통해 추가로 들어오는 일종의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진다(Amazeen, 1997; Kloos & Amazeen, 2002; Streit, Shockley, Riley, & 

Morris, 2007; Flanagan & Beltzner, 2000). Visual-haptic adaptation은 시각을 

통해 얻은 판단이 촉각을 통해 보정되거나 이의 반대 방향 또한 포함하며 보정은 

두 감각 양상의 상대적 신뢰도에 따라 이루어진다(Gibson & Backlund, 1963; 

Burge, Girshick, & Banks, 2010, Ernst, Banks, & Bülthoff, 2000; Ernst & Banks, 

2002). Yoshioka, Bensmaia, Craig, & Hsiao(2007)는 시각을 이용한 간접적 

탐지를 통해 사물 표면의 거칠기(roughness), 강직도(hardness) 그리고 

끈적거림(stickiness)에 대한 구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시각정보를 제공할 때, 사물을 제시하는 각도를 달리했을 경우 시각이 촉각보다 

우세했으며(Norman & Phillips, 2012) 사물을 같은 각도로 시각정보를 제시했을 

경우 사물 지각은 시각이나 촉각 조건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제한된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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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파악해야 할 경우에는 촉각이 더 우세한 결과를 보였다. Norman et al. 

(2012)는 Gibson(1962)이 제시한 인공물인 Feelies 그리고 자연속 사물인 

피망(ballpepper)을 재료로 시각정보와 촉각정보의 우세성을 실험한 결과 실험 

재료에 무관하게 형태구분이 이루어졌다. 또한 Norman et al.(2016) 연구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물에 대한 촉각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 시각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행의 증가 패턴을 띄었다.  

종합하자면 사물 지각의 경우 사람에게 입력된 시각 정보와 촉각 정보는 무엇이 

더 신뢰로우며 정교한 입력을 갖는지 서로 우열을 겨루지만, 최종적인 지각 표상에 

있어서 이 둘은 비슷하거나, 기능적으로 같거나, 개념적 표상을 공유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시각과 촉각은 유사한 개념적 공간(perceptual space)을 공유한다는 

연구들이 있다(Gaissert & wallraven, 2010, 2012; Lacey, 2007, Craddock & 

Lawson, 2009; Norman et al., 2012; Norman et al., 2016). 하지만 여러 감각 

양상에서 들어온 정보들은 단일한 결과로 취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감각 양상은  

신경학적으로도 별도의 독립적이고 연속적인 하위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감각 양상 간 우세 관계는 사물의 탄력성(compliance)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더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Wundt curve 

 

     Wundt는 인간의 특정 경험이 복잡할수록, 사람은 해당 경험에 의해 각성 

수준이 일정 정도까지 상승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이 같은 특정 경험 또는 

자극의 특성과 각성 수준 사이의 관계를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가로축은 경험 

또는 자극의 각성 수준(arousal potential)을 나타내며 신기성(novelty)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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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성(complexity)과 같은 해당 자극의 모든 속성을 포괄한다. 세로축의 

쾌(hedonic value)는 선호와 즐거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적인 쾌는 중간수준의 

각성 수준에서 최댓값을 띈다. 이후, 각성 수준이 커짐에 따라 쾌 값은 낮아지며, 

음의 값을 띈다(Berlyne, 1970).  

 

그림 1. 분트 곡선 

 

높은 신기성을 가진 특정 자극이 관찰자에게 친숙해질 경우 신기성이 줄어들며 

각성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에 Wundt 곡선의 B 영역에서 A 영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또한, 신기성과 복잡성이 모두 높은 자극은 높은 각성 수준을 

일으키므로 영역 C에 해당하며, 해당 자극이 친숙해지며 신기성이 감소함에 따라 

관찰자의 각성 수준은 B 영역으로 이동하며 이는 쾌의 증가를 설명한다. 

 

4. 선호  

 

개인의 미적 판단과 선호는 비교적 일치함을 보인다(Winn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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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에서 진행된 여러 선호 연구들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실 

환경에서 일련의 시각 자극을 통해 사물의 평균적인 미적 속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시각 자극의 종류로는 물체, 사건, 혹은 그림들이 주가 되며 실험 

참가자들은 해당 자극의 물리적 속성과 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응답하였다. 평정, 

순위 매기기, 혹은 호불호를 보고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모두 참가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측정되었다.  

Birkhoff(1933)는 기하학적 패턴, 회화, 소설 그리고 음악의 속성을 분석하여 

아름다움은 대상의 규칙성(order) 대 전체 복잡도(complexity)의 선형적 관계로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각성이론에서는 가장 단순한 자극보다는 복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극이 해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극에 비해 더 흥미롭고, 

더 오래 응시하고, 더 선호된다고 본다(Musinger & Kessen, 1964). 또한 

시각자극의 대칭성(symmetric) 에 대해서는 대칭성이 모두 같은 자극의 경우에는 

세부 요소들이 복잡할수록 더 잘 기억되며 처리된다는 결과를 제시한다(Garner & 

Clement, 1963; Jacobson & Hoefel, 2002; Palmer & Griscom, 2012). 형태 

선호에 있어서 사람들은 직선적 윤곽보다 곡선적 윤곽을 가진 사물을 선호하며 

이는 실제 사물에서나 추상적 사물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고한다(Bar 

& Neta, 2006; Silvia & Barona, 2009). 

Tonio & Leder (2009)는 자극의 친숙성(familiarity)과 선호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복잡한 자극에 친숙한 사람들은 후에 단순한 자극을 선호하였으며 

단순한 자극에 친숙한 사람들은 후에 복잡한 자극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들의 경우, 범문화적인 유사성과 함께 문화에 따른 차이도 

나타난다(Eysenck, 1941; Adams & Osgood, 1973; Herlbert & Ling, 2007). 색채 

연구의 예로는 특정 색채 조합, 조합된 색채 간 조화, 그리고 전경과 배경의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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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따른 선호를 밝혔다(Schuster, 1990; Palmer & Schloss, 2010; Schloss & 

Palmer, 2011). 

 

개인차 변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차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 

Eysenck(1979)는 특정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개인차 변인의 작용을 

탐구하였다. 사람들에게 두 가지 패턴을 제시하고 그중에서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평정한 결과, 성별, 지능, 성격특성 그리고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나 

상이한 문화권 사이에서도 높은 일치를 보였다.  

McManus, Cook, & Hunt(2010)는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비대칭적 도형의 

선호에 대해 성격요인과 인지적 욕구(need for cognition), 모호성 

인내력(tolerance of ambiguity), 분열성(schizotypy) 등의 개인차 변인으로 

설명하려 하였지만, 개인차 변인이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할 수 없었다. 단, 

회화나 음악 같은 예술 작품의 감상에 있어서 성격특질에 따른 선호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지각되는 대상의 속성에 따라 개인차 변인의 작용은 다르다. 단순한 도형에 

비해 예술 작품들을 제시받았을 때, 맥락이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하려는 보다 고차 

수준의 인지 과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Winne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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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매끄러움의 계량화 기법 
 

1. 파(Wave) 

 

파동은 물리학적으로 두 지점 사이에서 물질의 이동 없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에너지의 전달을 의미한다. 일정한 세기와 주파수로 파동이 진행할 

때 파동의 중간 지점에서 파동의 최저점(wave trough) 혹은 최고점 (wave 

crest)까지를 진폭(amplitude)이라고 정의한다. 파동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를 파고(wave height)라고 한다. 진동수(frequency)는 파동을 

포함한 주기적인 현상이 단위 시간 동안 몇 번 일어났는지를 뜻하는 단어로 f 로 

가장 많이 표현한다. 주기는 주기적인 현상이 단위 시간 동안에 몇 번 

발생하였는지 뜻하는 단어로 T 로 표현하며 이는 진동수의 역수이다 (𝑇 =
1

𝑓
 ) . 

파장 (wave length)는 공간에 퍼져 있는 파동의 한 번의 주기가 가지는 길이를 

뜻하며 보통 수식에서 이용할 때에는 λ (lambda)로 표현한다.  

    파의 종류로는 규칙 파(periodic wave)와 불규칙 파(aperiodic, irregular 

wave)가 존재한다. 규칙파는 다시 단순 파(single sinewave)와 복합 파(multiple 

sine wave)로 나뉘며 불규칙파는 노이즈와 같은 연속 파(continuous wave)와 

심장박동과 같은 과 파(transient wave)로 나뉜다. 불규칙 파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상파, 즉 파도이다. 잔잔한 수면에 바람이 불면 수면은 바람의 마찰 때문에 아주 

짧은 주름 형태로 되고, 주름 모양의 수면은 그 모양으로 인해 더욱 큰 마찰력을 

받게되어 점차 큰 주름 형태로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주름 형태의 수면은 

오랜 시간동안 넓은 지역에 부는 바람에 의해 소위 파도(또는 파랑)라 불리는 

형태로 되어 사방으로 전파하게 되는데 바람에 의해 생성된 파도는 대략 2 초에서 

25 초 사이의 주기를 갖게 되며 실제 해상파는 다양한 주기의 파도가 섞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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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게 되므로 불규칙한 주름 형상을 갖게 된다. 해상파는 sine 이나 cosine 

처럼 정형적인 웨이브가 아니라 바다에서 볼 수 있듯 제멋대로인 파형을 이룬다.  

 

그림 2불규칙파형과 진폭, 파고, 주기의 정의 

 

그림 2 에 불규칙 파의 대표적인 예가 제시되어있다. 그림에서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시간에 따른 파면(Wave Elevation)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 정의된 것과 같이 파면이 영점(y=0)을 음에서 양으로 교차하는 

것을 zero-upcrossing 이라고 하며 각 사이의 시간을 zero-upcrossing period라 

한다. 각 zero-upcrossing 사이에서 가장 높은 점을 양의 진폭(Positive 

amplitude), 가장 낮은 점을 음의 진폭(Negative amplitude), 양의 진폭과 음의 

진폭간의 높이 차를 파고(Wave height)라 정의한다. 불규칙 파의 특성치는 

파고와 주기의 대표치로 나타내는데 파고의 대표치로는 유의 파고를, 주기의 

대표치로는 zero-upcrossing period, 평균 주기, 모달 주기(modal period)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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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Continuous) 

 

연속이란 일정한 범위에 양 끝단이 들어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양끝단은 점으로 

표현되며, 이에 따라 점의 연속이 C0 급 연속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C의 기호는 

continuous의 두문자를 의미한다. 일정한 범위라는 것은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연속을 이루는 범위와 간격이 가변적일 수가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6동의 한 강의실에 앉아있는 학생 A와 B가 있다고 

하자. 이 A, B를 양 단의 끝점이라고 간주할 때, 그 옆에서 이 둘을 바라보는 C 

학생의 입장에서는 A와 B 사이가 연속이 아니지만, 학생 C의 위치가 강의실을 

벗어나서 301동에서 바라본다면 A와 B의 위치는 구분할 수 없는 연속 선상에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점의 연속 판단은 관찰자의 위치에 달려있다. 

연속의 종류는 C0급의 연속에서부터 Cn급까지의 연속이 있다. 먼저, C0급 

연속으로 이것은 점의 연속이며 일정한 범위 내에 두 점이 있는 상태이다.  C1 급 

연속은 기울기 연속으로서 맞닿아있는 양쪽 끝단의 1차 미분값이 존재하며 값이 

서로 동일한 경우이다. C2급 연속은 맞닿아있는 양쪽 끝단의 2차 미분 값이 

존재하며 서로 동일한 경우인데, 이것은 곡률 연속이 된다. 연속에는 C0, C1, C2, ... , 

Cn과 같이 n개 연속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연속들은 공간곡선 또는 공간곡면의 

상태에 따라 존재성이 결정된다.   

이러한 연속 중에서 인간의 촉각과 시각에서 감지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매끄러움은 C2 급 연속이면 충족이 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에 따라 비행기, 자동차, 선박과 같은 유동장안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형상이 요구하는 매끄러움도 C2급 연속으로 충족되고있으며, 콜라병이나 전화기와 

같이 손에 직접 닿는 물체가 요구하는 매끄러움도 C2급 연속으로 충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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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시각적 정보에 크게 의지하는 그림이나 조각 같은 예술작품에서의 

매끄러움도 C2급 연속이 만족하면 충분히 매끄럽다고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감각하는 아름다움의 계량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C2급 

연속이 만족할 경우 충분히 시각과 촉각적 수준에서 매끄러우므로 C2급 수준에서 

곡률을 평가하려 한다. 여기서 '충분히'란, 개별적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시각 또는 

촉각적 매끄러움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며 따라서 '충분히 매끄럽다'는 인간이 

손끝으로 촉각이 감지하는 범위 안에서 매끄러움을 만족하게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3. C2연속과 3차 스플라인(Cubic spline) 

 

어떠한 대상이 연속을 만족하는지를 파악하려는 방법은 대상의 표면을 

좌표상에서 나타내었을 때 표면의 외곽선이 3차 스플라인(Cubic spline)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로 확인할 수가 있다. 

3차 스플라인이란 부분구간(span)이 3차 곡선으로 표현되고, 이들 

부분곡선들이 형성하는 전체 공간곡선이 3차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부분 

구간들의 연결점에서는 C0, C1, C2 급 연속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즉, 일정 

범위 내에서 양끝단이 연결되어있어야 하며, 연결점 양끝단의 1차 및 2차 미분값이 

존재하며 동일해야한다. 정리하자면, 형상의 외곽을 3차 스플라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이는 곧 연속을 만족한다. 

곡률크기는 반지름으로 나타난다. 곡률이 작아지면 곡률 반지름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공간곡선은 직선에 가까워진다. 이와 반대로 곡률이 커지면 곡률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고, 공간곡선은 손가락에 끼는 반지처럼 작은 고리(loop)의 형태에 

가까워진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매끄러움의 정도는 곡률의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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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 그 예로는 곡률이 가장 큰 물체인 원, 반지형태를 들 수 있다. 원이나 

반지는 곡률이 가장 크지마는 시각적으로 충분히 매끄럽다. 그러므로 곡률크기는 

아름다움과 무관하며 매끄러움의 여부인 곡률의 연속에만 좌우되며, 그 크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곡률 k 가 불연속인 위치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으로서 공간곡선의 부호변동, 

2 차원과 3 차원에서의  불연속인 지점의 개수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계량화 될 

수 있는 지표라고 예상된다. 공간곡선은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한 번의 굴곡이 있다는 의미이다. 𝐶3급 이상의 상위 차원에서 연속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감각하는 아름다움을 

측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𝐶2 급 연속이 만족될 경우 충분히 시각과 촉각적 

수준에서 매끄러우므로 𝐶2급 연속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곡률을 평가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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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제 1절 연구 목적 

 

미의 감각과 경험에는 대상(stimulus), 사람(person), 그리고 상황(situation)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Winner, 1982). 아름다움을 느끼는 기제를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정성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었고 정의가 불분명한 채 논의가 

이루어졌다. 개체의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 균형성, 복잡도와 같은 변인들에 

대해서는 측정을 통한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진행되었으나 탐구되어야 할 개념적 

정의들이 여러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분은 곡선/곡률에 대한 정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개체 

외향의 성질, 뾰족한 직선으로 구성된 개체보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구성된 개체가 

더 선호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으나 연구들에서 사용한 자극의 곡선 값을 

엄밀하게 수치화하여 보고하지는 않았다(Bar & Neta, 2006; Munar, Gómez-

Puerto, Call,  & Nadal, 2015; Bertamini, Palumbo, Gheorghes, & Galatsidas,  

2016). Norman et al.(2013) 그리고 Cheeseman, Norman, & Kappers(2016)은 

촉각 정보만을 이용하여 사물의 곡률 지각 연구을 실시하였다. 두 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재료는 오목(concave)하거나 볼록(convex)한 형태를 띠는 

나무블록으로 곡률의 차이(curvative magnitude)를 두었으나 비교적 단순하였다. 

 여러 연구가 도형 또는 실제 사물을 재료로 삼아 직선보다 곡선이 아름답다고 

지각되며,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엄밀한 방식으로 곡선의 

수치를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의 제안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곡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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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화하여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수준에 따른 지각 차이를 보고자 한다. 어떠한 

형상의 표면 경계곡선을 일종의 파(wave)로 간주하였을 때, 파의 부호변동 개수와 

연속의 만족 여부에 따라서 해당 곡선은 다르게 지각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사람의 지각 수준에서 부호변동이 많이 발생하거나 연속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굴곡진 곡선이 생성되며 이는 부호변동이 적게 발생하거나 연속이 만족하는 

곡선보다 덜 매끄럽다(smooth)고 입력될 것이라 예상한다. 

 정리하면, 개체의 곡률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인 연속과 부호변동을 

통해 인간이 지각하는 매끄러움의 수준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매끄러움의 

매개변수를 곡률연속의 조건인 부호변동과 연속, 즉 파로 보았을 때 주기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를 체계적으로 변화시켜 두 매개변수의 조합으로 상이한 매끄러움을 

표현하려 한다. 특정 형상의 매끄러움 판정을 위해 형상의 표면경계곡선을 불규칙 

파형으로 나타낸다. 이때 매끄러움의 매개변수는 주기와 파고이며 이들을 각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파고란 높고 낮은 파의 값이며, 주기의 경우 

길고 짧은 주기가 섞여 있으므로 평균 주기값을 사용한다. 매끄러움의 판단을 위해 

표면 경계곡선이 곡률 연속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로써 C2 급 연속을 

확인한다. C2 급 연속이 만족되지 않으면 매끄럽지 않다는 것이며, 곡률의 

부호변동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곡률의 부호변동이 있다는 것은 sin 파나 cos 

파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의 범위와 방향은 곡률개념을 통한 매끄러움의 정의와 함께 정의된 

개념이 실제 매끄러움의 지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매끄러움과 미의 관계를 

알아보는 시도로 제한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는 2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 단계는 미의 하위요소를 

측정과 비교 가능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으로서, 현재 상태는 아름다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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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소 중 매끄러움에 대한 계량화가 진행된 것이 없으며 목표하는 상태는 

매끄러움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계량화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는 매끄러움에 대한 계량화를 위해 C2 급 연속을 보장하는 곡률을 

사용하기로 할 때, 현재 상태는 곡률 사용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고, 목표 상태는 

곡률을 사용한 계량화가 가능해진 상태이다. 두 단계 모두에서 문제해결은 

현재상태와 목표상태의 차이이며 곡률을 수리적으로 정의하고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개체의 표면경계곡선의 주기와 파고를 모수로 설정하여 상이한 

곡선이 비교에 의한 매끄러움의 평가와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계량화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제안된 계량화 방법은 몇 가지 적용 예로서 검증한다.  

요약하면, 곡선을 통해 지각되는 매끄러움을 하위 수준 3개를 가지는 물리적 

속성의 조합, 즉 매끄러움의 두 가지 모수로 매끄러운 정도를 측정하며, 나아가 

매끄러움의 수준에 따른 미의 지각을 보고자 한다. 

 

제 2절 실험 형상 제작 

 

1.  형상 제작 방식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가지는 매끄러움에 따라 사람이 지각하는 아름다운 

정도가 차이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C2 급 연속은 만족하지만 자극의 물리적 

속성을 변화시킨 형상을 생성하였다. 매끄러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속성은 주기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이며 이를 매끄러움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로 가정하였다. 파형을 곡선으로 치환해볼 때, 파형에서 주기의 개수란 

곡선에서의 부분구간 혹은 파의 개수(span)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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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형상은 Autodesk 사의 AutoCAD 와 Inventor 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가로가 40mm 이고 세로가 20mm 인 3 차원 구체(sphere)를 기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런 다음 구체의 표면 단면경계곡선의 주기와 파고를 변화시켰다. 

형상은 부분구간의 개수 3 수준(적음 – 중간 – 많음; few – medium – 

many)과 파고의 크기 3 수준(낮음 – 낮고 큰 것이 섞임 – 큼; low – mix – 

high)이 조합된 9 개 유형을 설정하였다. 9 개 유형 당 형상을 5 개씩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45 개의 형상이 생성되었다.  

 

2.  형상 제작 결과 

 

    그림2는 주기 3수준과 파장 3수준이 조합된 9개 유형의 형상의 단면 

경계곡선을 유형별로 합쳐 나타내었다.  

 

그림 3. 형상 유형별 단면 경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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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유형은 부분구간의 개수가 적고 파고가 낮은 조건(Span : Few, Wave 

height : Low)을 뜻하며 FM 유형은 부분구간의 개수가 적고 파고가 섞인 

조건(Span : Few, Wave height : Mix), FH 유형은 부분구간의 개수가 적고 

파고가 높은 조건(Span : Few, Wave height : High)을, ML 유형은 부분구간의 

개수가 중간값이고 파고가 낮은 조건(Span : Medium, Wave height : Low)을 

뜻하며 MM 유형은 부분구간의 개수가 중간값이고 파고가 섞인 조건(Span : 

Medium, Wave height : Mix), MH 유형은 부분구간의 개수가 중간값이고 

파고가 높은 조건(Span : Medium, Wave height : High), XL 유형은 부분구간의 

개수가 많고 파고가 낮은 조건(Span : Many, Wave height : Low), XM 유형은 

부분구간의 개수가 많고 파고가 섞인 조건(Span : Many, Wave height : Mix), 

XH 유형은 부분구간의 개수가 많고 파고가 높은 조건(Span : Many, Wave 

height : High)을 각각 의미한다.  

 

 

그림 4  형상 속성별 단면 경계 곡선 

 



 

- 27 -  

 

그림4는 형상의 단면 경계곡선을 속성별로 본 결과이다. 상단의 그림은 파의 

개수가 적고 중간이고 많은 수준을 의미하며 하단은 파고의 크기가 낮고 

섞여있고 높은 수준을 합쳐서 나타내었다.  

 

 

그림 5. 실험에 사용한 최종  9개 유형 형상의 예시 

 

그림5는 단면 경계곡선을 3차원상에서 360도 회전시켜 최종적으로 생성한 

구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를 파라미터로 삼아 수준별 

조작을 가한 구, 개체의 매끄러움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표면 경계곡선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루프(loop)란 파의 개수와 파고의 변화에 따른 표면 경계곡선의 전체 

길이로서 3차 스플라인이 된다. 형상의 각 속성 및 유형별 루프와 부피의 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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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구체의 표면경계곡선은 모두 C2급 연속을 

충족한다. 표1에서 각 속성의 수준별로 루프의 평균은 주기 및 파고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루프 평균의 표준편차도 각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나며, 이는 매끄러움을 조작하려는 의도와 일치한다. 표3은 

형상의 경계곡선을 9개 유형으로 나누어 본 결과이다. 이는 표1의 수치들을 

세분해서 본 값과 동일하며,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유형별로 매끄러움의 

속성값이 상이하게 잘 분화되었다고 판단된다. 

한 개의 유형에 대해 구의 형상 변형은 5가지 방식으로 분화하였다. 따라서 

9개 유형에 각 5개 형상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총 45개의 형상을 재료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 1. 형상의 루프의 평균과 표준편차 

 
파고 Wave height  

Low Mix High 합계 

Span 

파의 

개수 

Few 
49.52 

(1.44) 

66.82 

(14.00) 

74.60 

(7.88) 

63.65 

(13.86) 

Medium 
51.97 

(0.44) 

81.09 

(3.76) 

103.03 

(8.58) 

78.78 

(22.23) 

Many 
52.07 

(2.50) 

88.34 

(19.02) 

122.89 

(19.52) 

87.77 

(33.31) 

 
합계 

51.19 

(1.98) 

78.75 

(15.78) 

100.18 

(5.00)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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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형상 속성별 부피 및 루프의 평균과 표준편차 

  부피 (volume, 𝑚𝑚3 ) 루프 (loop, 𝑚𝑚) 

  mean sd mean sd 

Span 

파의 개수 

Few 9546.555 4866.026 63.65 13.86 

Med 9039.617 1675.803 78.70 22.23 

Many 9648.670 1837.413 87.77 33.31 

Wave 

Height 

파고 

Low 7783.311 854.328 51.19 1.98 

Mix 9841.936 3418.446 78.75 15.78 

High 10609.596 3619.132 100.18 5.00 

 

 

 

표 3. 형상 유형별 부피 및 루프의 평균과 표준편차 

 

   부피 (volume, 𝑚𝑚3 ) 루프 (loop, 𝑚𝑚) 

   주기 파고 유형 mean sd mean sd 

Few Low FL 7228.15 1063.20 49.52 1.44 

Few Mix FM 8634.69 5681.89 66.82 14.00 

Few High FH 12776.83 5353.32 74.60 7.88 

Medium Low ML 8109.63 334.98 51.97 0.44 

Medium Mix 
MM 10711.58 1404.52 81.09 3.76 

Medium High MH 8297.65 1575.01 103.05 8.58 

Many Low XL 8012.16 853.31 52.07 2.50 

Many Mix 
XM 10179.54 1932.38 88.34 19.02 

Many High XH 10754.31 1458.09 122.8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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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도구 및 연구방법 

 

1. 참여자 

 

본 연구는 2016년 11월에 오프라인 실험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S대학의 심리학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159명(남 80명, 여 29명) 

이었다.  참가자는 온라인 게시판에 조사의 목적과 설문 문항의 수, 소요시간, 

참가 링크를 제시한 뒤, 이들 중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가할 의향을 보인 

사람들이다. 모집과정을 통하여 총 16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나안 및 

교정시력이 0.5이상이고 색맹이 아닌 성인들 중 끝까지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159명이었다. 분석대상인 연구 참여자 159명의 평균 실험 시간은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2. 연구 절차 

 

실험은 S 대학의 심리학과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모니터는 

Samsung 사의 Curved LED 모니터, C27F591FD로 크기 27인치, 화면비율 16:9, 

화면 곡률 1800R, 주사율 120Hz, 해상도 1920×1080픽셀이었다. 참여자들이 

실험실에서 처음 모니터를 마주했을 때의 거리는 대략 60cm이었으며, 

참여자들에게 별도의 물리적 제약은 없었지만, 모니터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유되었다.  

실험은 연구자가 생성한 형상을 평정하는 부분과 인적사항 및 성격 5요인, 

미술지식, 다차원 미술감상 척도 등 개인차 변인과 관련된 설문으로 나누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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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형상을 평정하는 실험은 다시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첫째 방식은 9개의 

유형의 형상 가운데 미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forced-

choice method이라 할 수 있다. 9개의 형상은 3행 3열의 구조로 모니터 상에 

제시되었으며 9개 형상의 위치는 랜덤하게 등장하였고 20개의 상이한 조합을 

제시하였다. 두번째 방식은 모니터 상에 한 개의 형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5개의 

질문에 5점 척도로 평정 받았다. 질문은 해당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beauty), 

매력적인지(attractive), 흥미로운지(interesting),  친숙한지(familiar), 

매끄러운지(smooth)이었다. 첫째 방식은 forced-choice method를 사용하여 

선호를 측정하였으며, 둘째는 rating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방식은 선행연구들이 

시각 대상의 선호나 미적 판단을 측정할 때 사용한 대표적인 두 방식이다. 

참여자들에게 제시한 형상과 실험에 사용한 설문지의 예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3. 도구 

 

가. 종속변수  

 

연구의 종속변수인 선호와 지각된 매끄러움 그리고 선호와 관련된 요소인 

익숙함을 측정하기 위하여 McManus (2002, 2008), Norman(2012)의 논문에서 

사용한 사물 선호를 측정하는 문항들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5 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선호를 측정하는 3 개의 문항은 아름다움(beauty), 매력(attractive), 

그리고 흥미로움(interesting) 이었다.  

친숙함이 높은 또는 신기성이 낮은 사물일수록 아름답다고 평가되거나 

선호된다는 결과들이 일관성있게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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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켰다(Winner, 1982).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상의 물리적 

속성값의 차이에 따라 지각되는 매끄러움의 정도를 평정받기 위해 

매끄러움(smoothness)을 포함했다. 5 개 문항은 모두 5 점 척도(1 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점 : 매우 동의한다.)상에서 자기보고로 측정하였으며 한 

형상에 대해 2 회 반복 측정하였다. 

 

나. 예측변수 

 

성격 5요인 

 

성격이란 시간과 상황에 걸쳐 지속적이며 한 사람을 타인과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적인 사고, 감정, 행동 양식이다(Phares, 1984). Klages(1926), 

Allport(1937), Cattell(1943), Norman(1963), Goldberg(1982)는 개인의 

차이는 언어로 부호화될 수 있다는, 성격에 대한 어휘적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John, Angleitner,& Ostendorf,1988). Cattell et al.(1970)은 개인차를 

묘사하는 수천개의 형용사 단어들을 요인분석을 통해 분류하였으며 그 결과 

16개의 주요 요인과 8개의 이차요인으로 성격 요인을 요약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이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Smith(1967)는 학부 학생들의 

동료평정을 통해 성격이 5개의 요인으로 나타남을 발견하였고, 

Norman(1967)은 여러 단계의 추상화 작업을 통해 성격에 대한 다섯 개의 

구성개념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성격의 5 요인(Big Five)이라고 한다. 

 성격 5 요인을 예측변수로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척도 중 외적 

타당도를 만족하기 때문이다(John, Angleitner, & Ostendorf, 1988). 5개의 

요인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성실성(conscientiousness)은 지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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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undirectedness)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세심하며 도덕적이고 목표 지향적 행동을 계획하고 이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성실성은 목표 지향적 행동의 계획과 그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호감성(agreeableness)은 적대감(antagonism)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호감성이 높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협력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호감성은 개인의 대인관계 지향성을 측정한다. 외향성(extroversion)은 

내향성(introversion)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교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며 

우호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외향성은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 정도와 강도를 

측정하여 활동수준, 자극에 대한 욕구, 즐거움 능력 등을 알게 한다. 

신경증(neuroticism)은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stability)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걱정, 불안정,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신경질적인과 같은 용어로 정의된다. 

정서적 안정성과 대비될 경우, 침착, 이완, 자기 충족을 특징으로 가진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은 개방성으로도 사용되는 개념으로, 

독창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독립적인, 자유로운, 관심 폭이 넓은, 

대담함을 특징으로 가진다 

 성격 5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DeYoung, Quilty, & Peterson(2007)이 

개발한 Big Five Aspects Scales(BFAS)를 사용하였으며 각 5개 요인별 6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축약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 매우 그렇다)상에서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축약된 

BFAS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Cronbach-alpha)는 안정성 .728, 

우호성 .731, 성실성 .671, 외향성 .743, 경험에 대한 개방성 .68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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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본 척도 

 

미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따라 물리적 속성이 상이한 형상을 지각한 결과가 

상이하다고 예상하였으며 문화 자본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시와(2012)의 

논문에서 사용된 문화자본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화자본의 하위 구성 개념은 

성장기 문화자본과 현재 문화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 문항은 각 9문항이 

포함되어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안지연(2014)의 논문을 참고하여 

적합도가 낮은 4문항을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장기 문화자본 6문항과 

현재 문화자본 8문항 총 14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점 : 매우 동의한다)상에서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성장기 

문화자본 문항의 예는 ‘어린 시절, 가족과 영화나 연극, 음악이나 미술, 철학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등이고, 현재 문화자본의 예는 ‘나는 전시나 공연을 보기 

위해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에 즐겨간다.’ 등이다. 문화자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성장기문화자본은 .851, 현재 문화자본은 .824 이었다. 

 

다차원 미술 감상척도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실험 형상을 지각하고 그에 관한 판단과 경험을 

보고하는 과정이 미술을 감상하는 방식과 크게 상이하지 않는 방식이 작용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과정에 개입하는 인지, 정서, 깊이, 그리고 폭의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안지연(2014)이 개발한 다차원 미술 감상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Art Appreciation; MSAA)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차원 미술 감상척도는 인지, 정서, 깊이, 폭의 하위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당 5 문항씩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인지 문항의 예는 “미술작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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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등이며 정서 문항의 예는 “미술작품을 가슴으로 느낀다.” 

등이며 깊이의 예는 “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한다.” 등이며 폭 문항의 예는 

“작가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미술작품을 감상한다.” 등이다. 문항은 모두 5 점 

척도(1 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점 : 매우 동의한다)상에서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다차원 미술 감상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인지가 .838, 

정서가 .822, 깊이가 .762, 폭이 .828 이고 전체는  .816 이었다. 

 

미술지식 척도 

 

미술지각을 다루는 여러 연구에서 미술 감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으로 

일관성 있게 주목되는 것이 감상자의 미술지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물리적 속성이 상이한 형상에 관한 판단이 차이 날 것이라 

예상하였고 참가자들의 미술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Smith & Smith(2006)의 

미적 유창성 척도(Aesthetic Fluency Scale)에 근거하여 한국에 맞게 

안지연(2014)이 수정한 미술지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미술지식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이 해당하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 나는 이 예술가 또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5점 : 나는 예술에서 이 예술가 또는 개념에 대해 지적으로 말할 수 있다)  

상에서 자기보고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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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분석방법  

 

1. 선형 혼합 모형 (Linear Mixed Model) 

 

선형혼합모형(Linear mixed effects model)은 선형모형(Linear models)에서 

고정효과(Fixed effects)와 확률효과(Random effects)가 함께 포함된 모형이다. 

고정효과(Fixed effects)는 자료에서 고려되는 요인의 모든 수준들(levels)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확률효과(Random effects)는 요인의 여러 수준 가운데 

확률로 추출된 표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표본추출의 특성이 반영되는 효과이다. 

따라서 요인에 의해 이질적인 분포를 가지게 되거나 특성이 나타날 때, 

고정효과와 확률효과를 모두 고려한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다. 선형혼합모형은 

물리학, 생물학, 사회과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며 특히 같은 

집단으로부터의 반복 측정 자료나 군집자료에서 유용한 모형이다. 

선형혼합모형을 통하여 독립이 아닌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자료들을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인 회귀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𝑖 = 𝛽0 + 𝛽1 𝑋1 + 𝛽2𝑋2 + 𝛽3𝑋3 + ⋯ 𝛽𝑝𝑋𝑝 + 𝜖𝑖 , 𝜖𝑖  ~ 𝑁(0, 𝜎2) (1) 

 

여기서 Y𝑖 는 n 개의 관측지 중 i 번째 관측치에 대한 종속변수를, 

𝑋1, 𝑋2, … , 𝑋𝑛 은 독립변수를, 𝛽𝑖 는 각 변수 𝑋𝑖 의 회귀계수를 의미한다. ϵ 은 

오차항으로써 정규분포를 따르고 정규성, 등분산성, 독립성을 만족한다. 이를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2)와 같이 표현된다. 

 

𝑦 = 𝑋𝛽 + 𝜖, 𝜖 ~ 𝑁 (0, 𝜎2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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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는 𝑛 ×  1인 벡터, X는 𝑛 × (𝑝 + 1)인 행렬, β는 (𝑝 + 1) × 1인 벡터, 

ϵ은 평균이 0 이고 분산이 𝜎2𝐼인 𝑛 × 𝑛인 행렬,  𝜎2은 분산, I 는 𝑛 × 𝑛인 단위행렬 

(identity matrix)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회귀식에서 한 개의 확률효과가 포함된 선형혼합모형은 다음 (3)과 

같이 표현된다.  

 

𝑌𝑖𝑗 = 𝑎𝑖 +  𝑥𝑖𝑗𝑏𝑖 + 𝜖𝑖𝑗, 𝑖 = 1, 2, … , 𝑡, 𝑗 = 1,2, … , 𝑛𝑖 (3) 

 

여기서 Y𝑖𝑗 는 i 번째 집단에서 j 번째의 관측값을, x𝑖𝑗 는 독립변수로서 

확률효과를, ϵ𝑖𝑗 은 오차항으로 iid N(0, σ2)을 따른다.  a𝑖 와 b𝑖 는 i 집단의 

계수이며 𝑎𝑖는 y 절편을 의미하고 b𝑖는 기울기를 의미한다. 확률효과의 𝑎𝑖와 𝑏𝑖의 

분산 행렬은 𝐺 행렬이며 다음 (4)와 같이 표현된다. 

 

𝐺 = (
𝜎2

𝑎 𝜎𝑎𝑏

𝜎𝑎𝑏 𝜎2
𝑏

)  (4) 

 

여기서 𝜎2
𝑎과 𝜎2

𝑏는 각각 a 인 y 절편 분산과 b 인 기울기의 분산을, 𝜎𝑎𝑏는 

a 와 b 의 공분산을 의미한다. 위의 (3)을 (5)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𝑌𝑖𝑗 = 𝛼 + 𝑎𝑖
∗ +  𝛽𝑥𝑖𝑗 + 𝑏𝑖

∗𝑥𝑖𝑗 + 𝜖𝑖𝑗, 𝑖 = 1, 2, … , 𝑡, 𝑗 = 1,2, … , 𝑛𝑖  (5) 

 

여기서 y 절편과 기울기의 평균이 각각 α와 β이며  a𝑖
∗ = a𝑖 − 𝛼 이고, b𝑖

∗ =

𝑏𝑖 − 𝛽라고 하면 (𝑎𝑖, 𝑏𝑖)𝑇~𝑖𝑖𝑑 𝑁((𝛼, 𝛽)𝑇, 𝐺)으로 표현할 수 있다. 𝐺  와 ϵ𝑖𝑗 는 

분산이고 확률효과이다. 위 (5)를 다시 표현하면 다음 (6)과 같이 표현된다. 

 

𝑌𝑖𝑗 = (𝛼 +  𝛽𝑥𝑖𝑗) + (𝑎𝑖
∗

+ 𝑏𝑖
∗𝑥𝑖𝑗) + 𝜖𝑖𝑗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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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𝛼 +  𝛽x𝑖𝑗는 고정효과, a𝑖
∗ + b𝑖

∗x𝑖𝑗는 확률효과이다. 이를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7)과 같이 표현된다. 

 

𝑌 = 𝑋𝛽 + 𝑍𝑏 + 𝜖, 𝜖 ~ 𝑁(0, 𝜎2𝐼), 𝑏 ~ 𝑁(0, 𝜎2∑), 𝑏 ⊥ 𝜖  (7) 

 

   위와 같은 방식으로 𝛽와 𝑏를 계산해서 𝑌 를 추정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선형혼합모형을 행렬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 (8)과 같이 

표현된다. 

 

y = Xβ + Zb + ε  (8) 

 

여기서 y 는 n ×  1  관측값을 갖는 관측벡터, 𝛽 = (𝛽1, 𝛽2, … , 𝛽𝑝)𝑇 는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p 차원의 모수벡터,  X는 고정효과 𝛽 = (𝛽1, 𝛽2, … , 𝛽𝑝)𝑇에 

대한 n ×  p 의 설계행렬(Design matrix)이다. Z 는 확률효과 b =

(b1 , b2, … , b𝑞)𝑇에 대한 n ×  q의 설계행렬이다. ε는 평균이 0 이고 분산이 𝜎2 >

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항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확률효과는 평균이 0 이고 

공분산행렬 (Σ𝑏)을 가지는 다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며 공분산행렬은 촐레스키 

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다음 (9)와 같이 표현된다. 

 

Σ𝑏 =  𝜎2𝐷 =  𝛤𝛤𝑇  (9) 

 

Γ와 u ∼ N(0, I)인 u를 이용하여 확률효과 b 를 𝛤𝑢라고 정의하면 Var(𝛤𝑢) =

 𝛤𝑉𝑎𝑟(𝑢)𝛤𝑇  이므로 Var(𝛤𝑢) =  𝛤𝛤𝑇 = 𝑉𝑎𝑟(𝑏)임을 알 수 있다. 

또한 y의 분산은 다음 (10)과 같이 표현된다. 

 

Cov(y) = 𝐶𝑜𝑣(𝑍𝑏) + 𝐶𝑜𝑣(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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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Cov(b)Z𝑇 + 𝜎2𝐼 

                   =  𝜎2(𝑍𝐷𝑍𝑇 + 𝐼)        (10) 

 

   여기서  y의 분포는 y ~ N (Xβ, 𝜎2(𝑍𝐷𝑍𝑇 + 𝐼)) 와 같다.  

 

    β의 추정시, 설계행렬 D𝑖를 알고 있다면 최소제곱추정법 (Least square 

estimation; LSE)을 이용하여 β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D𝑖  성분의 

추정은 어렵기에 LSE 방식 대신 최대 우도함수 (Maximum likelihood; ML)를 

이용하여 모수 β를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ML 을 이용하여 추정된 값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중 한 가지 문제는 추정값들에 편향(bias)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립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는 x, (x1, x2, … , x𝑛) 의 MLE 는 다음 

(11)과 같다. 

 

𝜎 2̂ =  
∑ (𝑥𝑖−�̅�)2𝑛

𝑖=1

𝑛
    (11) 

 

   여기서  𝜎2에 대한 추정이 불편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이기 위해서는 

분모가 𝑛 − 1 이 되어야 한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선형혼합모형에서 분산을 

추정할 때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LE 대신 제한 최대 

가능도(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REML)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2. REML (REstriced Maximum Likelihood) 

 

선형 혼합 모형에서 모수를 추정할 때 사용하는 방식은 ML 대신 기본적으로 

REML 을 사용한다. 관찰치의 각 조건에 속한 값이 동일한 균형 자료 (balanced 

data)에서  REML 의 추정치는 ANOVA (Analysis of Variance)의 추정치와 

동일한 값을 가진다. 

 ML 과 REML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를 들어, n 명에 대해 

m 번의 반복측정을 시행할 경우 전체 관찰치는 𝑛 × 𝑚 이 된다. 이 때, 고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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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의 개수 𝑝 가 전체 관찰치 𝑛 × 𝑚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ML 이 

REML 에 비해 더 편향된 추정치를 가진다. 둘째, ML 은 분산을 음의 값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나 REML은 음의 값으로 주지 않는다. REML은 공분산 행렬이 

근사 특이(near-singular)인 경우에도 ML 보다 좋은 추정치를 가진다. 

REML 방식을 통하여 ML 보다 적게 편향된 추정치들을 얻을 수 있다.  

선형 혼합 모형에서 REML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산이 고정효과의 

영향없이 추정되는 점과  REML 을 사용하여 오차항의 분산 또는 확률효과의 

분산을 추정할 때 고정효과의 자유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𝑌 ~ 𝑁(𝑋𝛽, 𝑉)이고, K가 (𝑛 − 𝑝) × 𝑛  이며, rank 가 𝑛 − 𝑝이라고 할 때, 

𝐾′𝑋 = 0이라면 다음(12)와 같이 표현된다. 

 

𝐾′𝑌 = 𝐾′(𝑋𝛽 + 𝜖) = 𝐾𝜖~𝑁(0, 𝐾′𝑉𝐾) (12) 

 

  𝑉(𝜎2, 𝜎𝑎
2)인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𝐾′𝑌를 이용하여 (13)와 같이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 

 

�̂�𝑅𝐸𝑀𝐿 = (𝑋𝑇�̂�𝑅𝐸𝑀𝐿𝑋)−1𝑋𝑇�̂�𝑅𝐸𝑀𝐿𝑌  (13) 

𝑉𝑎𝑟(�̂�𝑅𝐸𝑀𝐿) = (𝑋𝑇�̂�𝑅𝐸𝑀𝐿𝑋)−1 

 

정리하자면 REML 은 k𝑇X = 0인 반응변수에 대한 선형 결합을 통해 어떠한 

고정효과 모수들도 포함하지 않는 k𝑇y ~ N(0, k𝑇VK)를 얻는다. 

 

3.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어떤 모형이 상대적으로 더 나은 모형인지는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T)의 결과를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우도비 검정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형 모수 전체를 알지는  못하므로(unknown paramete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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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표본의 실제 우도는 구할 수 없으며  unknown parameter 들의 

MLE 추정치(�̂�)를 사용한 후 이에 대한 우도함수를 얻을 수 있다. 

𝜃1  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수벡터이며 𝜃1,0 는 𝜃1 의 특정한 값이다 

귀무가설은 𝐻0: 𝜃1 = 𝜃1,0이다.  𝜃2는 관심을 두지 않는 모분산에 대한 추정치나 

사전정보가 없는 nuisance parameter 의 벡터이고 𝜃2,0는 𝜃2의 특정한 값이라 

가정할 때 우도비의 검정통계량은 다음(14)과 같이 표현된다. 

 

𝛬 =  
𝐿([𝜃′

1,0,�̂�2,0]
′
)

𝐿(𝜃′̂)
 (14) 

 

  여기서 �̂� 는 MLE 방식으로  𝐿 (𝜃) 를 추정한 값이다. 귀무가설의 기각은 

K 가 sup𝜃2
𝑃{ 𝛬 ≤ 𝑘|𝜃1 = 𝜃1,0} ≤ 𝛼  일 경우, 𝛬 ≤ 𝐾이면 𝐻0를 기각한다. 이때 

기각역(critical region of test)은 다음 (15)과 같다. 

 

−2𝑙𝑜𝑔𝛬 ≥ −2𝑙𝑜𝑔𝐾 (15)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크고 𝛬가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 −2𝑙𝑜𝑔𝛬는 자유도가  

χ2
ν,1−α인 분포를 따른다. 모형 2 개의 우도비는 (16)와 같이 표현된다. 

 

−2𝑙𝑜𝑔𝛬 =  −2[𝑙𝑜𝑔([𝜃1,0, �̂�2,0]) − 𝑙([�̂�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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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 결과 

 

제 1절  연구 1 

 

1. 방법 

 

연구 2의 목표는 연구 1에서 설정한 형상의 물리적 속성값에 의해 미적인 

평가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물리적 속성은 진폭과 파장의 두 가지로 

나뉘며 두 가지 물리적 속성의 조합에 따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모양을 

선호하는지 알아보았다. 

 

2. 결과 

 

  파의 개수에 따른 세 가지 수준과 파고의 크기에 따른 세 가지 수준의 조합의 

결과인 9개 유형의 형상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니터에 3행 3열로 

제시된 9개 유형의 형상 중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한 개의 형상을 선택하였다. 

9개 형상의 배치는 시행마다 임의로 배치되었으며 해당 문항은 20번 반복되었다. 

표 4. 형상 유형에 따른 선택 빈도 

 파고의 크기  

Low Mix High 합계 

파의 

개수 

Few 478 629 994 
2101 

(66.07%) 

Medium 165 295 213 
673 

(21.16%) 

Many 75 246 85 
406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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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718 

(22.58%) 

1170 

(36.79%) 

1292 

(40.63%) 

3180 

(100%) 

 

  참여자 159명이 20번 반복 시행을 통해 모두 3180개의 자료가 얻어졌다. 

9개 유형의 형상 가운데 선택률이 높은 유형은 파의 개수가 적고 파고의 크기가 

큰 FH(few-high) 유형이 31.25%가, 다음으로는 파의 개수가 적고 파고의 

크기가 적은 FL(few-low) 유형으로 전체의  19.78%으로 두 유형을 선택한 

인원이 51.03%로 과반수를 이상을 차지하였다. 선택율이 낮은 유형으로는 

XL(many-low) 유형으로 전체의 2.36%가, XH(many-high) 유형으로 전체의 

2.67%가 선택하였다. 

 성별에 따른 형상 유형별 선택의 차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FL 유형의 선택빈도는 남성이 3.85±5.56, 

여성이 2.15±3.41로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25, p=0.022). 나머지 8개 유형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9개 유형을 다시 파의 개수별 조건과 파고의 크기에 따른 조건으로 합쳐서 

보았다. 파고의 크기가 낮은 Low 조건에서 남성이 5.36±6.21, 여성이 

3.66±4.49로 남성이 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85, p=0.049). 



 

- 44 -  

 

그림 6. 성별에 따른 선택 비율 

 

표 5. 성별에 따른 선택 빈도 평균 차이  

유형  N mean sd t p 

FL 
남성 80 3.85 5.56 

2.325 .022* 
여성 79 2.15 3.41 

FM 
남성 80 3.99 3.84 

.112 .911 
여성 79 3.92 3.27 

FH 
남성 80 5.96 4.59 

-.832 .406 
여성 79 6.54 4.21 

ML 
남성 80 1.10 2.19 

.412 .681 
여성 79 0.97 1.60 

MM 
남성 80 1.58 2.80 

-1.233 .219 
여성 79 2.14 2.97 

MH 
남성 80 1.15 2.62 

-.895 .372 
여성 79 1.53 2.76 

XL 
남성 80 0.41 1.14 

-.489 .626 
여성 79 0.53 1.85 

XM 
남성 80 1.46 2.98 

-.386 .700 
여성 79 1.63 2.57 

XH 
남성 80 0.50 1.40 

-.327 .744 
여성 79 0.57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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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파의 속성과 성별에 따른 선택빈도의 차이 

파의 속성 N mean sd t p 

Low 
남성 80 5.36 6.21 

1.985 .049* 
여성 79 3.66 4.49 

Mix 
남성 80 7.03 5.39 

-.866 .388 
여성 79 7.70 4.32 

High 
남성 80 7.61 4.99 

-1.388 .167 
여성 79 8.65 4.36 

Few 
남성 80 13.80 6.27 

1.209 .228 
여성 79 12.62 6.02 

Medium 
남성 80 3.83 4.16 

-1.261 .209 
여성 79 4.65 4.05 

Many 
남성 80 2.38 3.48 

-.653 .515 
여성 79 2.73 3.46 

 

 

 다음으로는 예술전공 여부에 따른 형상 유형별 선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159명 가운데 예술전공자는 18명이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공에 따라 FL 유형을 선택한 빈도는 일반이 3.23±4.88, 예술전공이 

1.22±1.9로 일반이 예술전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313, p=0.002). 예술전공 여부에 따른 FM 유형의 선택 빈도는 

일반이 3.73±3.35, 예술전공이 5.72±4.62로 일반이 예술전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266, p=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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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예술전공 여부에 따른 선택 비율 

 

 

 

 

표 7. 예술전공 여부에 따른 선택빈도의 차이 

유형 / 전공 N mean sd t p 

FL 
일반 141 3.23 4.88 

3.313 .002** 
예술전공 18 1.22 1.90 

FM 
일반 141 3.73 3.35 

-2.266 .025* 
예술전공 18 5.72 4.62 

FH 
일반 141 6.42 4.48 

1.341 .182 
예술전공 18 4.94 3.54 

ML 
일반 141 1.05 1.92 

.219 .827 
예술전공 18 0.94 1.89 

MM 
일반 141 1.82 2.87 

-.484 .629 
예술전공 18 2.17 3.11 

MH 
일반 141 1.35 2.73 

.196 .845 
예술전공 18 1.22 2.44 

XL 일반 141 0.39 1.01 -.847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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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공 18 1.11 3.60 

XM 
일반 141 1.52 2.82 

-.283 .778 
예술전공 18 1.72 2.49 

XH 
일반 141 0.48 1.25 

-1.382 .169 
예술전공 18 0.94 1.89 

 

 

9개 유형을 다시 파의 개수별 조건과 파고의 크기에 따른 조건으로 합쳐서 

보았다. 파고의 크기가 섞인 Mix 조건의 빈도에서 일반이 7.07±4.88, 

예술전공이 9.61±4.42로 일반이 예술전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2.102, p=0.037). 

 

 

표 8. 파의 속성과 예술전공 여부에 따른 선택빈도의 차이 

속성 / 전공 N mean sd t p 

Low 
일반 141 4.67 5.56 

1.019 .310 
예술전공 18 3.28 4.71 

Mix 
일반 141 7.07 4.88 

-2.102 .037* 
예술전공 18 9.61 4.42 

High 
일반 141 8.26 4.86 

1.340 .191 
예술전공 18 7.11 3.18 

Few 
일반 141 13.38 6.06 

.969 .334 
예술전공 18 11.89 6.94 

Med 
일반 141 4.22 4.09 

-.110 .913 
예술전공 18 4.33 4.39 

Many 
일반 141 2.40 3.28 

-1.238 .231 
예술전공 18 3.78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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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에 따른 하위 수준 3개를 각각 축으로 

설정(T, L, R)하여 그림 8과 그림 9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8. 파고의 수준과 전공별 선택 빈도 그림 9. 파의 개수 수준과 전공별 선택 빈도 

 

파의 개수 하위수준 3개에 대해 T 축은 파의 개수가 적은 few 조건, L 축은 

파의 개수가  중간 수준인 medium 조건, R 축은 파의 개수가 많은 수준인 many 

조건이다. 파고의 하위수준 3개를 3차원으로 두었으며 T 축은 파고가 낮은 

수준인 low 조건, L 축은 낮고 높은 파고가 섞인 mix 조건, R 축은 파고가 높은 

수준인 high 조건을 나타낸다. 예술 전공 여부에 따른 체계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1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참가자들에게 제시된 9개 유형에 대해 성별에 

따른 선호 차이는 가장 단순한 형상인 FL 유형에서만 관찰되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선호하였다. 또한 예술전공자들과 일반전공자들 간 선호하는 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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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이 상이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9개 유형 가운데 FL, FM 유형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가장 단순한 형상인 FL 유형에 대해 일반 

전공자들이 예술전공자들보다 더  선호하였으며(일반 : 3.23±4.88, 예술전공: 

1.22±1.9, t=3.313, p=0.002). FM 유형에서는 예술전공자들이 더 

선호하였다(일반 : 3.73±3.35, 예술전공: 5.72±4.62, t=-2.266, p=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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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 2 

1. 방법 

 

참가자들에게 한 개의 형상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매끄러움, 친숙함 그리고 

선호 관련 3문항(아름다움, 매력적인, 흥미로움)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상에서 

평정 받았으며 총 45개의 형상에 대해 2번 반복 측정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해 R(R Core Team, 2012) 프로그램과 LME4(Bates, 

Maechler & Bolker, 2012) 패키지를 사용하여 파의 개수와 파고 크기 수준에 

따른 사물지각의 선형 혼합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형상의 물리적 속성의 

변화를 기반으로 주기와 파의 크기 조합에 따른 각 문항 값을 고려한 후, 연구 

참가자 개인에 의한 추가적 분산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형 혼합 모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가정을 하였다. 첫째, 5 개 

문항의 응답의 분포는 정규성 가정을 어긋나지 않으며, 한 참가자에게서 얻어진 

응답 간 상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정효과로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확률효과로는 개별 참가자를 투입하였고 y 

절편을 추정하였다. 

물리적 속성의 변화에 대한 확률효과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개인차를 

예측하는 변수인 예술전공 여부, 성격 5 요인, 다차원 미술감상척도를 고정효과로 

투입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우도비검정을 통해 모형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2. 결과 

 

형상에 대한 매끄러움, 친숙함 그리고 선호 관련 3문항(아름다움, 매력적인, 

흥미로움)에 대한 응답을 5점 척도 상에서 평정받았으며 해당 문항은 동일한 



 

- 51 -  

형상을 대상으로 2번 실시하였다. 

 한 형상에 대해 두 번 반복해서 평정을 실시하였으므로 첫번째와 두번째 

응답을 편향되었는지를 225 문항(형상 45개 × 5문항)에 대해 평균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25문항 중 26개 문항에서 p<.05이하 수준에서 응답의 

평균 차이가 검증되었다. 26개 문항은 친숙성 문항 11개, 아름다움 문항 3개,  

매력 문항 8개, 흥미 문항 4개였다. 

  파의 개수와 파장의 크기에 따른 응답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보고하였다(표9, 

표10). 두 번의 시행 결과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형상의 파의 개수가 적을수록 

더 매력적이고, 흥미롭고, 아름다우며 매끄럽다고 지각된다. 파고의 크기의 경우 

매력, 흥미, 아름다움의 세 문항 모두에서 작은 파와 큰 파가 섞인 조건이 가장 

높은 값을 가졌으며 다음으로는 파고가 높은 조건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9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한 연구1과 동일한 경향을 띈다. 매끄러움 문항의 경우 파의 

개수가 적은 조건이 가장 높은 값을 가졌다. 파의 개수가 적은 Few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준에서는 모두 파고의 크기가 섞인 조건의 값이 컸으며 이 역시 연구1의 

선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띤다. 

형상에 대한 흥미 문항은 첫 번째 시행보다 두 번째 시행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친숙 문항의 경우 첫 번째 시행에 비해 두 번째 시행의 값이 높으며, 

이는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형상을 반복해서 제시하였기에 참여자들이 형상에 

대한 친숙함이 높아진, 즉 형상의 신기성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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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파의 개수를 기준으로 본 문항 점수 합 

 

  Few Medium Many 

 
1 2 all 1 2 all 1 2 all 

매력적이

다 

47.54 

(8.46) 

47.84 

(9.95) 

47.69 

(8.74) 

37.82 

(8.08) 

37.23 

(9.86) 

37.53 

(8.52) 

34.82 

(8.63) 

33.92 

(9.46) 

34.37 

(8.53) 

아름답다 
44.50 

(8.96) 

46.38 

(10.14) 

45.44 

(9.10) 

34.74 

(8.12) 

34.64 

(9.62) 

34.69 

(8.54) 

30.91 

(8.12) 

30.74 

(9.21) 

30.82 

(8.28) 

친숙하다 
46.13 

(9.25) 

50.25 

(10.62 

48.19 

(9.46) 

35.32 

(8.49) 

38.75 

(11.73) 

37.04 

(9.67) 

33.61 

(9.03) 

36.21 

(11.68) 

34.91 

(9.95) 

흥미롭다 
46.18 

(8.08) 

45.75 

(9.36) 

45.97 

(8.30) 

41.18 

(8.81) 

38.76 

(9.89) 

39.97 

(8.92) 

40.28 

(10.05) 

36.69 

(10.50) 

38.48 

(9.75) 

매끄럽다 
59.58 

(8.51) 

60.11 

(9.26) 

59.85 

(8.60) 

44.39 

(10.71) 

43.39 

(10.87) 

44.14 

(10.40) 

36.87 

(11.12) 

36.08 

(11.32) 

36.47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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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파고의 크기를 기준으로 본 문항 점수의 합 

 
 Low Mix High 

 1 2 all 1 2 all 1 2 all 

매력적이다 
37.37 

(9.30) 

37.24 

(10.84) 

37.31 

(9.68) 

42.32 

(8.74) 

41.74 

(10.26) 

42.03 

(9.08) 

40.49 

(8.37) 

40.01 

(9.80) 

40.25 

(8.53) 

아름답다 
35.01 

(9.82) 

35.43 

(10.70) 

35.22 

(9.93) 

38.21 

(8.45) 

38.96 

(9.98) 

38.58 

(8.81) 

36.93 

(8.18) 

37.36 

(9.00) 

37.15 

(8.17) 

친숙하다 
42.99 

(10.64) 

45.67 

(12.61) 

44.33 

(11.14) 

36.60 

(8.66) 

40.46 

(10.69) 

38.48 

(9.22) 

35.58 

(8.59) 

39.08 

(10.95) 

37.33 

(9.24) 

흥미롭다 
38.31 

(9.75) 

36.49 

(10.76) 

37.40 

(9.82) 

45.53 

(9.29) 

43.31 

(10.58) 

44.42 

(9.44) 

43.81 

(9.69) 

41.40 

(10.33) 

42.60 

(9.53) 

매끄럽다 
54.70 

(9.82) 

54.74 

(10.18) 

54.72 

(9.57) 

45.41 

(10.29) 

45.53 

(10.57) 

45.47 

(10.10) 

40.74 

(10.12) 

39.82 

(9.97) 

40.28 

(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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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가 조합된 9개 조건에 각 5개 형상이 속한다. 동일한 

조건 내에서 형상의 속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각 형상에 대한 문항 평정값을 

다음 그림 11~15에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매력, 흥미, 그리고 아름다움 

문항 평정값은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띤다. 세 문항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0.81~ 

0.91로 정적인 관계성을 띈다. 전체 문항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13에 

나타나있다. 매끄러움 문항에 대해 파의 개수가 많은 조건일수록 낮은 평정값이 

관찰되었으며 친숙 문항에 대해 참여자들은 파의 개수가 적은 형상보다 파의 

개수가 많은 형상을 덜 친숙하다, 높은 신기성을 가졌다고 평정하였다. 

 

그림 10. 개별 형상에 대한 친숙 문항의 평균 평정 

 

그림 11. 개별 형상에 대한 매끄러움 문항의 평균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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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개별 형상에 대한 매력 문항의 평균 평정 

 

그림 13. 개별 형상에 대한 흥미 문항의 평균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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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별 형상에 대한 아름다움 문항의 평균 평정 

속성 및 유형별 문항 점수 평균을 표11과 표12에 제시하였다. 매끄러움문항은 

가장 단순한 FL 유형이 가장 높은 평정을, 복잡도가 높은 XH 유형이 가장 덜 

매끄럽다고 평정되었다. XL 유형은 ML 유형보다 덜 매끄럽지만, MM 유형이나 

MH 유형보다는 더 매끄럽다고 지각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매끄러움의 지각에 

파고의 크기보다 파의 개수가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인다. 

표 11. 속성별 문항 점수 평균 

 
 매력적이다 흥미롭다 아름답다 매끄럽다 친숙하다 

파의 

개수 

Few 3.18 3.06 3.03 3.99 3.21 

Medium 2.50 2.66 2.31 2.94 2.47 

Many 2.29 2.57 2.05 2.43 2.33 

파고의 

크기 

Low 2.49 2.49 2.35 3.65 2.96 

Mix 2.80 2.96 2.57 3.03 2.57 

High 2.68 2.84 2.48 2.69 2.49 

 

표 12. 유형별 문항 점수 평균  

 매력적이다 
흥미롭

다 

아름답

다 

매끄럽

다 

친숙하

다 

FL 2.86 2.71 2.74 4.28 3.25 

FM 3.28 3.28 3.09 3.76 3.15 

FH 3.40 3.20 3.26 3.93 3.24 

ML 2.35 2.38 2.24 3.55 2.85 

MM 2.63 2.85 2.39 2.91 2.37 

MH 2.53 2.77 2.30 2.38 2.19 

XL 2.25 2.39 2.06 3.12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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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 2.50 2.76 2.24 2.43 2.18 

XH 2.12 2.55 1.86 1.75 2.04 

    매력, 흥미, 아름다움, 매끄러움, 친숙함의 다섯개 문항의 상관 분석을 하였으

며 표13에 5개 문항별 결과를 제시하였다, 매력, 흥미, 그리고 아름다움 3개 문

항의 상관은 .813 ~ .910으로 강한 상관을 띄며, 해당 문항들은 선행연구들에서 

선호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문항이다(McManus et al., 2011).  

매끄러움 문항과 매력, 흥미, 아름다움 문항 사이의 강한 상관을 기대하였으

나 .229~ .311로서 오히려 이들 세 문항은 친숙함과 더 높은 정도의 상관(.413 

~ .487)을 보였다. 

 

표 13.  문항별  상관 

 

매력적이다 흥미롭다 아름답다 매끄럽다 친숙하다 

매력적이다 1 

    

흥미롭다 .868* 1 

   
아름답다 .910* .813* 1 

  
매끄럽다 .311* .229* .240* 1 

 
친숙하다 .459* .413* .487* .178* 1 

 

다음으로는 5개 문항에 대해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가 갖는 설명력을 보았다. 

기본 모형은 참여자 개인이 확률효과로 투입된 모형이며, 파의 개수 그리고 

파고의 크기를 고정효과로 투입하였으며 이 둘의 상호작용항을 고정효과로 

투입한 모형 3개를 비교하였다. 5개 문항 모두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형이 분산, 

AIC, 그리고 로그우도값이 작았으며 본 연구에서 의도한 모형 또한 두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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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매끄러움 

 

매끄러움의 평정과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였으며 (Χ2(4) = 381.06, 𝑝 < 0.001).   R2  =0.795로 분산의 79.5%를 

해당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형상의 매끄러움의 평정값에 영향 미치는 

개인차 변인의 역할을 확인해보기 위해 예술 전공 여부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매끄러움의 평정값을 0.29 ±0.15(표준오차) 

증가시켰지만(Χ 2(1) = 3.901, 𝑝 = 0.048)  예술전공 여부 계수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며, 해당 변인을 고정효과로 투입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AIC 및 

로그우도값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 

그리고 이 둘의 상호작용항이 고정효과로 투입된 모형을 선택하였다.  성격 

5요인을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5) = 6.517, 𝑝 =

0.259), 다차원 미술 감상 4척도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4) = 7.092, 𝑝 = 0.131) 연구에서 가정한 원모형과 분산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5 는 모형의 고정효과 예측값을 나타내며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상호작용에 따라 매끄러움의 평정이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다. FM 유형에 비해 

FH 유형이 더 매끄럽다고 지각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형상의 속성에서 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파고의 크기가 커질수록 덜 매끄럽다고 지각된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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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형상 속성에 따른 매끄러움 문항 평정 



 

- 60 -  

표 14. 매끄러움 문항 평정의 선형 혼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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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매끄러움 문항 평정과 예술전공의 고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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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름다움 

 

아름다움 문항의 평정과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였으며 (Χ2(4) = 137.37, 𝑝 < 0.001)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R2 =0.578로 분산의 57.8%를 해당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형상의 아름다움의 평정값에 영향 미치는 개인차 변인의  역할을 확인해보기 

위해 예술 전공 여부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1) =

0.007, 𝑝 = 0.9359), 성격 5 요인을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5) = 4.443, 𝑝 = 0.4875) , 다차원 미술 감상 4 척도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4) = 4.003, 𝑝 = 0.4056)  연구에서 가정한 

원모형과 분산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모형에서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상호작용에 따라 지각된 

아름다움의 정도가 상이함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16). 형상의 파고의 크기를 

가로축으로 두었을 경우, FH유형을 제외할 경우 높고 낮은 파고가 섞인 조건에서 

매력도가 가장 높았다. 파의 개수를 가로축으로 두었을 때 파고의 크기에 따른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였으며 파의 개수가 적을 수록 아름답게 지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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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형상 속성에 따른 아름다움 문항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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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아름다움 문항 평정의 선형 혼합 모형 

 

 



 

- 65 -  

다. 흥미로움 

 

흥미 문항의 평정의 지각과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였다(Χ 2(4) = 26.532, 𝑝 < 0.001). 단, 상호작용항 가운데 MM 유형과 

MH 유형은 고정효과 절편이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 없이 두 개의 

고정효과가 있는 모형의 R2 =0.520 이며,  상호작용이 투입된 모형의 R2 =0.526 

으로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했을 경우 분산의 설명력이 높지 않으며 AIC와 

잔차 값의 변화도 작다. 또한 흥미 문항에 대해 개인 변인인 확률효과만 투입된 

모형의 R2  값은 0.40으로서, 아름다움이나 매력 문항의  R2값인 0.30에  비해 

높았다. 

형상의 흥미로움의 평정값에 영향 미치는 개인차 변인의  역할을 확인해보기 

위해 예술 전공 여부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1) =

0.002, 𝑝 = 0.9639), 성격 5 요인을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5) = 1.707, 𝑝 = 0.888) , 다차원 미술 감상 4 척도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4) = 1.964, 𝑝 = 0.7423)  연구에서 가정한 

원모형과 분산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7에서 해당 모형에서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상의 지각된 흥미가 상이함을 관찰할 수 있다. 파고의 크기를 가로축으로 

두었을 경우, 높고 낮은 파고가 섞인 조건이 파의 개수 3 수준에서 모두 가장 

높았으며,  파고의 크기가 낮은 경우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파의 개수를 

가로축으로 두었을 경우 개수가 적은 조건이 가장 높았으며 파의 개수가 많은 

형상일수록 흥미가 줄어드는 경향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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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형상 속성에 따른 흥미 문항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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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흥미 문항 평정의 선형 혼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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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매력 

 

매력 문항의 평정과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Χ 2(4) = 104.34, 𝑝 < 0.001). 

조건별 상호작용항도 모두 유의하였다.  R2 =0.545로 전체 분산의 54.5%를 해당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형상의 매력의 평정값에 영향 미치는 개인차 변인의  역할을 확인해보기 위해 

예술 전공 여부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1) = 0.276,

𝑝 = 0.5996) , 성격 5요인을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5) = 6.045, 𝑝 = 0.3019) , 다차원 미술 감상 4척도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4) = 3.732, 𝑝 = 0.4434)  연구에서 가정한 

원모형과 분산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모형에서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상의 지각된 

매력이 상이함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18). 파고의 크기를 가로축으로 두었을 

경우, FH 유형을 제외하고서 높고 낮은 파고가 섞인 조건에서 매력도가 가장 

높았다. 파의 개수를 가로축으로 두었을 경우 형상의 파의 개수가 적은 조건에서 

매력이 가장 높았으며 파의 개수가 많은 형상일수록 지각된 매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띈다. 

형상 가운데 가장 복잡성이 높은 XH 유형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지며 다음으로 

가장 복잡성이 낮은 형상인 FL 유형이 다음으로 낮은 값을 가진다. 이는 지나치게 

복잡성이 높거나, 낮은 자극에서 경험하는 쾌가 낮다는 Wundt 곡선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XH 유형의 경우 Wundt 곡선의 오른쪽에, FL 유형의 경우 

왼쪽에 위치하며, 파고의 크기 조건에 따라 각성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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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형상 속성별 매력 문항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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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매력 문항 평정의 선형혼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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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친숙성 

 

친숙성 문항의 평정과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Χ 2(4) = 155.83, 𝑝 <

0.001) . 본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했을 때 조건별 상호작용항은 모두 

유의하였으나 고정효과의 하위 수준 중 파고가 높은 수준의 계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였다. 모형의 R2 =0.656으로 전체 분산의 65.6%를 해당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형상의 속성 가운데 파고의 크기보다 파의 개수 수준에 따른 

친숙성의 차이가 크다. 

형상의 친숙성의 평정값에 영향 미치는 개인차 변인의 역할을 확인해보기 

위해 예술 전공 여부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1) =

0.0026, 𝑝 = 0.9591), 성격 5 요인을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5) = 5.160, 𝑝 = 0.3967), 다차원 미술 감상 4 척도를 고정효과로 기존 

모형에 추가로 투입했을 때 (Χ 2(4) = 5.673, 𝑝 = 0.2249)  연구에서 가정한 

원모형과 분산의 차이가 유의한 수준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해당 모형에서 파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의 상호작용에 따라 형상의 지각된 

친숙성이 상이함을 관찰하였다(그림19). 형상 유형 중에서는 FL 유형의 

친숙성이 가장 높았으며 파의 개수가 많은 조건 가운데 XH 유형의 친숙성이 

가장 낮았다. 파고의 크기를 가로축으로 두었을 때,  파의 개수가 중간 수준과 큰 

수준인 조건은 파고의 크기가 높아짐에 따라 친숙성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으며 파의 개수가 작은 조건은 파고의 조건이 변화하더라도 지각된 

친숙성이 비교적 일정한 값을 띄었다. 파의 개수를 가로축으로 두었을 경우, 

형상의 파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지각된 친숙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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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형상 속성별 친숙성 문항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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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친숙성 문항의 평정과 선형 혼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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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종합 논의 

 

미에 관한 연구들은 객관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해당 연구들이 목표하는 바는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개인 혹은 집단의 

미적 경험과 판단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심리학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연구 

주제로 삼는 다른 여러 학문의 목적은 인간의 미적 경험과 판단을 서술하고 이를 

설명하거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아름다움을 연구주제로 삼은 많은 

연구는 예술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형상들과 

실제 예술작품 간에는 깊은 틈이 존재하지만 매끄러움이라는 물리적 속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매끄러움이라는 속성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인간의 곡선 

선호를 탐구한 여러 선행연구가 실제 환경 속 대상으로 연구 범위를 확장했으나,  

곡선의 수준에 대한 수치화 단계를 건너뛰었기에 서로 다른 대상을 정밀한 

수준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 정교한 

수준에서 연구들이 진행되기 위하여 곡선, 즉 매끄러운 선의 파라미터로 가능한 두 

가지 물리적 속성을 제시하였다. 환경 속 대다수의 사물은 3차원 상에서 표현이 

가능하기에  개별 사물들은 3차원 상의 표면 경계곡면으로 형상이 가능하며, 이를 

다시 단면 경계곡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면 경계곡선을 일종의 파라고 

간주하였고 서로 다른 곡선들은 파의 부호 변동과 연속이 다르기에 이를 두 개의 

파라미터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매끄러움의 파라미터는 파 혹은 부분구간의 개수와 

파고의 크기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매끄러움의 파라미터라 가정한 

형상의 물리적 속성 두 가지 가운데 매끄러움의 지각에 파의 개수 변화에 따른 값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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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따라 더 체계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한, XL 유형은 ML 유형에 비해 덜 

매끄럽지만 MM 유형이나 MH 유형보다는 더 매끄럽다고 지각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형상의 매끄러움 지각에는 파고의 크기보다 파의 개수가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의 수준을 조작한 형상을 재료로 선호 및 평정을 실시하였고 

개인차 변인의 작용에 관심을 두었으나 매끄러움의 지각과 관련된 개인차 변인의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인 McManus 등(2010)의 연구에서도 곡선적 

또는 직선적 형상의 선호에 대한 개인차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였으며 곡선 

선호란 개인차 변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보편적인 현상이라 간주하였다.  

 연구 결과 1과 결과 2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결과 1에서는 FH 유형의 선호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결과 2의 매력, 아름다움, 친숙 문항에서 FH 유형의 

평정값이 가장 높았다. 즉, 파의 개수가 적고 파고의 크기가 큰 형상이 가장 

선호되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우며, 익숙하다고 평가되었다. 사람들은 익숙한 

자극을 선호하고, 아름답게 느낀다는 선행연구들의 보고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친숙성 문항과 매력, 아름다움 문항 간 상관은 각  .459와 .487으로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문항 간 상관의 경우, 본 연구에서 아름다움, 흥미, 

그리고 매력 문항 간 상관이 .80 이상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해당 문항들을 

형상 속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변인의 수준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유사한 

패턴을 띄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특정 자극에 대한 선호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아름다움, 흥미 그리고 매력 변인을 

제시하며, 본 연구에서도 선호와 선호의 간접적인 변인들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에 분명한 영향을 받으므로 개인이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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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이라는 심리적 감각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지역과 

문화권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같은 문화권이더라도 시간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형태가 달라진다. 이러한 아름다움이란 심리적 감각에 대한 문화의 

영향은 추후 연구영역을 결정할 때 또 다른 중요한 검토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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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에 사용된 45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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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성격 5요인 설문지 

 

다음 문항을 읽고 각 문항의 내용이 여러분의 평소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2) 

보통

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

우 

그

렇

다 

(5) 

쉽게 화가 난다 (1)           

쉽게 속이 상한다 (2)           

기분 변화가 심하다 (3)           

거의 우울하지 않다 (4)           

작은 일에도 압도된다 (5)           

많은 것들에 대해 겁이 난다 (6)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관심을 갖는다 

(7)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무관심하다 (8)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 (9)           

다른 사람을 무시하곤 한다 (10)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취한다 (11) 
          

다른 사람들과 자주 의견충돌을 빚는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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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낭비한다 (13)           

지금 하고 있는 과제에 집중하지 

않는다 (14) 
          

쉽게 산만해진다 (15)           

정리정돈을 좋아한다 (16)           

계획을 따른다 (17)           

무질서함을 신경 쓰지 않는다 (18)           

쉽게 친구를 사귄다 (19)           

그다지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20)           

재미있게 지낸다 (21)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는지 

알고 있다 (22) 
          

내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한다 (23)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망설인다 (24)           

문제를 재빨리 이해한다 (25)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26)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27)           

예술의 중요성을 믿는다 (28)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물의 

아름다움을 본다 (29) 
          

창의적인 표출에 대한 욕구가 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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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미술 자본 설문지 

 

다음의 문장을 읽고 그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대체

로 

그렇

다 (4) 

매우 

그렇

다 (5) 

어린 시절,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등 

문화 예술 공간을 방문하곤 했다. (1) 
          

어린 시절, 가족과 영화나 연극, 

음악이나 미술, 철학 등에 대해 

토론하곤 했다. (2) 

          

어린 시절, 부모님은 나에게 읽을 책의 

제목이나 분야를 조언하시곤 했다. (3) 
          

어린 시절, 가정에 미술작품이 장식되어 

있었다.(4) 
          

어린 시절, 평소 가정의 음향장치에 

의해 음악이 틀어져 있곤 했다. (5) 
          

어린 시절,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6) 
          

나는 전시를 보기 위해 미술관이나 

갤러리 등에 즐겨 간다. (7) 
          

나는 공연관람을 위해 연주회장이나 

공연장 등에 즐겨 간다. (8) 
          

나는 예술가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편이다. (9) 
          

나는 악기연주나 발성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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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미술작품을 만드는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 (11) 
          

나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음악사조나 작곡가 혹은 연주가가 

있다. (12) 

          

나는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미술사조나 미술가가 있다. (13) 
          

집 또는 방을 꾸밀 때 나의 미적 

취향이나 감각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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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다차원 미술 감상 척도 설문지 

 

다음 미술 감상에 관한 문항을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

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5) 

미술작품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미술작품의 감상을 통해 

지적인 성장을 추구한다. 

(2) 

          

미술작품은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준다. 

(3) 

          

미술작품을 미술사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4) 

          

미술작품은 해당 시대와 

삶을 이해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 (5) 

          

좋은 미술작품을 보면 

가슴이 뛴다. (6) 
          

좋은 미술작품을 보면 

감정적 전율을 느낀다. (7) 
          

미술작품을 가슴으로 

느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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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감상에는 

감성이 중요하다. (9) 
          

미술작품을 감상할 때 

감정적으로 몰입하려고 

노력한다. (10) 

          

한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한다. (11) 
          

개별 미술작품을 

집중해서 감상한다. (12) 
          

마음에 드는 전시회는 

여러 번 관람하다. (13) 
          

전시회를 오랜 시간을 

들여 관람한다. (14) 
          

미술작품을 보고 난 뒤 

오랜 시간 동안 머릿속에 

맴돈다. (15) 

          

고전과 현대 미술작품을 

가리지 않고 본다. (16) 
          

동양과 서양 미술작품을 

가리지 않고 본다. (17) 
          

추상과 구상 미술작품을 

가리지 않고 본다. (18) 
          

평면과 입체 미술작품을 

가리지 않고 본다. (19) 
          

작가나 장르를 가리지 

않고 미술작품을 

감상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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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5개 문항의 잔차 

 

 
매끄러움 문항의 잔차 

 

 
아름다움 문항의 잔차 

 
흥미 문항의 잔차 

 

 

 

 
매력 문항의 잔차 

 

 

 
친숙성 문항의 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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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ubic Spline's Curvature 

on Human Visual Preference 

 

Heeyoung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ly, the number of studies that defined smoothness with the concept 

of curvature has been limited. This research assumed two key parameters that 

describe smoothness. The parameters were the two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urvature: the number of waves and the amplitude of them.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observe which of the two parameters influences the perception of smoothnes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nse of aesthetic beauty and 

smoothness. The visual stimuli used in the study were transformed three-

dimensional spheres, based on the combination of the three levels of the two 

parameters, of nine distinct conditions.  

The first study observed which of the nine visual stimuli was preferred the 

most. The stimulus with the least number of waves (‘few’ condition) was chosen as 

the most preferable.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amplitude of waves, stimulus with 

high amplitude was liked the most. Mixed amplitude and the low amplitude 

conditions followed the rank i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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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study analyzed the three responses that measured the preference 

of each visual stimuli, the familiarity score, and the smoothness evaluation score, 

each with the linear mixed model whose fixed effects were the two parameters and 

random effects were the participants’ individual differences. Nearly the eighty 

percent of the variance of the smoothness evaluation score was explained by the 

linear model with the two key parameters and their interaction.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 viewed object were far more significant than individua l 

differences such as personality factors and the manner of art appreciation. 

In conclusion, the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smoothness based on 

the change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 shape. The study further recogn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smoothness and the aesthetic preference. No significant 

influence of the participants’ individual difference such as gender, the degree in fine 

arts, personality factors, and the manner of art appreciation was observed. The 

amplitude of waves, rather than the number of them, was far more significant to the 

perception of smoothness. 

 

keywords : smoothness, curvature, preference, cubic spline, linear mixed model. 

Student Number : 2014-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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