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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적 지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각 능력의 발달은 좁게는 미술교육의 목표이며, 넓게는 인지 능력 발달

의 초석이다. 미술에서의 지각은 일상적 지각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미적 

지각으로 지각 능력의 발달이라는 미술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적 지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적 지각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해 사실적 드

로잉과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안구 운동 패턴의 차이

를 시선 추적을 통해 직접 탐색하였다. 두 집단의 안구 운동 패턴은 탐색 

전략과 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시간의 양적 자료를 중심으로 드로잉 결과

인 질적 자료와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1) 드로잉 과제의 주 탐색 전략은 수렴적 탐색이

었으며, 말하기 과제의 주 탐색 전략은 확산적 탐색이었다. 이것은 드로잉

을 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보다 더 많은 세부 사항에 대한 

관찰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그러나 단순히 수렴적 탐색이 증가한다고 해서 

드로잉의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드로잉 

수준의 차이는 지각의 질적 차이나 지각된 대상의 해석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예술가 집단은 비예술가 집단보다 드로잉과 말하기 과제에서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서 확

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일반 

분야인 말하기에서 예술가가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예

술가의 지각 특성이 영역 일반적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3) 드로잉 과제에

서 자극의 구상 수준보다는 자극 내의 구상적 요소의 위치와 복잡성이 탐

색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예술가가 구상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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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수렴적 탐색 비율이 높아진 것과 달리 비예술가

는 구상적 요소의 복잡성과 무관하게 반응하였다. 4) 탐색 전략은 드로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5) 예술가는 관조적 태도로 대상

을 지각하였다. 6) 예술가는 비예술가보다 비규정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며 주의를 집중시켰다. 7) 예술가의 비규정적 변화에 대한 선택적 주의

는 자동화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선택적 주의의 자동화는 표현의 조건이

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지각 반응으로서 지각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실적 드로잉에서 나타난 예술가의 미적 지각의 핵심적인 

특성은 관조적 태도, 관계 지각, 예민한 감수성, 선택적 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미적 지각의 특성들은 따로 떨어져서 작용하는 것이 아

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지각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대상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지식은 관조적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방해하여 지각하지 않은 것을 지각한 것처럼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적 지각에서는 이와 같은 일상적 지식을 배제하고 지각된 

현상 그대로를 지각하는 관조적 태도가 필요하다. 또한 미적 지각에서는 

대상의 형태, 색, 명암 등의 물리적 속성을 다른 대상이나 공간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지각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민한 감수성을 필요로 하며 우리

의 지각 내용은 풍부해진다. 관조적 태도와 예민한 감수성을 통해 지각된 

풍부한 지각 내용을 미술 표현을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지각 내용

에 더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표현할 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미적 지각의 특성 중 핵심은 관조적 태도라 할 수 있다. 관조적 태도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물리적 속

성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감각 정보를 일상적 지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따라서 관조적 태도 없이 미적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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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발생하지 않으며, 미적 지각과 일상적 지각의 차이는 수집된 정보를 해

석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 교육에서 미적 지각의 

교육은 결국 관조적 태도의 교육이 그 핵심이며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관조적 태도는 다양한 자극을 대상으로 하는 미적 표현의 의식적 학습 과

정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 

주요어 : 미적 지각, 예술가, 시선 추적, 안구 운동, 미술교육
학  번 : 2013-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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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미술 교육에서 지각 능력의 발달은 가장 기본이 되는 미술 교육의 목표

이다(교육부, 2015). 지각은 단순히 감각 정보의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능

동적인 사고이며, 모든 개념과 지식의 시작이다(Arnheim, 2004, 2006; 

Eisner, 2014; 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7). 그러나 개념

을 사용하여 사고하는 능력이 발달할수록 우리의 사고는 직접적인 감각 

정보와 멀어지고 점점 더 추상화되면서 지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감수성의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Arnheim, 2006).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실 세계는 개념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세계

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인식하는 직접적 지각의 세계이며, 개념이나 지식은 

이 직접적 지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교육이 

직접적 지각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사고력의 향상을 논하거나 지식의 축

적만을 강조한다면 그와 같은 교육 아래 형성된 사고력과 지식은 현실 세

계에서는 무용한 것이 될 수 있다. R. S. Root-Bernstein과 M. 

Root-Bernstein(2007)은 대학 친구 존의 예를 통해 사고와 지식이 현실

의 세계와 유리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대학 시절 공부 

밖에 모르고 책벌레였던 친구 존은 전 과목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런 존이 강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의 중앙을 힘껏 었지만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문의 가장자리 부분을 한번 자 강의

실 문은 너무도 쉽게 활짝 열렸다. 우리는 대개 물체를 회전시키는 힘을 

문을 여닫는 경험 등을 통해 운동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존은 이와 같은 현상을 친구들이 물리학 시간에 배운 이론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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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명을 듣고, 스스로 수학적으로 계산한 후에야 이해했다. 여기서 문제

는 존이 머릿속에 있는 이론과 자신이 겪고 있는 실제 세계의 지각 경험

을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pp. 36-37) 

육중한 참나무 문을 여는 것에 적용되는 물리학 원리는 우리의 지각 이

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이후에 발견된 것이다. 이처럼 지각은 여

러 속성, 물체, 사건들의 이미지를 제공하여 개념 형성의 기초를 닦을 뿐

만 아니라(Arnheim, 2006), 정 한 관찰을 통해 행동의 패턴들을 구분하

고, 패턴들로부터 원리를 추출해내고, 기존의 지식이나 이론을 효과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한다(Root-Bernstein & Root-Bernstein, 2007). 따라서 

지각 능력의 발달은 단순히 미술 교육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지 활

동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예술은 감각을 통한 직접적 지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분야이다. 예술

은 감성적으로 인식한 것을 개념을 통하지 않고 다시 감성을 통해 타인에

게 전달한다. 특히 미술은 인간이 사용하는 감각 정보의 대략 80%를 차지

하는 시지각 정보를 중심으로 하며, 감성적으로 지각한 것을 다시 동일한 

방식의 감성으로 전달함으로써 감수성과 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술 분야이다. 

예술에서의 지각은 일상적 지각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18세기부터 미학

에서 주장되어온 미적 지각에서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관심성이다. 예를 들

어, 목적지를 향해 갈 때의 지각이 일상적 지각이라면, 풍경을 감상할 때

의 지각은 미적 지각이라 할 수 있다. 목적지를 찾아갈 때 우리는 목적지

를 향해 바르게 길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나의 위치

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를 들어, 표지판과 같은 것￣에 주의를 기울이

게 되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외의 정보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의식에 남는 것은 현재 나의 위치뿐이다. 이와 달리 풍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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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하기 위해서 지각할 때는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감각 정보들 전

체를 수용하게 된다. 이때 표지판과 같은 대상들도 전체 풍경을 구성하는 

정보 중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처럼 미적 지각에서는 현재의 위치

를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정보의 실용적 가치가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

때 나의 의식에 남는 것은 풍경과 그 풍경이 주는 느낌이다. 풍경이 주는 

느낌을 떠올리면 다시 느낌을 준 풍경이 함께 우리의 의식에 떠오르게 되

기 때문에 풍경과 느낌은 결코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 실용적 정보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로 대상을 지각할 때 대상이 가진 풍부한 감각 정보가 고스

란히 우리의 의식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감각된 내용의 풍부함 속에

서 새로운 해석들, 원리들, 지식들이 생겨나게 되며, 감각이 예민하게 반

응할수록 지각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개념과 지식, 사

고의 추상화 이전에 존재하는 직접적 지각을 발달시키는 방법은 미적 지

각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미적 지각은 자연적으로 발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상적 지

각에 더 익숙하며, 일상적 지각을 더 발달시켜왔다. 우리는 지각된 대상을 

범주화하고, 개념과의 연관성 속에서 대상을 지각하며, 추상화된 언어를 

사용하여 소통한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매체는 그 매체가 표현할 수 있

는 정보에 우리의 지각을 한정하기 때문에 언어와 같은 소통 매체 사용에 

익숙해지면 언어 사용에 적합한 지각 방식을 소유하게 된다(Olson, 1978). 

또한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은 제한적이어서 감각 기관에 의해 수집된 모

든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주의를 기울인 정보만을 처리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각의 목적에 따라 다른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한

다(Goldstein, 2008; Solso, 2000). 그러나 동일한 목적에서 동일한 대상

을 지각할 때라도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다른 지각 특성을 나타내며, 특히 

전문가가 자기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전문가와는 다른 지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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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Ericsson, Charness, Feltovich, Hoffman, 2006). 이것은 지각이 

단순히 감각 정보의 종합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주어지지 않은 것도 기존

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보충하여 지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시각 

체제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을 지각하더라도 어떤 소통의 매체를 사용하는

가, 지각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지각의 내용이 달라진다. 이것은 미적 지각이 미적 지각을 요구하는 매체, 

목적, 관련 지식과 경험의 축적에 의해 발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적 지각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미적 지각의 충분한 발달은 

성취되지 않는다. 

미적 지각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미적 지각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미적 

지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 과학에서 ‘용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서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는 명확한 정의를 학생들

에게 지도하기 위해 설탕물과 흙탕물의 사례를 비교하고, 학생들이 설탕물

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용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가

지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의 현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러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실례가 필요하

다. 따라서 미적 지각에 대한 교육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미적 지각

의 특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나 미적 지각 현상에 대한 충분한 사례

가 필요하다. 

미적 지각 능력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심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으며, 크게 감상 활동에서의 지각 연구와 표현 활동에서의 지각 연구

로 나눌 수 있다. 감상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기를 이용한 안구 운동 분석

의 방법이 많이 쓰였고,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지각적 차이를 확인하는 성

과가 있었다. 감상 과정에는 두 가지의 탐색 유형이 나타난다(Berlyne, 

1971; Buswell, 1935). 확산적(또는 전체적) 탐색과 수렴적(또는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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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이 그것이다. 확산적 탐색은 작품 전체를 폭넓게 살펴보면서 선, 색, 

형태, 구도와 같은 작품을 이루는 회화적 구성 요소를 파악할 때 나타나

며, 수렴적 탐색은 작품의 구상적 대상의 세부 사항을 주목하거나, 불명확

한 형태를 확인하거나, 지적 호기심을 일으키는 대상을 주목할 때 나타나

는 지각 방법이다. 탐색 유형에 있어서 예술가는 비예술가에 비해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odine, Locher, & 

Krupinski, 1993; Vogt & Magnussen, 2007; Zangemeister, 

Sherman, & Stark, 1995). 또한 추상과 구상에 따른 예술가와 비예술가

의 지각 반응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전반적으로 비예술가 

집단은 구상 작품이나 작품을 구성하는 구상적 요소에 대한 선호가 명확

했으며, 이러한 구상에 대한 선호는 구상에 대한 더 높은 응시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의 구상과 추상에 대한 안구 운동 패턴은 연구에 

따라 상이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술가는 비예술

가에 비해 구상이나 추상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ihko, Virtanen, Saarinen, Pannasch, Hirvenkari, Tossavainen, 

Haapala, & Hari, 2011; Vogt, 1999; Vogt & Magnussen, 2007; 

Zangemeister et al., 1995).

표현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지각 능력을 직접적으

로 확인하기보다 실험 과제 결과 분석, 구술 분석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시선 추적기를 활용하여 표현 활동을 연구한 

논문(Chamberlain, McManus, Riley, Rankin, & Brunswick, 2013; 

Miall & Tchalenko, 2001)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표현 연구는 사실적 

드로잉 과정에서 나타난 예술가의 지각적 특성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결

과를 도출했다. 대부분의 표현 연구는 사실적 드로잉의 정확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드로잉의 정확도를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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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장 주요한 요인이 대상에 대한 지각 오류일 수 있음이 추정되었으

며(Cohen & Bennett, 1997), 기존 지식에 의해 발생하는 하향식 착시

(delusion)와 형태 항상성에 의한 지각 오류가 드로잉의 정확도를 낮추는 

요인임이 밝혀졌다(Cohen & Jones, 2008; Mitchell, Ropar, Ackroyd, 

& Rajendran, 2005). 또한 예술가의 우월한 시각 분석 능력, 드로잉에 

필요한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 드로잉의 정확도를 높

이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Kozbelt, 2001; Kozbelt, Seidel, ElBassiouny, 

Mark, & Owen, 2010).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술가와 비예술가는 미술 활동에서 다

른 지각 특성을 나타내며, 미적 지각은 일상적 지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지각 특성이 다른 원인을 예술가

의 지식과 경험의 차이로만 해석함으로써 미적 지각과 일상적 지각이 다

른 원인을 명확히 밝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선 추적을 통한 지각 방법

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감상 활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표현 활동에서 

나타나는 직접적인 지각 반응이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찾

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을 통해 사실적 드로잉을 목적으로 할 때 나타

나는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탐색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사실적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미적 지각 특성을 탐색하고 일상적 지각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사실적 드로잉은 미술에서 가장 기초적인 표현 활

동으로 미적 지각의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다. 또한 

시선 추적 방법은 참여자의 특성, 지각 조건, 그리고 제시된 자극의 특성

에 따른 직접적인 지각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가의 탐색 전

략을 확인함으로써 표현 활동에서의 미적 지각의 특성을 확인하고 미적 

지각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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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확인 또는 분석하였다. 

확산적 탐색은 주로 작품의 구도나 회화적 요소들의 관계, 구성적 특징 

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렴적 탐색은 대상의 세부 사항을 관찰하

는 탐색 전략이다(Berlyne, 1971). 전문가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전문가보다 확산적 지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Feltovich, Prietula, & Ericsson, 2006). Kozbelt(2001)는 시

각 예술가가 사용하는 시각 정보는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 시각 정

보와 동일하기 때문에 타 분야의 전문가와 달리 시각 예술가의 지각 능력

은 영역 일반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Olson(1978)은 사용하는 표

현 매체에 따라 지각 방식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

면, 예술가는 전문 분야에서만 확산적 지각을 할 수도 있고, 전문 분야뿐

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확산적 지각을 할 수도 있으며, 표현 매체에 따

라 다른 지각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예술가의 미적 지각의 특

성은 아직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말하기 과제와 전

문적인 드로잉 과제로 나누어 각 과제에서 사용된 주 탐색 전략은 무엇인

지 확인하였다(연구 1-1).

작품의 심미성을 평가할 때, 예술가들은 비예술가에 비해 확산적 탐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적 드로잉의 경우 미적 평가를 목적으

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세부 형태를 정확하게 관찰하여 화면에 다시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와 비예술가 모두 말하기 과제에

서보다 수렴적 탐색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장면 전체를 묘

사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위치나 구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말하기와 드로잉 과제에서 예술가와 비예술가가 어떤 탐색 전략을 사용하

는지 확인하였다(연구1-2).

감상 활동에서는 작품의 구상이나 추상 수준에 따라 지각 전략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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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실적 드로잉에서도 자극의 구상 수준

에 따라 탐색 전략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2-1).

감상 활동에서 구상과 추상 요소들이 하나의 작품 안에 혼합되어 있을 

때, 예술가들은 회화적 요소에 더 많이 응시한 반면, 비예술가들은 인간 

형태나 구상적 요소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Vogt, 

Magnussen, 2007). 또한 표현 활동에서는 유기적인 형태를 가진 인물보

다는 발전기와 같이 명확한 형태 특성을 가진 대상에 대한 드로잉 정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Bennett, 1997). 이에 따라 자극 내 

구상 요소의 특성에 따라 탐색 전략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였다(연구 

2-2). 

사실적 드로잉에서 과제 특성 때문에 자극 내 구상 요소에 더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구상 요소의 유형, 위치, 그리고 복잡성과 같은 

특성에 의해 지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탐색 전략에 영

향을 미치는 구상 요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연구 2-3).

집단 간 탐색 전략이 자극 구상 수준이나 자극 내 구상 요소에 의해 변

화한다면, 탐색 전략의 변화는 드로잉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탐색 전략이 드로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확인하

였다(연구 3).

자극 내 구상 요소에 따라 집단 간 탐색 전략에 차이가 있다면, 구체적

으로 예술가와 비예술가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구상 요소가 다를 수 있으

며 새로운 미적 지각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극 내 요소를 

주의의 정도에 따라 관심 영역과 비관심 영역으로 구분하여 영역에 따른 

집단 간 응시시간을 비교하고 드로잉 결과물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응시시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연구 4). 

지각 능력의 발달은 좁게는 미술교육의 목표이며, 넓게는 인지 능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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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초석이다. 미술에서의 지각은 일상적 지각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미

적 지각으로 지각 능력의 발달이라는 미술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는 미적 지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미적 지각에 대한 추가적

인 연구를 통해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이론적으로만 논의된 특성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현 활동에서의 미적 지각 방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표현 활동에서의 선행 연구들이 미적 

지각의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기보다 드로잉의 정확성과 관련된 요

인들을 찾는데 주목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선 추적 방법을 통

해 사실적 드로잉이라는 기초 표현 활동에서의 지각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기본적인 미적 지각의 특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적 

지각의 추가적인 특성이 확인된다면 미적 지각 교육의 방법을 구체화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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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사실적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미적 지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과제에 따라 집단이 사용하는 주요 탐색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1. 말하기 과제와 드로잉 과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탐

색 방법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1-2. 예술가와 비예술가는 말하기 과제와 드로잉 과제에

서 사용하는 주 탐색 방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자극의 특성과 집단에 따라 탐색 방법이 변화하는가? 

연구 문제 2-1. 자극의 구상 수준에 따라 탐색 방법이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2. 자극 내 구상 요소의 특성에 따라 탐색 방법이 변

화하며, 이러한 변화에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3. 자극 내 구상적 요소의 특성에 따라 탐색 방법이 

변화한다면, 변화의 요인이 되는 자극 내 구상 요

소의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탐색 방법이 드로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4. 예술가와 비예술가가 주의를 기울이는 영역이 서로 다르거

나 주의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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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우리나라 미술교육과정에는 ‘지각’이 주요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미술교육에서 미적 지각에 대한 연구는 미적 경험이라는 큰 틀 안

에서 간략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미적 경험에 대한 연구도 개념적

이고 이론적인 연구 경향이 강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시사점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적 지각에 대한 개념적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육적 실천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

과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미적 지각의 특성을 시선 추적을 통해 직접적이고 실증

적인 실험을 중심으로 확인한 연구이며,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술교육 분야에서 예술가의 미적 지각 특성을 시선 추적을 통해 연구한 

최초의 연구이다. 

둘째, 말하기와 드로잉 과제의 주 탐색 전략의 확인을 통해 드로잉에서

는 대상을 단순히 자세히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과의 상호 연

관 속에서 미적 뉘앙스를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술 작품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질적 차이는 양적 방법으로는 분석이 불가

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함

으로써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으로 밝히지 못했던 관조적 태도의 실제적 

증거를 포착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하르트만의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미적 지각에 대한 개

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리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미술 교육적인 입

장에서 결과를 해석한 학문 통합적인 연구이다. 심리학에서 수행된 예술가

의 지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예술가가 지각에 있어서 우월할 것이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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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또는 적어도 비예술가와는 다른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전

제 하에 연구함으로써 연구자의 우월한 지각 능력이 무엇이며, 그러한 능

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주로 주목하였다. 따라서 

예술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지각적 단점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

구는 심리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미술 교육적 측면에서 결과를 분석함으로

써 예술가의 지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는 미적 지각에 대해 이론적으로나 경험에 의

해 암묵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을 시선 추적 방법을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

한 최초의 미술교육 분야 연구로 미적 지각과 일상적 지각의 차이, 미적 

관조의 실증적 증거, 예술가의 미적 지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교육 방법과 직접 연관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다. 



13

II. 이론적 배경

1.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의 미적 지각1)

미술 교육에서 미적 경험을 이론적으로 다룰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은 칸트(Immanuel Kant)의 미학 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칸트 이후의 

미학 이론은 대부분 칸트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하르트만 역시 그 뿌리

를 칸트의 미학에 두고 있으며, 칸트의 이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칸트가 미를 인식론적 입장에서 해명하는 것, 즉 인간이 아름다운

지 아름답지 않은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달

리, 하르트만은 미를 존재론적 현상학의 입장에서 다룬다. 즉 지각의 대상

과 주관과의 만남을 통해 미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를 현상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칸트에 있어서는 일체의 인식이 오성의 내재적 기능에 불과하고 대
상 자체에로 초월하려는 이성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가상에 빠지는 
것이었지만 하르트만에 의하면 일체의 인식은 그 본성상 대상 자체
에로의 초월 작용이다. <초월 작용>이란―사고・표상・상상의 작용
과 같이― 의식 안에서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넘어서 
그 밖으로 나가 의식에서 독립하여 자존적으로 존립하는 것에 의식
을 결부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 독립자가 물적인 것이건 
심리적인 것이건 정신적인 것이건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
은 주관과 이 작용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 아닌 존재자와의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작용이다. (김주완, 1994)

1) 이번 장의 내용은 N. Hartmann의 저서 『미학』(1995)에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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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르트만은 미적 지각의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미

적 지각에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적 지각의 

특성을 상세하고 명료하게 다루고 있는 하르트만의 『미학』(1995)에서 해

명하고 있는 지각의 일반적 특성, 미적 지각의 특성, 예술 작품에서의 성

층 구조에 대한 이론을 살펴봄으로써 미적 지각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 지각의 일반적 특성

현상
(지각 대상)

실사 대상
(감각 대상)

나
(지각 주관)

[그림 1] 지각 작용

지각은 감각 대상인 실사 대상과 이 실사 대상을 감각하는 지각 주관으

로서의 ‘나’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각은 온전히 대상에 의한 것

도 아니며, 온전히 나에 의한 것도 아니다. 지각은 대상과 나에게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대상과 나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지각이다. 

다시 말하자면, 실사 대상에 대한 감각 정보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 감각 

정보의 총합 이상의 것, 즉 가시적인 것2)과 비가시적인 것이 함께 나타나

게 되는데 이것이 지각 대상인 현상이다. 

2) 하르트만(1955)이 말하는 가시적인 것이란 비단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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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리는 한 사람의 표정을 본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 우리가 감각하는 것은 표정이 아니라 눈의 크기, 눈썹이나 입술의 모

양,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나 얼굴의 색 변화와 같은 가시적인 감각 정보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감각 정보 하나하나를 따로 인식하는 것이 아

니라 통일된 하나의 표정으로 인식한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화난 것으로 

인식되는 타인의 감정은 비가시적인 것으로서 가시적인 얼굴의 형태와 비

가시적인 감정이 결합된 것이 바로 표정이며, 이 표정이 바로 지각 대상으

로서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각은 실사 대상을 초월하여, 주

어진 것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향한다. 따라서 지각은 감각 정보

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확대되며, 여러 가지 심리 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각을 의식 전체와 동일시해야 한다. 

지각은 ‘투시’, ‘범위’, ‘감정’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투시란 지각에서 감

각된 것 이상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즉, 누군가의 표정을 볼 때 단순히 

표정 그 자체보다는 그 표정에 의해 파악되는 그의 기분 상태가 우리의 

삶에 유용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감성적으로 주어진 것의 배후에 

존재하는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투시이다. 

투시는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반성이나 추상에 의해
서 겨우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감성적으로 보
는 즉시 자명하고 손쉽게 이루어져서 물적인 것을 보충하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작용과 마음으로 느끼는 작용이 시
간적으로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Hartmann, 1995, 
p. 62)

이처럼 지각은 언제나 눈으로 보는 작용 연관과 마음으로 느끼는 내용 

연관이라는 두 가지의 층으로 구성된다. 이 두 개의 층은 결코 분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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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룬다. 이 통일체 안에는 감각한 것과 

그 감각한 것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체험이나 사상 등이 함께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각한 타인의 표정을 기쁨이라고 정의 내

리는 것은 실사 대상에 대한 감각 정보와 이전에 경험하였던 다양한 표정

을 기반으로 현재 내가 지각한 표정이 기쁨이라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표정이라는 하나의 현상에는 실사 대상의 감각 정보와 나의 경험

이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어 기쁨이라는 표정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다.

지각은 표상과 실천적 관심에 의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지각은 일

반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며, 지각과 표상은 서로에게 묶여서 일정한 범

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지각은 무한정하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적 표상과 연관되어 그 표상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 지각에 의해 형성된 

표상은 명료한 개념도 아니며 과학에서와 같은 정 한 보편성을 갖는 것

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형식과 강제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일정 범위 안

에서 표상의 궤도를 형성한다. 이와 같은 일반 표상은 생활 경험 속에서 

‘경험적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새롭게 만

났을 때 지금까지의 경험을 근거로 이런 얼굴형을 가진 사람은 이런 성격

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유추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 표상의 형성

에는 생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존재에 대한 일반 표상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의 형태를 취하게 되며, 우리의 생활 경험은 매우 광범위하

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게 된다. 예를 들

어 ‘미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경험 속에서 미인에 대한 일반 표상이 형성되며, 그 미인

에 대한 일반 표상은 개념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개개인의 미

인에 대한 일반 표상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고 따라서 논의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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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인이라는 일반 표상은 지각된 내용 중에 

일부만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 표상과 지각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지각은 또한 실천적 관심에 의해서 제한된다. 우리는 언제나 생활 중에 

나타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 적응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가지고 생활하며, 

이러한 필연성은 실천적 관심과 태도를 유발한다. 

우리는 전 지각성이 실천적 관심을 통하여 선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각 그 자체나 더 나아가서 체험까지도 이에 선행하는 관심
의 강약에 따라 선택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체험 가능한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만이 우
리의 의식에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며 주의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
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
리에게 대해서만 중요한 것이다. … 가치에 의한 지각은 본질을 지
각하는 것은 아니다. (Hartmann, 1995, p. 65) 

예를 들어, 음료를 담을 컵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장식용 컵이 필

요한 상황인지에 따라 우리는 컵이 가진 각기 다른 속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각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컵이 가진 외양적 성질이 아니

라 컵이 가진 가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 성질이다. 이 대상이 가

진 내면적 성질은 그것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음료를 담을 것인가 장식을 한 것인가―에 의해 중요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상의 내면적 성질에 대한 인식은 이성이나 반성, 그

리고 논리적 판단과 같은 사고에 의한 인식 이전에 발생하는 감성적 인식

이다. 

모든 지각에는 감정적 성분이 부착한다. 우리에게 지각될 수 있는 세계

의 모든 것은 감정적 색채를 띠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정적 성분은 지각 중

에서 제 2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원적인 것이며, 의식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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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객관적인 지각은 비교적 나중에 비로소 감정적 성분이 미치는 범

위 내에서 분리되는 것이다. 밝은 햇빛, 졸졸 흐르는 냇물, 칙칙한 숲속, 

싸늘한 저녁과 같은 장면 묘사를 들을 때 각각의 장면에 감정이 부착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지각될 수 있는 세계의 모든 것이 

감정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이다. 

대상적 지각과 감정적 지각은 그 경계를 규정할 수 없는 본래 일체의 

것이지만, 때로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로 작용하는 것은 대상의 감성적 

속성보다는 감성적 속성에 부착된 감정적 성분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 성

분이 더 우세를 차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빨래를 말릴 때의 

밝은 햇빛과 여행을 갈 때의 밝은 햇빛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강

도는 다르다. 

이렇게 지각에서 감정적 성분이 우세를 차지하는 현상도 지각의 자기 

초월이라고 부를 수 있다. 지각의 자기 초월은 대상을 보충하거나 풍부하

게 하는 방향으로의 초월할 수도 있으나, 인상이나 현상 그 자체를 선명하

게 하는 방향으로 초월할 수도 있는데, 감정적 성분의 우세는 인상이나 현

상 자체를 선명하게 하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자기 초월의 경우에는 지각이 지각 주관인 나를 초월하여 대상에 더욱 가

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면, 후자의 경우는 지각이 실사 대상을 초월하여 지

각 주관인 나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에서 감정적 

색체가 우세할 때 나타나는 초월은 ‘대아적 존재’의 방향으로의 초월이다. 

대아적 존재의 방향으로 지각의 자기 초월이 일어날 때는 일반적으로 그 

감정이 실사 대상에 소속된 것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순전히 주관적인 것

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감정

적 성분은 실사 대상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대상에 대한 감각 정보

가 없이는 지각의 감정적 성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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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르트만(1995)이 말하는 지각이란 실사 대

상과 지각 주관의 관계 속에서 현상하는 하나의 사태이다. 지각은 세 가지 

주요한 특성을 갖는데, 첫째, 지각에는 가시적인 감각 정보와 비가시적인 

의미가 동시에 존재한다. 둘째, 지각은 광범위한 생활 경험에 의해 형성된 

일반 표상이나 실천적 관심에 의해 범위가 제한된다. 셋째, 모든 지각에는 

감정적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감정적 성분의 강도는 우리가 처한 상황

에 따라 대상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 미적 지각의 특성
하르트만은 지각을 일상적 지각, 미적 지각, 본원적 지각으로 구분한다

(Hartmann, 1995; 김주완, 1994).  먼저 이 세 가지 지각의 특성을 간략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원적 지각은 실제 대상이 지각에 주어지는 상

태 그대로를 지각하는 것으로, 지각 주관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주관

적 인상이나 판단 등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가능한 완전한 객관성을 추구

한다. 미적 지각은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다. 따라서 미적 지각에서

는 실사 대상과 미적 주관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중요하

다. 이때 미적 지각에서의 지각 주관은 목적하거나 추구하는 바가 없이 개

별 대상이 가진 일반적 특성이나 개별적이고 독특한 특성 모두를 무반성

적으로 수용한다. 이처럼 미적 지각은 추구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

이 가능해지는 자유와 유희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소

꼽놀이를 하는 것과 같이 지각과 함께 노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일상적 

지각은 지각의 대상과 주관이 실사적 이해관계에 묶여 있어서 지각 대상 

중에서 이해관계에 필요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각한다. 또한 지각 

이후에 대상의 특성은 잊히고 지각 주관의 인식만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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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모든 유형의 지각은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의 관계에 의해 이루

어지지만, 세 가지 지각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의 관계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각 지

각 유형 별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의 관계 특성을 보면, 본원적 지각은 대

상 지향적, 미적 지각은 대상과 주관의 관계 지속, 일상적 지각은 주관 지

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적 지각에서 대상과 지각 주관의 관계

가 유지될 때 다른 두 가지의 지각과 달리 어떠한 지각적 특성이 발생하

는가?

(1) 객관과 주관의 동시성

미적 지각에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사고와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즉물적 사고, 그리고 목적 지향적인 실천적 의식은 배제

된다. 합리적・즉물적・실천적 사고는 이성적 방식의 인식으로서 사실에 

부착되는 감정을 제거하고 실사 대상의 지각에 더 충실하거나 실사 대상 

중 목적에 필요한 일부분만을 지각하려는 반성적 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합리적・즉물적・실천적 태도의 공통점은 모두 감정을 철저하게 

제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거의 목적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러나 미적 지각에서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정지된다. 

하지만 미적 지각에서 객관이 정지된다고 하여 객관이 제거되는 것은 아

니다. 미적 지각에서 객관은 감정과 함께 공존하다. 

따라서 미적 지각에서 객관의 기초로서 실사 대상의 존재가 무의미해지

는 것은 아니다. 미적 지각에서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실사 

대상이며 이 실사 대상에 기초하여 관조되는 미적 대상이 현상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적 의식에서 주관에 대한 감정을 제거하고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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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통해 현상하는 객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관은 사라지고 실사 

대상만이 남는 것과 달리 미적 지각에서는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은 모두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난 

지각되는 대상으로서의 현상은 실사 대상, 그리고 지각 주관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둘 모두에서 초월적으로 벗어나 있음

으로 해서 객관화된다.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

음으로 해서 지각 대상은 완전한 객관적 성격을 띠지 않으면서도 일정 정

도 객관적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적 지각의 성격으로 인해 

미적 지각을 관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지각과 지각 일반

의 차이는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이 현상과 맺고 있는 관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주관적인 것의 객관화가 미적 지각에서 가능한 까닭은 미적 지각이 
책임을 추구하거나 또는 그 대상을 주의의 실재적 세계 속으로 편
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혀 별종의 관조에 의하여 미
적 지각의 대상이 실재적 세계 속에서 들려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액자 속에 끼워져서 그것만이 하나의 세계로 나타나는 데 있는 것
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적 지각 이외의 모든 지각 연관 속에 반영
되는 세계 연관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미적 지각의 관조 내
용과 거리가 멀어질 뿐이며, 따라서 미적 지각에 의하여 관조되는 
것은 저 세계 연관에 대하여 중성화하고 그 속에서 외딴 섬이 되는 
것이다.(Hartmann, 1995, p. 71)

미적 지각은 무반성적이며 지각과 동시에 발생한다. 따라서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 그리고 현재성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성질을 갖는다. 즉 지각 

주관이 느끼는 현재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이 같은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

이 만난다 하더라도 다시 동일하게 지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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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 들녘을 보며 쌀 수확량이 많겠다고 즐

거워한다면 이것은 일상적 지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저 황금빛 들녘을 

보며 그 색채와 그것이 주는 풍요로움 등과 같은 느낌이 주는 쾌 또는 만

족에 빠져 내가 현재 처한 일상적 상황을 잊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의 

황금빛 들녘의 색채와 바람에 넘실거리는 벼 이삭의 흔들림이 주는 감정

에 몰입한다면 미적 지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미적 지각은 일시적이며 특

수적인 지각이다. 지금 여기를 벗어나면 이 순간의 동일한 미적 지각은 존

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황금빛 들녘이라도 지금 여기서 느끼는 것과 

어제 저기서 느낀 것과는 같을 수 없다.

(2) 감정적 색채의 강화

미적 지각에서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동일하게 존재하며 서로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색채가 더욱 강화된다. 미적 지각은 아무런 목적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을 지각하기 때문에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도, 일상적 이해관계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면, 실

사 대상과 지각 주관의 만남에서 현상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외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의 가시적 감각 정보와 지각 주관에게서 발생

하는 비가시적인 것의 상호작용, 즉 감성적 인식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감각 정보는 풍부해지고 감성적 인식의 결과에 더욱 몰입하게 되

는데, 하르트만(1995)은 특히 감정적 색채가 가장 명확하게 강화된다고 하

였다. 

미적 지각에서는 감정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미적 지각을 일으키는 가

장 강한 동기가 된다. 예를 들어 녹색은 안정감을, 적갈색은 따뜻한 느낌

을, 어두침침한 숲은 두려움을, 사막은 황량한 느낌을 준다는 것 자체가 

미적 지각에서는 중요한 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지각에서는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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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서 지각되는 것이 주관적인지 객관적인지, 옳은 것인지 그릇 것인

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문제 삼지 않는다. 

미적 지각에 부착된 감정의 성질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의 성질과 

다르다. 미적 지각에서는 미적 지각을 통해 불안이나 공포, 그리고 위협이 

느껴진다고 하여 지각하는 실사 대상을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 중에 뱀을 보았다면 뱀을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뱀을 피해 달아나는 행동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미적 지각에서는 뱀에 부착된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는 것일 뿐 달아

나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음산한 숲을 그린 그림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 그림이 걸린 장소를 음산한 숲으로 착각하고 당

장 그 장소에서 도망치지 않는 것과 같다. 다만 그 그림 속 숲이 주는 음산

한 분위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느끼는 것이다. 이

와 같이 미적 지각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적 성질은 현실 세계의 감정의 성

질과 다르며, 두 감정의 성질은 혼동되지 않는다. 

미적 지각을 통해 발생한 감정적 성질이 현실 세계의 감정적 성질과 다른 

까닭은 미적 지각의 대상이 실사 대상이나 지각 주관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기 때문이다. 뱀의 예로 돌아가서, 일상적 지각에서의 뱀은 당장에 나를 

물 수도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뱀이다. 이에 반해 미적 지각에서의 뱀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거

리에 있지 않거나 뱀과 나 사이에 투명한 유리가 놓여 있어서 당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 놓인 뱀이다. 

이와 같이 미적 지각은 실사 대상에서 한발 물러난 관조의 자세를 취함으

로써 나의 일상에 착된 실사 대상에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성질의 감정

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적 지각에서 감정은 더욱 정교하

고 더욱 풍부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지각 주관은 감정에 더욱 몰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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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즉, 미적 지각에서는 관조적 태도에 의해 현상하는 지각 대상은 

관조되는 대상으로서 지각 일반의 지각 대상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3) 관조적 태도

미적 지각에서는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 그리고 미적 대상으로서의 현

상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나와 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대상

이 멀리 위치함으로써 미적 지각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객관화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미적 지각은 관조의 특성을 갖는다. 

일상적 지각에서는 지각 주관인 나와의 관계가 미적 지각보다 착되어 

있으며 실사 대상과는 더 멀어지거나 분리되어도 무관하다. 본원적 지각에

서는 나와의 관계는 제거하면서 실사 대상과의 관계는 더욱 착시킨다. 

미적 지각은 실사 대상과 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되 결코 분리되지 않

는다. 이와 같이 미적 지각이 인식하는 “대상의 세계는 오직 미적 지각에 

대해서만 존립하는 존재 방식을 갖는 것이다”(Hartmann, 1995, p. 72).

미적 지각은 말하자면 실재적 생활 연관을 가로질러,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무관심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의 유지로 인해 

미적 지각은 실사 대상이나 지각 주관에 근거하지만 거기서 일정 정도 벗

어나 그 범위 안에서 어떠한 제한이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의 여지를 

갖는다. 여기에서 유희적 특성이 나타난다. 일상적 목적도 진리의 추구도 

없는 무목적적인 성질이 미적 지각에 부가된 사실과 감정의 다양한 융합

으로 자유롭게 유희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린이의 유희 과정을 보면 실재 사물을 가지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

하여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인형과 살아 있는 대상처럼 대화를 나누

고 바닥에 그은 네모가 집이나 거실이 되기도 한다. 유희는 이처럼 창조적

인 의식이며 현실 속에서 발현하지만 현실과 거리를 둔 엄연히 현실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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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독자적인 세계이다. 또한 유희가 끝나면 다시 현실의 세계로 돌아오

며 유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혼동하지 않는다. 

미적 지각의 세계도 현실 속에서 발현하지만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둔 

현실과는 다른 독자적・창조적 세계이며 언제든지 미적 세계를 경험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유희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 

(4) 형상과 지각 주관의 관계

미적 지각에 있어서는 현상 관계 그 자체가 중요하고 의식에 들어오면 

현상은 미적 대상으로서 파악된다. 그러나 일상적 지각에서는 현상이란 목

적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수단으로서의 현상은 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일상적 지각에서는 단지 대상이 무엇인가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적 지각에서는 실사 대상과 지각 주관이 어떠한 관계

를 맺고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감성적으로 인식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된다. 

미적 지각에서 지각 주관은 결코 실사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남 없이 계

속해서 관계를 맺고 실사 대상의 감성적 측면에 발붙이고 비가시적인 내

용이 풍부하게 형성되는 특수한 현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현상 

자체가 미적 지각의 목적이 되며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 

하르트만(1995)은 이러한 미적 지각의 실사 대상에 대한 감성적 지각을 

1차적 관조 또는 전경 층이라 명명하였으며, 감성적 지각에 근거하여 나

타나는 비감성적인 지각을 2차적 관조 또는 배경 층이라 명명하였다. 미

적 지각에서 전경 층과 배경 층은 함께 공존한다. 

이와 달리 일상적 지각에서 현상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

에 목적을 파악하면 현상은 사라지고 비감성적인 배경 층만 의미를 가지

게 된다. 따라서 일상적 지각에서는 실사 대상의 형상은 사라지고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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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만 남는다. 그러나 미적 지각에서는 형상이 중요하며 형상은 1차적 

관조의 대상이 된다. 

미적 지각에 있어서는 형상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의 독
립적인 형식 통일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바로 이 형상이 관조
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형상이 관조와 분리하는 것도 아니며, 
관조와 따로 독립하는 것도 아니다. 관조의 두 가지 계단이 한데 
뭉치는 것이며, 진상을 말하면 첫째 관조와 둘째 관조가 두 부분으
로 들어 있는 전체 형상이 한데 뭉쳐서 관조되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전체가 감성적인 내용과 비감성적인 내용을 가지고 미적 관조
에 나타나는 것이다. (Hartmann, 1995, p. 77)

예를 들어, 하나의 자전거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하자. 일상적 

지각에서는 자전거는 하나의 이동 수단이다. 자전거의 형상은 이동 수단으

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가에 의해 파악되며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

을 할 것으로 판단되면 자전거의 형상은 의미를 잃고 대상이 자전거인지 

아닌지의 개념, 즉 이동 수단인지 아닌지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미적 

지각에서는 자전거의 세부적인 형태, 재질, 색채, 그리고 각 형태 및 색채

의 조화 등이 관조되며 이 형상에 감정이 부착하게 된다. 따라서 자전거의 

형상을 벗어나서는 미적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적 지각에서는 자전

거가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그것의 형상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자전거의 형상이 관조 주관에게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가 

더 큰 관심 사항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적 지각에서는 관조 중에 개념

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 개념은 사용되고 난 후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피카소의 작품 <황소머리>는 미적 지각이 예

술작품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피카소는 자전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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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과 손잡이의 형태를 새롭게 결합시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창작하

였는데, 작품 감상에서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전거의 요소가 새롭게 결합된 형상이 의미를 가지는 것

이며 자전거의 안장과 손잡이는 <황소머리>라는 예술작품으로 인식된다. 

미적 지각에 있어서 실사 대상이 갖는 형상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실사 

대상과 관조 주관의 만남에 의해서 관조 대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미적 지각은 실사 대상의 형상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이러

한 실사 대상의 형상과 관조 주관의 관계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미

술 작품에서이다. 미술 작품이 갖는 색채, 명암, 붓질, 표현 기법에 관조 

주관의 감성적 인식이 매여 있으며 결코 이와 같은 형상을 떠나서는 미적 

지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작품의 색채와 명암 등의 형상이 변

화한다면 당연히 관조 주관의 감성적 인식의 내용도 변화한다. 피카소의 

<황소 머리>에서와 같이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의 개념은 사라지지만 그 

형태는 더욱 명료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가의 작품, 즉 묘사된 형상을 볼 때에 색채, 
기교, 그리고 필치까지도 등한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양자는 
그림으로 그려진 전원이나 인물까지도 포함한 모든 심적 표현과 같
이 본질적으로 예술가의 관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Hartmann, 1995, p. 77)

이와 같이 형상의 중요성은 예술작품의 감상에서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 속에 나타난 형태나 장면만을 

보거나 반대로 형상을 무시하고 그것이 주는 감정이나 감격에만 몰입하는 

것은 진정한 예술 작품의 감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감상은 일상적 지각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2차적 관조는 결코 지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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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오직 지각과 더불어 지각 속에서 존립하며, 개념처럼 간접적으로는 파

악되지 않는 다양한 의미가 이 직접적인 형상 속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다. 

3) 예술 작품의 성층구조

[그림 2] 예술작품의 성층구조 (출처: Hartmann, 1995, p. 7) 

미적 지각에서 현상의 구조는 단순히 전경과 후경의 두 개의 층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후경은 다시 여러 층으로 구분되는 성층 구조

를 갖는다. 즉 전경은 하나의 층을 갖지만 현상에서 나타나는 내용인 후경

은 다수의 계층을 갖는다. 특히, 예술작품에는 미적 대상의 다양한 현상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작품을 통해 미적 지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전자[전경]는 예술적 대상이 지구적(持久的)인 질료에서 존속하며 
재현되고 재흥(再興)하여 몇 세기 후에 실존하는 정신을 새로 파악
하고 규정하는 그 역사적 존재의 존재적 조건이며, 후자―후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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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적 다층성―는 예술적 대상의 심각성과 충실성, 그 의의와 의
미의 풍요성, 미적 가치의 고도를 좌우하는 미학적 조건이다. 왜냐
하면 계층은 계열과 더불어 전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충실하며 층
에서 층으로 진행하는 동질적인 투시 관계와 구체적ㆍ직관적인 현
상의 경이가 증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상의 미는 바로 후자에 
달려 있다. (Hartmann, 1995, p. 189)

하르트만(1995)은 렘브란트의 <노인의 자화상>을 예로 현상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그림 2] 참조). 

Ⅰ. 전경: 작품의 색채, 붓 자국 등의 가시적인 화면과 화면에 비치는 

실재의 빛, 그리고 관조자와 작품이 만나는 공간

Ⅱ. 후경의 제 1계층: 작품 속의 빛, 명암, 사물의 형태 등에 의한 비실

재적인 3차원의 공간

Ⅲ. 후경의 제 2계층: 운동, 또는 정지를 통해 나타나는 생동하는 신체

성, 즉 표현된 인물의 자세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같은 것

Ⅳ. 후경의 제 3계층: 색채에 의한 형상의 생명성

Ⅴ. 후경의 제 4계층: 표현된 인간의 정신성, 성공이나 실패와 같은 그 

인간의 운명 등과 같은 표현된 인간의 외관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인간적이고, 심적이고, 내적인 것

Ⅵ. 후경의 제 5계층: 작품과 관조 주관의 만남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회

적이고 유일한 현상이면서 인간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의식, 즉, 

관조 주관의 개인적 경험과 결부되어 관조 주관만이 떠올릴 

수 있는 감정 같은 것으로 개인적・주관적 이념

Ⅶ. 후경의 제 6계층: 개인적 이념을 넘어선 인간의 내면적 본질. 관조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되는 인간적

이고 일반적・보편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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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예술 작품에서의 현상은 감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에까지 

모든 인식이 펼쳐지는 구조를 갖는다. 후경의 내용은 반성에 의해 명료하

게 분석 되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해 몽롱한 상태로 나타난다. 모든 예

술 작품이 동일한 계층의 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술 작품의 깊이 또

는 예술적 가치는 이 후경의 층위가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가에 달려있

다. 

예술 작품의 감상에 의한 미적 지각의 층위가 전경의 감각적인 것에서 

후경의 마지막 단계인 본질적인 것에까지 이른다면 예술 작품의 창작은 

후경의 본질적인 것에서 전경의 감각적인 것으로 방향이 역전되어 나타난

다. 따라서 창작에 있어서는 언제나 관조한 것을 감각적으로 나타내는 일

이 중요하다. “관조된 것이 그 무엇 속에서 나타나려면 그 무엇이 관조된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알맞게 형성되어야 한다”(Hartmann, 1995, p. 

192). 

일상에서의 표현도 예술에서의 표현에서와 같이 감정적인 것을 감각적

인 것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심적인 것을 감각적인 것으로 나타낸다는 점

에서 일상적 표현과 예술적 표현은 원리적으로는 동일하다. 그러나 미적 

관조와 일상적 지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갖는다. 첫째, 예

술가는 그가 관조한 것을 질료 속에 구속하며 ‘객관화’함으로써 후일 감상

자로서의 관조자가 언제든지 예술가가 관조한 것을 다시 관조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예술가로서의 관조자는 사람들이 생활상에서 세속적으로 보는 

이상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 지각이 아닌 미적 지각, 즉 관조의 

태도로 본다. 세속적인 사람들은 대개가 일상 속에 숨겨진 보다 깊은 것을 

간과하며 경시한다.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일상을 미적으로 깊이 뚫어볼 

시간이 없다. 그러나 예술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특히, 회화는 가시적인 질료 속에 이념적인 것을 표현해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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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적이고 감성적인 것과 가장 긴 하게 결부된 예술이다. 

4) 하르트만의 미적 지각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르트만(1995)의 미학적 입장은 칸트가 지

각 주관의 정신적 작용에 더 집중함으로써 인간의 미적 가치 판단의 인지

적 과정을 해명한 것과 달리, 지각되는 대상과 지각하는 주관의 관계 속에

서 감성적으로 인식되는 미적 대상이 어떻게 현상하는가를 해명하는 데 

집중하였다. 

하르트만이 주장하는 미적 지각의 특성은 첫째, 지각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 특성과 지각되는 대상을 통해 지각 주관이 느끼는 감정과 같

은 주관적 특성은 함께 공존한다. 둘째, 미적 지각에서는 실사적 이해관계

에 따른 지각이 사라지면서 대상에 부착되는 지각 주관의 감정적 색체가 

더욱 강화된다. 셋째, 실사적 이해관계에 대해 무관심한 관조적 태도로 대

상을 지각함으로써 지각되는 대상은 무엇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자유로운 

유희의 대상이 된다. 넷째, 미적 지각에서는 대상이 갖는 형상과 지각 주

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된다. 다섯째, 미적 지각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미술 작품을 지각할 때로 미술 작품이 갖고 있는 

물리적 속성에서 출발하여 감각적인 것에서 본질적인 것에까지 모든 인식

이 펼쳐지는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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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가의 미적 지각 능력

미학을 통한 미적 지각에 대한 이해는 미적 지각이 무엇이며, 어떠한 특

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는다. 그러나 미적 지각에 대

한 개념적 이해만으로는 어떤 요인이 미적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어떤 행위를 통해 미적 지각의 발달을 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예술가와 비예술가가 지각적으로 어떤 

차이를 갖는지를 연구한 심리학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술가가 가진 차

별적 지각 능력을 확인하고, 그러한 지각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심

리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가들이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에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은 

매우 신비스러운 일로 여겨졌으며, 어떤 심리 체계가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밝히려는 심리학자들의 노력이 있어왔다. 심리학자들은 ‘예술가는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본다’는 미술 이론가들의 주장(Fry, 1961; Ruskin 

& Rosenberg, 1997; Gombrich, 2003)에 주목했다.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사실적 표현에 있어서의 현저한 차이, 그리고 예술

가들이 비예술가들과 다른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미술 이론가들의 주

장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일으킨다.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보

는 동일한 시각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와 비예술

가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인가? ‘본다’는 것은 시각 정

보처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와 같은 사고의 

문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미학에서는 미적 체험이나 심지어 미적 지

각의 논의에서조차 미술에서의 ‘본다’는 의미를 최종적으로는 감성을 기반

으로 하는 판단의 문제 즉, 사고의 문제와 깊게 연결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예술가들은 세상을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글자 그대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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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차원에서 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인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은 예술 활동에서의 지각 및 인지에 

대한 연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왔다. 시선 추적기를 활용한 안구 운

동 패턴 분석, 과제 수행 결과 분석, 구술 분석, 행동 분석 등이 예술 분야 

지각 연구의 주요 방법들이다. 현재까지 예술가의 시지각에 대한 가장 직

접적인 연구 방법은 시선 추적기를 활용하여 예술가의 안구 운동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이며, 이에 반해 다른 방법들은 지각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라 하겠다. 또한 신경 생리학 분야에서는 f-MRI를 통한 뇌 활동을 

통해 예술가의 심리적 특성을 밝히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심리학 연구에서 예술가의 능력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감상 활동과 표현 

활동에서의 지각 능력과 인지 능력에 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학

술 논문에 많이 인용된 주요 연구들의 내용을 감상 중심 연구와 표현 중심 

연구로 나누어 표로 정리하였다(<표 1>, <표 2>). 대부분의 감상 중심 연구

는 시선 추적기를 활용하여 감상 과정에서의 안구 운동 패턴을 기록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감상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실험 과제나 조건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시선 추적 연구 방법의 특성 때문에 양적 연구에 필요

한 충분한 참여자 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표현 중심 연구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의 과제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실험 과제와 조건이 복잡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가 하는 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감상 중심 

연구 표에는 연구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수와 유

형을, 표현 중심 연구 표에는 참여자 수 대신 연구에 사용한 과제를 포함

하여 기술하였다. 이후 표에 기술된 연구 중 중요 선행연구들의 연구 방법 

및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심리학적 지각 연구를 이해하고 심리

학을 통해 밝혀진 예술가의 지각 특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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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연구자
(연구년) 주제 방법 참여자 결과

1 Buswell
(1937) 작품을 보는 방법 시선추적 200여명

2개의 감상 방법 존재
감상 초기 전체적 감상
초기 이후 부분적 감상

2 Berlyne
(1971)

미적 반응과 안
구운동 패턴 시선추적 2명 여성

2개의 탐색 유형 존재
확산적 탐색
수렴적 탐색

3 PUtko
(1989)

예술가와 비예술
가의 예술작품에 
대한 해석

구술분석 14명 미대생
15명 비미대생

예술가 회화적 구성요소 해석
비예술가 감정과 관련하여 해석

4

Kristjanso,
Antes,
Kristjanso
(1989)

예술가와 비예술
가의 안구운동 
패턴

시선추적 15명 미술전공생
15명 비미대생

집단 간 유의한 차이 없음
관심→ 비관심→ 관심 순서로 감상
예술가는 비친숙, 비관심 영역을 
더 응시

5

Nodine,
Locher,
Krupinski
(1993)

조형 미술 교육 
여부에 따른 시
각적 구성에 대
한 지각과 미적 
평가의 차이

시선추적
구술분석

7명 미술교육경험
7명 미술교육경험 

없음

예술가는 시각적 구성 변화에 민
감하여 구도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경우 더 확산적으로 탐색

6

Zangemeister,
Sherman,
Stark
(1995)

구상과 추상 작
품에서의 주사경
로

시선추적
6명 초보자
4명 숙련자
4명 예술가

에술가와 경험이 많은 숙련자는 
전체적 탐색 방법을 더 사용
예술가 작품의 추상 수준과 과
제에 따라 다른 탐색 방법 사용

7 Vogt
(1999)

초보자와 숙련자의  
안구운동 패턴 시선추적 12명 미대생

14명 비미대생
예술가는 구조적, 추상적 부분 
더 응시

8
Vogt,
Magnussen
(2007)

작품 지각에서의 
전문가와 비전문
가의 안구운동 패
턴과 시각 기억

시선추적
구술분석

9명 미대생
9명 비전공자

비예술가 구상적인 부분과 인
간 형태 더 응시, 기억조건에서 
응시시간 감소
예술가 구상적 부분과 인간 형
태 영향 없음, 기억조건에서 응
시시간 증가, 회화적 세부정보 
기억 우월

9 Illes
(2008)

감상 시 ‘숙달’이 
안구운동 패턴에 
미치는 영향

시선추적
구술분석

12명 미술비평가
15명 예술가
14명 비예술가

구상작품 감상 시 집단 차이 없음
감상 스타일의 질적 차이만 있음
비예술가 구상작품 선호가 명확

10

Pinko,
Virtanen,
Saarinen,
외 5명
(2011)

전문 지식과 작
품의 추상 수준
의 영향

시선추적
구술분석
피부전기
반응

20명 미술사, 
미학전공자

20명 대학생

미술사 지식은 감상에 강한 인
지적 영향을 줌
비전문가 구상 수준에 영향을 받음
전문가 전체적 감상 방법 더 사용

<표 1> 예술가의 지각 능력에 대한 감상 중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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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연구자
(연구년) 주제 방법 과제 결과

1
Cohen,
Bennett
(1997)

성인의 부정확한 
드로잉의 원인 과제수행

사진 드로잉
사진 베끼기
과제 결과 평가

비예술가 대상으로 4가지 실험
드로잉 과정에 필요한 능력은 
대상 지각력, 재현 결정력, 운
동 협응력, 드로잉 평가 능력
대상 지각 오류를 부정확한 드
로잉의 주원인으로 추정

2
Sutton,
Rose
(1998)

아동의 사실적 드
로잉 발달에 있어
서 시각적 주의 
전략의 역할

과제수행
행동분석

다양한 배치의 머
그컵과 티스푼 드
로잉

아동의 드로잉에서 사실주의로
의 발전은 자극에 대한 주의 중
가를 동반
자극에 대한 주의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지도하면 드로잉에서 
사실주의 향상
자극을 더 오래 더 자주 본 아
동의 드로잉에서 더 나은 사실
주의 성취

3 Kozbelt
(2001)

예술가의 지각 
능력과 영역 일
반성

과제수행 지각 과제 4개
드로잉 과제 12개

전공자 지각과 드로잉에서 우월
지각 능력과 드로잉 결과는 높
은 상관관계
드로잉에는 지각 외 운동 수행
력 필요

4

Mitchell, 
Ropar,
Ackroyd, 
Rajendran
(2005)

착시 효과가 드
로잉에 미치는 
영향

과제수행

도형 길이 조절
원본 관찰 드로잉
원본 기억 드로잉
도형 길이 추정

illusion과 delusion 중 
delusion의 착시 효과가 더 큼
지각 단서에 의한 착시가 드로
잉을 부정확하게 함

5 Cohen
(2005)

응시  교체 빈도
와 드로잉 정확
도와의 관계

과제수행
행동분석

다양한 응시 교체 
조건에서 드로잉과 
사진 베끼기

응시 교체 빈도는 드로잉 정확
도의 주요인
빈도가 높을수록 정확도 높아짐

6
Cohen,
Jones
(2008)

형태 항상성, 지
각 능력, 드로잉 
정확도와의 관계

과제수행

창문 형태와 동일
한 도형 찾기
사진 드로잉
사진 베끼기
사진 베낀 것 다
시 베끼기

형태 항상성에 의한 지각 오류
는 드로잉 부정확도의 주요인
지각과 기억 체계 모두 드로잉 
정확도에 영향을 줌

7

Kozbelt,
Seidel,
ElBassiouny,
Mark,
Owen
(2010)

시각 정보 선택
드로잉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과제수행

짧은 색 테이프를 
이용하여 사진 베
끼기
정확도 평가

그릴 대상의 특징과 그릴 방법
의 선택이 드로잉 정확도에 영
향을 줌
전공평가자 드로잉 정확도에 더 
민감함

<표 2> 예술가의 지각 능력에 대한 표현 중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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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상 활동에서의 예술가의 미적 지각 능력
철학과 심리학 문헌에서, 미적 지각의 본질적 특징은 관조와 공감이라는 

이중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Cszikszentmihalyi & 

Robinson, 1990; Haanstra, 1996, 재인용). 그러나 관조와 공감이라는 

개인적 경험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대신 미적 지각을 비교적 직

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예술작품이 가지고 있는 선, 색, 형태, 

구도와 같은 미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감상과 관련된 연구 주

제는 주로 예술작품 감상 과정에서 예술 전문가들이 작품에서 무엇을 어

떻게 관찰하는가, 즉 어떤 정보를 어떻게 지각하고 처리하는가와 수집된 

정보가 미적 평가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선 추적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의 심미성 평가 과

정 중 나타나는 안구 운동 패턴을 확인하다. 또한 시각 예술 분야 전문가

와 비전문가의 과제 결과를 분석・비교함으로써 예술가의 지각 특성을 확

인하였다. 

(1) 작품 감상 방법에 대한 연구

Buswell은 『How People Look at Pictures: A Study of The 

Psychology of Perception in Art』(1937)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복잡한 장면을 지각할 때 나타나는 관찰자의 안구 운동을 연구한 최초의 

시선 추적 연구로 시선 추적 연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다. Buswell(1937)은 사람들이 회화를 볼 때 무엇을 보는지에 대한 새로

운 통찰을 얻기 위해 실험을 시작하였다. 그는 회화와 조각에서 시작하여 

태피스트리, 패턴, 건축물, 인테리어 디자인에 이르는 55개의 작품 사진을 

이용하여 200명이 넘는 참여자의 시선을 추적했다. Buswell(1937)은 분야

에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것인 만큼 하나의 가설을 확인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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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다양한 탐색적 실험을 하였다. (Babcock, Lipps, & Pelz, 

2002, 재인용)

Buswell(1937)은 회화 작품 감상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였다. 첫 번째 유형은 작품 전체를 살피는 방식으로 관심 영역에 대한 짧

은 응시시간, 많은 응시수, 상대적으로 긴 사카드 길이를 갖는 특성이 있

으며 감상 초기에 나타난다. 두 번째 유형은 작품 전체를 살핀 후 나타나

는 방식으로 좁은 영역의 세부 사항에 대한 상대적으로 더 긴 응시시간과 

짧은 사카드 길이를 갖는 특성이 있다. 또한 회화 감상에 있어서 참여자를 

미대생과 비미대생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미대생은 비미대생보다 전

체 응시시간이 짧았다. 그러나 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시간에는 차이가 없

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Buswell(1937)은 결론에서 미술 시험 

순위나 미술 학교 경험은, 즉 미술 지식이나 경험은 전반적인 지각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Kristjanson, Antes, & Kristjanson, 

1989, 재인용; Babcock et al., 2002, 재인용)

(2)  감상에서의 정보 탐색 유형에 관한 연구

Berlyne(1971)은 Buswell(1937)이 주장하였던 두 가지 유형의 감상 유

형과 그러한 감상 유형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찾기 위한 후속 연구를 실시

하였다. Berlyne(1971)은 예술 작품에 대한 미적 반응으로 두 가지 유형

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을 각각 확산적 탐색(diversive exploratory)과 수

렴적 탐색(specific exploratory)이라고 명명하였다. 

확산적 탐색은 내용이나 소재와 무관하게 회화적 특성이나 작품 전체를 

구성하는 속성을 탐색할 때나 패턴이나 구성 요소의 새롭거나 독특한 관

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탐색 유형이다. 확산적 탐색의 응시 패턴

은 응시 범위가 넓고, 상대적으로 응시시간이 짧기 때문에 낮은 응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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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반면 수렴적 탐색은 정보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완전하게 지각되어서 

지각적 또는 지적 호기심이 일어날 때 주로 나타나며, 작품의 주제를 파악

하거나 주제와 관련된 개별 요소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탐

색 유형이다. 수렴적 탐색의 응시 패턴은 응시 범위가 좁고, 상대적으로 

응시시간이 길기 때문에 높은 응시 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요약하면, 

확산적 탐색이 회화적 요소 지향적이라면 수렴적 탐색은 의미 지향적인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적 반응은 확산적 탐색에서 수렴적 

탐색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3) 작품 감상 시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안구 운동 분석

Kristjanson, Antes, 그리고 Kristjanson(1989)은 Buswell(1937)의 관

심 영역에 따라 미대생과 비미대생의 응시시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였다. 누구든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평가를 하게 된다. 작품에 대한 선호를 평가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누

구나 할 수 있지만, 작품의 미적 구성과 같은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

식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처럼 평가의 수준이나 범위는 예술에 대한 기량

과 훈련에 의해 달라진다. 그러나 어떤 평가이든지 평가 전에 먼저 평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상의 목적과 전문성에 따라 응시 

패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Kristjanson 등(1989)은 미대생 15명과 비미대생 15명을 참여자로 하여 

친숙도에 따라 분류된 10개의 회화 작품 슬라이드를 각각 20초 동안 감상

하도록 하고, 감상 후에 친숙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회화 작품

은 전문가에 의해 관심 영역과 비관심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감상 시간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각 영역에 대한 응시시간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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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공통적으로 예술가와 비예술가들은 관심 영역을 비관심 영역

보다 더 오래 응시하였고, 감상 시간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처음에는 관심 영역을, 중간에는 비관심 영역을, 끝에는 다시 관심 영

역을 재탐색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예술가가 비예술가와 달랐던 점은 예

술가들은 친숙하지 않은 작품을 감상할 때 비관심 영역을 더 오랫동안 응

시하였으며, 관심 영역과 비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 비율이 유사하였다. 결

과적으로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차이는 매우 미묘하였지만, Buswell(1937)

의 결론과 달리 예술가의 지식이나 미술교육 경험이 지각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4) 작품의 지각과 미학적 판단에 대한 조형 미술 교육의 역할

Nodine, Locher 그리고 Krupinski(1993)는 Berlyne(1971)의 확산적 탐

색과 수렴적 탐색 유형이 전문성과 목적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14명의 참여자를 예술 

훈련과 경험 수준에 따라 7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연구에 쓰인 자극

으로 대칭적 구도를 가진 회화 작품 6점을 선정하고, 6점의 원본 회화 작

품을 대칭 구도가 깨지도록 조작하였다([그림 3] 참조).

[그림 3] 실험 자극 예시. 왼쪽은 원본, 오른쪽은 조작된 자극
(출처: Nodine et al.,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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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원본 작품이나 조작된 작품을 각각 12초씩 감상한 후 원본 

작품과 조작된 작품의 쌍에 대한 선호와 구성의 조화나 미에 대한 만족도

에 대해 진술하였다. 

응시 패턴 분석 결과, 예술가들은 원본 작품을 감상할 때 수렴적 탐색을 

더 많이 하고, 반대로 조작된 작품을 감상할 때는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하였다. 비예술가들은 구도와 무관하게 주로 수렴적 탐색을 하였다. 미적 

평가 분석 결과, 예술가들은 배경과 변경된 구도, 대상과 대상 간의 관계, 

그리고 형태・색・공간에 대해 더 많이 진술하였다. 비예술가들은 구도와 

무관하게 중앙과 전경 그리고 개별 대상과 같은 구상적 요소에 대해 더 많

이 진술하였다. 

결론에서 Nodine 등(1971)은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탐색 유형과 구술 내

용의 차이는 구도 인식 훈련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회화 작품에서 

구도는 회화적 요소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해 작가가 표현하려는 주제를 감

상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지각적 전략이다. 즉, 작가는 구도

를 이용하여 감상자가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따라

서 작품 감상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아닌

지와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구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이 능력은 관

련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예술가 집단은 작품의 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

아야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구도의 균형에 대한 빠른 판

단이 가능하며, 구도와 회화적 요소 사이의 관계를 통해 미적 판단 및 선호

를 평가하였다. 반면, 비예술가 집단은 작품의 내용과 구도를 분리하여 지

각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쌍으로 제시된 작품의 차이를 잘 인식하

지 못하였으며, 구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현의 정확성을 중

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예술가 집단은 재현의 문제를 패턴과 선, 

형태, 색, 공간과 같은 구성 요소 간의 관계와 함께 다루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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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상과 구상 이미지 관찰 시 전체적 주시 전략의 증거

Zangemeister, Sherman 그리고 Stark(1995)는 전문성 수준과 회화 

작품의 구상 수준에 따라 어떠한 탐색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한 연구를 하였다. 참여자는 미술사 교육 경험이 없는 초보자 6명, 예술에 

관한 지식이 해박한 예술 작품 수집가와 예술 활동에 흥미가 높고 미술관

을 오랫동안 방문한 경험이 있는 숙련자 4명, 오랫동안 예술 훈련을 쌓은 

4명의 예술가로 구성되었다. 과제는 자유 감상 과제, 작품의 내용과 특징

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기억 과제, 미적 특징에 대한 세부 관찰 과제로 구

성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구상 수준에 따라 5개의 회화 작품이 선

정되었다. 5개의 동일한 작품이 각 과제마다 제시되었으며, 작품은 각각 

30초간 제시되었고, 하나의 작품을 감상한 후 미적 인상을 묻는 질문이 

주어졌다. 각 과제 사이에는 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으며, 분석은 주사

경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첫째, 안구 운동 패턴이 구상과 추상 작품에서 유사하게 나

타났다. 이것은 구상 작품을 감상할 때나 추상 작품을 감상할 때 모두 유

사한 지각 정보처리 과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주어

진 자극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응시 패턴이 나타났다는 것

은 지각 정보의 처리 과정이 인지에 의해 조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Zangemeister 등(1995)은 이러한 결과를 인지적 스키마(cognitive 

schemas)가 주사경로를 안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둘째, 초보자들은 

구상 수준이나 과제에 따라 탐색 전략에 차이가 없었으나, 숙련자들과 예

술가들은 구상 수준에 따라 탐색 전략에 차이가 나타났다. 숙련자와 예술

가들은 추상 작품을 감상할 때 부분적 탐색 전략(local scanning 

strategy)이 감소하였다. 실제로 숙련자 중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과 예술

가들은 모든 작품에서 전체적 탐색 전략(global scanning strategy)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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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 탐색 전략이 미술 비평가들이 회화적인 

측면을 관찰하거나 미술을 감상할 때 사용하는 수단임을 나타낸다. 두 가

지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 탐색 전략이 하향적 지각 전략이라면 부분적 

탐색 전략은 상향적 지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숙련자들과 예술가들

은 상향적 지각 전략은 되도록 피하고 하향적 지각 전략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숙련자와 예술가들은 작품 감상에 그들이 가진 예

술 관련 지식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6) 회화적 지각에서의 전문 지식

Vogt와 Magnussen(2007)는 서로 다른 구상 수준의 사진 감상에서 구

상 회화 제작 경험이 응시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Vogt와 

Magnussen(2007)는 비예술가와 예술가의 지각 정보처리 전략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에서 놓치고 있거나 더 연구되어야 할 실

험 조건들을 고려하여 실험을 설계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실험에서 

사용한 자극이 비예술가보다 예술가에게 더 친숙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

하였다. 둘째, 구상 회화 제작에는 그릴 대상에 대한 정확한 물리적 속성 

파악이 필수적이다. 일상생활에서는 대상의 물리적 속성보다는 범주적 지

식을 사용하여 대상을 지각한다. 따라서 구상 회화 제작의 지속적인 연습

은 대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셋째, 다른 조형 요소나 대상보

다 인간 형태는 매우 강력한 주의를 촉발시키는 대상이다. 넷째, 추상화 

제작은 구상 회화와 달리 실제 대상의 물리적 속성을 참조할 필요가 없다. 

이상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예술가 집단 9명과 비예술가 집단 9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에 쓰일 자극은 회화 작품이 아닌, 16개의 사진을 4가지 유형으로 분

류하여 제시하였다. 각 유형은 ① 일상의 스냅 사진, ② 인식 가능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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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대상이 있는 잡지 사진, ③ 추상적 배경에 인간 형상이 포함된 사진, 

④ 추상 사진이다. 과제는 자유 감상과 기억 과제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두 개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두 과정에서 모두 안구 운동이 기록되었

다. 먼저 참여자들은 40초 감상 후 20초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16개의 

사진을 각각 자유롭게 감상하였다. 그런 다음 짧은 휴식을 가지고 두 번째 

과정을 시작하였다. 두 번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앞서 감상한 사진을 기

억할 것을 지시 받았다. 시간제한은 앞의 과정과 동일하였다. 관찰을 마친 

후 다른 장소에서 기억한 것을 소리 내어 회상하도록 지시 받았고, 참여자

들의 구술 내용은 녹음되었다. 구술 내용은 구성 요소, 형태・색, 개념으

로 분류하여 코딩되었다. 

분석 결과, 비예술가들은 인간 형태와 인식 가능 대상을 더 많이 응시했

고, 예술가들은 구조적・추상적 특징을 더 많이 응시했다. 기억 과제에서

는 예술가들의 관찰 전략이 대상 지향적으로 변화하였다. 구술 분석 결과, 

기억된 사진의 수에는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나, 확실하게 기억된 회화적 

요소의 수는 사진 유형에 관계없이 예술가들이 비예술가보다 훨씬 더 많

았다. 전반적인 응시 수와 시간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비예술가의 경우 자유 감상 과제에서 본 사진을 기억 과제에서 반복하

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시가 더 많았던 반면, 예술가들은 반복 효과로 

인해 두 번째 과제인 기억 과제에서 응시가 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비예술가 집단은 구상 자극에 대한 선호가 높고 예술가 집

단은 상대적으로 추상 자극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Vogt와 

Magnussen(2007)는 예술가 집단이 전문 지식의 영향으로 일상적인 시각 

분석에서 벗어나 구상과 추상 모두에서 회화적 요소를 자극의 구상 수준

에 상관없이 지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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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 지식과 작품의 추상 수준의 영향

Pinko, Virtanen, Saarinen, Pannasch, Hirvenkari, Tossavainen, 

Haapala 그리고 Hari(2011)는 미술사 학습에 의해 획득된 전문 지식이 

회화 작품에 대한 미적 평가와 응시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

다. 연구 참여자는 미술사나 미학 전공자 20명과 비전문가 20명으로 구성

되었다. 실험 자극으로는 35개의 회화 작품이 선정되었고, 추상 수준에 따

라 5단계로 분리하였다. ① 구상 작품, ② 1 단계의 구상 회화보다 스타일

이나 기술적인 면에서 세부 묘사는 떨어지지만 주제를 쉽게 인식할 수 있

는 구상 작품, ③ 한 번에 쉽게 주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 ④ 완전한 

추상에 근접한 추상성이 강한 작품으로 단지 몇몇 세부만 확인할 수 있거

나 세부 사항을 알아보기 어려운 작품, ⑤ 추상 작품이다. 각 단계는 각각 

7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두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과정은 10초 동

안 작품을 감상한 후 30초 동안 미적・정서적 평가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과정은 30초 동안 작품을 감상하는데, 감상 

중에 소리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작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감상 후 

25초 동안 미적・정서적 평가에 관한 질문에 답하였다. 두 과정에는 동일

한 작품이 임의적인 순서로 제시되었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의 미적・정

서적 평가 점수, 안구 운동 패턴, 피부 전기 반응(electrodermal activity: 

EDA)에서의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응시 패턴 분석 결과, 첫 번째 과정에서 1단계 구상 작품 중 인간을 묘

사한 작품에서 비전문가는 전문가보다 사람의 얼굴과 머리 주변에 대한 

응시시간이 가장 길었다. 그러나 더 추상적인 단계에서는 집단 차이가 사

라졌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 형상이 응시를 이끄는 강력하고 핵심적인 요

소라는 주장을 지지하며, 동시에 전문가의 감상 전략은 인간 형상이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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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두 집단은 모두 화면

의 중앙에 대한 응시 비율이 높았으나, 전문가의 경우 중심 이미지로부터 

아주 먼 거리의 주사경로를 보여준다. Pinko 등(2011)은 이러한 현상을 

전문 지식이 중심을 보는 경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응시의 

초점이 화면의 중앙에 맞춰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가 보여주는 중심의 이미지로부터 아주 먼 응시 거리는 전문 지식

이 중심을 보는 경향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안구 운동은 비전문가보다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있

으며, 지엽적인 지각 전략보다 더 전체적인 지각 전략을 사용한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 두 번째 과정에서 감상 초기 10초 동안의 두 집단의 응

시 패턴은 이후 나머지 20초 동안보다 더 유사하게 나타났다. Pinko 등

(2011)은 이 현상을 초기 감상은 개인적 전략이 관여하기 전인 더 낮은 

수준의 정보처리에 의한 것인 반면, 감상 시간이 길어지면 전문 지식이 개

입하게 되어 감상 전략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길

어진 감상 시간은 전문가들이 자신이 가진 전문 지식이 반영된 지각 패턴

을 사용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인간 형상이나 중심 지각 경향성을 약

화시키는 것이다. 

미적・정서적 평가 분석 결과, 작품의 구상 수준은 비전문가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전문가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전문가의 

평가는 구상 작품에서 가장 높았으며, 추상 작품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전문가의 평가는 작품의 구상 수준과는 무관하였다. 

마지막으로, EDA 분석 결과는 첫 번째 과정보다 작품 정보가 제공된 

두 번째 과정에서 두 그룹 모두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에 비해 비

전문가의 EDA 값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비전문가가 주어진 

정보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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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미술사의 전문 지식은 지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

나 예술 작품을 경험하는 참여자의 정신 생리학적 측정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비전문가의 미적 평가와 정서적 평가는 추상 수준에 따라 

변화하며, 추상보다는 구상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전문

가는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Pinko 등(2011)은 비록 두 집단의 응

시 패턴이 추상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유사하지만, 전문 지식은 

감상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타 분야의 전

문가 집단에서도 명확히 발견되었듯이, 전문가는 비전문가보다 전체적인 

탐색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들과 동일하다. 

2) 감상 중심 선행연구 요약 및 논의
Berlyne(1971)에 따르면, 작품 감상에는 두 가지 탐색 방법이 나타나는

데, 확산적 탐색과 수렴적 탐색이 그것이다. 확산적 탐색이 회화적 요소 지

향적이라면 수렴적 탐색은 의미 지향적인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미적 반응은 확산적 탐색에서 수렴적 탐색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 

Kristjanson 등(1989)에 따르면, 예술가와 비예술가 집단 모두 작품의 

친숙도와 무관하게 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가 더 많았으며, 감상 초기에는 

관심 영역, 중간에는 비관심 영역, 마지막에는 다시 관심 영역을 관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가들의 경우 관심 영역과 비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 

비율이 유사하였으며, 친숙하지 않은 작품을 감상할 때 비예술가들보다 비

관심 영역을 더 응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Nodine 등(1993)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구도의 수준에 따라 탐색 유형

이 변화하며, 구도의 균형이 깨져있을 때 더 확산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예술가들은 작품의 미적 평가나 선호를 판단할 때 작품의 회화

적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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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ngemeister 등(1995)에 따르면, 예술 경험이나 지식수준이 높아질수

록 확산적 탐색 방법의 사용이 증가하며, 작품의 구상・추상 수준과 과제

에 따라 다른 탐색 방법을 사용한다. 

Vogt 등(2007)에 따르면, 비예술가들은 인간 형태와 인식 가능한 대상

을 더 많이 응시했고, 예술가들은 구조적・추상적 특징을 더 많이 응시했

다. 예술가들은 감상 과제보다 기억 과제에서 부분적 탐색이 증가한 반면, 

비예술가들은 기억 과제에서 부분적 탐색이 감소하였다. 또한 기억된 회화

적 요소의 수는 자극의 구상・추상 수준에 관계없이 예술가들이 비예술가

보다 훨씬 더 많았다. 

Pinko 등(2011)에 따르면, 작품의 구상・추상 수준이 변화는 비전문가

들의 미적 평가와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술 전문가들은 영향

을 받지 않는다. 또한 작품의 추상 수준이 증가하면 두 집단 모두 응시 수

와 주사 길이가 증가하며, 응시 시간이 감소한다. 그러나 응시 대상, 위치, 

응시 방향과 같은 지각 방법은 집단 간 차이가 있었으며, 이것은 두 집단

이 작품의 다른 요소에 주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감상 초기에는 두 집단

의 안구 운동 패턴이 유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작품 전체를 탐색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감상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안구 

운동을 비교했을 때 응시시간이나 응시수와 같은 기본적인 안구 운동 패

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시각 시스

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응시 범위, 도, 위치, 목표 

대상에서는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지각 방법 또는 지각 전략의 차

이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예술가들은 작품 감상에서 주로 회화적 구성 

요소에 주목하며 이것은 확산적 탐색의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비예술가는 

주로 작품 내 구상적 요소에 주목함으로써 수렴적 탐색 방법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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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또한 비예술가들은 구상적 요소를 모든 과제 해결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반면, 예술가들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회화적 요소 지향적인 전

략을 펼치기도 하고 구상적 요소 지향적 전략을 펼치기도 하는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각 전략을 활용한다. 선행 연구자들은 이러한 예술가의 지

각적 특성은 그들이 가진 미적 지식과 경험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미적 지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다. 

3) 표현 활동에서의 예술가의 미적 지각 능력
표현 활동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특히 사실적 드로잉의 정확성에 관심

을 가지고 있다. 표현 활동에 관심을 두는 심리학자들은 앞서 언급한 ‘예

술가들은 세상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본다’는 주장과 예술가들과 비예술

가들이 가진 사실적 재현 능력의 차이에 주목한다. 특히, 사실적 재현 능

력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밝히는 것이 표현 활동에 관심을 갖

는 심리학자들의 최대 관심사이다. 사실적 재현 능력의 차이에 대한 심리

학 연구는 크게 지각 자체의 차이를 찾고자 하는 관점과 인지가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지와 지각의 관계에서 찾고자 하는 관점으로 크게 나

누어진다. 다시 말하면, 사실적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정확도의 차이가 상향식 정보처리의 문제인지, 하향식 정보처리의 문제인

지에 의문을 갖는다. 

심리학자들의 관점은 이와 같이 상향식 정보처리의 문제로 보는 관점과 

하향식 정보처리의 문제로 보는 관점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Fry-Ruskin 

(Fry, 1961; Ruskin, 2005)의 ‘순수한 눈’ 이론과 Gombrich(2003)의 ‘미

적 스키마’ 이론과 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Fry-Ruskin(Fry, 1961; 

Ruskin, 2005)의 이론은 예술가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담아내기 



49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적 재현이 되었든 자연의 본질적 속성이 되었든, 자

신의 경험이나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적 지식의 영향을 넘어서서 

대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일상에서 대상과 주체가 맺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관조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미학자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

용하는 지각 태도는 대상의 물리적 속성이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대상

의 기능적 속성에 주목하는 태도이다. 달리 말하면, 지각 주체의 이해득실

로 대상을 파악하는 태도이다. 따라서 이해득실의 관점에서 대상을 보게 

되면 대상 자체를 지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대상이 아닌 대상의 기능 또는 이해관계와 관련된 측면에만 국한된

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적이며 대상 기능 중심의 지각은 ‘이름 짓기’와 관

련되어 있다. 대상의 이름, 즉 대상을 정의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대상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대상의 지각이 대상의 개념과 연결되는 순간 

개념이 지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상 자체를 순수하게 지각하는 것을 

방해한다. 

Fry-Ruskin(Fry, 1961; Ruskin, 2005)의 주장을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하자면, 대상이 가진 기능에 대한 주목은 대상이 가진 여러 가지 

물리적 속성 중에서 기능적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속성만을 지각하게 

함으로써 대상이 가진 여타의 물리적 속성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

고 이러한 지각적 오류가 결국 사실적 재현의 정확성을 떨어뜨린다는 것

이다. 따라서 대상의 정확한 묘사를 위해서는 대상 자체의 물리적 속성을 

지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상에 대한 선 지식이나 그것의 개념적 간섭을 

약화시키는 지각 전략을 발전시킴으로써 선입견이나 개념적 간섭에 의한 

지식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 

이와 달리 Gombrich(2003)는 미술에 있어서 지식과 그 지식을 활용해



50

본 경험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Gombrich(2003)는 Fry-Ruskin(Fry, 

1961; Ruskin, 2005)의 ‘순수한 눈’은 신비에 가까운, 즉 실현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Gombrich(2003)의 이러한 주장은 

Fry-Ruskin(Fry, 1961; Ruskin, 2005)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두 주장은 같은 인식에서 시작한다. 일상에

서 사용되는 지식의 영향은 분명히 지각적 편향을 일으킴으로써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각 오류는 대상의 

물리적 속성에 대한 지각을 약화시켜서 사실적 표현을 어렵게 만든다. 

Gombrich(2003)가 반박하는 것은 지식에 의한 지각 편향의 존재가 아니

라 이러한 지각 편향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다. Fry-Ruskin(Fry, 1961; 

Ruskin, 2005)이 지각 편향의 해결을 일상적 지식이나 개념의 영향을 완

전히 억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지각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면, 이에 반해 Gombrich(2003)는 일상적 지식이나 경험을 약

화시켜 미술 표현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지각에 영

향을 미치는 새로운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활용하여 지각 편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Gombrich(2003)는 미술 표현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을 ‘스키마’라 명명

하고 이러한 미적 스키마는 예술가의 표현 경험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

지고 조절되는 과정을 통해 점차 더 유용한 미적 스키마로 발전해간다고 

말한다. Gombrich(2003)의 이와 같은 주장은 Piaget(Wordsworth, 1998)

의 스키마 이론과 유사하다. Piaget(Wordsworth, 1998)가 동화, 조절, 평

형의 과정을 통해 유용한 스키마의 생성과 유지를 설명하였던 것과 같이, 

예술가는 단지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만으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연습과 표현 경험의 축적을 통해 지식을 정교화함으로써 

창작의 수준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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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brich(2003)의 주장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지각 체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착

시 현상과 같은 직접적인 지각 오류나, 기존 지식이나 경험이 지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미술 표현에 필

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사실적 또는 미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등과 관련된 미적 지식을 쌓는다면 일상적 지식이 지

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억제하고, 미술 관련 지식의 영향에 의해 적합한 

정보를 선택하여 지각함으로써 지각 편향을 해결할 수 있다.

Fry-Ruskin(Fry, 1961; Ruskin, 2005)의 주장은 인지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지각 편향을 해결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있어서

의 상향식 처리 방법과 연결된다면, Gombrich(2003)의 주장은 새로운 지

식에 의해 지각을 조절・통제하여 지각 편향을 해결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하향식 처리 방법과 연결된다. 예술가의 지각에 관한 초기 심리학 연구는 

상향식 처리 방법, 즉 예술가의 지각 자체의 능력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

러나 점차 예술가의 지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드로잉 정확도와 관

련된 예술가의 지각 능력은 지각 자체보다는 인지의 통제에 힘이 실리는 

경향이 있다. 

<표 2>에 정리된 연구의 대부분이 매우 중요한 연구이긴 하지만 특히, 

Cohen과 Kozbelt의 연구들은 각각의 연구가 이전의 연구에 대한 후속 연

구의 성격이 강하며, Cohen의 연구는 주로 상향식 정보처리 관점에 해당

되면, Kozbelt의 연구는 주로 하향식 정보처리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따라

서 이들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연도순으로 살펴봄으로써 연구 방법의 

발전이나 이전 연구에서는 밝히지 못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순차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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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본 것을 그릴 수 없는가? 

Cohen과 Bennett(1997)은 사실적 드로잉에 필요한 능력을 4가지로 구

분하고 각 능력 중 어떤 능력의 부족이 사실적 드로잉의 정확도를 저해하

는지 탐색하였다. Cohen과 Bennett(1997)은 이 연구를 통해 비록 드로잉

의 정확도를 저해하는 요인을 명확히 밝히지는 못했으나 드로잉에서 대상 

지각의 중요성을 실험을 통해 추정한 연구로서 이후 예술가의 특수한 지

각 능력을 밝히려는 심리학 연구들이 예술가의 대상 지각 능력에 주목하

도록 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Cohen과 Bennett(1997)이 주장한 드로잉에 필요한 4가지 능력은 다음

과 같다.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대상 지각력, 대상의 어디를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력, 앞의 결정들을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운동 

협응력,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 평가 능력이 그것이

다. 이 중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능력이 부족할 경우 드로잉의 정확도

가 낮아진다고 예측했다. 각 능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지각력은 3차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속성

을 명확하게 지각하는 능력이다. 대상 지각 오류의 대표적인 현상은 착시

이다. 착시는 크게 상향식 착시(illusion)와 하향식 착시(delusion)3)로 나

눌 수 있다. 상향식 착시의 경우는 명암 대비와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것으

로, 명암 대비는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명도의 회색 원이라도 검정색 위의 

회색 원이 흰색 바탕 위의 회색 원보다 밝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3) ‘delusion’은 일반적으로 ‘망상’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망상’으로 번역할 경우 
철학적, 심리학적, 의학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 일반적
으로 정신 병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delusion’의 의미를 선입견이나 개념의 개입에 의한 시각적 착시 현상에 
국한하기 위해 ‘하향식 착시’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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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 착시는 누구에게나 발생하며 의도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

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극복될 수 없는 착시 현상이다. 이에 반해 하향식 

착시는 잘못된 정보나 지각 단서에 의해 발생하는 착시로, 예를 들어, 우

리는 일반적으로 ‘강물은 푸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강물의 색이 

초록에 더 가까운 상황에서도 ‘강물은 푸르다’라는 정보가 우리의 지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제 강물의 색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푸르게 

지각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하향식 착시는 실제 강물의 색을 명확하게 지

각하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따라서 하향식 착시를 억제하

는 것은 드로잉 정확도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서는 대상 지각 오류를 유발하는 잘못된 신념이나 지식의 간섭을 억제하

고 대상을 정확하게 지각할 수 있는 새로운 스키마가 필요하다. 

둘째, 재현을 위한 정보의 선택과 표현 방법의 결정력이 부족하면 드로

잉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림에 포함된 정보는 표현 매체에 의해 제

한된다. 예를 들어 연필로 드로잉을 할 때 색에 대한 정보는 제거하고 형

태나 명암만이 필요한 정보가 된다. 또한 각 표현 매체들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사용법이 따로 있다. 따라서 드로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는 표현자의 매체에 대한 이해와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과 숙달 그리고 

매체에 따라 표현 가능하고 필요한 정보를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재

현적 결정에는 매체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대상의 어떤 특성을 지각하

여 표현할지를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Gombrich 

(2003)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예술가가 자연을 화면에 재현하기 위해

서는 일종의 “속임수” 즉, 새로운 종류의 스키마가 필요하다. 예술가는 그

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재현에 필요한 미적 스키마와 그려진 대상을 비교

함으로써 그려진 대상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스키마를 수정하여 새

로운 스키마를 만들어낸다. 이 새롭게 생성된 미적 스키마는 다시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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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표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점점 더 정교화된다. Gombrich(2003)

의 주장에서처럼 예술가의 학습은 바로 이 미적 스키마를 적용하고, 수정

하고, 새로운 스키마를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 정교화된 미적 스키마는 그릴 대상의 어떤 특성을 추출할지

를 결정하는 지식으로 작용하여 추출할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관

찰하도록 함으로써 드로잉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이 결정을 화면 위에 물

리적으로 옮기기 위한 운동 협응력이 필요하다. 이 운동 능력은 물리적 능

력이지 인지 능력은 아니지만 정확한 드로잉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다. 

만약 드로잉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운동 협응력의 부족이라면 

예술가의 사실적 재현 능력은 단순히 뛰어난 손기술에 불과한 것이 될 것

이다. 

넷째, 자신이 그린 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부족은 드로잉 부정확성의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려진 것에 대한 객관적이며 정

확한 평가 능력은 대상 오지각보다 드로잉의 정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술가가 그릴 대상을 정확하게 관찰하였다고 해서 정확하게 재

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려진 결과가 그릴 대상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은 드로잉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향식 착시가 일어나 대상에 대한 오지각이 

발생한 경우라도 자신의 드로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수정을 

통해 정확한 드로잉이 가능할 수 있다. 

Cohen과 Bennett(1997)은 본 연구에서 대상 오지각을 제외한 나머지 

재현적 결정력, 운동 협응력, 드로잉 평가 능력이 드로잉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4가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드로잉 집단

은 모두 정규 미술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평가자 집단의 미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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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경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4가지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자

극은 칼라 사진으로 흑인 여성의 얼굴과 발전기 사진이 사용되었다. 

주요 과제는 칼라 사진 드로잉, 칼라 사진 베끼기, 베낀 드로잉 다시 베

끼기이다. 칼라 사진 드로잉 과제는 흑백의 도구로만 표현하려면 색과 같

은 일부 특성을 배재하고 매체로 표현할 수 있는 요소만을 선택하여야 하

기 때문에 재현적 결정력을 확인할 수 있다. 칼라 사진 베끼기 조건은 대

상을 그대로 따라가며 표현하는 방식으로 재현적 결정력과 운동 협응력을 

확인할 수 있다. 베낀 것을 다시 베끼는 과제는 운동 협응력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제이다. 

[그림 4] 실험 자극 및 과제 수행에서의 자극 위치
(출처: Cohen & Bennett, 1997)

  실험 1은 재현적 결정력과 운동 협응력이 드로잉 정확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참여자는 드로잉 집단은 12

명, 평가자 집단은 60명이었다. 수행 및 분석된 과제는 칼라 사진 드로잉, 

칼라 사진 베끼기이다. 흰 종이에 검은색 연필이 지급되었으며, 과제 수행 

시간은 과제 별 10분이었다. 평가자 집단 중 30명은 드로잉을 1-10점 척

도로 평가하였으며, 나머지 30명은 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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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드로잉의 정확성만을 기준으로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드로잉 정확도 보다 베끼기의 정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베

끼기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은 드로잉 집단이 재현적 결정과 운동 협응에

서 능숙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방식의 드로잉 

결과물의 정확성이 낮았다는 것은 이 두 능력 외에 대상 지각력이나 드로

잉 평가 능력이 드로잉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실험 2는 운동 협응력의 영향만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참여자는 

드로잉 집단 9명, 평가 집단 29명이었다. 과제는 실험 1에서 제작된 베낀 

드로잉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드로잉을 다시 베끼는 과제가 수행되었다. 

다시 베끼기 결과물의 정확도가 모두 높았기 때문에 평가는 결과물을 자

극의 종류에 따라 나누지 않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험 결과, 두 소재의 결과물의 정확도는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얼굴보다 발전기 결과물의 정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Cohen과 

Bennett(1997)은 그 원인을 발전기의 경우에는 직선의 명확한 윤곽선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선의 질적 변화가 거의 없거나 질적 변화가 있다고 하더

라도 그 변화의 표현 여부가 드로잉의 정확도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는데 

반해, 얼굴 자극은 선의 미묘한 질적 변화가 드로잉 정확도와 접한 관련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로잉 집단은 질적 표현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력

이 부족했기 때문에 얼굴 자극에서의 드로잉 정확도가 떨어진 것으로 해

석하였다. 그러나 질적 변화의 표현 여부가 드로잉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미비한 수준일 수 있다고 보았다. 

실험 3은 실험 2에서 나타난 얼굴 다시 베끼기의 정확성이 발전기에서

보다 떨어지는 원인이 재현적 결정력의 부족 때문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는 사진을 베낀 결과와 베낀 것을 다시 베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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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참여자는 드로잉 집단 12명, 평가 

집단 30명이었다. 과제는 칼라 사진 베끼기, 베낀 것을 다시 베끼기 과제

가 수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은 발전기와 얼굴 자극 중 하나의 자극에 대해

서만 과제를 수행하였다. 평가자는 과제 결과물을 소재에 따라 나누지 않

고 1-10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발전기의 칼라 사진 베끼기가 얼굴의 칼라 사진 베끼기보다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진 베끼기보다 다시 베끼기의 정

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기의 경우 사진 베끼기와 다시 베끼

기의 정확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굴의 경우 다시 베끼기 과

제의 결과물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4는 자신이 그린 드로잉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하는가를 확인

하기 위한 실험이다. 참여자는 드로잉 집단 총 39명으로 앞의 실험과는 

달리 드로잉 경험이 없는 28명과 미술 전공자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

가 집단은 총 156명으로 앞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평가자의 정규 미술 교

육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험 자극은 첫 번째 전통적 드로잉 결과물 

12개 중 중간 평가를 받은 7개를 임의 추출하여 그 중 하나는 평가의 기

준이 되는 드로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개는 평가 과제 도구로 사용하였

다. 과제는 칼라 사진 드로잉과 사진 별 드로잉을 마친 후 자신의 드로잉

을 포함하여 추출된 6개의 드로잉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기준 드로잉의 

점수를 1000점으로 하여 기준 드로잉보다 정확도가 높으면 1000보다 높

은 점수를, 정확도가 낮으면 1000보다 낮은 점수 부여하도록 하였다. 평

가 집단에게는 사진, 기준 드로잉, 추출된 6개 중간 수준 드로잉, 드로잉 

집단의 드로잉 중 하나를 소재에 따라 나누어 제공해서 각 세트의 드로잉 

점수를 추정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드로잉 집단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드로잉에 대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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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로잉 집단 중 비전공자와 전공자 간

의 평가 추정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자신의 드로잉을 평가하는 

능력과 드로잉 정확도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Cohen과 Bennett(1997)은 최종 결론에서 드로잉 정확도에 있어서 운동 

협응력은 극소의 요인, 재현적 결정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요인, 드로잉 

평가 능력은 요인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따라서 대상 지각력이 드로잉 정

확도를 높이는 데 가장 많이 기여하는 주요인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대상 지각력 중에서도 하향적 지각의 영향에 대한 경험 연구의 필요

성을 주장하였다. 

(2) 시각적 인지 전문가로서의 예술가

Kozbelt(2001)은 예술가들의 시지각적 경험이 지각 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의 뛰어난 지각 능력은 전문가가 속한 분야

에서만 발휘된다는 영역 특수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과연 예술가의 지각도 

영역 특수적인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시지각적 경험이 지각에 미치는 영

향과 관련하여 Kozbelt(2001)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예술가는 드로

잉, 회화, 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각적 재현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

낸다.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예술가들은 필요한 지식을 쌓고 숙련된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게 된다. 예술가의 미적 표현은 숙련된 운동 능력을 필요

로 하지만 단순히 숙련된 운동 능력의 발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예

술가는 이미지, 대상, 장면, 패턴, 색, 그리고 공간 관계와 같은 시각적 특

성을 묘사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시각적 패턴을 분석

하고 식별하는 능력이 발달될 수 있다. 이처럼 Kozbelt(2001)는 표현에 필

요한 예술가의 주요 능력을 시각 정보의 분석 능력과 운동 수행 능력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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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전문적 지각 능력의 영역 특수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가

정하였다. 예를 들어 체스 선수의 지각적 우월함은 체스라는 영역 특수적

인 상황에서만 발휘되는 전문성이지만, 예술가의 지각적 우월함은 일상적 

대상들을 미적으로 분석하는 경험의 축적에 의해 쌓인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우월한 지각 능력은 예술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지각적 맥락에서도 우월할 가능성이 있다. 즉, Kozbelt 

(2001)는 예술가의 지각적 전문성을 영역 일반적인 것으로 보았다. 

Kozbelt(2001)는 실험을 통해 예술가의 경험이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예술가의 지각적 우월함이 영역 일반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

라 과제는 지각 과제와 드로잉 과제로 구성하였다. 만일 예술가가 미술에 

필요한 숙련된 운동 능력을 사용할 때만 비전공생과 다르다면,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지각 과제 수행 결과는 동등할 것이다. 또한 예술가의 지각적 

우월함이 영역 일반적인 것이라면, 예술가는 드로잉 과제뿐만 아니라 지각 

과제에서도 비예술가보다 우월함을 나타낼 것이다. 

실험 참여자는 총 46명으로 미술 전공 대학생 1학년 17명, 4학년 13명, 

미술 비전공 대학생(초보자)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과제는 지각 과제 

세트 4 가지와 드로잉 과제 세트 12 가지로 구성되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지각 과제(왼쪽)와 드로잉 과제(오른쪽) 예시(출처: Kozbel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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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을 위해 연필과 흰 종이를 지급하였고 시간제한은 없었으나 

소요 시간은 기록하였다. 과제 결과의 평가는 디자인과 교수, 디자인 전공 

1학년생과 4학년생 3인이 10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지각 및 드로잉 과제에서 초보자와 1학년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1학년 평균이 더 높았다. 이와 달리 1학년과 4학년은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전공생이 비전공생보다 지각과 드로잉 능력에서 모

두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차원 물체와 2차원 이미지를 시각적으

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에 능숙해야 드로잉의 목표, 관찰 대상, 그려진 

것 사이의 비교를 통해 정확한 드로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에게 

있어서 지각 능력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Kozbelt(2001)는 예술가의 지각 

능력의 우월함이 영역 일반적인가의 문제는 2차원 이미지에 대한 우월한 

지각 능력이 3차원 물체에서도 나타날 때 확인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2차원 이미지의 드로잉 과제들이 쓰였으며, 3차원 

물체의 드로잉 과제는 가위 그리기 과제뿐이었다. 그런데 3차원 드로잉 

과제에서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드로잉 정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Kozbelt(2001)는 본 연구만으로는 예술가의 지각 

능력의 우월함이 영역 일반적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Kozbelt(2001)의 연구 결과, 지각과 드로잉 과제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상당한 정도의 분산을 공유하였다. 이것은 두 과제가 동일한 지각 

정보처리 과정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드로잉 과제에

서 지각의 영향을 제거하였을 때 드로잉만의 고유한 분산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드로잉을 할 때에는 지각 능력 이외에 미술 표현에 숙련된 운동 

수행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Kozbelt(2001)는 예술

가들은 시각 세계에 대한 선언적 지식과 대상을 분석하고 묘사하는 방법

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개발하며, 이 지식은 예술가들을 인지적으로 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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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와 다르게 만든다고 해석하였다. 

(3) 드로잉 정확도에 대한 응시 교체 빈도의 영향

Cohen(2005)은 하향적 착시를 억제하는 지식의 영향이나 시각적 분석 

능력에 의한 정확한 드로잉 표현 이외에 행동적으로 지각 편향을 제거하

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Cohen과 Bennett(1997)은 드로잉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이 대

상 오지각에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Miall와 Tchalenko 

(2005)은 상향식 착시와 하향식 착시에 의해 드로잉 오류가 발생하는 것

을 확인했으며, 특히 일상적 지식의 영향을 받는 하향식 착시의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하향식 착시는 일종의 지각 항상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Thouless는 지각 항상성을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

다. Thouless(1932)는 사람들에게 원형의 판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대로 그리도록 요구하였다. 그들의 위치에서 본다면 

원형 판은 타원형으로 그려져야만 한다. 그러나 제시된 판이 원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실제 보이는 타원의 형태보다 더 원형에 가깝게 

그렸다. 이것은 바로 지각 항상성에 의해 지각적 오류가 발생한 것이고 이

것이 드로잉의 정확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러나 Thouless(1932)는 숙련

된 예술가들은 이러한 지각 항상성의 영향에 덜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했

다. 따라서 Gombrich(2003)가 주장하였듯이 예술가들은 지각적 오류를 

감소시키는 미적 스키마를 가지고 있으며, 이 스키마가 지각 오류를 유발

시키는 지각 편향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Kozbelt(2001)는 예술가들

은 지각 능력에 있어서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시각적 분석 능

력에서 뛰어남을 보였으며, 이러한 능력은 드로잉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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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의 주장을 살펴보면, Edgar Degas는 모델을 그리기 전에는 모델

을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Kendall, 1993; Cohen, 2005. 재인용). 

즉, 모델을 그리기 전 모델을 보는 것은 모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게 하

고 이 선입견이 드로잉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릴 대상을 오래 보게 될수록 선입견에 의한 지각적 편향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그릴 대상을 관찰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드로잉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상 관찰 시간을 줄이

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포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대상을 짧게 자주 보

는 것이 될 수 있다. Miall과 Tchalenko(2001)는 초상화가 Ocean의 초

상화 제작 과정에서의 안구 운동을 시선 추적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드로잉 정확도와 응시 교체 빈도 간의 부정적인 관계를 

지지한다. Ocean의 평균 응시는 약 1초인 반면 1분 안에 초상화를 그리

는 3명의 비예술가의 안구 운동 추적 결과 평균 응시는 대략 0.5초로 

Ocean의 평균 응시 시간의 절반에 해당되었다. Sutton과 Rose(1998)의 

아동의 사실적 드로잉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상을 더 자주, 더 오래 바라볼

수록 드로잉의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각 정보가 감각 등록기에 남아 있는 시간은 1초 이내로 매우 짧은 시

간 동안 기억된다. 따라서 대상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것을 드로잉으로 

정확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1초 이내로 대상과 화면 사이를 오가는 안구 

운동이 필요하다 (Griggs, 2012). Ballard, Hayhoe 그리고 Pelz(1995)는 

작업 기억의 제한된 용량을 보완하는 방법은 “지시적 체계”(a deictic 

system)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지시적 체계란 지각해야 할 장

면의 핵심적인 부분을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체 장면을 인지하

는 방법이다. 이러한 지시적 체계 방식은 단기 기억의 제한된 용량을 생각

할 때 경제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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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n(2005)은 이상의 주장과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드로잉 정확도에 

있어서 응시 교체 빈도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4개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만일 Ballard 외(1995)가 말한 지식적 체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면 예술가든 비예술가든 낮은 응시 교체 빈도는 낮은 드

로잉 정확도를 나타낼 것이다. 

실험 1은 응시 교체 빈도와 드로잉 정확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드로잉 집단은 미술 전공자 12명, 비전공자 12명, 총 24명을 모

집하였으며, 평가 집단은 총 30명으로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들이다. 드로잉 과제는 얼굴 칼라 사진 2개를 똑바로・거꾸로 조건에서 

각각 10분간 드로잉 하도록 하였다. 거꾸로 드로잉의 조건은 

Edwards(1999)의 거꾸로 놓은 사진을 그릴 때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드로잉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고 비디오 녹화 

결과를 2명의 코더가 참여자의 대상 응시, 드로잉 응시, 비응시의 3가지 

응시 행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드로잉 결과는 평가자가 1-10점 척

도로 드로잉 정확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응시 교체 빈도는 드로잉 정확도의 유의한 요인임이 확인되

었다. 즉 응시 교체 빈도가 높아질수록 드로잉 정확도도 높아지는 정적 상

관관계에 있었으며, 드로잉 정확도에 대한 33%의 설명량을 갖는 주요인으

로 나타났다. 똑바로와 거꾸로 조건 간에는 드로잉 정확성에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실험 2, 3, 4는 응시 교체 빈도가 드로잉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드로잉 참여자는 예술가, 비예술가, 그리

고 평가 참여자로 구성되었으며, 실험 별로 참여 인원수에는 차이가 있다. 

실험 2, 3, 4에서는 참여자의 응시 교체 빈도를 조작하기 위한 기구를 사

용하였으며([그림 6] 참조), 응시 교체 빈도의 영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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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교체 빈도 시간을 실험 별로 다르게 조작하였다. 드로잉 결과는 평

가자들에 의해 10점 척도로 평가 되었다. 

 실험 2의 결과, 예술가의 경우 응시 교체 빈도와 드로잉 정확도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비예술가들은 이러한 관계가 나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조명 교체 시간이 가장 짧을 때 드로잉 정확도가 다

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짧은 조명 시간표에서 

드로잉을 할 때 비예술가들은 사진과 드로잉 화면으로의 응시 교체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소 조명 시간이 비예술가들

의 응시 교체 시간보다 짧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예술가들의 드로

잉 정확도에 대한 평가는 평균 점수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바닥 

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의심되었다. 

실험 3의 결과, 미술 훈련 여부와 응시 교체 빈도 사이에 유의한 결과

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응시 교체 빈도의 영향은 예술가인지 비예술가인

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실

험 2와 3의 결과는 응시 교체 빈도가 드로잉 정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은 보여주었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인지 부정적인 효과인지는 확인되

[그림 6] 응시 교체 빈도 조작 장치(출처: Cohe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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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실험 4의 결과, 예술가와 비예술가 집단 모두 응시 교체 빈도

가 높을수록 드로잉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en(2005)에 따르면, 높은 응시 교체 빈도는 지식이 하향적 착시를 

일으킬 가능성을 낮춘다. 낮은 응시 교체 빈도는 작업 기억의 용량을 초과

하게 되고 제한된 작업 기억 용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식을 활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에 의한 하향식 착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응

시 교체 빈도가 높아지면 작업 기억 용량에 부담을 줄이게 되고 지식이 

작동할 필요를 제거함으로써 지각 정보의 왜곡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향

식 착시 외에도 지각 항상성이나 인지에서의 원형 이론들은 모두 하향식 

정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각 왜곡 요인들이다. 따라서 응시 교

체 빈도의 증가로 드로잉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은 상향식 지각 방식을 

통해 하향식 지각 왜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ohen(2005)은 논의에서, Miall과 Tchalenko(2001)는 초상화가 

Ocean의 응시 분석 결과는 응시 교체 빈도가 오히려 드로잉의 정확성과 

부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자신의 연구와 반대

되는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Miall과 Tchalenko(2001)에 대한 

Cohen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Miall과 Tchalenko(2001)는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대상에 대한 평균 응시 시간을 비교했지만 이와 달리 

Cohen(2005)은 대상과 화면 간의 응시 교체 비율로 두 집단을 비교했다. 

대상을 한 번의 응시에서 얼마 동안 보았는가와 얼마나 자주 대상과 드로

잉 화면을 왕복하였는가는 전혀 다른 변수이다. 따라서 Miall과 

Tchalenko(2001)의 연구 결과에서 비예술가의 평균 응시 시간이 짧다는 

것이 응시 교체 빈도가 높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Miall과 

Tchalenko(2001)의 연구 결과를 Cohen(2005)의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Miall과 Tchalenko(2001)의 연구에서는 평균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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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얼마인지 보다는 드로잉 과정에서의 Ocean의 행동에 더 주목해야 

한다. Ocean은 한 위치를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그리고, 다시 한 위치를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그리는 행동을 반복했다. 이와 달리 비예술가들은 

드로잉을 하기 전에 여러 위치를 관찰하였으며, 응시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Miall과 Tchalenko(2001)의 연구도 예술가의 응시 

교체 빈도가 비예술가 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Cohen(2005)의 연구는 예술가의 드로잉 정확도를 높이는 지각 능력이 

예술가의 지식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응시 교체 빈도라는 지각 행동

과도 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예술적 지식의 보유 여부

와 관계없이 응시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드로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하는 의미 있는 연구이다. 

(4) 형태 항상성과 드로잉 정확도의 관련 방식

Cohen과 Jones(2008)의 연구는 지각 항상성 중에서도 드로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 항상성이 미술 훈련 수준에 따라 

드로잉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다. 드로잉 정확도를 저해하는 지

각 왜곡에는 착시와 함께 일상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원형 회귀, 지각 

항상성과 같은 시각 체계에서 벌어지는 정상적인 지각 현상들이 일조한다. 

실험 1은 형상 항상성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하고, 본 연

구에서 사용하기 적절한 자극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참여자는 48명의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으로 구성되었다. 과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창문의 사진을 제시한 후, 제시된 창문의 형태와 

유사한 다양한 모양의 사각형 중 창문의 모양과 가장 유사한 도형을 선택

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참여자는 일괄되게 직사각형에 더 가까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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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형태 항상성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2에서는 드로잉을 연습하면 형태 항상성에 의한 드로잉 오류가 감

소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참여자는 드로잉 집단 48명, 평가자 집단 41명으

로 구성되었다. 드로잉 집단에게 두 개의 얼굴 칼라 사진 중 하나는 연습 

효과가 나타나도록 3번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 번만 그리도록 하였다. 

평가자 집단은 드로잉 4점을 1-10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형태 

항상성과 드로잉 정확도 사이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형태 항상성이 

감소할수록 드로잉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실제로 형태 항상성의 지각 오류

는 드로잉 정확도 설명량의 18%를 차지한다. 형태 항상성과 드로잉 연습

으로 인한 정확성의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즉, 형태 항상성은 

드로잉 오류를 학습하고 수정하는 기능보다 정확하게 이미지를 부호화하

거나 저장하는 기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험 3은 형태 항상성에 의한 지각 오류가 부호화의 문제인지 정보 저

장, 즉 기억의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형태 항상성 과제

―창문과 사각형 매치 과제―에서 창문과 도형 선택지를 동시에 제시함으

로써 부호화의 문제를 확인하고, 또한 창문과 도형 선택지를 시간 간격을 

두고 제시함으로써 기억의 문제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는 실험 1과 모

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형태 항상성에 의한 지각 오류의 기억 효과

는 없으며, 형태 항상성에 의한 지각 오류는 정보의 부호화와 관련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형태에 대한 부호화의 문제인지 공간에 

대한 부호화의 문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실험 4는 실험 3에서 확인한 부호화가 형태에 대한 부호화인지 공간 관

계에 대한 부호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얼굴의 이목구비를 이용한 실험이 

실시되었다. 참여자는 먼저 드로잉 집단으로 예술가 25명, 비예술가 35명

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로잉 평가를 위해 미술사와 미술실기 교수 각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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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씩 선정되었다. 과제는 드로잉, 형태 항상성, 재인의 3개의 과제로 구성 

되었다. 각각의 과제는 다시 조건에 따라 세분화되어 구성되었다. 첫째, 

드로잉 과제는 어깨가 포함된 얼굴 흑백 사진 8개의 사진 중 1개의 사진

을 드로잉 한다. 둘째, 형태 항상성 과제는 실험 3과 유사하게 동시 조건

과 300초 지연 조건에서 실시되었다. 셋째, 재인 과제는 제시된 5개의 이

미지([그림 7] 참조)를 보고 자신이 드로잉 한 사진과의 동일성 여부를 10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평가자들은 드로잉 결과물을 이목구비, 공간 관계, 

전체로 나누어 드로잉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그림 7] 재인 과제 자극 예시(출처: Cohen & Jones, 2008)

실험 결과, 형태 항상성의 하향식 착시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실험 2에

서는 형태 항상성에 의한 지각 오류가 드로잉 부정확성의 강력한 예측 변

수라는 것을 밝혀냈다. 실험 3에 따르면, 형태 항상성에 의한 지각 오류는 

정보 저장 처리 과정이 아닌 지각적 부호화 과정에 의한 오류였다. 마지막

으로 실험 4에서는 지각 체계뿐만 아니라 기억 체계도 드로잉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이 미리 예상

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지연된 형태 지각이 형태 부호화의 예측 효

과 이상으로 형태 드로잉 정확도를 예측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숙련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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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가들이 미숙한 예술가들보다 기억에 의한 왜곡에 덜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시각적 선택은 예술가들이 사실적 드로잉을 잘하도록 돕는다

Kozbelt, Seidel, ElBassiouny, Mark, 그리고 Owen(2010)은 시각 정

보의 선택 능력이 드로잉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Fry-Ruskin(Fry, 1961; Ruskin, 2005)은 개념적 지

식의 간섭을 제거해야만 정확한 드로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Gombrich(2003)는 미적 지식을 통해 드로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각각의 주장을 지지하는 심리학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만일 

예술가들은 그려질 자극의 가장 중요한 측면을 선택하는 결정에서 더 우

월하며, 이것이 드로잉 수준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면, 시각적 정보의 선

택적 주의 이론은 Gombrich(2003)의 주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이론이 될 

수 있다. 선택적 주의는 관찰자가 의도를 가지고 지각 대상의 특정 부분을 

선택적으로 관찰하는 하향식 정보처리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Kozbelt 등

(2010)은 예술가의 미적 스키마는 이미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강조하고 

관람자가 인지할 수 있는 지각 단서를 식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실적인 묘사를 용이하게 하며, 이것은 경험이 많은 예술가들이 초보자들

에 비해 시각적 장면에서 묘사에 포함시키고 강조할 가장 적절한 측면을 

선택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Kozbelt 등(2010)은 어떠한 시각 정보가 선택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 매우 흥미롭고 효과적인 연구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후속 연구에

서 제한된 테이프 드로잉이라고 명명된 연구 방법으로, 테이프라는 예술가

와 비예술가 모두에게 낯선 매체를 선택하여 매체 효과를 제거하고, 테이

프의 양을 조절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집단에 동일하게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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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명확하게 각 집단의 정보 선택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을 가진다. 

실험 1의 참여자는 드로잉 집단 총 31명으로 미술 전공 대학생과 대학

원생 15명과 비전공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평가자 집단은 총 41명으로 

예술가 15명과 비예술가 26명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드로잉 집단이 얼굴 

흑백 사진을 제한된 수의 테이프를 이용하여 베끼는 과제를 실시한다. 드

로잉 시간은 제한되지 않았으나 소요 시간은 기록되었다. 평가는 9개의 

항목(비율 정확도, 입체감 정도, 얼굴 식별이 가능한가, 선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가, 묘사가 놀라운가, 특정 얼굴로 인식되는가, 감정 

표현을 포착했는가, 전체적으로 예술적 질이 높은가, 전체적인 정확도가 

높은가)에 따라 각각 8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예술가의 드로잉 과정에서의 시각 정보 선택 능력은 드로잉

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술가 평가 집단이 드로

잉의 정확도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각적으로 중요한 

특성을 선택하는 능력은 재현적 드로잉에 있어서 예술가의 장점이며, 시각 

정보 선택에 있어서 예술가는 전체적으로 비예술가보다 뛰어났다. 또한 예

술가는 다른 사람의 재현적 결정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Kozbelt 등

(2010)은 특히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민감도 차이에 주

[그림 8] 테이프 드로잉 예시(출처: Kozbelt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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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하면서, 평가에서의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차이는 예술적 사실주의가 관

람자에게 우리가 믿는 만큼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술 

작품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예술가와 비예술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실험 2는 Edwards(1999)가 드로잉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사진을 

거꾸로 놓고 그리는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거꾸로 조

건과 드로잉 정보 선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참여자는 드로

잉 집단 총 44명으로 모두 드로잉 경험이 없었으며, 평가 집단은 예술가 

13명, 비예술가 23명으로 구성되었다. 드로잉은 똑바로와 거꾸로 조건에

서 테이프 드로잉이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평가 집단 중 예술가만 거꾸

로 보고 한 드로잉의 정확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 1

에서와 같이 예술가 평가자가 비예술가보다 다른 사람들의 재현적 결정에 

더 민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Kozbelt 등(2010)에 따르면, 실험 1에서 예술가들의 묘사는 비예술가들

의 것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떤 특성을 드

로잉에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으로 그 특성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에 대한 예술가의 선택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이 발견은 예술가는 

묘사에 포함할 이미지와 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우월하다는 곰브리치(2003)의 주장을 확인한 최초의 직접적인 경험적 근

거이다. 또한 예술가들은 평가에서 드로잉 정확도에 더 민감함을 나타냈는

데, 이것은 예술가들이 자극 묘사에서 우월한 결정을 할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가의 결정을 인식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 

실험 2에서, 거꾸로 조건의 드로잉에 대해 예술가들이 드로잉 정확도를 

더 높게 평가한 것은 거꾸로 조건에서 드로잉 정확도가 더 높다는 

Edwards(1999)와 다른 연구자들(Hoffman, 1989)의 주장과 동일하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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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로 조건은 얼굴의 여러 특성 사이의 공간 관계에 대한 지각을 어렵게 

만듦으로써 자유로운 드로잉 과제에서 하향식 정보처리의 영향을 제거하

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험 2의 똑바로 조건에서 비예술가들은 자신

이 가진 얼굴에 대한 지식에 많이 의존하는 하향식 정보처리를 한 반면, 

거꾸로 조건에서는 더 상향식 정보처리에 의존함으로써 일상적 스키마를 

많이 억제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Sutton와 Rose(1998)의 연구에 따르면, 묘사하는 내용에 주의

를 기울이라는 명확한 지시는 드로잉 정확도를 높인다. 

4) 표현 중심 선행연구 요약 및 논의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Cohen과 Bennett(1997)은 드로잉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대상 지각력, 재현적 결정력, 운동 협응력, 드로잉 

평가 능력으로 규정하고, 이 중에서 드로잉의 정확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대상 지각력, 즉 대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Cohen과 Bennett(1997)의 연구 이후 드로잉 정확성의 요인

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대상 지각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계기

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예술가의 재현적 능력의 요인

을 밝히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험 참여자가 거의 대부분 정규 미술 교

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예술가

의 드로잉 능력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드로잉 정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하나씩 제거해가는 방법으로 연구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요인을 밝혔다기보다 가능한 요인을 추정했다. 따라서 최종 결론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 또한 칼라 사진을 흑백 매체로 표현하는 것이 드로잉

에서의 재현적 결정력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과제인가 하는 점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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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Kozbelt(2001)은 대상에 대한 예술가의 지각 능력이 실제로 비예술가보

다 우월한가를 실험하였고, 실제로 더 우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2차원 

이미지를 활용한 과제에서 예술가들은 월등한 지각적 우월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3차원 대상 드로잉에서 예술가와 비예술가 집단이 유사한 정도의 

정확성을 보임으로써 예술가의 지각 능력이 타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르게 

영역 일반적일 것이라는 가설은 충족되지 못했다. Kozbelt는 예술가들의 지

각 능력이 영역 특수적이라는 결론도 실험 데이터의 부족으로 보류하였다. 

Cohen(2005)은 대상에 대한 오지각을 줄이는 방법으로 응시 교체 빈도

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제로 예술가들과 비예술가들 모두 그릴 대상과 

그려진 화면을 오가는 응시의 빈도가 높을수록 드로잉의 정확도가 높아졌

으며, 예술가들은 비예술가에 비해 응시 교체 시간이 매우 빨랐다. 이것은 

Fry-Ruskin(Fry, 1961; Ruskin, 2005) 이론을 확인한 결과로 응시 교체

가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두 가지 이점으로 인해 드로잉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하나는 단기 기억의 한정된 용량에 부담을 줄임으로써 기억 정보

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다른 하나는 단기 기억 용량에 여유가 생김으로써 

부족한 기억 용량을 대신할 다른 전략을 동원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상 지

각 오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지식의 적용을 제거하여 드로잉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다. 이 실험 결과에서 응시 교체 빈도는 드로잉 정확도에 대해 

33%의 높은 예측력을 지니는 예측 변수로 확인되었다. Cohen(2005)의 

연구 결과는 행동 변화를 통해 드로잉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Cohen 등(2008)에 따르면, 형태 항상성에 의한 지각 오류와 기억에 의

한 지각 오류는 모두 드로잉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형태 항상

성에 의한 오류는 대상의 형태를 기억해야 하는 지연 조건에서는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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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으로써 지각 정보의 부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형태 항상성 지각 오류와 더불어 기억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각 오류도 드

로잉 정확도와 부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기억을 더 잘할수록 드

로잉 정확도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형태 항상성이나 기억

에 의한 지각 오류는 모두 비예술가들에 비해 예술가들에게서는 적게 나

타났다. 

Kozbelt 등(2010)은 예술가와 비예술가는 드로잉에서 정보 선택에 차이

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드로잉의 미적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예술가와 비예술가는 정보 선택에 차이가 있

었으며, 어떤 정보를 선택하는가는 드로잉의 정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나, 평가 집단 중 예술가 집단은 드로잉의 정

확성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만큼 예술

가들이 시각적 자극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현 활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드로잉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지각 능력이다.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비예술가들보다 민감하고 정확한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드로잉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지각 요인으로 착시(delusion)와 형태 항상성에 의한 지각 오류, 인지

적 요인으로 시각 분석력과 정보 선택 능력, 그리고 행동 요인으로는 응시 

교체 빈도가 확인되었다. 예술가들은 지각 요인인 지각 오류의 영향을 적

게 받고, 인지 요인에 대해서는 우월한 능력을 나타냈으며, 행동 요인인 

응시 교체도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드로잉의 정확도가 상대적으

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예술가가 가진 전문 지식과 표현 경험이 

쌓이면서 일상적 지식의 영향을 약화시키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능력이 발달되며, 인지적으로 비예술가와 다른 지각 능력을 발달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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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서도 표현에 적합한 행동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

은 사실적 표현이 매우 복잡한 능력들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지식과 경험 축적 수준이 표현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감상 활동 중심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왜 일

상적 지각에서 활동되는 착시나 형태 항상성과 같은 지각을 억제할 수 있

는지에 대한 구체적 요인이나 그것들을 억제하는 관련 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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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 정보처리와 안구 운동

모든 인간은 동일한 시각 구조와 정보처리 방식을 공유한다. 시각 정보

는 빛을 통해 인간의 망막에 비춰지고 망막에 도달한 시각 신호는 두뇌의 

시각 피질에 도달하여 수직선과 수평선, 곡선, 모서리, 윤곽, 대비, 색깔 

등으로 처리된다. 이러한 초기 과정은 의식적 통제가 불가능하고 모든 인

간에게서 동일하다. 그러나 초기 과정에서 처리된 시각 정보가 두뇌의 다

른 부분과 폭넓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각기 다른 지식과 경험이 

결부되면서 같은 정보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이 도출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다음 안구 운동에 영향을 미쳐서 각자의 경험과 지식, 목적과 의도

에 따라 다른 안구 운동을 만들어내고 다른 정보를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을 도출시킬 수 있게 된다. 

1) 선택적 주의와 정보의 범주화
다양한 목적이나 의도에 따른 시각 정보처리 과정에서 인간은 눈에 포

착되는 다양한 시각 정보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인간은 의미 있

는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시각적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시각적 주

의를 통해 수많은 시각 정보 중 특정 영역이나 물체에 주의를 선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시각 정보처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시각의 선택

적 주의는 인간의 제한된 정보처리 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각적 주의는 의식적으로 원하는 

장소에 주의를 집중하는 하향식 정보처리 방식과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현저한 장소에 무의식적으로 시각을 집중하는 상향식 정보처리 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간의 제한적 정보처리 능력은 선택적 주의와 함께 정보의 범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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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뇌에 과중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정보의 처리 및 저장을 가

능하게 한다. 정보의 범주화란 유사한 정보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각자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정보에 

대한 자신의 범주를 형성하게 되며 자신이 가진 범주에 의해 정보를 분류

하고 지각하고 사용한다. 개인이 가진 지식은 동일한 정보에 대해 다른 범

주를 적용하여 판단하도록 하며 그 범주에 적합한 정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만든다. 

사람들이 세상을 범주들로 체제화하는 방식은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경험과 기대가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

다. 전문가들은 X선 사진에서(Norman, Brooks, Coblentz, & Babcook, 

1992), 맥주 맛을 분석함에 있어서(Peron & Allen, 1988), 아니면 병아리 

감별에서도(Biederman & Siffrar, 1987) 초보자들은 놓치기 쉬운 구조를 

지각한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개념 간의 차이를 학습함에 따라, 

범주화해야 할 대상들을 지각적으로 구조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획득하는 

것이다(신현정, 2002).

2) 상향식 및 하향식 정보처리
상향식 정보처리는 정보의 흐름이 감각 정보로부터 장기 기억으로 진행

되는 과정으로, 자극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나 특징과 같은 세부 단위를 분

석한 후 더 큰 단위로 구성하는 처리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대상의 물리

적 속성에 근거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모양, 형태, 색채, 

윤곽, 대비,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정보처리와 이러한 원 정보를 전경-배

경과 같은 기본적인 패턴으로 처리하는 것까지 상향식 정보처리에 해당된

다(Goldstein, 2008; Solso, 2000). 밝은 색을 띠거나 높은 대비를 가지거

나 뚜렷한 방향을 갖는 영역은 자극 현출성(stimulus salience)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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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자극 현출성이 높은 영역은 눈에 잘 띄며 자극 속성에 기초

하여 주의를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다(Goldstein, 2008; Itti, Koch, & 

Niebur, 1998; Reinagel & Zador, 1999; 최경주 & 박민철, 2011; 최경

주 & 이일병, 2004; 최윤형, 오형석, & 명노해, 2015). 또한 인간은 전체

가 고르고 균등한 자극 현출성을 가진 자극보다는 중앙-주변으로 구성되

어 있는, 즉 중앙에 현출성이 높고 주변으로 갈수록 현출성이 낮아지는 자

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Kienzle, Wichmann, Schölkopf, & 

Franz, 2007), 자극 현출성이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으로 시선을 이동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향식 정보처리의 응시 패턴이라 할 수 있다. 

하향식 정보처리는 정보의 흐름이 장기 기억으로부터 감각의 방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개인의 기존 지식이나 기대, 의도나 목적, 제시된 맥

락에 따라 감각 정보가 해석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하면, 낮은 차원의 지

각 단위들을 해석할 때 높은 차원의 일반 지식이 적용되는 정보처리 방식

을 의미한다. 개인들은 각각 고유한 인지 구조(도식)를 지니는데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는 의도하지 않아도 이러한 기존 지식들이 새 정보를 받

아들이는 과정에 관여하며, 글을 읽거나 말을 들을 때 또는 형태를 재인할 

때도 이러한 정보처리 방식이 관여한다. 따라서 심리적 단절로 인해 대상

이 해석되지 않거나 맥락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예측 불가능한 대상에 더 

빨리, 더 자주, 더 오래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Loftus & Mackworth, 

1978; Solso, 2000). 

3) 드로잉과 지각
드로잉은 인간의 시각적 표현 가운데서 가장 원초적인 표현이며, 조형언

어를 학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다(김재원, 2010; 김형숙, 

2006; 이성도, 임정기, & 김황기, 2013). 드로잉은 대상을 보는 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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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관계를 가진다. 대상을 보고 묘사하는 드로잉 과정에는 대상을 일상

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지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의 실제 물리적 크기나 형태를 파악한다. 그러나 지각되는 

형태가 보이는 그대로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개념적 이미지로 

인식된다. 컵을 옆에서 보든 위에서 보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컵’이라는 

개념적 이미지는 달라지지 않는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컵의 입구가 타원

형으로 보이든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 측면의 형태로 보이든 컵이라는 사

실이 중요할 뿐 컵의 입구가 어떤 형태를 띠는 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상의 특정 위치에서 실제 망막에 투영된 형태를 잘 알아채지 못

한다. 이와 같은 특정 위치에서 대상의 형태를 관찰하는 것(pictorial 

attitude)은 드로잉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중요하다(Reith & Liu, 

1995). 

사실적 드로잉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상의 

형태에 대한 지식이다. Reith와 Liu(1995)는 다빈치 창을 사용하여 지식이 

대상의 형태 재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였다. Reith와 

Liu(1995)는 실험 참여자에게 사다리꼴 모양과 비스듬히 놓인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였다. 참여자가 사다리꼴과 직사각형을 참여자의 위치에서 보

이는 그대로 인식한다면 참여자에게 보이는 두 사각형의 모양은 동일한 

사다리꼴의 형태로 보이도록 놓여졌다. 그러나 참여자는 정면에서 본 사다

리꼴은 보이는 위치에서의 모양 그대로 그렸지만, 직사각형의 모양은 보이

는 것과는 달리 왜곡되어 더 직사각형에 가깝게 그렸다. 이러한 현상은 제

시된 두 사각형의 모양을 감추고 그리도록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직사각형이라는 형태에 대한 지식의 영향으로 미적 지

각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은 특정 형태를 볼 때 관찰 대상의 망막상이 아

니라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개념적 지식에 의한 이미지를 참고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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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상의 형태에 대한 개념적 지식은 관찰 위치에서의 

대상의 형태 그대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찰 드로잉에

서의 사실적 재현을 방해한다.

둘째, 지각 항상성도 대상의 사실적 재현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지각 항상성이란 대상을 위치, 거리, 빛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대상

으로 인식하도록 해주는 생리적 속성이다(Goldstein, 2008). 지각 항상성

의 작동은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생존하기 위해 매우 중

요한 능력이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모

든 개체를 시점과 빛에 따라 서로 다른 개별자로만 처리해야 한다면 우리

는 경험의 대부분을 처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관찰 드로잉에 있

어서 지각 항상성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인이다(이성도 et al., 2013). 

셋째, 대상의 관념적 이미지, 그리고 지각 항상성과 함께 관찰 드로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언어 표현의 숙달을 꼽을 수 있다. 언어의 숙달은 

대상의 특성을 범주화, 추상화, 개념화함으로써 대상을 관념적으로 지각하

도록 한다(이성도 et al., 2013). Edwards(1999, 2010)는 드로잉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그림에서 인간 모델의 정보적 속성을 지나치게 강조

하는 경향을 발견했다. 얼굴은 크게 그리고 머리의 나머지 부분은 너무 작

게 그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모델에서 더 정확한 비율을 

인식하고 그려냈다. 구상 표현에서 그 모델이 정확하게 묘사되려면 대상과 

장면의 보이는 그대로의 정확한 물리적 속성을 이해하는 능력이 대상의 

개념적 이미지를 넘어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구상 작품의 제작에는 주변 

환경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아닌 정확한 물리적 속

성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각적 주의는 훈련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 

관찰한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방식의 지각으



81

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다른 방식의 지각을 요구한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사실적 드로잉을 학습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

에는 대상과 장면에 대한 범주적 지식이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Vogt & Magnussen, 2007). 

따라서 사실적 드로잉을 하려면 첫째, 지각 항상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둘째, 대상에 대한 관념적 이미지를 극복하고 셋째, 관찰자의 위치에서 보

이는 그대로의 대상의 형태에 시각적 주의를 집중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미적으로 감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발

달되며 대상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모든 시각 정보를 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4) 안구 운동의 특성과 시선 추적

(1) 안구 운동 일반 특성

인간의 시각장은 중심와, 부중심와, 주변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우리는 2-3° 정도의 좁은 중심와 시각도에 들어온 물체만 명확

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곳을 동시에 볼 수 없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러 물체를 한 번에 보았다고 느끼는 것은 눈이 매우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물체의 상이 중심와 영역에 맞춰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체 시각 배열을 단 한 번의 응시(fixation)로 처리할 수 있고, 

단 한 번의 응시로 그 장면의 요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시각 특징까지 완전히 처리할 수는 없다(Rayner & Castelhano, 2007). 

우리의 눈은 하나의 세부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에는 다른 세부 특징, 

그리고 또 다른 세부 특징으로 계속해서 초점을 이동시킨다. 이처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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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시에서 다음 응시로 동공이 움직이는 안구 운동을 사카드(saccade)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한 번의 응시는 250-300ms 동안 지속되며, 응시시간 동안 

먼저 응시한 자극의 세부 특징을 부호화하고, 주변시를 통해 다음 응시할 

대상을 확인하고, 다음 사카드를 계획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병렬적으로 발

생한다(Goldberg & Kotval, 1999). 

[그림 9] 전형적인 응시에서 발생하는 사건
(출처: Goldberg & Kotval, 1999)

응시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발달 시점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

(<표 3> 참조). 일반적으로 우리는 흥미롭거나 파악이 어려운 대상을 더 

오래 응시하며, 익숙한 것이나 단순한 대상은 비교적 짧게 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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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평균 응시 시간(ms) 평균 사카드 크기(시각도)

조용히 읽기 225-250 2(8-9 글자 간격)

소리내어 읽기 275-325 1.5(6-7 글자 간격)

장면 지각 260-330 4

시각적 탐색 180-275 3

<표 3> 읽기, 장면 지각, 시각적 탐색에서의 안구 운동 특성

(출처: Rayner & Castelhano, 2007)

이렇게 주사・정지 책략(scanning・stop maneuver)의 주기는 아주 짧

은 시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각 정보가 영화 필름처럼 여

러 개의 스냅 사진들로 구성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림을 한 번에 

모두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Rayner & Castelhano, 

2007). 

(2) 전문가의 안구 운동 특성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효과적인 수행은 수행 능력 자체보다는 영역 특수

적인 지식에 의존한다. 특히, 전문가는 영역 관련 내용에 대한 지각과 회

상에서 뛰어남을 보여주며, 전문가의 지각과 지식 우위는 미래 행동에 대

한 예측과 준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뛰어난 수행을 가져온다

(Ericsson, Charness, Feltovich, & Hoffman, 2006). 

전문가의 지각 능력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체스 선수의 지각 능력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Chase와 Simon(1973)는 전문 체스 선수를 

대상으로 비전문가와의 지각에서의 차이를 실험하였다. Chase와 

Simon(1973)은 전문 체스 선수의 가장 핵심적인 지각 특성으로 ‘덩어리 

지각(perceptual chunks)’을 든다. 체스에서 덩어리 지각이란 체스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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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체스 말이 배치되어 있는 모

양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격 중

심의 체스 말의 배치나 방어 중심의 체스 말 배치와 같이 체스 경기에서 

의미 있는 체스 말의 배치들을 하나의 구조화된 묶음으로 지각하고 기억

하는 것을 말한다. 

Chi(1978)는 훈련 받은 아동 체스 선수와 일반 성인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아동 체스 선수는 체스 말의 배치에 대한 기억 과제에서 일

반 성인에 비해 뛰어났으며, 숫자 기억 과제에서는 일반 성인에 비해 떨어

지는 수행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자극을 구조화하여 지각하는 능력은 그 

분야 고유의 영역 특수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Reingold, Charness, Pomplun, 그리고 Stampe(2001)는 체스 선수의 

시지각 범위를 시선 추적기를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체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넓은 응시 범위, 적은 응시 수, 체스 말과 말 

사이의 관계 지각, 그리고 체스 말의 그림 이미지에 대한 높은 기억력을 

나타냈다. 

스포츠, 무용, 미술 창작, 악기 연주와 같은 운동 기능을 동반하는 분야

의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뛰어난 수행을 보이기 이전에 광범위한 훈련과 

10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다. 이 수련 기간 동안 전문가는 효과적인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

도적 연습’을 한다. 의도된 연습과 함께 영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광범

위한 훈련은 관련 지식을 통한 지각 및 인지적 표현에 있어서 양적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초보 골키퍼가 킥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공의 움직임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달리 전문 골키퍼는 지속적인 훈

련을 통해 공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키커의 특정 자세와 신체 각도에까지 

폭넓게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Williams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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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주자의 연주 시 악보 응시에 대한 연구와 타이피스트의 수행에 

대한 연구에서도 전문가는 모두 비전문가보다 넓은 응시 범위를 가진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문가의 넓은 응시 범위는 정보를 하나의 덩어리

로 응시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초보자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습득

할 수 있게 하며, 초보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한다. (Furneaux & Land, 1999; Salthouse, 1986)

결론적으로, 전문가가 가진 분야의 지식과 경험은 전문가의 지각에 영향

을 미친다. 전문가 지각의 가장 큰 특징은 비전문가에 비해 더 많은 정보

를 더 빠른 시간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는 관련 

정보를 하나의 의미 있는 단위로 묶어서 지각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운동 수행 능력과 결부되는 전문 분야의 경우 전문가의 지각 

능력은 의도된 연습과 결부되어 있어서 충분한 숙련 기간을 필요로 한다. 

(3) 시선 추적기를 이용한 안구 운동 측정

시선 추적기를 이용하여 안구 운동을 측정하는 연구 방법은 인간의 지

각을 행동의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정량화할 수 있는 매우 객관

적인 연구 방법이다(김종하, 2014). 눈은 관심이 가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

기 위해 동공을 움직이는데, 시선 추적기는 이 동공의 움직임을 추적하여 

무엇을, 얼마 동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의 정보를 정량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 데이터들을 통해 어떤 것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특정 

요소가 얼마나 오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으며, 어떤 

요소가 시선을 유도 하는지, 그리고 구성 요소의 시각적 상호 영향까지도 

알아낼 수 있다(김종하, 2014). 다시 말해, 안구의 움직임을 통하여 안구

의 움직임을 유도하는 대상의 특성과 인지와의 상호 작용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지각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구 운동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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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나타나는 인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시선 추적기의 활용은 전문가의 지각 특성이나 지

각과 인지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함으로써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방법을 

고안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보 비행기 조종사들이 숙련된 

조종사들보다 착륙 과정에서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초보

자가 착륙 과정에서 수집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거나(Fitts, 

Jones, & Milton, 2005), 스포츠 선수들이 상대의 어떤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지(Charness & Tuffiash, 2008; A. Williams & Davids, 1998; 

A. M. Williams, Ward, Knowles, & Smeeton, 2002), 악기 연주자가 악

기를 연주하는 동안 악보를 보는 방법에서 전문가와 초보자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Furneaux & Land, 1999), 이외에도 전문 X-레이 기사가 

초보 기사보다 어떻게 병증을 더 잘 판독해내는지(Myles-Worsley, 

Johnston, & Simons, 1988) 등 많은 분야에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시선 

추적기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연구에서는 주로 국어, 수

학, 과학 분야에서 시선 추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과서의 

화면 구성과 자료의 배치, 수학 문제 풀이 과정, 작문 과정, 학습 동기 수

준에 따른 안구 운동 등의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

공하기 위한 연구들이 실시되고 있다(김성하 & 양일호, 2016; 이경화 & 

강동훈, 2015; 이미진 & 이광호, 2015; 임성만 et al., 2013; 정선미 & 

강충열, 2015; 최소영, 2012). 이외 미술 감상교육이나 박물관의 전시 연

출을 위해 시선 추적 연구가 이용되었다(김미강 et al., 2016; 김지은 et 

al., 2014; 오선애, 2017).

그러나 어떤 연구 방법이든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듯이, 시선 추적 연

구 방법 또한 한계가 있다. 시선 추적기는 인간의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

로, 안구 운동이라는 지각 행동을 통해 어떤 정보를 얼마 동안 어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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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얼마나 넓은 영역을 보는가를 측정한다. 그러나 왜 그 정보를, 왜 그 

시간 동안, 왜 그러한 순서로, 왜 그러한 범위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지는 시선 추적기의 데이터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즉, 정보 

수집 이후에 발생하는 인지적 과정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시선 추적 연구는 다른 연구 방법과 함께 사용되는 경

우가 많다. 

또한 시선 추적 연구 방법은 전형적으로 샘플 크기가 작아서 개별 연구 

결과는 표본 추출 오류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은 주제

의 연구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어

떤 연구에서는 전문가는 초보자보다 더 짧은 시간의 응시로 문제를 해결

한다고 보고한 것과 달리, 다른 연구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고하

기도 한다(Gegenfurtner, Lehtinen, & Säljö, 2011). 따라서 하나의 결론

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선 추적 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상식

들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또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거나, 다른 연구 방법

으로는 다룰 수 없던 직접 지각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미술 교육에서는 미술 활동에서 

나타나는 지각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만큼 지각을 직접적으로 연

구할 수 있는 시선 추적 방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미술 활

동에서의 지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었을 때 미술 활동에서

만 나타나는 지각 특성이나 미술 활동에 필요한 지각 능력이 하나씩 그 

베일을 벗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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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드로잉에서의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탐색 전략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술가 집단으로 사실적 드로잉에 대한 미적 지식과 경

험을 가진 미대생과 비예술가 집단으로 사실적 드로잉에 대한 미적 지식

과 경험이 부족한 비미대생을 참여자로 모집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미대

생은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에 사실적 드로잉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하게 

되며, 미대 입시를 통과함으로써 재현적 표현을 통해 상상력이나 창의력 

등을 검증 받기 때문에 사실적 드로잉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미대생의 경우 미술 표현에 자신감이 낮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함

으로써 표현에 관한 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참여자를 배제하였다. 

실험 참여자는 양안 모두 교정시력 0.8 이상의 정상 안으로 서울특별시 

소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미대 학부생 36명과 비미대 학부생 40명으로 

총 76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비실기 전형자인 미대생 2명과 

예비 실험 자료로 활용하였거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비

미대생 6명의 데이터를 제외하고 미대생 34명과 비미대생 34명, 총 68명

의 데이터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에 포함된 실험 참여자의 연령은 만 19세부터 만 25세로 평균

연령은 21.8세이다. 성별은 남성 22명(미대생 7명, 비미대생 15명), 여성 

46명(미대생 27명, 비미대생 19명)이었다. 비미대생 참여자의 세부 전공은 

총 29개이며, 미대생은 동양화과 10명, 서양화과 8명, 조소 7명, 공예・디

자인 9명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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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과정도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미대생의 경

우 학교교육 외 미술교육 경험을 확인하였다. 비미대생 중 중고등학교 시

기에 학교교육 외의 미술교육 경험이 없는 참여자는 34명 중 32명이었으

며, 2명은 1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실험 후 인터뷰에서 대

학 입학 후에도 미술 실기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대생 중에는 예술 고등학교 출신이 많았다. 예술 고등학교의 경우 기

본 교과 교육과정 외에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따로 두고 드로잉이나 소묘

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을 확인하였다. 미

대생 중 예술 고등학교 출신이 17명, 이 외 출신이 17명이었다. 또한 미

대생은 학교교육 밖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대 입시 실기고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실기고사 준비 기간을 확인하였다. 예술 고등학교 출신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기간을 드로잉 교육 기간에 포함하여, 미대생의 드로잉 교육 기

간은 34명 중 22명이 3년 이상, 8명이 1년-2년 미만, 4명이 1년 미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 도구

1) 실험 자극
본 연구에서는 지각에 영향을 주는 지식을 조형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

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자극을 조형적 지식의 영향이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추상적 자극과 개념적 지식의 영향이 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상적 

자극으로 구분하고 추상과 구상의 정도에 따라 5개의 자극을 선정하였다. 

자극 선정 과정은, 먼저 연구자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로드가 허용

된 디지털 사진 중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상들을 촬영한 181개의 

사진 자극을 선정하고 초보자도 드로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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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50개의 자극을 10년 이상의 작업 및 최소 5년

의 미술교육 경력을 가진 전문가 3인이 평정하였다. 평정은 첫째, 추상성

과 구상성의 정도를 10단계로 평정하고, 둘째, 드로잉 난이도를 상중하의 

3단계로 평정하였다. 셋째, 전문가에 의해 평정된 척도 점수를 합산하여 

SPSS의 시각적 구간화를 통해 5단계로 재분류하였다. 넷째, 재분류된 결

과 중 드로잉 난이도 하위 수준의 자극을 추출하여 연구자가 최종 실험 

자극 5개를 선택하였다([그림 10] 참조). 자극 5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0] 실험 자극(왼쪽 위부터 자극 1, 2, 3, 아래 자극 4, 5)

 

자극 1은 추상성이 가장 높은 자극으로, 선, 면, 색상, 질감 등의 조형적

인 요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형적 요소들이 일정한 패턴을 형

성하며 화면을 균등하게 나누고 있는 가운데 규칙에서 벗어나는 약간의 

변화가 포함된 자극이다. 변화 요인들은 자극 현출성이 높은 색상이나 명

암 대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응시를 유도하는 특성을 갖는다. 

자극 2는 추상적 특성이 주가 되고 약간의 구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

다. 화면 전체가 그림자의 명암으로 거의 균일하게 나누어지고 오른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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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적인 형태의 대상이 존재하는 특성을 가진 비교적 복잡성이 낮은 단

순한 구성의 자극이다. 자극 1과 달리 화면 전체에 고르게 분포된 규칙적 

대상이 세로 선의 매우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화면 전체로의 시선 

분산은 감소하고 유기적 형태에 응시를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갖는다. 

자극 3은 추상과 구상이 거의 동일하게 구성된 자극이다. 중앙에서 왼편으

로 명확한 형태의 대상이 존재하고 오른편에는 명확한 형태의 대상이 없이 

색상과 명암 대비로만 구성되어 있는 자극이다. 또한 왼편에 존재하는 명확

한 형태의 대상인 ‘꽃’은 강한 명암 대비로 인해 형태가 명확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유기적이기 때문에 기억이 쉽지 않은 조건을 갖는다. 

자극 4는 구상성이 높은 자극으로 조형적 요소가 존재하면서도 대상의 명

칭 부여가 수월하여 개념적 지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자극으로, 자극의 

조형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세부 관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대 

학생들의 경우 ‘사과’는 아마도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많이 다루어본 대상

일 것이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드로잉 경험이 지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미대생과 비미대생의 지각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자극이다. 

자극 5는 구상성이 높은 자극이긴 하지만 구상성의 유형이 다른 자극

과 달리 개별 대상의 물리적 속성과 함께 전체적으로는 일화적인 특성

을 갖는다. 따라서 자극 5는 자극 내 구상적 대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연상시키거나 개인의 경험이나 기호(嗜好),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으로 개별 대상의 형태에 것보

다는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 등을 기억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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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과제
실험 과제로 사실적 드로잉 과제와 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였다. 사실적 

드로잉은 미적 표현을 학습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면서 일상적 지각 

방식과는 다른 지각 방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말하기

와 같이 일상적인 대상을 표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말하기 과제에서의 

지각 특성과 비교하기에 다른 표현 방법보다 적절하다.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의 물리적 크기나 형태를 파악

한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의 대상의 형태를 그대로 인식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대상에 대한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개념화된 이미지를 사용한

다. 이와 달리 사실적 드로잉에서의 대상 지각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대

상의 물리적 속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각 항상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지각 현상이 드로잉에서는 배제되어야 한다. 

말하기는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방법으로, 우리가 일상적으

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가 지각하는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물리

적 속성에 기반하지 않고 대상의 어떤 시점에서도 변하지 않는 대표 이미

지나 기능적 속성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원반임을 알리고 자

신이 서있는 장소에서 보이는 대로 그리도록 지시했을 때, 망막에 비춰진 

타원의 모습보다 더 원형에 근접하게 그린 실험 결과(Thouless, 1931), 

평행사변형의 네 모서리에 책상의 다리로 보이는 형태를 포함시키면 원래

의 평행사변형보다 더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그린 실험 결과(Mitchell 

et al., 2005), 사다리꼴로 보이는 창문의 형태를 선택지에서 선택하도록 

했을 때 더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를 선택한 실험 결과(Cohen & Jones, 

2008)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적 지식이 지각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말하기는 언어를 사용하는 대표적 

표현 방법이며, 언어는 개념적 지식의 대표적 표현 수단이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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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지각과 일상적 지각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사실적 드로잉과 말하

기 과제를 선택하였다. 

3) 실험 장비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선 추적 장비는 The EyeFollower(LC 

Technologies. Inc, USA)로 안구에 반사된 적외선을 인식하는 카메라를 

통하여 눈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안구 움직임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

식이다. The EyeFollower 시선 추적기는 장비에 내장된 4개의 카메라가 

두 개는 머리의 위치를 나머지 두 개는 양안을 추적하기 때문에 대략 76 

× 51 × 40 cm 범위 안에서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몸

에 부착하거나 머리를 고정하는 장비에 비해 실험 참여자에게 자연스러운 

실험 환경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

하고도 불편 없이 실험에 참여할 수 있다. The EyeFollower는 머리와 동

공의 움직임에 대한 오류가 0.4 이하이며, 데이터 기록 속도는 120Hz로 

비교적 높은 정확성을 갖는다. 실험에서 사용된 모니터의 해상도는 

1920×1080 pixels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1024×700 pixels 이하의 실험 

자극을 제시하기에 충분하다. 

[그림 11] 사용된 시선추적기 및 사용 장면
(출처: http://www.eyegaze.com/eyefol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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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여자의 음성과 드로잉 과정을 녹음 및 녹화하기 위해 Sony 

HDR-CX 130 캠코더가 사용되었다. 드로잉을 위한 하얀색 도화지는 자극

의 해상도와 동일한 비율로 재단하여 제공하였으며, 4B 연필과 미술용 지

우개가 함께 제공되었다. 

3. 연구 절차

실험은 시선 추적기가 설치된 연구실에서 행해졌으며, 참여자 개인별로 

실시되었다. 실험이 실시되는 동안 연구자는 실험 진행을 돕기 위해 연구

실에 배석하였다. 실험 시작 전 실험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와 

동의서를 읽도록 하고 실험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약 90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구체적

인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실험 안내 및 사전 설문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시선 추적기가 작

동하는 원리와 참여자의 움직임에 대한 주의 사항, 전체적인 실험 절차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본 실험에 앞서 참여자에 대한 기본 정보 수집을 위해 간단한 사전 설문

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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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예술가 집단 사전설문

[그림 13] 비예술가 집단 사전설문

2) 안구 운동 계산 및 위치 조정
본 실험에 앞서 시선 추적기가 개별 참여자의 동공 움직임을 파악하고 

시선 추적기와의 적절한 거리를 계산하여 관찰 위치를 보정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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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쳤다. 이 과정에서 위치를 계속해서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선 추적

기가 정확한 참여자의 동공을 포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 경우 

참여자의 연구 참여 동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배제되었다. 

3) 과제 수행
실험은 두 가지의 과제로 구성하였다. 하나는 말하기 과제로 제시된 자

극을 보고 기억하여 말로 기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드로잉 과제로 제

시된 자극을 보고 기억하여 드로잉을 하는 것이다. 과제별로 동일한 자극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순서에 의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말하기 과제

와 드로잉 과제의 순서는 임의로 제시되었으며, 과제 순서는 집단 별로 

50%의 참여자는 말하기 후 드로잉 과제를 수행하고 나머지 참여자는 드

로잉 후 말하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사진 자극의 해상도는 1024 × 614 pixels이며, 모니터의 중앙에 제시되

었다. 실험 참여자는 40초 동안 제시한 자극을 관찰한 후 20초 동안 동일

한 위치에서 기다렸다가 1분 말하기 과제나 10분 드로잉 과제를 수행하였

다. 20초의 시간은 입력된 시각 정보를 기억 과정에서 구조화하도록 부여

한 시간이다. 

4) 사후 설문 및 인터뷰
과제 수행을 완료한 후에는 참여자가 느낀 과제별, 자극별 난이도에 대

해 각각 5점 척도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시선 추적 결과를 모니터로 확인

하면서 관찰 과정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비구조화된 형식으

로 진행되었으며, 시선 추적 데이터로는 확인 할 수 없는 실험 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의도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선 추적 결과를 모니터

로 보면서 약 20분 동안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응시가 집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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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나 응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그러한 응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묻고 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림 14] 난이도 확인을 위한 사후설문

4. 분석 방법

1) 척도
본 연구에서는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지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탐색 

전략을 척도로 사용하였다. 탐색 전략은 시선 추적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주어진 시각 정보를 세부적으로 지각하는가, 또는 전체적으로 지각하는가

와 같이 어떤 지각 유형을 선택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이다. 탐색 

전략은 주로 감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술가의 지각 방식을 파악하기 위

한 척도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많은 감상 중심 선행연구를 통해 예술가

와 비예술가가 사용하는 탐색 전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98

본 연구에서는 표현 활동인 사실적 드로잉을 중심으로 예술가와 비예술

가가 사용하는 탐색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예술가가 주로 사용하는 탐색 전

략은 무엇이며, 탐색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1) 탐색 횟수

시선 추적기를 통해 수집되는 원 자료는 참여자 개인의 각 응시점에 대

한 응시 시간, 응시 좌표, 응시 전 사카드 폭, 응시 후 사카드 폭이다. 이 

원 자료에는 모니터 밖을 본 참여자의 시선을 포함하여 시선 추적기가 포

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참여자의 모든 시선에 대한 자료가 포함된

다. 따라서 응시 좌표를 이용하여 제시한 자극의 범위 안에 포함된 참여자

의 시선 추적 자료만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자극에 대한 탐색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 자료를 계산하여 탐색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변환하여야 한다. 확산적 탐색의 안구 운동

의 특성은 긴 사카드와 짧은 응시시간이며, 수렴적 탐색의 안구 운동의 특

성은 짧은 사카드와 긴 응시시간의 응시 패턴 구조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는 확산적 탐색과 수렴적 탐색을 구분하는 기준을 드로잉 과제의 응시 후 

평균 사카드 폭 150pixel과 평균 응시 시간 245ms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을 초과하는 사카드 폭과 평균 미만의 응시시간으로 구성된 응시 패턴을 

확산적 탐색으로, 평균 미만의 사카드 폭과 평균을 초과하는 응시시간으로 

구성된 응시 패턴을 수렴적 탐색으로 규정하였다. 유효 범위 자료 중 확산

적 탐색과 수렴적 탐색의 응시 패턴을 이루는 자료를 추출하여, 하나의 자

극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유형별 탐색 횟수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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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확산적 탐색(왼쪽)과 수렴적 탐색(오른쪽) 응시 패턴과 응시 예

(2) 탐색 비율

확산적 탐색과 수렴적 탐색을 나누어 분석할 경우 분석이 복잡하고 한 

눈에 집단이나 자극 효과를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탐색 전

략과 함께 탐색 비율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탐색 비율은 확산적 탐색 횟수

로 수렴적 탐색 횟수를 나누어 계산하였다. 

탐색 비율 = 확산적 탐색 횟수
수렴적 탐색 횟수

탐색 비율 값이 1이라면 수렴적 탐색과 확산적 탐색이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며, 1보다 클수록 수렴적 탐색을 확산적 탐색보다 많이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보다 작을수록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용했음을 의

미한다. 

(3) 관심 영역

관심 영역의 응시시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각 집단이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자극 내 요소의 특성과 예술가의 지각 특성을 탐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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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추적기는 시선 추적 전이나 후에 제시된 자극 중에서 특정 부분을 

관심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극 내 주요 구상 요소들

을 영역으로 구분하고([그림 16] 참조), 이 중에서 시선 추적 후에 참여자

들이 가장 많이 관찰한 영역을 관심 영역으로, 그 외의 영역을 비관심 영

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시선 추적기는 각 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시간, 응시수, 평균응시

시간과 첫 번째 응시에서 네 번째 응시까지 각각의 응시시간, 응시수, 평

균응시시간을 측정하여 보고한다. 본 연구에서는 관심 영역과 비관심 영역

에 대한 응시시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하나의 자극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정해져 있어서 한 영역에 대한 응

시시간이 증가할수록 다른 영역을 관찰할 시간이 감소하기 때문에 확산적 

탐색이 감소하고 수렴적 탐색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16] 자극별 영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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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방법
통계 분석에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 t-검정을 사용하

였고, 과제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변수 t-검정을 사용하였으며, 효

과 크기(Cohen’s d; d)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명의 

참여자가 5개의 자극에 대해 드로잉 과제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해 자극 특성에 따른 탐색 

전략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단순 회귀분석을 통해 탐색 전략이 사실

적 드로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균 차이 분석에 사용하는 t-검정은 유의확률을 사용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한다. 그러나 유의확률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다. 먼저, 표본 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표본 수가 작을 

때 실제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p > .05로 분석되어 유의하지 않은 차이가 

되기도 하고, 표본 수가 많으면 집단 간 차이가 과대평가 되어서 p < .05 

것으로 분석되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되기도 한다(Nahm, 2015). 또

한, p = .05를 기준으로 단순히 차이가 ‘유의하다’, ‘유의하지 않다’로만 해

석하기 때문에 p = .49와 같은 결과는 ‘경향이 있다’ 정도의 모호한 표현

을 사용하여 해석되기도 하며, 아예 해석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Lee, 

2016).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되지 않은 연구 결과도 연구 자체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추후 연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 검정만

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검정된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효과의 크기나 

양의 정도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강현철, 연규필, & 한상태, 2015).

유의확률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는 방법으로 효과 크기 사용이 권

장된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 사용하는 효과 크기 Cohen’s d 

값은 표준화된 평균 차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집단의 표본 수를 이용하여 실제 효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표본 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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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으며, 효과의 정도를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Cohen’s d 값은 t-검정 결과를 보충하는 자료로서 집단의 평균 차이의 

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하거나, Cohen’s d 값 자체로 집단 간 평균 

차이나 연관성을 확인하는데 활용한다(Lee, 2016; Nahm, 2015). 

평균 비교에서 효과 크기가 0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집단 간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뜻이고, 효과 크기 값이 양수일 때는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평균치가 크다는 의미이며, 값이 음수일 때는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

에 비해 평균치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Cohen(1988)에 따르면, 효과 크

기 값 0.2는 작은 효과 크기, 0.5는 중간 효과 크기, 0.8은 큰 효과 크기

를 나타낸다. 

본 연구는 인간의 시지각적 특성을 확인하는 연구이며, 인간이 시각을 

통해 대상을 재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0.15-0.3초 정도의 짧은 시

간이면 가능하다(Bacon-Macé, 2005; Solso, 2000). 이처럼 시각 정보는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응시

나 0.3초 이상의 응시시간은 연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t-검정

에서는 이와 같은 미묘한 차이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효과 크기를 t-검정 결과를 보충하는 자료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집

단 간 실제적 차이를 나타내는 값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미적 지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와 질

적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간 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시간, 관

심 영역의 구상적 특성, 드로잉 결과물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적 

연구 방법만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결과들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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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예술가와 비예술가의 과제별 주 탐색 전략

1) 과제별 주 탐색 전략
각 과제의 주 탐색 전략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변수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4> 참조). 분석 결과, 확산적 탐색은 말하기 과제에서 더 많이 사용

되었으며, 수렴적 탐색은 드로잉 과제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t확산 = 

-3.215, p = .002, t수렴 = 10.588, p = .000). 이것은 말하기 과제의 주 

탐색 전략은 확산적 탐색이며, 드로잉의 주 탐색 전략은 수렴적 탐색임을 

의미한다. 

드로잉 (n=68) 말하기 (n=6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d
확산  43.96 20.93 51.03 22.60 -3.215 .002 .325

수렴 109.41 33.90 80.75 29.69 10.588 .000 .899

<표 4> 과제 간 탐색 전략의 대응변수 t-검정

2) 과제에 따른 집단 간 탐색 전략의 차이
과제에 따른 집단 간 각 탐색 전략의 평균 횟수를 비교하면, 두 과제에

서 모두 예술가는 비예술가보다 확산적 탐색은 더 많이, 수렴적 탐색은 더 

적게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5> 참조). 

t-검정 결과, 드로잉 과제에서는 각 탐색 전략에서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말하기 과제에서는 예술가가 비예술가에 비해 



104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t말하기-확산 = -2.102, p = 

.039).

효과 크기 분석에서는 모든 과제에서 d > 0.2 로 예술가가 비예술가에 

비해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용하고 수렴적 탐색은 더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드로잉-확산 = 0.223, d드로잉-수렴 = 0.208, d말하기-확산 = 

0.510, d말하기-수렴 = 0.121). 

비예술가 (n=34) 예술가 (n=3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d

드
로
잉

확산  41.62 21.44  46.29 20.46 -.920 .361 .223

수렴 112.97 34.16 105.85 33.77 .864 .391 .208

말
하
기

확산  45.41 17.74  56.65 25.63 -2.102 .039 .510

수렴  82.56 32.81  78.94 26.58 .500 .619 .121

<표 5> 과제에 따른 집단 간 탐색 전략의 독립변수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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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의 특성이 탐색 전략에 미치는 영향

1) 자극의 구상 수준에 따른 탐색 전략의 변화 
드로잉 과제에서 자극 내 구상 수준에 따라 집단 간 탐색 전략의 경향

을 살펴보기 위해 자극 별 확산적 탐색과 수렴적 탐색의 평균을 먼저 그

래프로 살펴보았다.

 

[그림 17] 자극 별 탐색 전략 횟수의 평균

[그림 17]의 왼쪽 확산적 탐색 그래프를 보면 5개 자극 모두에서 예술가

가 비예술가보다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수렴적 탐색의 변화는 확산적 탐색보다 자극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며 일정

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자극 전체를 구성하는 일관된 특성보다

는 자극 내의 개별적 요소들에 의해 탐색 전략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요소들에 대해 두 집단이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그림 17]의 자극에 따른 각 탐색 전략의 변화를 보면, 확산적 탐색

에서는 자극 1과 5의 탐색 횟수 평균과 자극 2, 3, 4의 탐색 횟수 평균이 



106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수렴적 탐색에서는 예술가가 비예술가보다 자극 1과 

4에서 수렴적 탐색을 더 많이 하였으며, 비예술가는 자극 2, 3, 5에서 수렴

적 탐색을 더 많이 하였다. 그러나 확산적 탐색과 같은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각 집단의 탐색 전략 별 기술 통계량은 <표 6>에 제시하였다. 

두 집단 모두 자극에 따라 각 탐색의 횟수가 변화하고는 있지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은 자극 1에서 5로 갈수록 점점 구상성이 높아지도록 설계하였다. 그

렇기 때문에 만약 탐색 전략이 자극의 구상 수준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것이라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진 점진적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그

래프로 보아서는 자극에 따른 탐색 전략의 변화가 자극의 구상 수준에 의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극의 구상 수준이 탐색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탐색 전략 별로 2(예술가, 비예술가) × 5(자극)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산적 탐색 분석 결과, 구형성 검정을 만족하지 못하여(p = 

.031) 다변량 검정을 확인하였다. 확산적 탐색에서 자극 효과는 유의하였

으나[Λ = .686, F(4, 63) = 7.197, p = .000], 자극과 집단의 상호작용 효

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Λ = .977, F(4, 63) = .367, p = .832]. 또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F(1, 66) = .847, p = .361]. 

수렴적 탐색 분석 결과, 구형성 검정을 만족하여(p = .930) 개체 내 효

과 검정을 확인하였다. 수렴적 탐색에서 자극 효과는 유의하였으나[F(4, 

264) = 15.934, p = .000], 자극과 집단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F(4, 264) = 2.076, p = .084]. 또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F(1, 66) =.747, p = .391]. 

따라서 확산적 탐색과 수렴적 탐색은 자극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확

인되었다. 그러나 개체 내 대비 검정에서 두 탐색 전략 모두 선형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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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지 않았다[F확산(1, 66) = 1.182, p = .281, F수렴(1, 66) = .187, p = 

.667, <표 7>, <표 8> 참조]. 이것은 각 탐색 전략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자극의 구상 수준의 단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극
비예술가 (n=34) 예술가 (n=34) 합계 (n=68)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확
산
적
 탐

색

1 10.97  8.775 11.00  6.045 10.99  7.478

2  7.00  5.331  8.85  4.335  7.93  4.912

3  6.97  5.096  8.26  5.594  7.62  5.350

4  6.91  3.537  7.44  5.582  7.18  4.645

5  9.76  6.272 10.74  7.395 10.25  6.823

수
렴
적
 탐

색

1 18.35 10.078 19.03  8.878 18.69  9.432

2 26.50 11.068 22.74  9.851 24.62 10.570

3 24.91  9.609 21.09 10.624 23.00 10.236

4 24.56  8.287 26.21  9.553 25.38  8.914

5 18.65  7.943 16.79  6.866 17.72  7.427

<표 6> 각 집단의 확산적 탐색과 수렴적 탐색의 기술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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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자극-확산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자
극-

확
산

선형모형 33.531 1 33.531 1.182 .281
2차모형 714.942 1 714.942 27.083 .000
3차모형 3.976 1 3.976 .231 .633
차수 4 41.415 1 41.415 2.298 .134

자
극
 × 

집
단

선형모형 .531 1 .531 .019 .892
2차모형 10.715 1 10.715 .406 .526
3차모형 21.888 1 21.888 1.269 .264
차수 4 .142 1 .142 .008 .930

오
차(

자
극-

확
산)

선형모형 1872.238 66 28.367
2차모형 1742.271 66 26.398
3차모형 1138.335 66 17.248
차수 4 1189.614 66 18.024

<표 7> 확산적 탐색의 개체-내 대비 검정

소스 자극-수렴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자
극-

수
렴

선형모형 9.412 1 9.412 .187 .667
2차모형 2609.008 1 2609.008 54.638 .000
3차모형 42.500 1 42.500 .825 .367
차수 4 636.050 1 636.050 11.087 .001

자
극
 × 

집
단

선형모형 .212 1 .212 .004 .948
2차모형 66.706 1 66.706 1.397 .241
3차모형 303.112 1 303.112 5.884 .018
차수 4 59.459 1 59.459 1.036 .312

오
차(

자
극-

수
럼)

선형모형 3318.576 66 50.281
2차모형 3151.571 66 47.751
3차모형 3400.188 66 51.518
차수 4 3786.405 66 57.370

<표 8> 수렴적 탐색의 개체-내 대비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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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 내 구상 요소의 특성에 따른 탐색 전략의 변화
자극 내 구상 요소의 특성이 탐색 전략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탐색 비율 척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집단별 탐색 비율

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자극에 따른 집단 간 탐색 비율을 분석하기 위해 2(예술가, 비예술가) × 

5(자극의 구상 수준)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형성 

검정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p = .000) 다변량 검정을 확인하였다. 자

극 효과는 유의하였으나[Λ = .689, F(4, 58) = 6.539, p = .000], 자극과 

집단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Λ = .889, F(4, 58) = 1.810, p = .139]. 또

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으며[F(1, 61) =.953, p = .333], 자극 

간 관계도 선형적이지 않았다[F(1, 61) =.863, p = .356]. 

자극 간에 탐색 비율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극 대응 검정 결과를 

확인하였다(<표 10> 참조). 자극 1과 2, 3, 4의 탐색 비율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 자극 1과 5, 그리고 자극 2, 3, 4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극 1과 5, 그리고 자극 2, 3, 4의 자극 내 구상 

요소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극 1, 5와 자

극 2, 3, 4를 동일 자극으로 묶어서 자극 내 구상 요소의 특성을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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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자극별 탐색비율 평균과 각 자극
(사진 왼편 자극 1, 5, 오른편 자극 2, 3, 4)

[그림 18]을 살펴보면, 자극 1과 5는 세부 관찰을 요하는 자극 내 구상 

요소가 화면 전체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자극 2, 3, 4는 

비교적 한 곳에 집되어 있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자극 2, 3, 4는 자극

을 구성하는 각 대상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대상과 대상이 서로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자극 1과 5에 비해 곡선이 많은 유기적인 형태의 대상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극 2, 3, 4의 구상 요소는 자극 1, 5에 비

해 복잡성이 높고, 자극 2에서 4로 갈수록 구상적 요소가 차지하는 범위

가 넓어짐으로써 처리해야 할 구상 요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

라 자극 1과 5의 수렴적 탐색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자극 2, 3, 4의 

수렴적 탐색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통계 분석 결과와 자극 내 

구상 요소의 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자극 내 구상 요소의 위치와 복

잡성이 탐색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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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자극에 따른 각 집단의 탐색비율 평균 

다섯 자극의 탐색 비율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에서는 집단 효과나 

집단과 자극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 19]의 그

래프에 나타난 집단 간 탐색 비율의 변화 경향을 보면, 자극 2, 3, 4의 변

화 경향이 집단에 따라 반대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술가는 자극 

2, 3, 4로 구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탐색 비율이 증가하는 것에 반해, 비예

술가는 탐색 비율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자극 2, 3, 4의 탐색 비율에 대

해서만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극과 집단 간 상호

작용 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 124) = 3.491, p = .034]. 또한 

자극과 집단 간 관계는 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1, 62) = 6.753, p = 

.012]. 이것은 예술가 집단은 자극 내 구상 요소의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수렴적 탐색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비예술가 집단은 복잡성과는 반

비례하여 탐색 비율이 변화한다. 이것은 예술가의 경우 자극 내 구상 요소

의 조형적 복잡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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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술가 (n=32) 예술가 (n=31) 합계 (n=63)

자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3.50  4.40 2.41  2.20 2.85 3.56

2 9.19 11.82 3.94  4.11 5.63 7.54

3 7.01  6.86 6.15 11.15 5.63 7.54

4 4.95  6.72 8.24 11.06 6.16 8.44

5 4.01  5.72 3.18  4.24 3.26 4.90

<표 9> 자극 별 탐색비율의 기술통계량

95% CI
대응 평균 차 표준오차 p LL UL
자극 1 - 2 -2.764* .904 .003 -4.572 -.957

자극 1 - 3 -3.110* .995 .003 -5.100 -1.120

자극 1 - 4 -3.346* 1.054 .002 -5.453 -1.239

자극 1 - 5 -.416 .552 .454 -1.519 .688

자극 2 - 3 -.345 1.272 .787 -2.890 2.199

자극 2 - 4 -.582 1.367 .672 -3.316 2.153

자극 2 - 5 2.349* .903 .012 .543 4.155

자극 3 - 4 -.236 1.412 .868 -3.060 2.588

자극 3 - 5 2.694* .903 .004 .888 4.500

자극 4 - 5 2.930* 1.224 .020 .484 5.377

<표 10> 탐색비율의 자극 대응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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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색 전략이 드로잉 수준에 미치는 영향

탐색 전략이 드로잉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에 앞서, 3인의 평가

자의 드로잉 평가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자극에 대한 

3인의 전체 평가 신뢰도는 α = .948(N = 68)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

주었으며, 각 자극에 대한 신뢰도도 자극 1 α = .757(N = 68), 자극 2 α 

= .787(N = 68), 자극 3 α = .795(N = 68), 자극 4 α = .909(N = 68), 

자극 5 α = .856(N = 68)으로 모두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3

인의 평가자가 유사한 평가 기준으로 드로잉을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탐색 전략이 드로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 

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드로잉 평가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 66) = 

.760, p = .387, <표 11> 참조]. 이것은 탐색 전략이 드로잉 수준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모형 B 표준오차 베타 t p

1
(상수) 50.520 3.579 14.117 .000

탐색비율 -.090 .104 -.107 -.872 .387

R2 = .011, F(1, 66) = .760, p = .387

<표 11> 탐색 전략이 드로잉 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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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적 분석을 통한 예술가의 지각 특성 탐색

미적 지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탐색 비율에 대한 독립변수 t-검

정과 효과 크기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참조). 

t-검정 결과, 자극 2에서만 집단 간 탐색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t = 2.444, p = .017). 그러나 효과 크기 분석 결과, 자극 1과 4에

서 작은 정도의 효과 크기가 확인되었다(d자극1 = .313, d자극4 = .359). 이

에 따라, 본 연구자는 자극 1과 4에서 나타난 탐색 비율의 집단 간 효과 

크기 값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효과 크기 순으로 자극 2, 4, 1의 

각 자극별 관심 영역의 응시시간, 관심 영역의 특성, 드로잉 결과물에 대

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비예술가 예술가

자극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t p d
1 34 3.50 4.40 33 2.41 2.20 1.276 .206 .313

2 34 9.19 11.82 34 3.94 4.11 2.444 .017 .593

3 34 7.01 6.86 33 6.15 11.15 .383 .703 .093

4 32 4.95 6.72 33 8.24 11.06 -1.442 .154 .359

5 34 4.01 5.72 34 3.18 4.24 .681 .498 .165

<표 12> 자극에 따른 집단 간 탐색 비율의 독립변수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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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극 2의 관심 영역 응시시간과 드로잉 분석

[그림 20] 자극 2와 영역별 응시시간 평균

자극 2에서 응시가 주로 집중되는 신발, 바지, 그리고 인체 그림자를 관

심 영역으로, 그 이외의 영역을 비관심 영역으로 설정하여 각 집단의 응시

시간을 비교하였다(<표13> 참조). 비교 결과, 예술가는 비예술가보다 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시간이 더 짧은 경향을 나타냈다([그림 20] 참조). 이것은 

자극 2의 관심 영역에 대한 예술가의 관심이 비예술가보다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극 2의 관심 영역은 자극의 다른 영역에 비해 복잡하고 유기적인 형

태를 가지면서도 사진의 초점이 흐려서 형태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또한 자극 전체에서 보면 관심 영역은 자극의 오른쪽에 극

단적으로 치우쳐져 있고, 이 관심 영역 외에 응시가 집중될만한 영역이 존

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극 특성은 응시가 자극 전체로 퍼지는 것을 방해

하고 관심 영역에 주로 응시가 집중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수렴

적 탐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예술가들이 

다섯 개의 자극 중 자극 2의 수렴적 탐색 비율이 가장 높은 것과 달리 예

술가들의 자극 2에 대한 수렴적 탐색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그림 19]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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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즉, 예술가의 경우 자극 2의 구상 요소의 특성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각 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시간과 드로잉 결과물을 비교해보면, 집단 간 

신발에 대한 응시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다[M(SD)비미대 = 5.87(4.26), 

M(SD)미대 = 5.46(4.61), d = 0.091].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로잉에서 예술

가는 불명확한 신발의 끈을 불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예술

가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준다. 바지에 대한 응시시간은 

예술가가 더 적다[M(SD)비미대 = 4.12(3.42), M(SD)미대 = 3.42(2.43), d = 

0.2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지의 주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

다. 인체 그림자의 응시시간은 예술가가 작은 차이로 더 적게 응시했지만

[M(SD)비미대 = 3.94(2.78), M(SD)미대 = 3.50(2.38), d = 0.174], 세로로 뻗

은 다른 그림자의 방향과 비교하였을 때 신발, 바지와의 관계만 고려하여 

그림자를 그리고 빛의 방향은 정확하게 고려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비예술가의 드로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며, 때로 비예술가는 그림

자를 그리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예술가(위)과 비예술가(아래)의 자극2 드로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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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있어서 숙련도의 문제를 배제하고 응시시간과 드로잉 표현의 관

계만 고려하여 두 집단의 드로잉을 분석하면, 신발의 끈 표현에서 예술가

는 불명확한 시각 정보를 그대로 불명확하게 수용하는 관조적 태도를 취

하는 반면, 비예술가는 신발 끈에 대한 개념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바지의 주름 표현에 있어서 예술가들은 실제 제시된 바지 주름의 명

암과는 차이가 있으나 주름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고 있는 반면, 비예술가

들은 바지의 주름을 잘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 예술가들의 바지 주름에 대

한 정확하지 않지만 설득적인 표현은 주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주름

처럼 보이는지에 대한 미적 스키마가 적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림자 표현에서 예술가는 그림자의 명암 톤이 전체와 조화를 이루고 있

으나, 비예술가의 경우 표현하지 않거나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않은 표현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극 2에서 예술가의 드로잉 표현에는 관조적 태

도에 의한 지각과 미적 스키마가 적용되었으며, 하나의 대상 표현에 있어

서 전체적인 뉘앙스를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예술가 (n=34) 예술가 (n=3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d
신발 5.87 4.26 5.46 4.61 .376 .708 .091

바지 4.12 3.48 3.42 2.43 .966 .337 .234

그림자 3.94 2.78 3.50 2.38 .718 .475 .174

비관심 15.90 6.23 15.70 5.33 .144 .886 .035

<표 13> 자극 2의 영역별 응시시간의 집단 간 독립변수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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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극 4의 관심 영역 응시시간과 드로잉 분석
  

[그림 22] 자극 4와 영역별 응시시간 평균

자극 4의 유리컵과 사과를 관심 영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비관심 

영역으로 지정하여 각 영역에 대한 응시시간 평균을 비교하면, 관심 영역

인 유리컵과 사과 중에서도 유리컵에 대한 예술가의 응시시간이 비예술가

보다 많다(M비미대 = 11.72, M미대 = 13.04, d = 0.271, [그림 22], <표 14> 

참조).

자극 4의 관심 영역은 모두 색이나 형태가 명확하다. 사과는 구(球)로 

인식되는 거의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지 부분의 위치와 방

향만 파악하면 그릴 수 있는 대상이다. 반면 유리컵은 기존에 어떤 대상과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매번 다른, 비규정적인 정보들을 생성해내

기 때문에, 드로잉 경험이 증가하여도 유리컵과 다른 물체가 겹쳐진 세부 

형태에 대한 미적 스키마는 형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매번 충분한 관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투명한 물체에 대한 드로잉 경험이 많다면 형태에 대

한 미적 스키마 대신 상황에 대한 미적 스키마, 즉 투명한 물체는 많은 관

찰을 요한다는 지식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컵에 대한 예술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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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많은 응시시간은 이러한 미적 스키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드로잉을 평가 점수별로 살펴보면, 유리컵과 사과의 위치와 겹침이 

얼마나 제시된 자극과 유사한가가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며, 이외에 

전체 뉘앙스가 얼마나 잘 재현되어 있는가, 표현의 완성도가 어느 정도인

가 주요 평가 기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예술가 (n=34) 예술가 (n=3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d
유리컵 11.72 4.86 13.04 4.89 -1.110 .271 .271

사과 18.76 5.19 18.32 4.76 .357 .722 .088

비관심 1.30 5.21 .87 5.59 .321 .749 .080

<표 14> 자극 4의 영역별 응시시간의 집단 간 독립변수 t-검정

[그림 23] 예술가(위)과 비예술가(아래)의 자극4 드로잉 예
(아래 숫자는 평가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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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극 1의 관심 영역 응시시간과 드로잉 분석

[그림 24] 자극 1와 영역별 응시시간 평균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패턴 1, 2, 3,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으로 패턴 

자극 1의 경우 자극을 구성하는 구상적 요소가 자극 전체에 비교적 고

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 패턴 6개를 관심 영역으로 지정하

고, 그 중 특별히 참여자들의 응시가 집중된 패턴 2에 포함된 주황블록과 

깨진블록을 추가 관심 영역으로 지정하였다. 각 관심 영역에 대한 집단 간 

응시시간을 비교하면, 패턴 2, 주황블록, 그리고 깨진블록에 대한 예술가

의 응시시간이 비예술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

의하였다(t패턴2 = -2.935, p = .005, t주황블록 = -2.316, p = .024, t깨진블록 

= -2.206, p = .031, <표 15> 참조). 

패턴 2는 기본적인 보도블록의 형태뿐만 아니라 주황블록과 깨진블록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패턴보다 블록의 규칙성을 깨는 변화가 많이 포함

되어 있는 패턴이다. 따라서 예술가는 변화가 많은 영역에 선택적으로 주

의를 집중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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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상위 점수를 받은 예술가(위)과 비예술가(아래)의 자극1 드로잉
(아래 숫자는 평가 총점)

각 자극 별 드로잉 점수를 비교했을 때, 예술가는 다른 자극에 비해 자

극 1의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반대로 비예술가들은 자극 1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아서, 집단 간 평균 차이가 가장 적었다(t자극1 = -2.997, p 

= .004, d = 0.722, <표 16> 참조).

자극 1의 드로잉 중 두 집단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드로잉 결과물을 비

교한 결과, 평가자들은 보도블록의 깨진 부분이나 색깔이 있는 블록의 위

치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보도블록이 서로 맞물려 연결된 구조의 

뉘앙스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가를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5] 참조). 이것은 결국 예술가들이 자극 

1에서 보인 주황블록이나 깨진블록에 대한 선택적 주의가 드로잉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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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예술가 (n=34) 예술가 (n=3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d
패턴1 5.54 4.29 3.85 1.94 2.090 .040 .507

패턴2 9.03 4.17 11.90 3.87 -2.935 .005 .713

패턴3 3.06 2.01 3.73 1.92 -1.418 .161 .341

패턴4 2.84 3.65 1.66 1.81 1.685 .097 .410

패턴5 4.44 2.98 4.59 3.46 -.197 .845 .046

패턴6 3.31 3.37 2.87 1.66 .682 .498 .166

주황블록 2.24 1.41 3.05 1.48 -2.316 .024 .560

깨진블록 1.30 1.01 2.12 1.92 -2.206 .031 .535

<표 15> 자극 1의 영역별 응시시간의 집단 간 독립변수 t-검정

비예술가 (n=34) 예술가 (n=34)

자극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p d
1 8.13 2.80 10.72 4.19 -2.997 .004 0.727

2 5.68 1.84 13.21 3.31 -11.603 .000 2.814

3 5.94 2.06 13.94 3.37 -11.822 .000 2.867

4 6.47 1.69 14.12 2.36 -15.363 .000 3.726

5 5.35 1.41 12.81 2.72 -14.201 .000 3.444

<표 16> 드로잉 평가 점수의 집단 간 독립변수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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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사실적 드로잉에서 나타나는 미적 지각의 특성을 시선 추적

을 통해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탐색 

전략이라는 변수를 통해 일상적 지각과 미적 지각의 차이를 확인하고 미

적 지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관심 영역에 대한 응시시간과 드

로잉 결과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탐색 전략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미적 

지각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1) 드로잉 과제의 주 탐색 전략은 수렴적 탐색이

었으며, 말하기 과제의 주 탐색 전략은 확산적 탐색이었다. 2) 예술가 집

단은 비예술가 집단보다 드로잉에서는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말하기 과제에서는 예술가들이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드로잉 과제에서 자극의 구상 수준보다는 자극 

내의 구상적 요소의 위치와 복잡성이 탐색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예술가가 구상적 요소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수렴적 탐

색 비율이 높아진 것과 달리 비예술가는 구상적 요소의 복잡성과 무관하

게 반응하였다. 4) 탐색 전략은 드로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

었다. 5) 예술가는 관조적 태도로 대상을 지각한다. 6) 예술가는 비규정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

중시킨다. 7) 예술가의 비규정적 변화에 대한 선택적 주의는 자동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일곱 가지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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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별 주 탐색 전략과 드로잉 표현
드로잉의 주 탐색 전략은 수렴적 탐색이고, 말하기의 주 탐색 전략은 확

산적 탐색임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미적 표현인 드로잉을 할 때에는 일상

적 표현인 말하기에서와는 다른 지각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하며,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에 대한 관찰이 필수적임을 나

타낸다. 그러나 수렴적 탐색 비율이 드로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으며, 이것은 수렴적 탐색이 증가한다고 해서 드로잉의 수준이 높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Kozbelt 등(2010)의 연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드로잉의 경우, 제시된 

얼굴의 개성적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얼굴 내부의 세부적이고 미묘한 형

태적 요소를 선택하여 표현한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드로잉의 경우 얼굴 

윤곽선과 같은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를 선택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드로잉에서 세부를 지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태를 작은 부분까지 자세히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로잉의 대상이 가진 특유의 개성적 측면이나 

뉘앙스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미묘한 질적 속성들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Kozbelt 등(2010)의 연구에서, 예술가와 비예

술가 평가자의 드로잉 평가에 있어서도 비예술가들은 사진을 바로 놓고 그

린 그림과 거꾸로 놓고 그린 그림의 평가에 차이가 없었으나, 예술가들의 

경우는 각 조건에서 행해진 드로잉에 대한 평가가 달랐으며, 이것은 예술

가들이 드로잉의 미묘한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드로잉 과제에서 확산적 탐색이나 수렴적 탐색 전

략에 대한 집단 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 집단의 드로잉 평가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이것은 드로잉에 필요한 지각은 단순히 대상을 자

세히 관찰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대상의 질적 속성을 지각할 수 있

는 예민한 감수성이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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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드로잉에는 표현과 관련된 미적 스키마가 필요하다. 자극 2의 바지 

주름 표현에서 예술가들은 비예술가보다 적은 시간을 응시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실제 주름의 형태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으나, 보는 사람이 

주름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였다. 반면, 비예술가

들은 주름을 거의 표현하지 못했다. 이것은 세부 관찰이나 질적 특성에 대

한 지각 능력 이외에도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는 미적 스키마의 습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르트만(1995)의 말을 빌리자면, 결국 미적 

표현이란 단순히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의 화면에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경과 배경의 모든 층위를 사실적 드로잉을 통해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대상의 뉘앙스를 재현하는 것이다.

2) 예술가의 확산적 탐색 전략과 영역 일반성
예술가는 두 과제 모두 비예술가보다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확산적 지각 전략은 전문가의 영역 특수적인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Feltovich, Prietula, & Ericsson, 2006). 드로잉 과제에서 

예술가가 확산적 탐색을 더 사용한 것은 전문가의 지각 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또한 대상의 세부 형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

수적인 사실적 드로잉의 조건에서도 확산적 탐색을 더 사용하였다는 것은 

예술가들이 자극의 회화적 구성이나 구도, 대상과 대상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나타낸다(Nodine et al., 1993; Zangemeister et al., 1995; 

Vogt, 1999; Pinko et al., 2011). 이것은 사실적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대상에 대한 세부 관찰뿐만 아니라 장면 전체의 회화적 특성에 대한 

지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더욱 주목할 것은 말하기 과제에서 예술가가 비예술가보다 

확산적 탐색의 사용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확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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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전략은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각 전략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에만 국한된 영역 특수적 능력으로 알려

져 있다(Feltovich, Prietula, & Ericsson, 2006). 또한 예술가는 작품 감

상에서, 특히 작품의 심미성을 판단할 때 확산적 탐색을 많이 사용함으로

써(Nodine et al., 1993; Zangemeister et al., 1995; Pinko et al., 

2011) 예술가의 확산적 탐색 또한 영역 특수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예술가들은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말하기 과제에서 

확산적 탐색을 비예술가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이것은 말하기 과제에서 예

술가들이 제시된 자극의 대상 간 관계에 대한 지각을 비예술가보다 더 많

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Kozbelt(2001)는 예술가들이 미술 분야에서 다

루는 시각 정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시각 정보와 동일하기 때문

에 타 분야 전문가들의 지각 능력이 영역 특수적인 것과 달리 예술가들의 

지각 능력은 영역 일반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연구를 통해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말하기 과제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라는 단순한 지시에 의

해 수행되었다. 말하기 과제는 드로잉 과제와 같이 수렴적 지각이 강요되

는 상황도 아니며, 미적 평가를 위해서 회화적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

는 상황도 아닌 일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예술가들이 확산적 탐색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예술가의 

지각 전략이 적어도 미술 분야를 넘어서 일상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만으로 예술가의 지각 능력이 영역 일반적임을 확

언할 수는 없다. 영역 일반적인 지각 능력이라는 것은 예술 외 다른 전문 

분야에서도 확산적 탐색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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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의 확산적 지각 전략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세부 정보를 하

나의 큰 단위로 묶어 지각하는 ‘묶음 지각’(chunking) 능력 때문이며, 이

와 같은 묶음 지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Feltovich 

et al., 2006). 따라서 단순히 확산적 탐색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전

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확산적 탐색을 

사용하여 수집된 정보가 전문 분야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보인지 확인

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의 확산적 탐색 능력이 영역 일반적인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예술가가 확산

적 탐색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예술가의 확산적 탐색이 문제 해결과 연관

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예술가는 일상적 상황에서 전문

적 지각 전략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탐색 전략을 사용하는가

는 전문가의 자극에 대한 지각 반응에 의해 확인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

각 특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척도인 만큼 일상생활에서 예술가와 비예술가

의 탐색 전략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술가가 일상적으로도 비예술가와 

다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다른 관점이나 태도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탐색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 내 구상 요소
드로잉 과제에서 자극 내의 구상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

라 탐색 전략이 영향을 받았다. 먼저 구상 요소의 위치에 따라 탐색 전략

이 변하였다. 구상 요소가 자극 전체에 고르게 배치되어 있을 때에는 수렴

적 탐색 비율이 낮았으며, 반대로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때 수렴적 탐색 

비율이 높았다. 또한 구상 요소의 복잡성에 따라 탐색 비율이 달라졌다. 

대상 간의 겹침 현상으로 구상 요소 간에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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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형태 자체가 규칙성이 없는 유기적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복잡성이 

높아지며, 이렇게 구상 요소의 도와 복잡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자극의 

경우 수렴적 탐색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탐색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자

극의 특성은 단순히 자극 내 하나의 대상이 가진 물리적 속성에 의해 결

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공간의 관계, 그리고 대상 간 물리적 속성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만들어진다. 

또한 예술가들은 복잡성이 높아질수록 수렴적 탐색 비율이 높아진 반면, 

비예술가들은 복잡성과 무관하게 탐색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즉, 예술가

들은 자극을 구성하는 구상 요소의 복잡성에 비례하여 반응한 반면, 비예

술가들의 지각은 구상 요소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반응하였다. 이것은 예술

가들이 대상의 물리적 속성을 하나의 대상에서만이 아니라 대상 간의 관

계 속에서 지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적 지각은 개별 대상뿐

만 아니라 대상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미적 뉘앙스를 지각

하는 것이다. 

4) 탐색 전략과 드로잉 수준
탐색 전략은 드로잉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었다. 탐색 비율

이 드로잉을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정해볼 수 있다. 첫째, 

기억 과제의 특성 상 대상의 관찰과 드로잉 사이에 지연 효과가 나타남으

로써 시각 정보가 불명확해지고, 불명확한 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기존 지

식이나 미적 스키마가 개입함으로써 탐색 전략의 영향은 약화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영향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둘째, 탐색 비율은 자극을 어

떤 범위와 집중도로 보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즉, 관찰 영역을 더 

좁게 더 오래 집중해서 볼수록 탐색 비율은 높아지고, 관찰 영역을 더 넓

게 더 짧게 볼수록 탐색 비율은 낮아진다. 이와 같이 탐색 비율은 응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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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이다. 따라서 탐색 비율이 드로잉 수준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논의한 것처럼 단순히 응시의 도가 높거

나 낮은 것, 즉 단순한 세부 관찰이 드로잉의 수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예술가의 관조적 태도
예술가는 관조적 태도로 대상을 지각하였다. 예술가와 비예술가 집단은 

형태가 불명확한 대상에 대한 지각 태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불명

확한 대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응시시간을 증가시

킨다(Berlyne, 1971). 그러나 예술가 집단은 형태가 불명확한 대상에 대한 

응시시간이 비예술가 집단보다 적은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드로잉에서 예

술가는 형태가 불명확한 신발을 불명확하게 표현한 반면 비예술가에서는 

신발 끈이나 신발의 형태를 개념적으로 표현하였다. 이것은 응시시간 이외

에도 대상을 지각하는 태도에서 예술가와 비예술가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예술가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대로 받

아들이는 미적 관조의 태도로 자극을 지각한 것과 달리, 비예술가는 일상

적 지각의 태도로 대상을 지각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결국 지각한 대상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집단은 동일한 현상을 관찰하였지만, 예술가는 신발의 끈이 보이

지 않는 상태 그대로 해석하여 표현한 반면, 비예술가는 기존의 지식을 적

용하여 신발의 끈을 전형적이고 개념화된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관조적 태도에 의한 지각은 지각한 내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미적 지각에서 관조는 필수적인 미적 태도이다. 일상생활에서 개념적으

로 대상을 지각할 때는 그것이 신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원화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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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하게 된다. 또한 그것이 신발이라면 신발이 갖추어야 할 특성들￣만

약 운동화라면 구조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끈이나 재질, 형태 등

￣이 정형화된 형태로 우리의 지각에 현상한다. 따라서 신발의 형태는 실

제 지각된 형태가 아니라 개념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관

조적 태도로 대상을 지각할 때는 ‘신발’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우리의 인식

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발’이라는 개념에 의한 지각적 왜곡은 

제거되거나 억제되고 대신 우리의 눈앞에 놓인 신발의 실제 형상이 개념

화된 신발의 특성을 대체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상을 미적 관조의 태도로 

지각할 때 대상이 가지고 있는 실제 형태와 색채, 빛, 공간이 상호작용하

여 만들어내는 미묘한 차이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6) 예술가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
예술가는 비규정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킨다. 예술가는 유리컵이 다른 대상과 만나서 만

들어내는 비규정적 형태나 규칙적인 구조를 가진 블록 패턴에서 깨진 블

록과 같은 비규칙적인 변화에 선택적으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비규정적 변화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내었다. 

Nodin 등(1996)의 연구에서 예술가들은 비예술가들에 비해 작품의 시각

적 구성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비균형적 구도에서 더 확산적인 탐

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ozbelt 등(2010)의 연구에서 예술가들

과 비예술가들의 드로잉에서의 차이는 예술가들이 실험 자극이었던 얼굴

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요소로 일반적인 얼굴의 윤곽선이 아니라 

개성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목구비와 같이 더 세부적인 부분을 선택

하여 표현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인물의 이목구

비, 유리컵에 의해 왜곡된 사과의 형태, 그리고 보도블록의 깨진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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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규정적 변화는 대상의 개성적 측면을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며, 예

술가들은 이러한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의를 집중시켰다. 비규정적 

변화에 대한 예술가의 민감성은 다양한 대상을 드로잉한 경험의 결과로써 

사실적 드로잉에서 비규정적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드로잉의 미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지식, 즉 미적 스키마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7) 변화에 대한 선택적 주의의 자동화
본 연구에 참여한 예술가 집단은 비규정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규

정적 변화에 대한 선택적 주의의 자동화는 자칫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드

로잉의 핵심적 요소가 달라지는 것에 지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

는 선택적 주의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극 1의 드로잉 평가를 분석한 결과, 드로잉 수준은 평가자가 평가 핵

심 기준이 되는 요소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자극 1의 평가에서 핵심적 기준은 비규정적 변화가 아닌 규칙적 특성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가였다. Cohen과 Bennett(1971)의 연구 결과에

서 발전기와 유동적인 윤곽선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베낀 결과물을 다시 

베끼는 과제에서 발전기 다시 베끼기의 드로잉 정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ohen과 Bennett(1971)은 얼굴 베끼기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얼굴의 경우 베낀 얼굴의 윤곽선이 갖는 질적 특성이 드로잉의 정

확성을 높이는 요소였으나 참여자들이 이러한 특성을 간과하고 선의 질적 

특성을 표현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기하하적 형

태의 발전기의 경우에는 얼굴에서와 같은 선의 질적 차이가 드로잉의 정

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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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잉 대상에 따라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달라진다. 따라서 드로잉

을 수준을 높이는 데에는 대상의 핵심적 특징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

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드로잉 과제는 대상을 직접 보면서 그리는 동시 과

제가 아니라 관찰한 내용을 기억하여 드로잉을 하는 지연 과제였다. 시각 

정보는 감각 정보 중에서도 기억에서 가장 빠르게 소실되는 정보로 1초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감각 저장소에 저장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 

동안 시각 정보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고 드로잉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 

중에서 드로잉에 핵심적인 정보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고 부호화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예술가는 자극 1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보도블록의 규칙적 형태 외에도 불규칙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주의가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문 평가자들이 자극 1의 평가에서 

보도블록의 규칙적인 연결 형태를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술가의 분산된 주의는 보도블록의 연결 형태에 대한 부호화를 

약화시켰으며, 결국 다른 자극에 비해 낮은 평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자극 4의 경우, 유리컵은 자극의 중앙에 위치한 핵심적인 요소인 

반면 드로잉에 필요한 형태적 스키마가 생성되기 어려운 대상이다. 이 경

우에는 유리컵에 대해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기억을 오래 유지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극 4에서 예술가들은 비예술가보다 유리컵을 더 오래 응

시하였으며, 드로잉 평가 결과도 5개 자극 중 가장 높았다. 이것은 평가자

의 평가 기준과 예술가가 판단한 드로잉의 핵심 요소가 동일하였다는 것

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자극 4에서 예술가들이 유리컵에 응시를 더 집

중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드로잉에 필요한 핵심적인 관찰 요소



133

는 과제의 조건, 자극의 특성, 관련된 미적 스키마의 생성 여부, 평가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드로잉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때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어떠한 요소에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

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극 1에 대한 예술가의 지각 반응과 드로잉 결과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가의 비규정적 변화에 대한 민감성은 조건이나 상황의 고

려 없이 자동화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지각 반응의 자동화는 자칫 드로잉

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하여 정보를 선택하는 정보 선택

의 유연성을 감소시켜서 과제에 따른 적합한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 

8) 종합 논의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사실적 드로잉에서 나타난 예술가의 미적 지각의 

핵심적인 특성은 관조적 태도, 관계 지각, 예민한 감수성, 선택적 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미적 지각의 특성들은 따로 떨어져서 작용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지각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든다. 

대상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지식은 관조적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방해하여 지각하지 않은 것을 지각한 것처럼 표현하도록 

한다. 우리가 대상을 지각할 때 이미 형성된, ‘운동화는 이러저러한 구조

를 갖추고 있다’는 것과 같은 개념적 지식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그

러나 미적 지각에서는 이와 같은 일상적 지식을 의식적으로 배제하고 지

각된 현상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관조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예민한 감수성을 통해 대상의 형태, 색, 명암 등의 물리적 속성을 다른 

대상이나 공간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각하게 되면 우리가 지각하는 내용

은 풍부해진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사과 5개가 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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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각의 사과가 어떤 공간의 어디에 위치에 있고, 서로 얼마나 겹쳐져 

있으며, 서로의 겹침에 의해 각각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며, 명암은 어떻

게 생기는지 등과 같이 훨씬 더 풍부한 장면과 뉘앙스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뉘앙스에 대한 지각이 예민해질수록 

우리가 선택하여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폭은 넓고 깊어진다. 

지각된 대상의 풍부한 질적 뉘앙스는 단순히 대상의 물리적 속성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물리적 속성의 상호작용이 불러일으키는 느낌 또는 감정

을 동반한다(Hartmann, 1995). 따라서 드로잉을 통해 대상의 뉘앙스를 

표현한다는 것은 표현의 주체가 느낀 느낌을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극 1에서 보도블록의 연결 형태가 갖는 규칙적 특성이 전문 평가자의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된 것은 결국 그 규칙적 특성이 자극 1이 주는 느

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무조

건적인 지각과 표현이 아니라 표현의 주체가 느낀 감정이 무엇인가에 따

라서 드로잉을 통해 지각한 뉘앙스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노인의 얼굴을 보아도 A는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에서 지나간 인생의 노고를, B는 깊은 눈빛에서 인생의 지

혜를, C는 입가에 머문 미소에서 여유를 느낀다면 이들 각각은 그러한 느

낌을 준 물리적 속성들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여 지각하고 표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적 지각은 관조적 태도로부터 출발한다. 관조적 태도는 기

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에 의한 선입견을 배제하고 물리적 속성

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감각 정보를 일상적 지각과는 다른 방

식으로 수용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따라서 관조적 태도 없이 미적 지각은 

발생하지 않으며, 미적 지각은 일상적 지각과 지각의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기보다는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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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미술교육에서 미적 지각 교육은 결국 관조적 태도의 교육이 그 핵심

이며 기초라고 할 수 있으며, 관조적 태도는 다양한 자극을 대상으로 하는 

미적 표현의 의식적 학습 과정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 

2. 미술 교육적 시사점

사실적 드로잉에 필요한 미적 지각 능력에는 대상을 미적으로 지각하는 

관조적 태도, 대상의 물리적 속성에 의해 드러나는 질적 뉘앙스에 대한 예

민한 감수성, 정보의 선택적 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적 스키마, 그

리고 드로잉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관조적 태도, 예민한 감수성, 정보의 선택적 주의와 전문

적 판단 능력은 그 자체가 미적 지식이다. 미적 지각은 관조적 태도에서 

시작되며, 예민한 감수성을 통해 풍부한 뉘앙스를 지각하여야 하며, 자신

이 느낀 뉘앙스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적 속성에 보다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주의를 기울인 정보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뉘

앙스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정보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미적 지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적 지식이란 

주지적 교과의 명시적 지식과는 달리 감성에 의한 직관적 인식 능력 자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적 지식은 반드시 경험을 통해 체화될 때 지

식의 유용성이 획득될 수 있다. 따라서 미적 지각 교육은 미적 지각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미적 지각 능력을 학생 스스로 함양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술 활동 중 학생들이 미적 대상을 통해 느끼는 

감정과 지각된 정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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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느낀 감정과 그 감정을 일으킨 물리적 속성을 연관하여 지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미적 지각 여

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미적 지각의 평가

는 반드시 표현 전이나 과정 중에 확인되어야 한다. 표현 결과를 통한 확

인은 미적 지각이 아니라 자칫 표현의 숙달도에 평가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적 지각의 확인을 위해서 지각 대상을 통해 학생이 느낀 느낌

과 대상의 물리적 속성을 언어로 자세히 표현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적절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미적 지각 내용의 언어적 표현은 직관적으로 지각

된 미적 지각 내용을 학생이나 교사 모두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다. 미적 지각 내용의 언어를 통한 확인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그리

고 교사 평가와 피드백을 보다 원활하게 해줄 것이다. 

미적 지식은 경험을 통해 체화될 때 비로소 그 유용성이 확보되기 때문

에 결국 충분한 숙련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 학기 이상의 장기

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거나 학년이나 학교 급 간 교육 연계를 통해 지속

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장기 프로그램의 구성

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교에 한두 명의 미술 교사

가 전체 학년을 교육하기 때문에 장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도하여도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내용의 손실 없이 전체 학년의 교육과

정을 재구성하여 교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

가 미술을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술교육에 많은 교사가 

참여하게 된다. 또한 초등 교사들은 초등교육에 대한 전문가이지 미술교육

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교사들이 가진 미술에 대한 재능이나 지식, 

관심도가 모두 다르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을 가진 교사들이 한 학년의 미

술 교육에 동시에 임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한 교사가 하나의 장

르에 대해 장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교육할 경우 학년 간 교육 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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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져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게 되며, 교육 내용의 손

실을 초래하여 한 장르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초

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충실이 따르고 한 학년에서 가르칠 교육내용을 

구체화하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지식을 쌓고 경험을 넓혀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한 학년이 5개 학급

으로 구성된 A 초등학교가 있다. A 초등학교의 5학년 5개 학급 중에 2개 

학급의 담임교사는 드로잉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아서 물체와 빛, 그리

고 그림자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나 다른 3개 학급 교사는 드로

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지도에 자신이 없어서 앞의 2학급 교사들이 

가르친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디자인의 색채 구성에 대해서만 열심히 가

르쳤다고 한다면, 이 학생들이 새롭게 조정된 학급 구성원으로 6학년에 

진급했을 때 6학년에서 미술을 맡은 교사는 서로 전혀 다른 미술 지식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며, 이런 경우 6학년에서 

미술 교과를 맡은 교사는 국가 교육과정을 따르기도 힘들고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 가르치는 것도 난감해진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수학에

서 덧셈과 뺄셈도 배우지 않았는데 곱셈과 나눗셈을 배워야 하는 경우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미술은 체계적인 교육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나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예술가와 비예술가가 지각과 드로잉의 표현에서 얼마나 다른지

를 확인했으며, 그런 차이를 유발시키는 것은 결국 미적 지식과 경험이라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미술 활동에

는 정해진 것이 없을지라도 미술 교육에는 분명한 체계와 명확히 규정된 

지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의 미적 지각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은 미술 교육의 세부 목표와 방법을 설정하기 위한 중요한 지식으로 작용

할 것이다. 특히, 미술의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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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모든 교사가 미적 지각에 대한 이해와 함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

함으로써 학생들이 기초적인 미술교육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미적 지각의 지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선택적 주의의 

자동화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사용

하여 지도하는 것은 관성적으로 비규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과 같은 지각의 고착화를 가져올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술가 집단이 미대생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지각의 고착화는 우리나

라 입시 미술교육이 가져온 폐해일 수 있다. 미적 지각 능력은 자신이 느

낀 감정이나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입학시험 합격만을 목적으로 입시 조건에만 맞춘 실기 연

습만을 강조함으로써 다양한 조건과 목적에 의한 표현을 경험하지 못하여 

조건에 따라 핵심적 요소가 변화하는 것에 지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지각의 고착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지각의 고착화는 

자신이 스스로 설정한 목적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외부에 의해 부여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현의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창의적인 예술가로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

다. 따라서 미술 교사들은 지각의 고착화의 발생 가능성에 유의하여 전형

적인 지각 및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조건과 목적 하에서 표현 활

동을 지도함으로써 지각의 고착화를 감소시키고 조건에 따라 같은 대상도 

다르게 지각하는 유연한 지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을 설계하고, 

자기 작품의 창작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생의 미술 활동 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교사에 의해 수행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미적 지각 능력에는 드로잉에 필

요한 핵심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전문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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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전문가의 드로잉 평가 기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

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신과 동료의 작품에 대한 평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전문가의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히 제공하여 미적 평가 능력을 발달시킬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는 예술가의 관조적 태도가 표현 결

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관조적 태도의 발달은 자신의 주

관적인 관점과 판단에 의해 새로운 앎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미적 지각이라는 것은 결국 응시시간과 같은 지각의 양적 

측면을 통해 명료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관조적 태도와 같은 지

각의 질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적 지각에서 관조는 필수적이며, 따라

서 미적 지각 교육에서 관조적 태도의 교육 역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미적 태도로서의 관조는 그 무관심성이 주요 특성이다. 미적 태도에 있

어서 무관심성은 18세기 영국의 취미론자로부터 시작되어 칸트를 거쳐 현

대 미학에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미적 태도의 중심 개념이다(김진엽, 2001; 

이은적, 2003). 일상에서 대상을 바라볼 때는 그 대상이 나에게 줄 수 있

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즉, 지각 주관과 대상 간의 관계를 이해득실의 실

용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대상에 대입하여 선

입견을 가지고 규정하거나, 목적이나 의도, 기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보는 태도를 갖는다. 따라서 일상에서 지각은 지각 대

상과 지각 주관의 실용적 이해관계에 관련된 요소만 선별하여 지각하게 

한다. 무관심적 관조의 태도는 이와 달리 지각 주관의 시점에서 주어지는 

대상의 모든 감각 정보를 선별의 과정 없이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이다. 

관조는 주관이 속한 일상의 상황에서 한발 물러나와 대상을 일정한 거리

를 두고 바라보는 태도이며, 대상에 대한 일체의 판단이 지연되는 열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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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상태를 말한다. 

관조적 태도는 대상이 드러내는 바를 감각을 통해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속성들을 포착

하게 된다. 미술에서는 특히 시각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관

조를 통해 파악하는 정보는 대상의 물리적 속성 즉, 겉모습이 된다. 여기

서 대상의 물리적 속성은 단순히 겉모습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형식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대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의 형식이 되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자극 2의 신발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신발의 형태를 모호하게 만드는 햇살의 강렬함, 강렬한 빛에 의해 

길게 뻗은 그림자들과 그 그림자들이 만드는 리듬감과 통일감, 통일 속에 

변화를 만들어 내는 대상의 역할과 통일과 변화가 만들어내는 즐거움 같

은 것을 직관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적 드로잉에서 관조적 태도로 

지각하고 다시 재현해낸다는 것은 단순히 3차원의 물체를 2차원의 형태로 

재현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극 2라는 대상을 지각

했을 때 느끼고 직관한 것을 다른 사람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재현하는 

것이다. 

이처럼 미적 관조는 일상적인 지각으로는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새로운 앎의 방식이다. 관조는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자신의 감각으로 대상 전체를 섬세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지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발의 끈을 감추어버린 빛이 만들어낸 장면의 뉘앙스

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뉘앙스가 주는 느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가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조는 자신만의 앎의 방식을 생성하도록 한다. 

관조는 때로 여유, 자유, 유희, 유머나 해학, 공감과 함께 논의된다. 이

해관계로 맞물려 있던 일상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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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따라온다. 우리가 여행을 통해 여유와 자유, 즐거움과 유머를 되찾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여유로움 속에서 모든 것을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감이다. 이 공감이 타인으로 향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요, 나에게로 향하게 되면 나의 발견으로 나아가게 된다.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만남과 경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듯이, 미적 관조는 일상에서와는 다른 새로운 관

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세상을 어떻게 대면하며 느끼고 표현하는지 알

게 해주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도록 해준다. 결론적으로 미술교육은 일

상의 많은 번잡하고 규정 지워진 눈앞의 막을 벗고 세상과 직접 대면하여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 

3.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첫째, 사실적 드로잉 외에 다른 표현 영역에서 나타나는 미적 지각의 특

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미술의 각 표현 영역￣회화, 조소, 판화, 디자인, 

공예 등￣은 표현 목적이나 방법, 매체 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 

드로잉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미적 지각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각 표현 

영역에 대한 미적 특성을 확인하는 것은 개별 영역의 미적 지각의 특수성

을 확인함과 동시에 모든 표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지각 

특성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적 지각이 존

재한다면 그것은 미적 지각의 핵심적인 교육 내용이 될 것이다. 

둘째, 미적 지각 교육 방법에 대한 체계적 매뉴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교육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미술 표현의 자유로움이나 창의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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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초등학교와 같이 미술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일관되지 않고,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마치 과학에서 하나의 개념이나 과학적 현상

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실험이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미술교

육에서도, 예를 들어 관조적 태도를 지도하기 위한 활동과 과정이 보다 상

세히 모든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미술교육에서 반드시 지도되어야 할 교육 내용이 보편적으로 지도될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교사들의 미적 지각 능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연구 중 하나이다.  

미적 지각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도하는 교사가 미적 지각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미적 지각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

사의 효능감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교사 효능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교사의 미적 지각 능력에 대한 연구도 미술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는 예체능 교과의 

경우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교

사들의 미적 지각 능력을 확인하고 교사의 미적 지각 능력과 미술교육의 

실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미술교육 효과성과 교

사 전문성에 대한 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평가자들의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술 

분야의 평가는 질적이며, 직관적이고, 다양한 요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합의에 의

한 평가’가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교사에 의해 학생들의 작

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피드백이 되어야할 때는 보다 명확한 평가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가자들이 작품을 평가하는 과정의 

응시 패턴과 구술 등의 연구 방법을 통해 평가자들의 지각 방식을 확인한

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은 실증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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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미적 지각의 영역 일반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통합 또

는 융합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습된 다양한 지식의 활용이나 연계,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 능력으로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분야로 예술이 주목받고 있다. 예술은 주지 교과와는 다른 방식의 표상을 

사용함으로써 세상의 지각, 이해, 소통에 있어서 다르고, 풍부하고, 다양한 

인지를 가능하게 하며, 사고의 자율성을 발달시킴으로써 창의적이고 능동

적인 창조적 주체로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태진미, 2011). 따라서 미적 

지각의 영역 일반성은 미술을 통한 융합교육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여섯째, 본 연구는 사실적 드로잉의 대상으로 2차원의 자극을 사용하였

다. 시선 추적 장비의 제약으로 인해 사실적 드로잉의 자극이 컴퓨터 모니

터를 통해 제시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사실적 드로잉은 3차원의 대상을 직

접 지각하며 수행되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한 자극 제시는 실제 상황과 차

이가 있다. 예술가 지각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사진이나 모니터 또는 프로

젝션을 통해 2차원의 자극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3

차원 자극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선 추적 장비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2차원의 자극과 3차원 자극에 대한 지각 반응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미술 교육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3차원의 

자료를 사용하여 미적 지각을 교육하는 데에는 자료 선택이나 장소적 제약

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2차원과 3차원의 자극을 사용하였을 때 지

각에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미적 지각 교육의 자료 선택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며, 2차원과 3차원에서의 지각에 차이점이 있

다면 그 차이를 고려한 적절한 자료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곱째, 실험 자극의 구상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을 고

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자극 단계 설정에서는 구체적인 구분 기준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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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제시된 자극들을 완전한 추상

에서 완전한 구상까지 5단계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구상성에 조형

적 측면 외에 대상의 명명 가능성이나 일화적 측면도 포함됨으로써 일관된 

기준에 의해 구상 수준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자극의 구상 수준에 

따른 탐색 비율의 변화가 선형적이지 못했던 것은 구상 수준의 요소가 일

관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이 탐색 비율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자극 내 구상 요소의 위치와 복잡성이었음이 확인되었

음으로 이후 연구에서 자극의 구상 수준을 정할 때 이와 같은 요소들을 포

함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일관성 있는 구상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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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자극
비예술가 예술가

n 퍙균 표준편차 n 퍙균 표준편차 t p d

드
로
잉

1 34 3.88 1.066 34 4.24  .955 -1.437 .155 .356

2 34 2.35 1.012 34 2.03  .870 1.414 .162 .339

3 34 3.91  .900 34 2.88 1.274 3.849 .000 .934

4 34 3.41 1.104 34 2.53 1.107 3.290 .002 .796

5 34 3.38 1.129 34 2.41 1.131 3.542 .001 .858

말
하
기

1 34 3.35 1.178 34 3.53 1.187 -.615 .540 .152

2 33 2.27 1.039 34 2.29 1.088 -.082 .935 .009

3 34 3.09  .996 34 2.56 1.021 2.165 .034 .525

4 33 2.21  .857 34 2.15  .958 .293 .771 .066

5 34 2.65  .981 34 2.06  .952 2.510 .015 .610

<표 17> 과제, 자극별 집단 간 난이도 독립변수 t-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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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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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features of aesthetic 
perception. The development of perceptual ability is one of the 
goals of art education, and in a broader perspective, it is the 
cornerstone of cognitive development. Perception in art is an 
aesthetic perception that has different features from an ordinary 
percept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 aesthetic perception in 
order to achieve one of the goals in art education, that is, to 
develop the abilities of perception system.

To identify the features of aesthetic perception in an empirical 
manner,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the patterns of eye 
movement appeared in realistic drawings and speeches between 
artists and nonartists by eyetracking. The eye movement patterns 
of the two groups were analyzed based mainly on the quantitative 
data of their search strategy and gaze time on each area of interest, 
but comprehensively along with the qualitative data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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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main search strategy used for drawing tasks was a convergent 
search, and the main strategy for speaking tasks was a divergent 
search. This indicates that the drawing requires more detailed 
observation than the speaking. However, increase of the convergent 
search did not always improve the drawing quality. 2) The artists 
group used more divergent search in the drawing and speaking tasks 
than the nonartist group. This finding is not different from the 
result of a previous study, which identified that an expert uses 
more divergent method of search in her/his field. Also, the fact that 
the artists group used more divergent method of search in speaking, 
which represents a more general field, implies that the perception of 
artists is more likely to be not areaspecific. 3) It has been 
identified that in drawing tasks, the position and complexity of the 
figurative elements in the stimulus have more influence on the 
search strategy than the figurative level of the stimulus. However, 
the responses of the nonartists had no meaningful correlation with 
the complexity of the visual elements, while the response of artists 
group showed an increase of convergent search in proportion to the 
complexity of visual elements. 4) The search strategy was not a 
factor affecting the drawing quality. 5) The artists group perceived 
the object with a contemplative attitude. 6) The artists group 
reacted more sensitively to irregular changes and paid more 
attention to them than the nonartists did. 7) These se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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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s that the artists group paid to irregular changes were in an 
automated way. Such automation of selective attention can lead to 
fixed patterns of perception as the subject responds to stimuli with 
automatic perceptional reactions not considering the conditions or 
situations of the expression.

In conclusion, the key features of an artist’s aesthetic perception 
in realistic drawings are summarized as contemplative attitude, 
perception of relationship, keen sensibility, and selective attention. 
These features of aesthetic perception do not work separately, but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enrich the perception.

Preconceptions and pre-existing knowledge about the object hinder 
the contemplative perception of the object and cause the expression 
of things not perceived as if they were perceived. Therefore, in 
aesthetic perception, it is important to have a contemplative attitude 
free from such knowledge of everyday life and to accept the 
perception of an object as it is. Also, because in an aesthetic 
perception, the physical attributes such as shape, color, and contrast 
of the object must be perceived in interactions with other objects or 
space, it requires keen sensitivity and enriches the contents of our 
perception. In order to express the abundant contents perceived 
through contemplative attitude and keen sensibility,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judge which perceived content should be more 
carefully observed and expressed.

The key feature of an aesthetic perception is a contemplative 
attitude. A contemplative attitude allows one to accept and interp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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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nsory information in a way different from ordinary perception 
by excluding preconceptions based on existing concepts or 
knowledge and paying attention only to physical attributes of an 
object. Therefore, aesthetic perception does not occur without 
contemplative attitude, and the difference between aesthetic 
perception and ordinary perception is the difference of attitude to 
interpret the information collected through perception. Therefore, in 
art education, teaching one to have contemplative attitude can be 
regarded as the core and foundation when teaching the ways of 
aesthetic perception. Contemplative attitude can be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of conscious learning of aesthetic expressions 
as one responds to various stimuli.

keywords : aesthetic perception, artist, eye tracking, eye 
movement, a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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