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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의 전략적 도구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영학
분야에서 예술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이 거시적 차원에서 예술이 유발하는 효과의 결과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접근, 즉 개인의 심리적 기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artistic cues)가 예술 감상의 주체의 마인드셋,
즉 사고의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예술의
범주를 넘어 친사회적 행동에까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단서가 확장적 마인드셋(broadened mindset)을 활성화시키며, 활성화된
확장적 마인드셋을 매개로 개인의 친사회적인 행동아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확장적 마인드셋을 ‘폭’의 차원과 ‘깊이’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실험 연구1을 통해 예술적 단서로 인해 폭의 차원의 마인드셋, 즉
창의적 마인드셋이 활성화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예술적 단서로 인해
창의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된 이들은 공감이 증가하며 방어적 태도가 감소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예술적 단서에서 모순적 심상을 많이 느낄 수록,
그리고 자아 온전감이 높은 이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어 실험 연구2와 3을 통해 예술적 단서가 깊이의 차원에서의 마인드셋, 즉
추상적인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실험 연구 2를
통해 예술적 단서에 노출된 이들이 보다 포함적인 범주화를 하며 추상적인
속성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실험 연구 3은 이러한 관계를
i

마케팅적 상황에서 검토하였다. 즉, 예술적 단서를 접한 이들은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를 매개로 친사회적 편익이 강조된 제품을
선호하거나 구매하려는 의사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석 수준 이론을
적용하여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마인드셋 간의 역동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술적 단서의 추상적 속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로서
예술이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먼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를 실무와 학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변인과 연결함으로써 예술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작동 기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예술적 단서와
확장적 마인드셋,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마케팅과
심리학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목표점화와 해석수준 이론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의 효과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심리학적 주제를 예술의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또한 친사회적 어필을 강조하거나, 확장적 사고를 유발해야 하는 다양한 범위의
실무자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예술 점화, 확장적 마인드셋, 창의성, 추상적 사고, 친사회적
행동, 해석수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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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기업 경영의 전략적 도구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예술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특히 전통적인 메세나의 형태뿐 아니라 기업 사내외의 환경에 예술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평판 관리와 내부 조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업 경영 상황의 필요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예술의 역할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업 전략에 예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내 기업의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이는 예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있으나
실제로 기업 전략에 예술을 활용하기에는 그 효과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예술을 기업 전략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조차 이를
기업의 장기적인 전략과 연계하지 못하고 단발적인 행사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
예술에 대한 기업 투자의 성패는 일차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술 시장 전반의 위축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이 줄어듦에 따라 기업의 관심과 투자는
비정부(非政府) 영역에서의 재원 확충이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예술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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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예술에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하는 필요를 강조해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영학적 관점에서
예술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러한
예술 마케팅이 대상(target)으로 삼고 있는 예술 소비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연구의 필요성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행동의 관점에서 예술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적다. 먼저, 경영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접근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예술이 유발하는 효과의 결과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들은 기업 전략에 예술을 활용하는 것이 다양한 차원에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양현미 등 2002; Colbert, Nantel & Pool, 2001; Javalgi,
Traylor, Gross, & Lampman, 1994; Durand 1996; Varadarajan &
Menon, 1988)시킬 뿐 아니라 기업 가치를 증진시킨다(김두이, 김상훈,
2010)고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추상적으로 알려진 예술적 단서의 효용을 구체적으로 실증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현장 연구로서 그
패러다임이 거시적이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 행동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현상의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심리학적 변인들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Simonson, Carmon, Dhar, Drolet, & Nowlis, 2001). 따라서 예술
효과의 작동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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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술적 단서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은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예술
주입효과(art infusion effect)에 대한 연구를 기점으로 한다. 그러나 예술
주입효과에 대한 연구들조차 대부분의 논의가 제품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연구들은 소비자들이 예술적 요소가 주입된 제품의 광고나
패키지를 볼 때, 예술이 주입된 대상에 대한 태도와 평가가 향상된다고
제안하였다(주우진, 정보희, 김한구, 2010; Hagtvedt & Patrick, 2008a,
2008b). 저자들은 이를 전염 이론(contagion theory)과 후광 효과(halo
effect)에 근거하여 예술이 가진 고급스러움이나 독특함이 예술을 주입한
대상에게까지 파급(spillover)된다고 설명하였다(Hagtvedt & Patrick, 2008a,
2008b).
이러한 설명은 예술이 주입된 ‘대상’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이해하는
것에는 도움을 준다. 그러나 예술이 특정한 대상에 주입되지 않은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예술적 단서가
업무 환경이나 구입 환경에 상황적인 단서(situational cue)로 제공되었을 때의
효과와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예술
효과를 보다 넓은 기업 경영의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초점이
‘예술이 주입된 대상’이 아니라 ‘예술 경험의 주체’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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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문제의 제기와 목적
1. 연구 문제의 제기

예술 경험이란 예술을 접한 이들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겪는 미적 경험
(aesthetic experience)을 의미한다. 미적 경험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예술이 정서적 혹은 인지적 차원의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Shimamura, 2013; Shimamura & Palmer, 2012). 이에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가 감상 주체에게 유발하는 다양한 반응 중 인지적
차원에서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단서가 마인드셋
(mindset), 즉 사고의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예술의 영역을 넘어 친사회적 행동에까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 기업 경영 상황의 다양한 측면에서 친사회적 활동이
주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친사회적
행동은 기업의 내부 고객, 즉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협력태도와 원활한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조직 관리의 주요한 요소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개인
중심의 단순 과업에서 구성원들간의 긴밀한 공조를 요하는 복잡한 과업으로
직무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구성원들끼리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것이 조직
성과의 주요한 지표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친사회적 활동은 기업의 외부 고객,
즉 소비자 행동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 사회 및 인권 등 사회적 혹은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ethical consumption)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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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소비 패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도 사회의
장기적인 가치, 즉 사회적 복지증진과 윤리적 측면을 전달하는, 이른바 기업의
사회 지향적 마케팅(corporate social marketing)이 주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Kotler & Lee, 2009; Peloza, White, & Shang, 2013).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술의 효과와 그 작동 원리를 현재 기업
경영의 중요한 화두로 지목되고 있는 친사회적 행동과 연계하여 실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핵심 목적은 예술적 단서가 사람들의 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친사회적인 행동이 유발된다는 점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술
– 마인드셋의 변화 –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실험 연구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증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적 단서가 확장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실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단서가 확장적 마인드셋의 하부 요인에 해당하는 창의적
마인드셋과 추상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킴을 밝힌다.
둘째, 예술적 단서를 통해 활성화된 확장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밝힌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을

통해

활성화된

확장적

마인드셋으로 인해 다양한 양상의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다는 점을 실증한다.
셋째,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관여하는,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변인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이를 통해 예술-확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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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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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크게 5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을 정리한 뒤 연구 문제의 제기와
목적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1절에서는
마인드셋의 작동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확장적 마인드셋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2절과 3절은 마인드셋의 작동 원리에 근거하여 각각 예술적 단서가 확장된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는 근거와 확장된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전되는 근거에 관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 방법을 소개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개념과 모형을 수립하였으며 2절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가설을 제안하였다.
4장에는 세 차례의 실험 연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먼저
실험 연구 1은 예술적 단서가 마인드셋의 폭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이 증진된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실험 연구 2는 예술적 단서가
마인드셋의 깊이를 확장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실험 연구 3은
이러한 관계를 마케팅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즉, 예술적 단서를 통해
마인드셋의 깊이가 확장되면, 이로 인해 친사회적 구매행동이 증가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각각의 실험 연구에 대한 방법론, 결과 및 논의는 각각의 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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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으로서 이 연구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제안하였다.

2. 용어의 정의

2.1.

예술적 단서

마케팅에서 단서란 소비자 외부에 존재하여 어떤 대상을 범주화시키기 위하여
부호화되고 사용되는 특징적인 사건, 품질, 혹은 대상을 의미한다(Crane &
Clarke, 1988). 이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예술’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신호(signal)와 정보를 ‘예술적 단서’로 정의하였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매우 사소한 상황적 단서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그와
관련된 특정한 목표나 관련된 행동이 자동적으로 발현되었다(Bargh &
Chartrand, 2000; Bargh, Chen, & Burrows, 1996; Dijksterhuis, Smith, Van
Baaren, & Wigboldus, 2005). 따라서 예술적 단서를 잠시 접하는 것만으로도
예술과 관련된 목표나 사고 방식이 자동적으로 유발될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이 일반적으로 창의성과 관련된 연상을 유발하며, 예술 작품의
의미를 고려하는 추상적인 사고를 이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예술의 범위는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예술이라
인식되는

범위로

한정하였다(Hagtvedt

&

Patrick,

2008a,

2008b).

구체적으로는 인지도가 높고 창의적으로 인식되는 Rene Magritte의 “개인적
가치”(1952)와

와슬리

Kandinsky의

“노랑-빨강-파랑”(1925)을

예술

자극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예술 자극물과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8

잠시 제시하는 것으로서 예술적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간주하였다.

2.2.

친사회적 행동

이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을 자기 중심적(egocentric) 입장을 배제한 모든
자발적 태도와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타인에 대한 이타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의 감정과 생각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Janoski,
Musick, & Wilson, 1998).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주는 의미는 크게 대인 관계의 차원과
구매 상황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대인 관계의 차원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협력적 태도 및 원활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발적 태도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대인 관계
차원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비(非)방어적 태도와 공감, 귀인 양식, 기부와 도움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하부 요소로 살펴보았다.
구매 상황의 차원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이득보다는 도덕적 신념에
따라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란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외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자는 개인의 소비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는 제품 대신 사회를 위한 편익을
제공하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 의사를 보이는 것을
친사회적 구매의 하부 요소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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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확장적 마인드셋

마인드셋이란 특정한 과제를 처리할 때마다 동원되는 구체적인 특징을 지닌
인지 작동체(cognitive operation)로서 특정한 사고 방식 혹은 마음가짐을
의미한다(Torelli & Kaikati, 2009).
마인드셋이란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장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마인드셋의

확장현상을‘폭(breadth)’과‘깊이(depth)’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때, 마인드셋의 폭이란 ‘얼마나 넓은(vs.
좁은) 영역에 주의를 두는지(breadth of attention)’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마인드셋의

깊이는

‘얼마나

높은(vs.

낮은)

수준(level)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depth of processing)’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마인드셋이 폭의 차원에서 확장한 것을 창의적 사고의
범주에서 살펴보았다. 창의적 사고는 마인드셋의 폭이 확장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양상이다. 창의적 사고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분리된
아이디어들을 동원하여 아이디어의 확장(expansion)을 이루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Finke, Ward, & Smith, 1992).
또한 마인드셋이 깊이 차원에서 확장한 것은 추상적 사고의 범주에서
살펴보았다. 추상적 사고는 마인드셋의 깊이가 확장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 양상이다. 사고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상태(surface feature)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높은 수준의 인지 단계에
접근했을 때에는 추상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다(Graham & Golan,
1991; Vallacher & Wegner,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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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제1절 마인드셋과 확장적 마인드셋
1. 마인드셋의 개념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면 이를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다. 예를 들어, 대상을 넓은(global)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람은 ‘숲’으로
해석한 것을, 좁은(local)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은 ‘나무들’로 받아들인다.
즉,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다른 프로세스를 거치면 결과적으로는 다른 인지적
정서적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 이 때, 특정한 과제를 처리할 때마다 동원되는
구체적인 특징을 지닌 인지의 작동체, 사고 방식 혹은 마음가짐을 일컬어
마인드셋이라고 한다(Torelli & Kaikati, 2009).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마인드셋의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신중한
마인드셋(vs. 도구적 마인드셋; Gollwitzer, 1990), 해석적 마인드셋(vs. 비교적
마인드셋; Stapel & Koomen, 2001), 정교한 마인드셋(vs. 인상적 마인드셋;
Chen, Shechter, & Chaiken, 1996), 조건법적 마인드셋(Galinsky &
Moskowitz, 2000)및 창의적 마인드셋(Sassenberg & Moskowitz, 2005)
등이 논의되었다.
이상의 문헌 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마인드셋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모든 마인드셋은 점화(priming)를 통해 활성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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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argh & Chartrand 2000). 이러한 활성화의 과정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한 채 암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점화를 통해 활성화된 마인드셋은
그 다음 상황에까지 전이(轉移, shift)되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즉, 특정
마인드셋이 활성화되면, 전혀 상관없는 상황에서까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마인드셋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Bargh &
Chartrand, 2000).

1.1.

마인드셋의 활성화

판단을

내리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명시적

프로세스(explicit

process)와 암묵적 프로세스(implicit process)로 나눌 수 있다(Chaiken &
Trope,

1999;

Evans,

2008). 전자는 의식적이고 통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처리 방식이라면, 후자는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1980년대 이전까지의 소비자 행동과 사회 인지에 대한 주요 이론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주로 명시적 프로세스에 입각하여 설명하였다. 즉, 개인의 결정
과정이 완벽히 의식적이고 신중한 선택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사고는 가변적이며, 의식하지 못한
영향(unconscious influence)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하는 사소한 상황적 단서만으로도, 특정한 목표와 그에 부합하는 행동이
자동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Bargh & Chartrand, 2000). 이에 따라 최근
소비자 행동 연구 분야에서는 암묵적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박종원, 2010; Johar, Maheswaran, & Peracchio,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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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의 일환으로 점화 효과(priming effect)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여기서

점화란

기억

속의

특정한

표상(representation)이나

연상(association)이 쉽게 활성화되도록 미리 ‘예열’하는 것을 일컫는다. 점화
효과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그 의미를 추론한다. 이 때, 모든 기존 지식이 모두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인출이 쉬운 정보부터 우선적으로 활용된다(Wyer 2008).
만약, 특정 지식이 미리 ‘예열’되어 있으면 새로운 정보에 접했을 때 인출되는
지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 미처 의식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저장되었던 기억이 인출되어 우리의 의식에 발현된 현상을 ‘활성화
(activation)’라고 한다(Higgins 1996). 점화를 통해 이뤄지는 활성화의
수준은 다양하다. 최근의 연구들은 점화를 통해 정태(靜態)적 개념뿐만 아니라
‘목표(goal)’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박종원, 2010).
사실 최근까지 ‘목표’란 개인의 마음에 인지적으로 표상되어 있는 특정
정보에 대한 지식 구조로서, 의식적인 동기를 통해 추구된다고 알려져 왔다
(신홍임, 김민식, 2011). 그러나 자동적 행동(automatic behavior)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자극을 통해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접하는 아주 미세한 환경적 단서만으로도 특정한 목표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이 나타났다(Bargh & Chartrand, 2000; Kay, Wheeler,
Bargh, & Ross, 2004). 예를 들어, 가벼운 과제를 통해 ‘예의 (polite)’와
관련된 다양한 형용사를 접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예의 바른 행동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의 개념에 노출되었던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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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참았으며 상대방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다(Bargh, Chen, & Burrows,
1996).
또한 ‘성취(achievement)’라는 개념에 노출된 이들은 과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협력(cooperation)’개념이 활성화된 이들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보다 공공의 이득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예시는 단순히 ‘예의’, 혹은 ‘협력’이라는 정태적 개념이 예열된 것이
아니라 ‘예의 바르게 되자(Be polite)’, 혹은 ‘협력적으로 되자(Be
cooperative)’와 같은 특정 목표가 예열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효과는 특정 개념과 연관된 유의어를 노출시키는 형식뿐 아니라,
간접적이며 비언어적인 자극만으로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개념을
연상시키는 사물이나 상황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기업으로 알려진
애플(Apple)사의 로고에 노출된 이들이 아이비엠(IBM)의 로고에 노출된
이들보다 창의적 과제 수행력이 높았다(Fitzsimons et al., 2008). 또한 서류
가방에 노출된 이들은 배낭을 접한 이들에 비해 ‘경쟁’에 대한 연상이 더
활성화된 반면, ‘협력’에 대한 연상은 덜 활성화되었다(Key et al., 2004).
서류가방은 사무 환경과 같이 일반적으로 경쟁이 중요시 되는 맥락을 떠올리게
하지만, 배낭은 등산이나 야영과 같이 협력 행동이 중요한 맥락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들은 점화가 의미나 목표를 일시적으로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개인의 사고 방식이나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에까지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 특히, 특정 환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험이 잦고,
그 경험이 지속적일 경우, 그 상황에 대한 아주 미세한 단서만으로도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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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사고 방식이 유발되었다(Förster,

Friedman,

Butterbach,

&

Sassenberg, 2005; Förster, Özelsel, & Epstude, 2010; Sassenberg &
Moskowitz, 2005). 예를 들어 ‘사랑(love)’에 대한 경험을 연상한 이들은
‘정욕(lust)’에 대한 경험을 연상한 이들에 비해 포괄적인 정보 처리
방식(global processing way)이 활성화되었다. 이는 ‘정욕’은 ‘원나잇(one
night)’과 같은 짧은 시간의 스펙트럼을 연상하게 하는 반면,‘사랑’은
“장기적인 책임”이나 “평생을 같이하는 동반자”와 같이 넓고 긴 시간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Förster et al., 2010).

1.2.

마인드셋의 전이효과

주목할 점은 마인드셋은 한 번 활성화되면 일정 시간 지속되므로 연쇄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판단을 하는 시점에 어떤 마인드셋이
활성화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마인드셋에 해당하는 특정한 인지 프로세스가
전이되어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Freitas,
Gollwitzer & Trope, 2004). 예를 들어 ‘교수님의 의자’라고 명시된
의자에 앉은 이들은 ‘방문객용 의자’에 앉은 이들보다 권위(power)의 개념과
목표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 보다 규범적이며 책임감 있는 행동이
나타났다(Chen, Lee-Chai, & Bargh, 2001).
특히, 소비자 행동 연구들은 매칭 효과(matching effect)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소비자들은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마인드셋과 일치하는 선택을 행한다(Castaño, Sujan, Kacker, & Sujan,
2008; Freitas et al., 2004; Gollwitzer, 1990; Higgins, 1996).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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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자신의 마인드셋과 일치(match)하는 정보를 접했을 때, 보다 설득력
있고, 타당하며, 중요하고, 심지어 옳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박세훈, 김정원,
2009; Lavine & Snyder, 1996; Lee, Aaker, & Gardner, 2000;). 예를
들어, 향상 초점(promotion focus)의 마인드셋이 활성화된 이들은 제품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 닥쳤을 때, 향상과 관련된 편익을 강조하는 메시지에
가중치를 두어 의사 결정을 하였다(Lee et al., 2001). 즉, 향상적 편익에
해당하는 이상, 열망 혹은 긍정성 등에 관한 정보와 예방(prevention)적 편익에
해당하는 방어와 안전 등 정보가 동시에 제시되었을 때, 향상 초점의 마인드셋이
활성화된 이들은 상대적으로 향상적 편익에 이끌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마인드셋의 작동원리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특정한 단서로 인해 특정한 마인드셋이 활성화될 수 있다.
둘째, 어떤 마인드셋이 활성화되었는지에 따라 특정한 방식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논리를 예술적 단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예술적 단서가
활성화시키는 특정한 마인드셋을 이해한다면 이로 인해 예술과 상관없는 영역의
의사결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예술적
단서가 활성화시키는 마인드셋을 ‘확장적 마인드셋’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확장적 마인드셋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인드셋은 상황에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 일시적으로
확장되거나 축소된다. 예를 들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서(Basso, Schef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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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 & Dember, 1996; Fredrickson & Branigan, 2005; Gasper &
Clore, 2002; Isen, 1990), 혹은 얼굴 표정(Johnson, Waugh, &
Fredrickson, 2010)만으로도 인지의 범위가 변화하였다.
특히 Fredrickson(1998; 2001; 2005)은 확장과 형성 이론(broaden and
build theory)을 제안하며, 긍정적 정서로 인해 개인의 마인드셋이 일시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긍정적 정서가 넓고 유연한 인지적 체계와
다양한 재료를 확장시키는 능력을 유발하기 때문이다(Isen, 1990). 예를 들어,
즐거움은 놀이나 창의적 욕구를 북돋으며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흥미는 탐색과
새로운 정보의 수용 및 통합을 촉진한다(Fredrickson, 1998).
선행 연구들은 마인드셋의 확장을 주의의 범주나 사고의 형태를 통해
관찰하였다. 예를 들어, 인지가 확장된 이들은 넓은 범위에 시각적 주의를
기울여 나무보다는 숲을 보려 하고(Fredrickson

& Branigan, 2005;

Isaacowitz, Wadlinger, Goren, & Wilson, 2006) 비일상적인 생각이
증가하였다(Isen, Johnson, Mertz, & Robinson, 1985). 또한 다양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해 다양한 행동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으며(Kahn & Isen,
1993) 대상의 핵심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추상적 사고가 증가하였다(HarmonJones, Gable, & Price, 2013).
물론 이러한 양상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완벽하게 구별된
프로세스를 거친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개념적인 차원에서 분류해 보자면
마인드셋의 확장의 양상을 크게 횡(橫)적 확장과 종(縱)적 확장, 즉, ‘폭’과
‘깊이’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마인드셋의 확장은

‘얼마나 넓은(vs. 좁은) 영역에 주의를 두는지’에 해당하는 폭의 차원과
‘얼마나 높은(vs. 낮은) 수준으로 정보를 처리하는지’에 해당하는 깊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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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2.1.

마인드셋의 폭의 확장

마인드셋의 ‘폭’은 ‘주의를 기울이는 범위(attentional scope)’를
의미한다. 즉, 마인드셋의 폭이 넓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영역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인드셋의 폭은 지각적(perceptual) 범위의 측면과 개념적(conceptual)
범위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 이 두 개념은 명목상으로는 구별된
프로세스이지만 두 체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넓은
지각적 영역에 주의를 두게 되면 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하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다양한 심적 표상이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Förster et al., 2006). 마찬가지로 넓은 개념적
주의를 갖고 있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영역을 지각할 수 있다.
먼저, 지각적 범위의 확장은 지엽적인 것보다 포괄적인 것에 즉각적인 주의를
두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작은 글자 “F”들로 큰
글자 “S”의 형상을 구성한 자극물을 볼 때, 지각 범위가 좁은 이들은 세부
요소(글자 F)를 먼저 인식한다. 반대로 지각 범위가 넓은 이들은 세부적인
요소보다는 전체적인 형태(글자 S)를 쉽게 인식한다(Navon, 1977).
개념적 범위란 ‘활성화된 개념의 폭(breadth of construct activation)’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 달라진다(Anderson & Neely, 1996; Förster,
Friedman, Özelsel, & Denzler, 2006). 즉, 개념의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가용할 수 있는 개념적 경계(concep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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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가 확장된 것을 의미한다.
개념적 경계가 확장되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 즉 낯선 개념들까지도
폭넓게 연상할 수 있다(Förster et al., 2006). 따라서 어떤 개념에 대해
훨씬 다양하고 비일상적인 연상을 할 수 있다(Isen, Johnson, Mertz, &
Robinson, 1985). 또한 주의가 확장되면 대상들 간의 공통된 특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하나의 분류로 묶을 수 없는 대상들까지도 포함시켜
분류하게 된다(Förster et al., 2006; Isen & Daubman, 1984). 기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요인들까지 아우르는 유연한 사고는 창의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1.1. 창의적 사고의 개념

창의성(creativity)은 심리학적으로 복잡한 개념이다. 따라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으나, 창의적 결과물이 새롭고 유용하다는 점은 대체로
공통적이다(Amabile, 1983; Leung et al., 2008; Sawyer, 2006).
이러한

정의는

창의성의

양극단에

해당하는 사고의 특징인 발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과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먼저 발산적 사고는 “범주를 넘어서고(without boundary)”, “편견을
깨어(outside the box)” 다양한 범주의 독특하고 많은 답을 산출하는 사고
방식이다(Thompson, 2008, p. 226). 이는 창의성의 정의에서 ‘새롭다’는
측면에 해당하는 사고 과정으로, 서로 관련 없이 보이는 분리된 아이디어들을
동원하는 것에 해당한다(Leung et al., 2008; Guilford, 1950; Wan & Ch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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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이러한 과정은 아이디어의 확장을 유발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의
핵심을 이룬다(Leung et al., 2008). 반대로 수렴적 사고는 발산적 사고를
통해 산출한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정리하는 것으로서 창의성의 정의 중
‘유용한’결과물을 내는 과정에 가깝다(Runco & Sakamoto, 1999).
완벽히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최근의
창의성 연구들은 개념 조합(conceptual combination)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Finke, Ward, & Smith, 1992; Scott & Lonergan, 2005). 이 때
개념 조합이란 기존에 분리되었던 지식의 파편들을 새롭게 결합하고
재구조화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이러한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 새로운 관계, 혹은 새로운 접점을 발견하게 되며, 이러한
발견을 가다듬으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다(Finke, Ward, & Smith,
1992; Scott & Lonergan, 2005).
특히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이란 상황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일컫는다(Gino & Ariely, 2012).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인지적 관습(cognitive pattern)과
고착(fixedness)을 깨어 새로운 연상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Guilford, 1967).

2.1.2. 창의적 사고의 활성화

과거에는 창의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순간적인 대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Leung et al., 2008). 특히,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창의적 인지의 과정을 특별하고 신비로운
영역의 것으로 보았다(Schooler & Melch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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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창의적 인지 과정이 일상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인지
프로세스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Amabile, 1996; Bink & Marsh, 2000)
누구나 일상적인 인지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제안하였다(Finke,

Ward,

&

Smith,

1992;

Weisberg, 1993).
이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보고되었다(Leung et al., 2008). 특히, 최근의 창의성 연구들은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창의성은
사회 체계, 문화, 기분 혹은 동기처럼 가변적이며 상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장재윤, 문혜진, 2014; Amabile & Pillemer, 2012; Sternberg &
Lubart, 1991). 내재적(intrinsic) 동기를 가진 이들은 외재적(extrinsic)
목표를 가진 이들보다 높은 창의성을 보였다(장재윤, 구자숙, 1998; 홍세정,
장재윤, 2015; Amabile, 1985, 1996). 또한 먼 미래를 상상(distant future
focus)하거나(Förster, Friedman, & Liberman, 2004; Okhuysen,
Galinsky, & Uptogrove, 2003) 향상 초점을 취하는 것만으로도(Friedman
& Förster, 2001) 가까운 미래를 상상하거나 예방 초점을 취하는 것에 비해
창의성이 향상 되었다.
심지어 상황적이며 비의식적 단서만으로도 창의성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애플사의 로고를 보거나(Fitzsimons, Chartrand,
&

Fitzsimons,

2008)

정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 하는

것만으로도 창의성이라는 목표가 활성화되었고 창의적인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Vohs, Redden, & Rahine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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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마인드셋의 ‘깊이’의 확장

사고방식에 있어 ‘깊이’란 ‘정보가 처리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에 대한 정보가 단계를 거쳐 처리된다. 이 때 정보가 어떤
수준으로 처리되는 지에 따라 마인드셋의 깊이를 유추할 수 있다.
시각 정보를 통해 대상을 인지할 때의 예를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관찰
가능한 감각적 특징(sensory features)에 대한 처리는 가장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이름이나 문자의 의미와 같이 연상된 정보(associative
information)를 파악하는 것은 그보다 느리게 이루어진다(Bower & Karlin,
1974). 예를 들어,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며 어떤 이들은 그림 속의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그에게 호감이 가는지, 그 얼굴이 정직해
보이는지 등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이 때, 성별과 같이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요인은 가장 낮은 수준의 처리를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호감도나 정직성은 지각적 요소를 통해 관찰하기 어렵고, 다양한 정보가
결합된 추상적 특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인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처리를 요구한다(Bower & Karlin, 1974).

2.2.1. 추상적 사고의 개념

추상적 사고는 깊이의 차원에서 사고가 확장된 대표적 예이다. 정보 처리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상태에 주의를 기울인다. 반대로
높은 수준의 인지 단계에 접근하게 되면 목표나 의미와 같이 추상적인 사고를
동반한다(Graham & Golan, 1991; Vallacher & Wegner, 1985, 1987).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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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먹기(eat)”라는 행동은 “씹어서 삼킨다”라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영양을

얻는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

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how)’ 이러한 일이 발생/진행(process)되는가를 묘사한 것으로서 낮은
추상 수준으로 해석된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 행동의 목적, 의미 혹은
이해에 집중하여 ‘왜(why)’에 해당하는 묘사로서, 높은 추상 수준으로 해석된
것이다(Torelli & Kaikati, 2009; Trope & Liberman, 2003; Vallacher &
Wegner, 1989).
선행연구에 따르면 추상적 사고는 대상의 핵심적인 특성에 주목하게
한다(Burgoon et al., 2013). 따라서 추상적 사고가 활성화되면 관련이
약하다고 생각되는 대상들까지도 한 범주 안에 포함하게 한다. 예를 들어,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은 ‘엘리베이터’나 ‘낙타’와 같이 하나의 범주에
넣기

애매한

대상들까지

모두

‘운송수단’이라는

범주에

포함하려

했다(Burgoon et al., 2013).

2.2.2. 추상적 사고의 활성화

특정 사건이나 대상을 얼마나 추상적으로, 다시 말해 높은 수준으로 해석할
지는 개인의 만성적 기질(chronic disposition)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기질적으로 높은 해석 수준을 사용하는 이들은 모든 일상 행동을 인과 관계,
사회적 의미, 그리고 자기 서술(self-descriptive)의 측면에서 해석한다
(Vallacher & Wegner, 1989). 반면에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을 사용하는
이들은

세계를

일종의

“기계적

요소들(mechanistic

집합으로 여긴다(p.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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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의

따라서 기질적으로 상위의 해석 수준을 사용하는 이들은 상위 수준으로
표현된 메시지를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반면 하위의 해석 수준을
사용하는 이들은 하위 수준으로 구성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한다. 위에 언급한
“먹기”의 예를 통해 살펴 본다면, 상위의 해석 수준을 사용하는 이들은 “씹어
삼킨다”라는 것 보다는 “영양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며
쉽게 이해한다. 같은 원리로, 낮은 해석 수준을 사용하는 이들은 “씹어서
삼킨다”라는 표현이 “먹기”라는 행동을 더욱 적절하게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이러한 마인드셋이 가변적이며,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Förster, Özelsel, & Epstude, 2010). 다시 말해,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 처했을 때 보다 추상적이거나, 혹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사람들은 추상적인 목적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지엽적인
세부 요소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Freitas et al., 2004; Freitas, Salovey, &
Liberman, 2001; Fujita, Trope, Liberman, & Levin-Sagi, 2006; Torelli &
Kaikati, 2009).
선행

연구들은

추상적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Trope &
Liberman, 2003), 긍정적인 기분(Fredrickson & Branigan, 2005; Isen &
Daubman, 1984), 복잡성(complexity; Alter & Oppenheimer, 2008a,
2008b), 혹은 낯섦(unfamiliarity; Torelli & Andrew, 2009)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 대표적인 상황적 요인 중 심리적 거리는 관련된 대상을 어떤 수준으로
해석할지 결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석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먼 대상일 수록 그에 대해 추상적인 수준으로
해석한다. 여기서 심리적 거리란 어떤 ‘상황/대상’과 ‘현재 나의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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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과의 간격에 해당한다(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선행
연구들은 심리적 거리가 시간적 차원(예. 현재 vs. 먼 미래; Trope & Liberman,
2003), 공간적 차원(예. 가까운 곳 vs. 먼 곳; Fujita, Henderson, Eng, Trope,
& Liberman, 2006), 사회적 차원(예. 내 집단 vs. 외 집단; Liberman,
Sagristano, & Trope, 200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석 수준 이론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정보의 접근성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즉,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가용 정보가 풍부하다. 따라서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풍부한 세부사항을 떠올리며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직접
경험에서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대상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특징보다는 핵심적인 특징, 즉 심리적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만한 불변의 특성에 주목하게 된다(Burgoon, Henderson, &
Markman, 2013).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추상적이며 도식적(schematic)인
표현을 유발한다 (Trope et al., 2007).

이상의 논의를 통해 마인드셋이 상황적인 요인으로 인해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마인드셋의 확장 현상은 입체적 개념으로서 폭의
차원에서의 확장과 깊이의 차원에서의 확장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예술이 상황적인 단서로서 확장적 마인드셋과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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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예술적 단서와 확장적 마인드셋
1. 예술적 단서의 창의적 마인드셋 활성화

예술 경험과 창의적 사고와의 관계는 주로 교육학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예술 감상이나 실습이 창의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Csikszentmihalyi & Getzels, 1970; Edwards, 2002;
Eisner, 1962).
그에 비해 경영학적 관점에서는 예술과 창의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근거는 더욱 충분하지 않다. 예를 들어 예술 작품을
주입한 광고나 제품을 본 피험자들의 인지적 유연성이 향상되었으나(Hagtvedt
& Patrick, 2008a), 이 결과는 예술과 제품이 결합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이므로 예술의 단독 효과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또한 어떤 기제를 통해
예술적 자극이 피험자들의 인지적 유연성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소지연과 윤나라(2012)의 연구는 순수하게 예술만을
감상하였을 때 예술이 감상자의 창의성을 강화한다는 것을 규명한 실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현상의 조절 변인으로 조절
초점(regulatory focus)의 역할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기분과 몰입, 활성화가
매개 변수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 역시 구체적으로 예술
경험의 어떤 측면이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예술적 단서와 창의적 사고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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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점화 효과(goal priming effect)이다. 예술적 단서와 창의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예술에 대한 사소한 단서 만으로도 예술에 대한 목표
(‘예술적이 되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여기서‘예술적’이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의 의미망(semantic
network)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술 개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창의성 개념이다. 예를 들어, 창의성은
국내 교과 과정에서 미술 교육의 핵심 목표나 중요한 교수 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다뤄진다(양윤정, 박소영, 이성도, 심효진, 2005). 또한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직업으로 인식된다. 최근 창의적인 인물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을 가장
창의적인 인물이라고 여긴 비율이 스티브 잡스보다 높았다(정옥분, 임정하,
정순화, 김경은, 2011). 또한 창의적 인물의 직업군에 대한 국가간 비교를
시도한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한국과 일본에서는 정형화된
직업 군 중 예술가를 가장 창의적인 직군으로 여긴다(최인수, 이건희, 표정민,
2013). 그 뿐 아니라 예술을 소유하거나 감상하는 주요한 동기로 제시된
새로움(novelty),

특이함(uniqueness)

혹은

상상력(imagination)

역시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Chen, 2009).
창의성이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술적
단서와 창의적 사고의 관계 역시 예술의 특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술의 다양한 특징 중에서도 창의성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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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예술적 단서의 모순적 심상

예술적 단서의 구성 요소 중 창의성과 연관된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모순’적인 특징을 지녔다는 점이다. 이 때 ‘모순’이란 단독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배타적인 관계의 요인들이 합치되면서 유발되는 부조화이다. 즉,
모순은 일반적으로 ‘옳다’, 혹은 ‘일치한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넘어서는
낯선 상태라 말할 수 있다(Miron-Spektor, Gino, & Argote, 2011)1).
Perkins(2001)은 은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고정관념이나
편견과 같은 기능적 고착(functional fixedness)이나 정신적 태세(mental
set)를 꼽았다. 기능적 고착과 정신적 태세는 그릇된 가정을 설정하게 함으로서
사고의 폭을 좁히기 때문이다(박권생, 2005).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계를 확장하고 부순다는 점에서,
모순과 창의성의 개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Eisner(1962)가 창의적
사고의 양상으로 소개한 ‘경계 밀어내기(boundary pushing: 기존의 사물이
갖고 있는 역할이나 기능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나 ‘경계 부수기(boundary
breaking: 상상력과 통찰을 통해 기존 이론의 간극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는 기본적으로 비 안정적인 상태, 즉 모순을 유발하는

1)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대조(collative)’가 있다. Beryline(1971)은 각성이 예술작품의

구체적이고 형식적인 요소로부터 유발되며 그러한 요소들을 ‘대조’적인 요소라고 일컬었
다. 대조는 놀라움이나 기대를 벗어남, 복잡성이나 이질성, 불규칙성 등의 측면에서 모순
적 심상과 유사하다. 다만 대조는 지각경험의 차원, 즉 예술이 지닌 물리적 특성을 설명하
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라면, 이 연구에서 정의한 모순적 심상은 보다 개념적인 차원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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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출발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순적 프레임(paradoxical frame)은 개인의 창의성을
북돋는다(Miron-Spektor et al., 2011). 왜냐하면 모순적 프레임은 개인의
통합적 복잡성(integrated complexity)을 활성화시켜 한 가지 차원에만
(“either/or”)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 없는 것을 아우를 수 있는
(“both/and”) 넓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돕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한 것이나 현저한 자극에 접했을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광범위한

의미망이

활성화된다(Bagozzi,

Gurhan-Canli,

&

Priester, 2002; Meyers-Levy & Sternthal, 1991). 이로 인해 관련성이
낮은 연상들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요인이 증가하여 결국 창의적
발상이 촉진된다(Amabile et al., 2005).
이 때 주목할 점은 모순적 요소가 통합된 결과물의 형태로 나타났을 때 더욱
창의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창의적 사고는 단순히 관련 없는 개념들을
산발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멀리 떨어진 개념들 간의 연관을
형성하여 새로운 조합으로 결합하는 지적 과정이다(Mednick, 1962). 예를 들어
Rothenberg(1996)가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으로 지목한 야누스적(Janusian)
사고는 여러 개의 대립쌍(opposites or antitheses)을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예술, 특히 모더니즘 이후의 예술은 다양한
‘모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Pablo
Picaaso의 “황소머리(Bull’s Head)”(1942)를 구성하는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는 황소의 뿔과 머리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부록 1-1). 이는 자전거의
구성 요소가 ‘탈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능이나 맥락에서 벗어나 ‘황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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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리게 하는 예술품의 조형 요소로 치환되었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느낌을
유발한다. 비슷한 관점에서 ‘남자 소변기’를 예술 공간에서 만나게 될
때(Marcel Duchamp, “샘(Fountain)”(1917), 사람들은 변기나 예술에 대한
고정관념의 충돌을 경험하게 된다(부록 1-2). 혹은 Alexander Calder의
“모빌(Mobile)”(1932)은 조각임에도 고정되지 않고 동적(動的)이라는 점에서
‘모순’적이다(부록 1-3). 그러나 이 예술 작품들은 모두 예술과 사물에 대한
고정 관념의 경계를 넓혔다는 점에서 ‘창의적’ 결과물로 평가된다.

2. 예술적 단서의 추상적 마인드셋 활성화

일상적인 상황에서 변기를 마주했을 때와 미술관 전시실에서‘변기’를
마주했을 때를 상상해보자. 일반적으로 일상적 대상으로서의 변기를 대할
때에는 변기의 물리적 특징, 이를 테면 변기의 형태나 청결함 등을 고려하게
된다. 반면에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으로서 ‘변기’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지 과정을 경험한다. 즉, 예술적 대상으로서의 ‘변기’는, 비록
화장실에서 보는 변기와 동일한 변기라 할지라도, 더 이상 그 물리적 외관이나
실용적 특성보다는 “왜(why)” 이 ‘변기’가 미술관에 있는지 고려하게
된다. 다시 말해, 예술 감상은 자동적으로 작가의 의도나 대상의 상징적 의미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고려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위의 예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전달한다. 첫 번째 시사점은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자극의 종류에 따라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그 대상이 예술(vs. 비예술)일 때는 상대적으로 개념적(vs.
감각적) 특징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점이다. 위의 예로 돌아가자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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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변기라고 할지라도 일상적인 단서로 주어질 때에는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술적 단서로서 주어질 때에는 추상적 측면, 이를테면 상징,
의미, 이유에 대한 고려에 더 집중하게 된다.

2.1.

예술의 개념성

미술사적 측면에서 볼 때 예술, 특히 모더니즘 이후의 예술은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보다는 아이디어와 개념을 전달하는 것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Shimamura, 2013, Shimamura & Palmer, 2012). 즉, 예술은 더 이상
예술가의 시각적 인상이 아니라 아이디어나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Gombrich, 1960).
이러한 미술사적 변화는 예술 심리학의 연구 패러다임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초기의 예술 심리학 연구는 예술 경험의 특수성을 주로 지각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즉, 예술을 미적 쾌감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보고, 그 원인을 예술에
대한 지각적 반응에서 찾으려 했다. 예를 들어 Fechner(1860)는 객관적인
기본 패턴(예: 선, 모양, 색)에 대한 개인의 선호 반응을 통해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체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은 예술 경험이 단순히 ‘자극-반응’ 모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형태주의
심리학(gestalt psychology)은 지각의 과정이 온전히 객관적이거나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며, 스스로 느끼기에 좋은 형태(good form)로 변환시키는 ‘역동적
(dynamic)’과정이라고 강조하였다(Shimamura & Palmer, 2012). 특히
구성주의이론(construction theory)은 개인의 예술 경험에 다양한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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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外)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예술이란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호한 기호이며, 예술 경험이란 그에 대한 지각자의
무의식적인 추측, 경험과 지식이 발휘되는 과정으로 여겨졌다(Gombrich, 1960).
이러한 접근은 현대의 예술에 대한 감상 경험을 이해함에 있어 더욱
필수적이다. 즉, 개념성(conceptuality)이 강조된 현대 예술은 예술품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지각하는 것 만으로는 그 예술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예술은 감상자로 하여금 ‘왜’이러한 것이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이유(why-focused identification)에 집중하게 한다. 다시 말해, 예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이면의 의미를 찾거나 해석을 요하는 적극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의 과정을 요한다(Kreitler & Kreitler, 1972; Leder, Belke, Oeberst, &
Augustin, 2004; Millis, 2001; Parsons, 1987; Schimmel & Förster, 2008).
특히 Leder 등(2004)은 현대 예술이 복합적인 인지 활동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인지적 숙달(cognitive
mastering)’의 단계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감상 경험이 습관적으로 축적되면 예술 작품을 볼 때, 일상적인
대상을 볼 때와 구별된 도식(schema)에서 출발하게 된다. 도식이란 사람들의
기대를 형성하는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라는
도식을 적용하면, 의자를 빼고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주문하는 등의 기대를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예술을 접할 때에는 예술 감상에 대한 특정한 사고의 방식이
수반된다(Shimamura, 2013). 즉 예술 감상은 예술 작품의 의미와 이유를 묻는
추상적 사고의 과정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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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술의 심리적 거리

해석 수준 이론에 기반하여 볼 때 예술 경험이 다양한 차원에서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연상을 유발한다. 먼저, 사회적 거리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술 작품은
일상적인 사물에 비해 ‘고급’스럽고 ‘권위’ 있는 대상으로 여겨진다(Chen,
2009; Hagtvedt & Patrick, 2008b; Joy & Sherry, 2003). 또한 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일상적 사물은 언제 어디서나(“here and now”) 쉽게 볼 수
있으나, 예술은 대체로 특정한 장소에서 감상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시간적 거리의 측면에서 볼 때, 예술은 상대적으로
‘긴’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여겨지는 반면 일상적인 사물은 이러한 장기적인
관점과 관련된 연상을 유발하지 않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정한 심리적 거리를 직접적으로 연상할 때(예: 1년
후를 연상, 공간적으로 먼 곳을 연상)뿐 아니라, 심리적 거리가 내포되어 있는
경험을 떠올리는 것 만으로도 추상적인 사고가 활성화되었다(Förster et al.,
2010). 예를 들어 “사랑(vs. 정욕)”을 연상하거나, 심지어 그러한 자극이
식역하(識閾下, subliminal)에 제공된 경우에도 추상적인 사고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사랑이라는 개념에는 “장기적인 책임”이나 “평생의 동반자”와 같은 시간적
거리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Förster et al., 2010). 따라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접한 것 만으로도 그에 내포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추상적인 사고가
유발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예술적 단서와 확장적 마인드셋의 관계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술적 단서가 마인드셋의 폭의 차원에서의 확장과 깊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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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확장에 관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목표 점화의 관점에서 예술이
창의성과 연관된 목표를 활성화시켜 창의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예술
감상 경험의 도식과 해석 수준 이론에 근거할 때, 일반적으로 먼 심리적 거리에
대한 연상을 유발하는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사고를 동반할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예술과 확장적 마인드셋의 관계는 경영학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3절에서는 예술적 단서로 인해 확장된 마인드셋의 전이 효과를 최근 기업
경영 상황에서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는 친사회적 행동의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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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확장적 마인드셋과 친사회적 행동
1. 친사회적 행동의 개념

친사회적 행동은 다차원적 속성을 지닌 개념이다. 소극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관용(tolerance)이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과 같이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적극적이고 상호 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는 도움(helping), 공유(sharing) 및 기부(donating)와 같이
적극적이며 이타적인 행동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다(Janoski et al., 1998).
학자에 따라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동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이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다루기도 한다(Janoski et al., 1998).
이

연구에서는

결과(outcome)적

친사회적

행동을

타인에게

측면뿐

아니라

그러한

유익을
행위를

주는
촉발할

행동이라는
수

있는

태도(attitude)의 관점까지 모두 포괄하였다.
기업 경영 상황에서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이란 그 주체와 대상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을 크게 대인관계의
차원과 소비행동의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1.

대인관계 차원

대인 관계의 차원에서 볼 때, 개인의 친사회성은 조직 내 구성원들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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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태도 및 원활한 상호 작용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업의 전반적 분위기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직
성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응재,
유태용, 2012). 더욱이 팀제와 같은 수평적 조직구조가 도입되고, 긴밀한 공조를
요하는 과업으로 직무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자발적이고, 타인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다양한 기업 경영 환경의 맥락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구성하고 있는 공통적인 요인은 자발성과 타인에 대한 이해라 볼 수 있다.
비(非)방어적 태도,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 기부나 도움 행동은 이러한
특징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에 해당한다.
먼저, 방어적 태도는 위협 정보를 회피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는 태도이다(Shapiro, Jamner, & Goldstein, 1993). 즉 방어적
태도는 자기 중심적(self-focus)이며 수동적인 상태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친사회적 태도, 즉 타인 지향적이고 자발적인 태도와는 역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방어적 태도가 강한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여 체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희망하거나 이를 다루는 것을 회피한다(Lakey, Kernis, Heppner, & Lance,
2008). 특히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방어적 태도는 조직원의 참여와

협력,

몰입과

조직

깊은

관련이

있는

‘신뢰’(trust)와

상반되는

태도이다(원숙연, 2000, Shapiro, Sheppard, & Cheraskin, 1992).
그에 반해 관점 수용 능력은 타인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예측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Parker와 Axtell(2001)에 따르면 관점 수용 능력은 대상에 대한
공감과 긍정적인 귀인 양식(positive attribution)을 통해 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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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나 외의 존재(another being)의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거나 대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의 불행에 대한 걱정, 이해 혹은
타인의 성취에 대한 기쁨의 형태로 나타난다. 공감은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Penner, Dovidio, Piliavin, & Schroeder, 2005), 직무
만족 및 조직 성과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공감은 조직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갖게 하며, 조직원들간의 강한 유대와 업무 몰입을 촉진한다(Kanov,
Maitlis, Worline, Dutton, Frost, & Lilus, 2004).
긍정적인 귀인 양식이란 다양한 귀인 편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er & Axtell, 2011). 먼저, 귀인이란 어떤 현상의 원인을 추론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다. 귀인은 문제의 소재를 개인의 내부, 혹은 외부에 두는지에
따라 각각 내적, 혹은 외적 귀인 양식으로 분류된다. Jones와 Nisbett(1971)에
따르면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의 기질이나 능력과 같은 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려 한다. 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시스템이나
운과 같은 외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편향을 보인다. 자기 본위적
편향(self-serving

bias)은

이러한

편향이

확장된

형태라

볼

수

있다(Bernstein, Stephan, Davis, 1979). 즉,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자기의 내적 요인(예. 능력, 성실)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패는 외부적
요인(예. 과제의 난이도)으로 인한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관점을 취한 이들은 이러한 편향들이
감소하였다(Galper, 1976; Regan & Totten, 1975). 다시 말해, 타인의 행동에
대한 귀인이 보다 긍정적으로 되며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귀인과 차이가
줄어든다(Parker & Axtell, 2001).
선행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 결과에 대해 내적 귀인을 많이 하는 사람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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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내적 귀인자는 대인관계의 충돌 및
폭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김동기, 1986),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Sosis, 1974). 반면, 외적 귀인자들은 문제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하영희, 박혜원, 1996).
기부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타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이타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한 여성(Webster &
Nottingham,

2000),

교육

수준이

높거나(Edmundson,

1986),

개신교도(황창순, 2000), 혹은 자원 봉사의 경험이 많은 이들이 많은 금액의
기부를 했다(박태규, 정영석, 2003).
선행 연구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개인차 요인 중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강하게 나타났다(Larrieu & Mussen, 1986).
이는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개인에게 있어

자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Steel et al., 1993). 반면 사회적 고립이나 배척(social exclusion)을
통해

자아의

위협을

경험하게

되면

도움

행동이나

기부

행동이

낮아졌다(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

1.2.

소비 행동 차원

소비 행동의 차원에서 볼 때 친사회적 태도는 환경, 사회 및 인권 등 윤리적
가치를 우선시 하는 ‘윤리적 소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제품을 구매할 때,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 외부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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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파장에 관심을 갖는 소비 패턴을 의미한다(Harrison, Newholm, &
Shaw, 2005).
윤리적 소비는 녹색 소비 혹은 로컬 소비와 같은 개인적 차원의 소비 행동뿐
아니라 구매 운동, 혹은 불매 운동과 같은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 패턴은 단순히 소비자 개인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가치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타인에 대한 관대함(benevolence)과 이타주의(altruism), 즉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타인을 도움을 주려는 태도가 윤리적
호소(ethical appeal)를 하는 제품의 선호를 향상시켰다(Harrison et al.,
2005; Shaw, Grehan, Shiu, Hassan, & Thom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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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장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2.1.

창의적 마인드셋의 영향

창의성은 다양한 적극적 대처 능력(proactive coping)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 이해 능력, 특히 친사회적 소통(prosocial interaction)을
유발한다(Aspinwall & Taylor, 1997; Isen, 1999). 이는 유연한 사고가 자기
중심적(self-focus) 관점을 배제하고 다른 이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관점(broadening focus)은 타인에
대한 관대함과 도움 행동을 증가시킨다(Isen, 2002).
예를 들어 인지적으로 유연해진 이들은 자신이 다른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

높은

수용력과

호감을

보였다(Dovidio, Gaertner, Isen, & Lowrance, 1995). 또한 자신의
관점에 맞지 않는 정보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현상이 적었으며(Estrada et al.,
1997) 문제 상황에 대해 서로 돕는 행동이 강하게 나타났다(Aspinwall &
Taylor, 1997).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

자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비(非)사회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의 근거로 자기 평가(self-evaluation; Greenberg, Pyzczynski,
Solomon & Rosenblatt, 1990), 그 중에서도 특히 자기 가치 확증이론(selfaffirmation theory; Liu & Steel, 1986)에 근거한 자아 온전감(selfintegrity)의 완충(buffer) 효과를 제시하였다(Steele, Spencer & Ly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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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자기 가치 확증 이론에 따르면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가치와
충돌을 경험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증(affirmation)하면 자기에 대한
통합적인 온전감을 복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확인을 통해 복원된 자기
온전감은 위협을 완충시키는 심리적 자원의 역할을 한다(Steel et al., 1993).
여기서 자아 온전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도덕적이고, 적합하며 효과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다(Sherman, Nelson, Bunyan, Cohen, Nussbaum &
Garcia, 2009).
Gilbert 등(1998)에 따르면 사람들은 누구나 부정적 사건이나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적 면역 체계(psychological immune system)를
가동한다. 예를 들어, 흡연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들은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자기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그 위협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자신 간의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여 그 위협을 기각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가치 확인을 통해 자아 온전감을 유지하는 이들은 보다
우회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약점(예. 흡연)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자기 자신의 전반적(global)인 적합성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상황들(예. 그 해에 받은 상, 월급 보너스)을 회상함으로써 자신의 전반적인
가치를 확증할 수 있다(Spencer, 1993; Steele, 1988). 따라서 자아 온전감이
유지된 개인은 위협을 당하더라도 덜 방어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Schwinghammer, Stapel, & Blanton, 2006; Sherman et al.,
2007; Steele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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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상적 마인드셋의 영향

최근 다양한 연구들이 추상적인 마인드셋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추상적 마인드셋이 공정성, 도덕적 행동, 혹은
바람직한 가치 추구 행동을 유발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심리적 거리감을
통해 활성화된 추상적 마인드셋이 개인의 이익(self-interest)을 희생하는 대신
공정성이나 타인에 대한 이익(interest for others), 집합적 이익(collective
welfare)을 증진시키는 선택을 이끌었다(Giacomantonio, De Dreu, Shalvi,
Sligte, & Leder, 2010; Kortenkamp & Moore, 2006).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에서, 헌혈에 대한 자발적 태도가 향상되었고(Choi, Park, &
Oh,

2012)

갈등

상황에서도

타인과의

통합적인

의견

화합이

이루어졌으며(Giacomantonio et al., 2010; Henderson, Trope, & Carnevale,
2006) ‘자원 딜레마’ 상황에서도 협력 활동이 증가했다(Sanna, Chang,
Parks, & Kennedy, 2009).
해석 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와
자기 개념(self-conception)의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즉,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먼 대상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보다 일반적이고 핵심적인 요인들을 고려한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먼 거리는
외부의 상황이나 기회보다는 보다 핵심적이며 자신을 결정하는 요인인 내면, 즉
이상적 자기(idealistic self)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이상적 자기에 집중하게 되면 자신의 참된 선호와 가치를 만족시키는 상위의
목표롤 추구하게 된다(Kivetz & Tyler, 2007). 따라서 가치와 일치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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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치 중심의 자기표현(value oriented self-representation)을 유발한다.
특히 도덕적 고려(moral concern)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심리적으로 먼
사건에

대해서는

도덕적

기준(moral

principle)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Agerström & Björklund, 2009a, 2009b; Eyal, Liberman, &
Trope, 2008; Eyal, Sagristano, Trope, Liberman, & Chaiken, 2009).
그와 반대로,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맥락적이며 부가적인
요인들을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황적인 조건이나 외부의 유혹에 관심을 두게 한다.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외부
상황에 집중하게 되면 내면의 가치나 참된 흥미, 열정에 대한 관심이 줄게 되며
실용적인 자기(pragmatic self)가 강조된다(Kivetz &Tyler, 2007). 실용적인
자기가 활성화되면 실용성 즉, 현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에 해당하는 금전적 이익이나 외적인 보상에 초점을 맞추어 자기를
표현한다.

특히

considerations)는

이기적

동기(selfish

상대적으로

motive)와

구체적으로

쾌락적

표상되는

고려(hedonic

개념이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이기적인 동기나 쾌락적
고려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Giacomantonio et al., 2010).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활성화된 확장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의 영역으로
이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예술적 단서가 확장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킨다면, 확장적 마인드셋이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중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실증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를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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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 수립과 연구 가설 설정

제1절 연구의 개념 및 모형
1.

연구의 개념

문헌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영학적 관점에서 예술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인
차원에서 결과중심적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예술적 단서의
구체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이며 과정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술적 단서의 효과를 미시적으로 접근한
소수의 기존 연구들 조차 예술적 단서의 효과의 범위를 예술이 주입된 대상에
한정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나 예술 효과의 매커니즘을 보다 넓은 기업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초점이 예술이 주입된 대상이 아니라 예술 경험의
주체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역학 관계의 기저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심리학적 변인들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독립된 예술적 단서를 접한 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별도의 이론적 틀이 요구된다. 이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의
작동 원리를 마인드셋의 작동 과정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예술적 단서의 작동 원리는 확장적 마인드셋의 프레임웍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즉 확장적 마인드셋은 폭과 깊이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확장적 마인드셋의 각 차원을 확장시키는 요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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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단서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예술적 단서의 어떤 특징이
확장적 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해 예술적 단서의
모순적 특징과 심리적 거리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확장적 마인드셋은 활성화의 단계와 전이효과의 단계로 나누어 관찰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예술적 단서를 통해 활성화된 확장적 마인드셋의
전이효과를 친사회적 행동의 영역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기업
경영의 다양한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다양한 선행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 특히 예술 효과의 맥락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논의한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은 이러한 연구가 경영학뿐 아니라 예술계에게도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확장적 마인드셋의 매커니즘을 중심으로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상호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모형의 수립

이 연구의 전체 연구 모형을 <그림 3-1>에 제시하였다. 즉, 예술적 단서는
확장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마인드셋은

친사회적

행동의

영역에까지 이전되어 지속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이 연구 모형은 예술적 단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확장적
마인드셋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차원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마인드셋의 작동 단계를 보여준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은 <그림 3-1A>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술적 단서가 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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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마인드셋을 확장하는 경로, 즉 창의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며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단서가
창의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모순적 심상이 조절작용을 한다.
그리고 창의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관계를 자아 온전감이
조절한다.
두 번째 차원은 <그림 3-1B>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술적 단서가 깊이의
차원에서의 마인드셋을 확장하는 경로, 즉 추상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켜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마인드셋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하였다.

<그림 3-1> 연구 모형

<그림 3-1A> 예술적 단서로 인한 폭의 확장 가설의 모형

<그림 3-1B> 예술적 단서로 인한 깊이의 확장 가설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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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가설의 설정
이 연구는 크게 예술적 단서가 친사회적 행동을 이끄는 매커니즘을 두 가지
주제로 접근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마인드셋 폭의 확장을 근거로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단서가
창의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이를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 폭의 확장’이라고 표현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마인드셋 깊이의 확장을 근거로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마인드셋을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을 이끈다는 점을 담고 있다. 이를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 깊이의 확장’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주제는 마인드셋의 작동 단계에 따라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의 활성화와 친사회적 행동으로의 전이효과에 대한 가설들로 구성되어
있다.

1.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 폭의 확장

1.1.

예술적 단서의 창의적 마인드셋 활성화

1.1.1. 예술적 단서의 주 효과

이 연구는 목표점화의 효과의 차원에서 예술적 단서가 창의성이라는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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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목표 점화
이론에 따르면 어떤 목표가 자극을 통해 활성화되면 그와 관련된 태도나 행동이
자동적으로 발생된다(Bargh, 2002). 특히 이러한 현상은 특정 개념을
연상시키는 사물이나 공간적 단서를 미세한 수준으로 제시한 경우에도
나타났다(Fitzsimons et al., 2008; Kay et al., 2004; Förster et al., 2010)
이를 근거로 할 때, 예술적 단서가 예술과 연관된 목표(예. ‘예술적이
되자’(Be artistic)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반적으로
예술과 창의성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이라는 개념은
창의적 사고를 수반할 것으로 유추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예술적 단서가 창의적 사고를 증가시킬 것이다.

1.1.2. 모순적 심상의 조절 효과

이 연구는 모순적 심상으로 인해 예술적 단서가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모순이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사고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모순적 자극은 주의의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요인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연구는 모순이라는 요소가‘예술’이라는 새로운 결과로 통합되었을
때 보다 창의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예측했다. 왜냐하면 창의적 사고 과정이란
산발적인 개념들 간의 연관을 형성하는 조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조합으로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Mednick,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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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모순적인 요소가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창의성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예술이라는 통합된 결과물로 제공될 때는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모순적 심상이 예술적 단서와 창의성의 관계를 정(正)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즉 모순적 심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술적 조건이 비예술적 조건에
비해 창의성이 향상될 것이다.

1.2.

창의적 마인드셋의 친사회적 행동으로의 전이효과

1.2.1. 창의적 마인드셋의 주효과
이

연구는

창의적으로

사고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창의성은 개인의 관점을 확장시켜 남에 대한 고려를 증진시키기며
다른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창의성은
친사회적 소통과 관대함 및 도움 행동을 증가시킨다(Aspinwall & Taylor,
1997; Isen, 2002).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창의적 사고가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킬 것이다.

1.2.2. 자아 온전감의 조절효과

이 연구는 창의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자아 온전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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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이나 배척을 통해 자아의 위협을 경험하면 사안과
자기와의 관련성을 낮게 평가하며 방어적 태도가 증가한다(Gilbert et al., 1998;
Twenge et al., 2007). 그러나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원으로 작용하여
완충 효과가 나타난다(Steel et al., 1993). 따라서 자아 온전감이 유지된 개인은
위협을

당하더라도

덜

방어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한다(Schwinghammer, Stapel, & Blanton, 2006; Sherman et al.,
2007; Steele et al., 1993). 이를 고려할 때, 자아 온전감이 강한 사람은
창의적 사고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자아 온전감이 창의성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정(正)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즉 자아 온전감이 높을 경우 창의성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1.3.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 간 창의적 마인드셋의 매개효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예술적 단서를 통해 창의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창의적 마인드셋으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예술적 단서를 통해 활성화된 창의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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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 깊이의 확장

2.1.

예술적 단서의 추상적 마인드셋 활성화

2.1.1. 예술적 단서의 주효과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사고를 상대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측하였다. 예술품은 일상적 사물과는 전혀 별개의 대상으로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감상, 즉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을 유발한다(Funch 1997;
Joy & Sherry 2003). 특히 대상에 대한 재현과 모방보다는 개념이 강조된
현대의

예술은

지각적

요소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Kreitler & Kreitler, 1972; Leder et al., 2004; Parsons, 1987;
Schimmel & Förster, 2008).
따라서 예술을 감상하는 경험은 자동적으로 의미나 상징을 고려하는 높은
수준의 추상적 사고를 수반한다. 그에 반해 일상 사물들은 표면적 요소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므로, 추상적 사고를 수반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사고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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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가 심리적 거리에 대한 연상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정 환경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험이
잦고, 그 경험이 지속적일 경우, 그 상황에 대한 미세한 단서만으로도 그와
관련된 생각의 방식이 유발된다. 공간적, 사회적 혹은 시간적 거리는 예술적
단서와 일상적 단서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따라서 예술적 자극이
심리적 거리에 대한 연상을 자동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또한 해석 수준 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는 추상적 사고를 촉진한다.
따라서 예술적 단서의 심리적 거리가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사고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7.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사고와의 관계가 예술을 통해 연상되는 심리적
거리가 매개할 것이다. 즉, 예술적 단서가 심리적으로 먼 거리감을 연상하게 하며,
먼 심리적 거리는 추상적 사고를 유발할 것이다.

2.2.

추상적 마인드셋의 친사회적 행동으로의 전이효과

이 연구는 추상적 사고를 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매칭 효과(matching effect)에 따르면 추상적(vs. 구체적) 마인드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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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 이들은 당장 구체화시킬 수 있는 편익보다는 추상적인 편익에 더
가중치를 둔다. 일반적으로 편리함이나 경제성은 가시적이며 구체적인 편익에
해당한다. 반대로 도덕성이나 이타성은 비가시적이며 추상적인 편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예술적 단서를 통해 추상적 사고가 증진된 이들은 친사회적 편익이
강조된 제품에 보다 호의를 느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8. 추상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할 것이다.

2.3.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 간 추상적 마인드셋의 매개효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예술적 단서를 통해 추상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추상적 마인드셋으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이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9.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추상적 마인드셋이 매개할 것이다.
즉,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며, 활성화된 추상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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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방법 및 결과
제1절 실험 연구의 개요

앞서 제안한 9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총 세 단계의 실험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각 실험 연구가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들을 정리하여 <그림 41>에 제시하였다.
실험 연구 1은 예술적 단서가 마인드셋의 폭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마인드셋이 폭의 차원에서 활성화되는 과정을 검증하고(가설 1~2) 그러한
마인드셋의 전이 효과를 검증하였다(가설 3~4). .
실험 연구 2와 3은 두 번째 주요 가설인 예술적 단서가 마인드셋의 깊이를
확장하고, 이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을 검토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먼저 실험 연구2에서는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는지 살펴보았다(가설 6). 그리고 실험 연구 3에서는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마인드셋을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가설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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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실험 연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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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실험연구1: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 폭의
확장

1. 연구 방법

1.1. 실험 개요

실험 연구 1은 예술적 단서로 인한 폭의 확장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는 가설 1~5에 해당한다. 예술적 단서가 확장적 마인드셋의 폭의
차원인 즉 창의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는지 검토하였다(가설 1). 이 때
모순적 심상이 예술적 단서와 창의적 마인드셋을 조절하는 지 검토할
것이다(가설 2).
그리고 창의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시키는지 검토한 뒤(가설
3)자아 온전감이 창의적 마인드셋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살펴볼
것이다(가설 4). 마지막으로 창의적 마인드셋을 매개로 예술적 단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가설 5).
여기서

친사회적

행동은

대인차원에서의

친사회적

행동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단서를 접한 집단에서 창의적 마인드셋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며, 이를 매개로 낮은 방어적 태도, 높은 공감, 약한 외부 귀인,
높은 기부 의사와 강한 도움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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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전 조사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 본 실험의 실험군에서 사용될 예술(art) 이미지와
대조군에서 사용될 비예술(non- art) 이미지를 선정하였다. 예술 이미지는
초현실주의 작가인 Rene Magrittee(1898-1967)의 작품 3점, “붉은 모델(le
Modlele Rouge)”(1935), “개인적 가치(Les Valeurs Personnelles”(1952),
“피레네의 성(Le

Charteau

Des

Pyrenees)”

(1959)을 준비하였다.

초현실주의(surrealism) 예술은 “두 개의 어긋나는 현실을 병치”(Foster,
Krauss, Bois, Buchloh, & Joselit, 2004)시키는 것, 즉 모순 그 자체를
작품의 주요한 테마로 삼는다. 특히, Magritte는 데페이즈망(depaysement,
轉置), 즉 관련 없는 것들을 상식에 맞지 않게 섞어 낯선 장면을 연출한
작가로서, 그의 예술 이미지들은 일반적으로 모순적 심상을 자극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비예술 이미지는 Magritte의 작품과 비슷한 구도와 소재가 들어있는 사진
4점을 준비하여 총 4 세트를 준비하였다(부록1 참조).
사전 조사는 총 3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모든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는 집단 내 설계(within subject design)로 진행되었다.
이월 효과(carry over effect)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지가 제공되는 순서와
각 질문의 순서를 상쇄하였다.
먼저, 이 연구는 예술 이미지를 감상하였을 때 감상자가 이를 예술로
인식하면 예술이라고 정의하였으므로, 기존 연구와 같이 자극물을 예술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예술품 같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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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소지연, 윤나라, 2012;
Hagtvedt & Patrick, 2008a, 2008b).
또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에 대해 모두 5 점 척도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는 각각 긍정적
정서(‘기분이 좋다’), 미(美)(‘아름답다’, ‘예쁘다’), 이미지 자체에 대한
호감도(‘마음에

든다’),

각성(‘흥분된다’),

이미지의

질(‘이미지의

상태가 좋다’)이었다. 또한 창의적 연상을 가장 활발히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선정하기 위해 창의성(‘상상의 여지가 있다’, ‘창의적이다’,‘기발하다’)
문항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인 성별, 나이, 직업을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예술로 인식하는 정도가 가장 강하며 가장 창의적이라고 인식된
‘개인적 가치’가 속한 세트 B-1이 선택되었다. t-검증을 통해 각 자극물에
대해 예술 여부와(Mart=3.76, Mnonart = 2.32, t(36) = 7.96, p

< .01)

창의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Mart = 3.81, Mnonart = 1.86,

t(36) = 7.85, p < .01).
한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세트 B-1의 두
자극물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긍정적 정서(Mart =
2.78, Mnonart = 2.09, t(36) = -.64, p = .52), 아름답다(Mart = 2.81, Mnonart
= 2.57, t(36) = .96, p = .34), 예쁘다(Mart = 2.68, Mnonart = 2.84, t(36) =
- .62, p = .54), 호감도(Mart = 2.95, Mnonart = 2.97, t(36)= -.09, p = .93),
각성(Mart = 1.97, Mnonart = 1.62, t(36)= 1.70, p = .10) 및 이미지의 질(Mart
= 3.30, Mnonart = 2.97, t(36) = 1.50, p = .14)].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예술적 단서를 위한 예술 이미지로 “개인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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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였다.

1.3. 본 조사

1.3.1. 응답자 및 실험 설계

실험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남성 43%, 여성 57%, 평균 20.9세). 참가자들에게는 이 실험이
대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이라고 밝히고 실험 후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실험은 집단간 설계(between subject
design)로서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각각

예술적

단서가

제공되는

조건(실험군)과 예술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는 조건(대조군)에 배정되었다.

1.3.2. 절차 및 변수 조작

실험은 크게 사전 질문과 본 설문,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사전 질문을
통해 응답자들의 정서가 조건 별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였다. 이는 긍정적
정서가 창의적 마인드셋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사전 질문에 대한 응답이 뒤이어 진행될 예술적 단서 점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 질문은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후의 모든
항목의 측정은 실험실에서 온라인 설문과 관찰을 통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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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사전 질문

예술적 단서를 점화 하기 전, 정서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사전 질문지를
통해 Ekman, Friesen, 및 Ellsworth(1972)이 정립한 인간의 7가지 정서에
대해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t-검증을
통해 두 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였다[슬픔(Mart = 2.64,

Mnonart = 2.28, t(129)= 1.52, p = .47), 화 (Mart = 2.07, Mnonart = 1.87,
t(129)= .88, p = .38), 기쁨(Mart = 4.26, Mnonart = 4.57, t(129)= -1.78, p
> .08), 역겨움(Mart = 1.47, Mnonart = 1.49, t(129)= -.12, p = .90)
즐거움(Mart = 4.45, Mnonart = 4.55, t(129)= -.53, p = .60), 놀라움(Mart
= 2.33, Mnonart = 2.22, t(129)= .49, p = .63), 두려움(Mart = 2.64, Mnonart
= 2.38, t(129)= 1.12, p = .26)].

1.3.2.2.

본 실험 절차

본 실험의 구체적인 절차를 <그림 4-2>에 제시하였다.
먼저 예술 점화를 실시하고, 뒤이어 창의적 마인드셋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자아온전감과 친사회적 행동에 속하는 다섯 가지 변인을 세 시점에 걸쳐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아 온전감과 친사회적 행동(공감, 기부) 문항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부정적인 피드백을 준 뒤 다시 친사회적 행동(외부 귀인,
방어적 태도)를 측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구 통계 및 미술 지식에 관해
질문한 뒤 친사회적 행동(도움 행동)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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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동을 다양한 측정 도구를 통해 측정한 이유는 편향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친사회적 태도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개념을 측정할 때는 다양한 편향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Meier,
Moeller,

Riemer-Peltz,

&

Robinson,

2012)

암묵적

평가(implicit

assessment)와 자기 보고형 측정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4-2> 연구 1의 실험 절차

사전 질문을 마치고 실험실에 들어오기 전 피험자들은 면접관으로부터 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개를 받았다. 소개의 목적은 응답자들의 외부 귀인 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조작된 부정적 피드백’을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참가자의 응답이 동일한 실험에 참여한 임의의 파트너의 응답과
함께 취합된다고 소개하였다. 응답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현재 동일한
온라인 설문이 여러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함께 설문에 응답하는
참가자들 중 한 명이 무작위로 파트너가 된다고 안내하였다. 설문 내용에는 인지,
사고 및 기억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test)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검사
직후 파트너의 결과와 합산 처리된 축약형 검사결과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트너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부정적 사건을 통해 개인의 자아가 위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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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나타나는 방어 태도와 귀인 양식을 관찰하기 위해 응답자 모두에게 매우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동일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구두로 소개를 마친 뒤
모든 응답자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 소개문을 읽었다(부록 4-1참조). 실험에
대한 소개를 모두 이해한 이들은 다음 단계로 진행하였다.

1.3.2.3.

예술적 단서의 점화

피실험자들은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예술적 단서의 점화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예술 이미지(Magritte의 “개인적 가치”)를 제시하는 직접적인
자극과 함께 실험실 환경을 조작하는 환경적인 자극을 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예술적 자극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여 예술적 단서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예술 집단의 경우, 예술에 관한 연상이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험실 환경에 예술 작품에 관련된 이미지를 전시하였다.
점화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부록 4-2). 먼저, 설문 첫 화면에 사전조사에서
선택된 예술 자극물을 보여주고 그에 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충분한 활성화를 위해 1분 30초 이내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뒤이어 다음 화면에서도 동일한 이미지를 제시하며,
이 이미지를 항상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접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은지
자유롭게 적도록 하였다.
예술 조건과 비 예술 점화 조건은 자극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험 절차가
동일하다. 그러나 혼입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 중 자극물을 일컫는 용어를
점화 조건 별로 달리 사용하였다. 즉 예술 조건에서는 ‘예술 작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비예술 조건에서는‘이미지’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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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점화를 두 단계로 진행한 목적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자극물에 대한 피험자들의 최초 상기(top of mind), 즉 제약, 도움 조건 없이
어떤 느낌과 생각을 떠올리는지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극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연상하여 점화의 효과를 강화하였다.
실험실은 한 개의 실험실을 조건에 따라 자극물을 달리하여 사용하였다(부록2
참조). 따라서 자극물을 제외한 채광, 온습도, 가구의 배열 및 기후 등의 요인은
두 조건이 동일하였다. 대조군인 비예술 집단의 경우, 실험실 환경에서 예술과
관련된 소품을 모두 제거하였고, 모니터에는 사전 조사에서 선정된 비예술
이미지, 즉, 일상적인 사진 이미지가 제공되었다. 이미지에 대한 질문과 시간
설정은 실험군과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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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3.3.1.

변수의 측정

모순적 심상

예술과 비예술 이미지를 보고 느낀 점을 기록한 응답자들의 코멘트들에 대해
사후 분석을 실시하여 각 참가자들이 자극물을 통해 모순적 심상을 느꼈는지를
분류하였다. 이 때, 응답자들의 코멘트는 예술(vs.비예술) 점화 후 최초로
응답한 최초 상기 내용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실험 조건을 알지 못하는 코더(coder)가 참가자들이 작성한
코멘트의 단어들에 대해 ‘단어들이 각각 모순의 의미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
5점 척도로 응답하고(1 = 전혀 관련 없다, 5 = 관련 있다) 그 중 4 점 이상인
단어 총 21개를 모순적 심상으로 분류하였다(부록 5 참조). 그리고 각 응답자
별로 모순적 심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코멘트 내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0 = 모순적 심상 없음, 1 = 모순적 심상 있음).
모순적 심상에 해당하는 단어는 총 39회(29.3%) 언급되었으며, 예술
조건에서는 27회(39.7%), 비예술 조건에서는 12회(18.5%) 나타났다.

1.3.3.2.

창의적 마인드셋

예술 주입 현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창의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측정할 때
원격연상검사(Remote Association Test; 소지연, 윤나라, 2012; Hagtvedt &
Patrick, 2008a) 혹은 자기 보고식 평가(권장헌, 이철성, 이호배, 201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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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그러나 Hagtvedt와 Patrick(2008a)의 연구에서는 원격연상검사를
통해 측정한 인지적 유연성 개념이 그의 가설에서 기대한 예술적 단서와 브랜드
확장성 간의 매개효과를 명확히 보여주지 못하였다. 또한 자기 보고식 평가
방법의 경우 응답자의 특성이나 실험 상황에 따라 왜곡된 보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질문이나 과제를 통해 직접 관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이 용도 과제(Alternative Uses Task)를 통해
창의적 마인드셋을 측정하였다(Guilford, 1967). 특이 용도과제는 창의성의 여러
인지 양식 중 인지적 유연성(cognitive flexibility)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인지 유연성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지 양식 중 핵심 인지(cognitive
core)능력이자 필수적인 요소이다(Baghetto & Kaufman, 2007; Hennessey,
2010). 이에, 인지 유연성을 측정하는 대표적 과제인 특이 용도 과제는 다양한
연구에서

창의적

성과(creative

achievement)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었다(Baas, De Deru, & Nijstad, 2008; Carson, Peterson, & Higgins,
2005).
특이 용도 과제는 한 사물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용도를 연상하는지를 통해
창의성을 측정한다. 선행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이 고안해낸 용도들이 반드시
창의적이지 않더라도, 단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려는 시도만으로도 창의성,
특히

창의적이고자

하는

동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Fitzsimons, Chartrand, & Fitzsimons, 2008). 이는 다양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생성할수록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 회사가 캔의 새로운 용도를 모색하고 있으니, 응답자들은
2분 동안 가능한 모든 용도를 생각하도록 요구하였다(부록 4-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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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질문이 제시되고 150초가 지난 후에는 다음
문제로 자동 전환되도록 프로그래밍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기입한
아이디어의 갯수를 가지고 개인의 창의성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이 고안한
아이디어의 갯수의 평균은 4.36개였다.

1.3.3.3.

자아 온전감

자아 온전감을 측정할 때 응답자에게 질문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이에

대한

인지가

응답자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Sherman et al., 2009).
자아 온전감의 척도는 미적 제품(aesthetic product)와 자아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 연구(Townsend & Sood, 2012)에서와 같이 Sherman 등
(2009)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질문 문항은 총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와 ‘전반적으로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를 포함한 여덟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α = .85)로 응답하도록 하였다(부록 4-4 참조).
설문을 프로그래밍할 때 문항의 순서가 상쇄하여 제공되도록 하였다.

1.3.3.4.

자아

친사회적 행동(공감)

온전감과

Davis(1994)의

연달아

연구를

공감에

토대로

대한

질문

측정이

항목을

진행되었다.

구성한

공감은

이한석(2010)의

‘공감’과 ‘공감 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질문 문항은 ‘나는 종종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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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이 되어 보곤 한다’ 와 ‘나는 상대방의 기분과 같은 기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를 포함한 다섯 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 α = .78)로 응답하였다(부록 4-5). 문항의 순서는 상쇄하여
제공하였다.

1.3.3.5.

친사회적 행동(기부)

기부 의사는 응답자 모집 때 약속한 사례금 5000원을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자에게는 사례금을 두 가지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5000원 전액을 지급받는 방식과 일부를 기부한 뒤 차액을 받는 방식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부금은 국제 어린이 양육단체와의 결연프로그램을 통해
불우 아동의 학용품 및 교육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쓰인다고 설명하였다. 일부
기부할 것을 선택하였을 경우, 기부 액수를 숫자로 기입하도록 하였다(부록 46 참조).
사례금은 실험 후 즉각 지급될 것이라고 공지했으므로 실험 중 사례금의 기부
의사 표현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기부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2). 기부자는 총 44명(33%)였으며,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기부된 금액은
평균 687.9원이었다.

2)

조사 종료 후에 이미 기부 한도 액수가 모두 차서 더 이상 기부를 받을 필요
가 없어졌다고 설명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약속했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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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친사회적 행동(외부 귀인)

조작된 부정적 피드백을 통해 응답자들의 자아상을 위협하고 이에 대한 귀인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가상의 검사 결과표를 제시하였다(부록 4-7
참조).
검사 결과를 제시한 뒤, 결과가 예상한 것에 비해 잘 나왔는지 5점 척도(1 =
훨씬 못나왔다, 5 = 훨씬 잘 나왔다)로 답하게 하였다. 대부분 2점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므로(M = 2.08) 실패 보고를 통한 조작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t-검증을 통해 두 조건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Mart =1.99,

Mnonart = 2.18, t(131) =1.42, p = .16).
이 후 자신의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외부 귀인 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 결과 점수에 미친 파트너의 영향력(파트너의 수행 능력, 파트너의 노력,
파트너의 실수)을 5점 척도로 답하게 했다(1=전혀 없다, 5=매우 크다; α
= .76). 나의 영향력(나의 수행능력, 나의 노력, 나의 실수)에 대한 질문은
필러(filler)로 제공되었다(부록 4-8 참조).
더불어 검사의 질에 대해서는 두 조건간 인식의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조건에 속한 응답자들 모두 ‘정확한'
검사이다’, ‘공정한 검사이다’와‘신뢰가 가는 검사이다’로 구성된 3
질문에 대한(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 α= .82)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Mart = 3.36, Mnonart = 3.30, t(130)= .335, p

= .74).

68

1.3.3.7.

친사회적 행동(방어적 태도)

귀인 양식에 대한 측정 이후 참가자들의 방어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앞서 실시한 검사와는 별도의 추가 질문이며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성격 및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미 가상의 보고를 통해 위협을 경험한 응답자들에게 자신의 단점을 적고
단점이나 약점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된 문항들에 대해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 α = .60)로 측정하였다. 방어적 태도의 척도는
이구현(2013)의 ‘방어적 자기 평가’의 척도를 참고하였다. 문항은 ‘나는
단점이나 약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다’와 ‘나는 나의
단점이나 약점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를 비롯한 다섯 문항이다. 이후의
분석에서는 내적 일관도가 낮은 한 문항(‘나의 단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을 제거한 결과를 사용하였다(α
= .64).

1.3.3.8.

친사회적 행동(도움 행동)

도움 행동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는 과제에 대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도움 행동의 측정 방식은 Meier 등(2012)의 연구를 참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험자에게 실험이 공식적으로 모두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대기실로 안내한 뒤 약속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대기실에서
인센티브 수령 확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소개하며, 영수증 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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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응답에 대해 연구자가 궁금한 내용이 있을 시에 추가적으로 인터뷰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표시하도록 하였다. 추가적인 인터뷰는 연구비 사정 상,
인센티브가 전혀 지급되지 않으므로, 연구자를 위해 자원하는 사람들만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원한 사람들은 인터뷰가 가능한 날짜와 본인이 자발적으로
소요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적도록 하였다. 요구 편향(demand
characteristics)을 방지하기 위해, 응답자가 시간을 기입할 때에는 면접관이
자리를 피해주었다.
결과 변인은 무료 인터뷰에 소요할 수 있다고 응답한 최대의 시간(분)으로
계산하였다. 무료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이들은 총 77명(57.9%)
였으며,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12.9분 이었다.

1.3.3.9.

실험 환경, 기타 통제 변인 및 개인 정보

결과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4-1>, <표 4-2>과 <표 4-3>에 제시하였다.
먼저, 실험실 환경의 예술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실험실에 예술에 관련된 정보가 비치되어 있는지, 실험실이 예술적인지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표
4-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예술적 환경에 속한 응답자들이 실험 환경의 예술
정보와(Mart = 3.04, Mnonart = 1.89, t(131) = 5.70, p < .01) 예술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Mart = 2.87, Mnonart = 1.86, t(131) = -7.27, p < .01)
예술과 비예술에 관한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창의성 및 친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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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척도로(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환경적 차원에서 실험실의 정돈 상태(Vohs et al., 2013), 긍정적 기분(Amabile
& Pilemer, 2012)을 비롯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압적
분위기’및

‘면접관의

친절도’,

‘실험

참여를

위한

대기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두 조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 예술 및 비예술 조건간 실험 환경에 대한 차이 검증

예술(Magritte N = 68)

비예술(nonart, N = 65)

실험실 내 예술정보

3.04(1.01)

1.89(.79)

t
7.27**

실험실의 예술성

2.87(1.13)

1.86(.88)

5.70**

실험실 정돈 상태

3.91(.79)

3.80(.85)

.79

고압적 분위기

1.43(.68)

1.69(.88)

-1.95

면접관의 친절도

4.47(.61)

4.37(.70)

.89

실험 참여 대기 시간

1.44(.83)

1.42(.81)

.18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p < .01

<표 4-2>은 예술(vs. 비예술) 조건에 따라 창의적 마인드셋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지 검증한 것이다.
먼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 및
취미활동 등에 대해 두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측정하는 친사회적 행동, 즉 기부와 도움 행동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종교나 봉사 활동(황창순, 2000; 박태규, 정영석, 2003) 및 시간
절약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도 두 조건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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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예술 및 비예술 조건 간 창의성과 친사회성 관련 변인의 차이 검증

예술 (Magritte N =

비예술(nonart, N = 65)

t

68)
아이디어 도출 관련 직종

3.91(1.72)

3.89(1.75)

.07

창의성 퀴즈 선호

4.26(1.52)

4.12(1.60)

.52

아이디어 풍부

3.76(1.29)

4.14(1.57)

-1.51

종교활동

2.28(1.92)

2.37(2.18)

-.72

봉사활동

3.73(1.81)

3.97(1.96)

-.25

시간 절약

4.48(1.38)

4.28(1.73)ㅊ

.74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전공을 비롯해 미술에 대한 지식을 측정한 결과를
<표 4-3>에 제시하였다. 미술에 대한 지식은 미술 교육을 받은 기간(1 = 전혀
없다, 5 = 3년 이상)과 미술에 대한 태도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미술에 대한
태도는 평소 미술 감상에 대해 즐거워하는지, 스스로 미술과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하여 5점 척도(1 = 동의 한다, 5 = 동의하지 않는다; α
= .73)로 평가하였다. 각 요인들에 대한 두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72

<표 4-3> 예술 및 비예술 조건 간 미술 교육 기간과 지식의 차이 검증

예술 (Magritte, N =

비예술(nonart, N = 65)

t

68)
미술교육 기간

2.19(1.24)

2.17(1.28)

.10

미술 감상 선호

3.34(.89)

3.26(1.08)

.45

미술에 대한 조예

2.25(.95)

2.22(1.00)

.21

미술과의 관련성

2.56(.97)

2.48(1.16)

.44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1.3.3.10.

프라이밍 부스터 샷

이 연구에서는 두 차례의 ‘프라이밍 부스터 샷(priming booster shot)’을
사용하였다. 이는 설문에 포함된 질문들로 인해 설문 초기에 실시한 예술 점화
효과가 희석되지 않고, 응답자들이 여전히 예술, 혹은 비예술 프레임 내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Griskevicius, Cialdini, & Kenrick, 2006).
첫 번째 프라이밍 부스터 샷은 창의적 마인드셋에 대한 측정 후에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창의적 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특이 용도 과제
그 자체가 예술(vs. 비예술) 점화의 내용을 희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에게는 이 세션이 기억력과 연상에 관한 검사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4개의 이미지를 보여준 뒤, 이 중 자신이 설문 첫
단계에서 감상했던 이미지, 즉 점화에 사용된 자극물 이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때 예술 조건에 속한 응답자들에게는 4가지의 보기가 모두 동일한
작가(Rene Magritte)의 예술 작품 이미지를, 비예술 조건은 모두 일상 사진을
제시하여 혼입 효과를 방지하였다. 점화 이미지를 선택한 후에는 설문 초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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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감상하며 작성했던 내용을 회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상 내용과
의미상 일치하는 단어를 고르게 하여, 예술과 비예술에 대한 점화를 재기하였다.
단어 세트는 무작위로 선출된 총 32개의 단어 세트를 제공되었다.
두 번째 프라이밍 부스터 샷은 기부 의사를 측정한 뒤, 부정적 검사결과표를
제시하기 직전에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기부 질문으로 인한 혼입 효과를
최소화하고, 부정적 검사 결과에 대한 예술(vs. 비예술) 점화의 효과를 가급적
선명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이다. 응답자들에게는 검사 결과값을 산출하기 전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이라고 소개한 뒤 세 자극물 중 본인이 보았던 이미지를
다시 선택하도록 하였다. 자극물의 예시와 단어 세트는 위와 동일하다. 모든
이미지와 단어는 순서를 상쇄하여 제공하였다.

2. 연구 결과

2.1.

각 변인 별 상관 분석 및 기술 통계

이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4-4>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한 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은
최소 .05에서 최대 2.3이며, 첨도의 절대값은 최소 .06에서 최대 4.5이다.
왜도가 절대값 3.0미만이며 첨도 역시 절대값 8.0을 넘지 않으므로 변수의
정상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Kline, 2010).
또한 모든 변인들 간 상관 계수의 최소 절대값은 .00, 최대 절대값은 .44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기준에 따라 변인간 상관계수가 .85를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문수백, 2009) 측정 변인들의 집단간
평균과 표준편차는 별도로 <부록 1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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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 예술적 단서

-

2. 창의적 마인드셋

.26**

-

3. 모순적 심상

.23**

.06

-

4. 자아온전감

-.02

.07

.19*

-

5. 친사회적행동-공감

.04

.22**

.06

.39**

-

6. 친사회적행동-방어적태도

-.06

-.21*

.10

.44**

.02

-

7. 친사회적행동- 외부귀인

-.07

.18*

.01

.34**

.32**

.20*

-

8. 친사회적행동-기부

-.04

.13

-.07

.10

.23**

.03

.03

-

9. 친사회적 행동-도움행동

.08

.03

-.00

.10

.04

-.05

.05

.30**

-

M

1.51

4.36

.29

4.90

5.10

4.12

3.10

687.97

12.98

SD

.50

2.27

.45

.87

.83

.86

.77

1347.8

14.94

왜도

-.05

1.13

.91

-.36

-.64

-.45

-.63

2.30

1.22

첨도

-2.02

2.01

-1.17

-.06

.31

.45

.51

4.51

1.91

N = 133.
주)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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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술적 단서의 마인드셋 활성화

2.2.1. 예술적 단서의 주효과(가설 1)

예술적

단서가

주어진

이들이

대조군에

비해

창의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되었는지 검증한 결과를 <표4-5>에 제시하였다.

t-검증을 통해 분석한 결과 예술 점화를 한 응답자들이 고안한 캔의 용도의
수가 더 많았다(Mart = 4.92, Mnonart = 3.76, t = 3.02, p < .01). 이로서 가설1은
지지되었다.

<표 4-5> 예술 및 비예술 조건간 창의적 마인드셋의 차이검증

예술 (Magritte, N =68)
창의적 마인드셋

4.92 (2.43)

비예술(nonart, N = 65)
3.76 (1.93)

t
3.02**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p < .01, *p < .05

2.2.2.

모순적 심상의 조절효과 (가설 2)

모순적 심상이 창의성에 대한 예술적 자극의 효과를 증대시킬 지의 여부에
대한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위계적 회귀(hierarchical regression)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표
4-6>와 <그림 4-3>에 제시하였다. 회귀 분석에 앞서 관련 변인들을 모두
표준화(standardized)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먼저 예술적 단서와
모순적 심상을 투입하고, 다음으로 이 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적 단서와 모순적 심상의 상호작용항의 β값이 유의하며, 3%의 추가 변량을
더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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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비분석(contrast analysis)결과, 예술적
자극을 통해 모순적 심상을 느낀 집단의 창의성이 비예술적 자극에서 모순을
느낀 이들에 비해 높았다. 반면, 모순적 심상이 유발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예술(vs. 비예술) 여부로 인한 창의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2가 지지되었다.

<표 4-6> 창의적 마인드셋에 대한 예술적 단서와 모순적 심상의 상호작용

β

t

예술적 단서(A)

.26

2.93**

모순적 심상(B)

-.01

-.02

`A * B

.65

2.06*

F

4.51**

R2

.07

ΔR2

.03

N = 133
주) ΔR2는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해 증가된 설명변량임.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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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창의적 마인드셋에 대한 예술적 단서와 모순적 심상의 상호작용

2.3. 창의적 마인드셋의 친사회적 행동으로의 전이효과

2.3.1. 창의적 마인드셋의 주효과(가설 3)

<표4-4>에 제시된 상관 관계 분석에 따르면 창의적 마인드셋이 공감(r
= .22, p = .01)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이는 반면, 방어적 태도(r = -.21, p
< .05)와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 밖의 다른 친사회적 행동의 하부 요인들과
창의적 마인드셋은 서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외부 귀인의 경우
음(-)의 기울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 가설과 달리 역의 방향, 즉 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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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기가 나타났다(r = .18, p < .05). 이로써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3.2. 자아 온전감의 조절 효과(가설 4)

창의적 마인드셋과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자아 온전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가설 5를 증명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표 4-7>에 제시하였다.

<표 4-7> 친사회적 행동의 하부 요인에 대한 예술적 창의적 마인드셋과 자아온전감의 상호작용

방어적 태도

공감

외부귀인

기부

도움행동

β

t

β

t

β

t

β

t

β

t

자아온전감(A)

.46

6.01**

.38

4.76**

.33

3.99**

.09

1.01

.10

1.13

창의적마인드셋(B)

-.23

-3.08**

.20

2.50*

.15

1.88

. 13

1.46

.03

.31

A*B

-.22

.2.56*

-.17

-1.87†

-.18

-1.92†

-.16

-1.59

.17

. 09†

F

17.24

11.55

8.29

1.98

1.47

R2

.25

.21

.16

.04

.03

ΔR2

.04

.02

.02

.02

.02

N = 133
주) ΔR2는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해 증가된 설명 변량임. **p < .01, †p
< .1

먼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표 4-7>와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준화한 자아 온전감과 창의적마인드셋을 투입하고, 다음으로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이 둘의 상호 작용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지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 온전감의 조절효과가 방어적 태도에 대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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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방어적 태도에 대해 자아 온전감과 창의적 마인드셋간의
상호작용항의 β 값이 유의하며, 이전 모형에 비해 4%의 추가 변량을 설명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검증을 위해 Aiken과 West(199)가 제안한 기울기
검증(slope test)를 수행한 결과를 <그림 4-4>에 제시하였다. <그림 4-4>는
높은 자아 온전감(평균 +1SD)을 가진 이들과 낮은 자아 온전감(평균-1SD)을
가진 이들로 나눈 위치에서 회귀 방정식을 추정한 개념적인 선, 즉 단순 기울기
선을 나타낸 것이다. 단순 기울기 선들의 기울기가 유의하게 영(zero)이
아닌지를 확인한 결과, 자아 온전감이 낮은 이들은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라
방어적 태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나(b = .10, t(129) = .73, p > .05)
자아 온전감이 높은 이들은 창의적 마인드셋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방아적
태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b = -.33, t(129) = -4.05, p < .01).

<그림4-4> 방어적 태도에 대한 창의성과 자아 온전감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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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외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부 요인들에 대해서는 창의적 마인드셋과
자아온전감의 상호작용이 유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가설 4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2.4. 창의적 마인드셋의 매개효과(가설 5)

창의적 마인드셋을 매개로 예술적 단서가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매개 효과 분석이 수행되었다.
매개 분석은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macro를
통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Hayes(2009)는
기존의 Baron과 Kenny(1986)이 제안한 인과적 단계별 매개분석(causal
steps approach)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거쳐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발생하면 매개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간접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에 있어 간접 효과가 정규분포를 띈다고
가정하고 진행되는 소벨(Sobel) 검증에 비해 부트스트래핑 결과가 검증력과
1종 오류 통제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Hayes, 2009).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부트스트랩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다. 즉, 간접 효과에
대한 신뢰 구간을 설정하고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예술적 단서와 창의적 마인드셋, 공감의 관계에 대한 매개
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 및 표준 오차가 <그림 4-5>에 제시되어
있다. 예술(vs. 비예술)적 단서를 접하면 창의적 마인드셋이 향상되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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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p < .05) 창의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될수록 공감이 높아졌다(b
= .08, p < .05). 마지막으로 예술적 단서가 공감에 이르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48>에 제시하였다. 예술이 창의적 마인드셋을 거쳐 공감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 구간이 {.03, .22}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유의 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술적
단서에서

공감으로

가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므로,

이는

완전매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예술적 단서와 창의적 마인드셋, 방어적 태도의 관계에 대한
매개

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

및

표준오차가

<그림

4-5>에

제시되어 있다. 예술(vs. 비예술)적 단서를 접하면 창의적 마인드셋이
향상되며(b = 1.16, p < .05) 창의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될수록 방아적
태도가 감소했다(b = -.08, p < .05). 마지막으로 예술적 단서가 방어적
태도에 이르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부트스트랩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를 <표 4-8>에 제시하였다.
예술이 창의적 마인드셋을 거쳐 방어적 태도에 이르는 경로의 95%
신뢰 구간이 {-.22, -.02}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의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간접 효과만 존재하는 매개,
즉 완전매개의 형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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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33
a
주)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종속 변인이 공감인 경로,
방어적 태도인 경로임. **p < .01, *p < .05,

b

종속 변인이

<그림 4-5> 창의적 마인드셋의 매개효과

<표 4-8> 창의적 마인드셋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공감

방어적 태도

Effect(SE)

95% CI

Effect(SE)

95% CI

간접효과

.10(.05)

.03, .22

-.09(.05)

-.22, -.02

직접효과

-.03(.15)

-.32, .26

-.01(.15)

-.31, .29

.06(.15)

-.22, .35

-.10(.15)

-.39, .20

총효과
N = 133

그 밖에 다른 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가설 5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3. 논의 및 해석
실험연구 1을 통해 예술적 자극이 마인드셋을 폭의 차원에서 확장시킨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제를 보다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모순적 심상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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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예술적 단서에 노출된 이들의 창의적 마인드셋이 비예술적 단서에
노출된 이들보다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예술적 단서를 통해
유발된 모순적 심상에 의해 조절 되었다. 먼저, 예술적 단서가 모순적 심상을
유발할 때, 창의성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되었다. 모순적 프레임과 창의성 향상의
관계는 Miron-Spektor 등(2011)이 제안한 바 있으나, 예술에 내포된 모순적
요소의 효과는 주목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모순적 심상이
유발되었을 때에 예술적 자극을 받은 집단의 창의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예술적 단서를 접하더라도 모순적 심상을 느끼지 못하였을
때에는 창의성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모순적 심상이 예술적 단서의
중요한 특징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이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 구체적으로는 공감과
방어적 태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즉, 예술적 단서가 친사회적 태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예술적 자극을 통해 창의성이 강화된 이들은 이를
매개로 공감이 강화되고, 방어적 태도가 감소하였다. 이를 선행 연구 결과와
연계해 고려해 보자면, 예술적 자극이 인지를 유연하게 하고, 사안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키며, 타인에 대한 관대함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Aspinwall & Taylor, 1997; Isen 1999).
그러나 연구 1은 다음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후속 실험
연구를 통해 보강해야 한다.
첫째, 예술(vs. 비예술적) 단서를 점화하는 과정에 있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자극물을 직접 제시한 직접 자극과 실험실 환경에 예술품을 배치한 환경적인
자극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상황적 단서로서 예술적 자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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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실시된 거의 최초의 실험으로서, 예술 자극의 효과를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비예술적 단서는 컴퓨터 화면으로만
자극물을

제시하고,

예술적

조건에서

다양한 방식의

자극을

혼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혼입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실험 연구에서는 두
조건이 자극의 종류(예술 vs. 비예술)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이 동등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의 여러 하부 요인 중 적극적 차원의 행동 변인들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방어적 태도, 공감 및 귀인과 같은 태도적
속성들에 대해서는 예술적 단서의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 및 도움
행동에 대해서는 예술적 단서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유추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이미 ‘돈’에 프라이밍 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실험 연구 1의 피험자들을 모집할 때 교내 인트라넷
구인 게시판을 주로 활용하였다. 이 사이트는 주로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과
관련된 금전적 벌이의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실험에 참가한 응답자들의 주요
목적이 사례금을 획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례금의 전액/혹은
일부를 기부한다’는 것은 상당한 자기 이익의 포기가 요구되는 결단에
해당한다. 실험 연구 2에서는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피험자 모집의 소스를
다원화할 것이다.
그리고 도움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된 무료 인터뷰 제안의 경우, 이에
대한 피험자들의 응락은 친사회적 의도뿐 아니라 실험에 대한 피험자의 주관적
경험이나 호기심의 혼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례금이 제공되지
않는 추가적인 무료 인터뷰는 금전적 이득을 포기하고 개인의 수고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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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는 행동이므로 결과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나 과정에 대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동기를 지닌 이들도 있을
것이다.3) 따라서 후속 실험은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실험 연구 2에서는 친사회적 행동 항목을 예술 점화 직후에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지적 욕구와 관련 없는 항목을 도입할 것이다.
셋째, 가설에서 예측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항목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될수록 외부 귀인이 증가하여 가설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 가운데,
인지적 유연성이 도덕적 유연성(moral flexibility)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Gino와 Ariely(2012)는 창의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된 이들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보다 쉽게 스스로에 대해 정당화(self-serving
justification)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합법적이지 않은 탈세를 하고 싶은
상황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의 탈세 방식을 고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탈세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더 많이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인지적 유연성이 다른 이에 대한 관점을 넓히기 때문에 친 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였으나(Isen, 1999), 향후 연구에서는 창의적
마인드셋이 타인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도덕적 기준 및 자기 자신에 대한 관용
또한 넓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부 귀인은 공감이나
방어적 태도에 비해 딜레마가 상대적으로 심한 상황에 해당한다. 즉, 자기에
3)

이러한 예측은 피험자들이 사례금 영수증에 자유롭게 남긴 피드백과 실험실 밖에서의

반응을 통해 유추한 결과이다. 상당수의 피험자들이 사례금 영수증에 “실험에 대한 구체
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등의 코멘트를 남겼다. 이러한 반응은
실험 피험자들이 대부분이 지적 욕구가 높은 서울대학교 재학생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
을 것이다.
86

대한 이익에 대한 포기가 크게 요구되지 않는 상황(공감, 방어적 태도)에
대해서는 자기본위적 태도에서 벗어난 태도가 나타났으나 이익이 보다 첨예하게
상충되는 상황(외부 귀인, 기부, 도움 행동)에서는 예측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실험은 친사회적 행동을 오직 대인관계의 차원에서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대인 관계 외의
다른 차원, 이를테면 구매의 차원에서도 예술적 단서의 영향력이 작동하는지
검증하여 연구의 외연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케팅적 관점에서 볼 때
소비자들의 ‘공감’ 경험은 해당 광고,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Escalas & Stern, 2003; Howard & Gengler, 2001). 또한
‘외적 귀인’을 주로 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불편함의 원인을 외부에 두므로 구입한 제품에 대해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환불이나 교환, 사과를 요구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Folkes, 1984). 따라서
이어지는 실험연구에서는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소비자 행동의
차원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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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실험연구2: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

깊이의 확장(1)

1. 연구 방법

1.1. 실험 개요

실험 연구 2의 목적은 예술적 단서가 깊이의 차원에서 확장된 마인드셋, 즉
추상적인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는지 검증하는 것이다(가설 6).
추상적 사고는 두 가지 항목을 통해 측정되었다. 첫 번째 항목은 범주화
과제(categorization task)를 통해 인지의 범위를 측정하였다. 즉, 예술 조건에
있는 이들은 비예술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인 정보 처리 양식을
보일 것으로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두 번째 항목은 감상 초점(appreciation
focus)을 통해 얼마나 추상적인 측면을 고려하는지를 기준으로 측정되었다.
예술 점화 조건에 있는 피험자들이 자극물을 보다 높은 해석 수준의 측면,
이를테면 예술 작품 이미지의 의미나 상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에 비해, 낮은 해석 수준의 측면, 예를 들어 자극물의 금전적
가치나 재료, 기법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질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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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전 조사

실험 연구 2는 연구의 일반화를 높이기 위해 예술 자극물의 종류를
추가하였다.
사전 조사는 실험 연구 2에서 추가할 예술 이미지를 선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미술 전공 박사 과정 학생 3인의 추천을 바탕으로 예비
선정된

작품은

와슬리

Kandinsky의

“노랑-빨강-파랑(Yellow-Red-

Blue)”였다. 이는 대조군과 주색(main color)(예. 청색, 황색, 갈색) 및
전체적인 분위기가 비슷한 작품을 선정한 것이다. 대조군에 사용된 이미지는
1단계의 실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사전 조사 결과(N = 29)이 예술 작품은 비예술 작품에 비해 확실히 예술
작품이라고 인식되었다(‘예술품 같다’에 대해 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매우 동의한다)[(MKandinsky = 4.38 vs. Mnonart = 2.72; t(28) = -

8.53, p < .01)].
한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분에 대해서는 두 자극물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행복하다’(MKandinsky = 3.07

vs. Mnonart = 3.00; t(28) = -.29, p > .05) 및 ‘즐겁다’(MKandinsky
= 3.38 vs. Mnonart = 3.14; t(28) = 1.15, p > .05)].
이에 따라 Kandinsky의 “노랑-빨강-파랑”(1935)을 실험연구2의 예술
자극물로 추가하였다(부록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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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 조사

1.3.1. 응답자 및 실험 설계

이 실험은 집단간 설계로서,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각각 다른 예술적 단서가
제공되는 두 조건과 예술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은 한 조건(대조군)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먼저 비예술적 단서의 자극물은 실험 1에서와 동일하며
실험군의 예술적 단서는 Magritte의 “개인적 가치”와 Kandinsky의 “노랑빨강-파랑”이 제공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83명의 대학생이다(여성 48명, 평균 22.7세).
예술적 단서 중 Magritte의 작품에 노출되는 조건에 배치된 이들은 26명,
Kandinsky의 작품에 노출되는 조건에 배치된 이들은 29명이었다. 비예술적
단서에 노출되는 조건에 배치된 이들은 28명이었다.

1.3.2. 절차 및 변수 조작

실험의 절차는 아래 <그림 4-6>에 제시하였다.

<그림 4-6> 연구 2의 실험 절차

90

응답자들에게는 각 설문의 문항들이 전혀 다른 연구 기관에서 다른 연구 목적
하에 진행되는 것이며, 단지 시간의 효율성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부록 7-1참조). 이 내용은 각 조건 별로 차이가 없으나, 예술 점화에
대한 혼입효과를 막기 위해 비예술 조건에서는‘예술’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술 조건에 배치된 이들은 각각 Magritte의 “개인적 가치”와 Kandinsky의
“노랑-빨강-파랑”에 노출되었다. 반면 비예술 조건에 배치된 이들은 비예술
자극에 노출되었다.
각 집단은 설문 첫 화면에 제시된 예술 (vs. 비예술) 자극물의 이미지를 보고
그에 관해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적었다(부록 7-2참조).
예술 조건과 비예술 점화 조건은 자극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실험 절차가
동일하다. 그러나 실험 연구 1과 마찬가지로, 혼입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실험
중 자극물을 일컫는 용어를 점화 조건 별로 달리 사용하였다. 즉 예술
조건에서는 ‘예술 작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비예술 조건에서는
‘이미지’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점화 효과가 충분히 활성화되고
성의 없는 응답을 방지하기 위해 30초 이내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하였다.
실험실은 한 개의 실험실을 조건에 따라 자극물을 달리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이미지(자극물)를 제외한 채광, 온습도, 가구의
배열 및 기후 등의 요인은 두 조건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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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변수의 측정

추상적 마인드셋은 범주화 과제를 통해 측정한 인지 범위와 감상초점을 통해
판단하였다.

1.3.3.1.

인지 범위

범주화 과제는 인지 범위를 통해 추상적 사고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법이다(Burgoon et al., 2013; Isen & Daubman, 1984). 이 과제는
추상적으로 사고할 수록 대상을 규명하거나 분류 할 때 그 대상의 불변의 중심
특성(invariant central characteristics)을 기준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Rosch & Mervis, 1975).
구체적으로 이 과제는 피험자들에게 어떤 범주와 그 범주에 속하는 예시로
짝지어진 조합(pair)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조합들이 얼마나 서로 적절한지
응답하게 한다. 이때 피험자들에게 제시되는 각각의 조합은 Rosch(1975)가
제안한 기본값(norm)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관계가 긴밀하며
뻔한(typical) 조합으로 인식되는 강한(strong) 수준 의 예시들과 중간
(moderate) 수준 예시들, 그리고 뻔하지 않은(atypical) 조합이라 여겨지는
약한(weak) 수준의 예시들을 제시한다. 뻔한 조합에 해당하는 강한 수준과
중간 수준의 조합 예시들은 필러(filler)로 포함된 것이다.
종속 변인은 약한 수준의 조합들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다고 여기는지의
응답한 값의 평균으로 계산된다. 이는 추상적으로 사고할수록 보다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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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주목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포함적(inclusive)인 관계로 인식한다는 원리에 기반한 것이다.
Rosch의 기본값에 따라, 총 14개의 쌍이 제시되었다.4) 응답자들은 각
범주에 속하는 예시들이 그 범주에 얼마나 잘 속하는지에 대해 10 점 척도로
답하였다(1 = 범주에 전혀 속하지 않음, 5= 보통, 10 = 범주에 반드시 속함)
(부록 7-3). 질문 문항의 순서는 상쇄하여 제공하였다

1.3.3.2.

감상 초점

범주화 과제 직후 응답자들은 예술(vs. 비예술) 자극물을 감상하는 동안
얼마나 추상적인(vs.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회상을 돕고 점화 효과 유지를 위해 질문과 함께 예술(vs.
비예술)점화 과정 때 제시된 자극물 이미지를 다시 제시하였다.
응답자들은 각각 추상적인 적인 측면(‘의미 혹은 상징’)과 구체적인
측면(‘금전적 가치’, ‘재료 혹은 제작방식’)에 대해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4)

이 실험에서 사용한 범주화 과제는 선행연구(Isen & Daubman, 1984)가 진행한 것과

원리는 같으나 온라인 실험의 특성에 맞도록 프로세스를 약간 변형하였다. 즉, 선행 연구
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해 조합의 수준 별로 다양한 예시들의 적합성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차(vehicle)” 라는 단어를 제시한
뒤, “트렉터, 다리, 탱크, 휠체어” 등 조합의 강도가 다른 예시들이 각각 카테고리에 얼
마나 잘 속하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실험에 앞서 진행한 비공식적인 사전 조
사 결과 온라인 설문 상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설문에 대해 소수의 피험자들이 잘 이해하
지 못하는 사례가 접수 되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단일한 카테고리와 다수의 예시
를 제시하지 않고, 카테고리와 예시를 각각 1:1로 제시 하고 각각의 조합에서 예시가 범
주에 얼마나 잘 속하는지 판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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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7점 척도 (1=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7= 매우 고려하였다)에 답하였다.
‘느낌/분위기’와 ‘문화적 가치’는 필러로 제공했다(부록 7-4 참조).
추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수록 추상적 마인드셋,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수록 구체적인 마인드셋이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질문의
순서는 상쇄하여 제공하였다.

2. 연구 결과

2.1. 각 변인 별 상관 분석 및 기술 통계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실험군에 Magritte를 제시한 집단과 Kandinsky를 제시한
집단의 결과를 각각 <표4-9>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4-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Magritte를 제시한 실험군과
통제군을 대상으로 측정한 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은 최소 .03에서 최대
1.20이며, 첨도의 절대값은 최소 .48에서 최대 2.07이다. 또한 모든 변인들
간 상관 계수의 최소 절대값은 .07, 최대 절대값은 .40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기준에 따라 변수의 정상성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Kline, 2010).
Kandinsky를 제시한 집단과 통제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한 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은 최소 .04에서 최대 1.37이며, 첨도의 절대값은 최소 .3에서 최대
1.20이다. 또한 모든 변인들 간 상관 계수의 최소 절대값은 .60, 최대
절대값은 2.39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변수의 정상성과 다중공선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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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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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9> 측정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

1
1. 예술적 단서
2. 추상적마인드셋: 인지범위
3. 추상적마인드셋: 의미/상징에 초점
4. 구체적 마인드셋: 재료/기법에 초점
5. 구체적 마인드셋: 금전적 가치에 초점
Magritte
Kandinsky
Magritte
`
Kandinsky

M
SD
M
SD
왜도
첨도
왜도
첨도

2

3

4

5

.28*
.40**
-.02
-.23†

†

.26
.04
-.05
-.11

.35**
.09
-.07
-.07

-.10
-.00
.146
.20

-.19
-.25†
.02
.20
-

.96
1.00
.51

6.82
1.52
6.78

5.28
1.18
5.29

4.43
1.83
4.29

3.35
2.10
3.40

.50

1.36

1.33

1.82

2.14

.08

-.13

-1.20

-.87

.03

-2.07

-.80

2.19

-.48

-1.69

-.04
-2.07

-.18
-.60

-1.37
2.39

-.84
-.61

.02
-1.71

N = 54.
주) 상관행렬의 대각선위는 Kandinsky와 통제 조건의 결과, 대각선 아래는 Magritte와 통제 조건의 결과를 나타냄.
Magritte는 Magritte 조건과 통제 조건의 결과를 나타냄. Kandinsky는 Kandinsky와 통제 조건의 결과를 나타냄. **p < .01,
*p < .05,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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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술적 단서의 추상적 마인드셋 활성화(가설 6)

<표 4-10A>와

<표 4-10B>는 예술(vs. 비예술) 조건의 응답자들이

조합들의 수준 별에 대해 얼마나 적절하다고 여겼는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약함 수준의 조합에 대한 응답을 통해 두 집단 간 인지범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10A> 예술(Magritte)및 비예술 조건 간 조합의 수준 별 범주화 과제 결과의 차이 검증

예술(Magritte, N = 26)

비예술(control, N = 28)

t

약함

7.25(1.54)

6.41(1.41)

2.07*

보통

6.88(1.26)

6.90(1.02)

-.07

강함

7.24(1.33)

7.35(1.36)

-.62

주)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p < .01, *p < .05

<표 4-10B> 예술(Kandinsky) 및 비예술 조건에서 조합 수준 별 범주화 과제 결과의 차이 검증

예술(Kandinsky, N = 29)

비예술(control, N = 28)

t

약함

7.12(1.23)

6.41(1.41)

2.00†

보통

6.58(.95)

6.90(1.02)

-1.25

강함

6.73(.97)

7.46(1.36)

-2.35*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p < .01, *p < .05, †p < .1

먼저 Magritte 조건과 통제 조건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겠다.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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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조건에 있던 응답자들의 인지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났다. 예측한 대로, 약함
수준의 조합에 대해서는 예술적 조건(MMagritte = 7.25)의 피험자가 비예술적
조건(Mnonart = 6.41)에 비해 훨씬 적절하다고 여겼다(t(52) = 2.07, p

< .05). 다시 말해, 예술 조건의 응답자들은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범주의 예시들에 대해서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포함적 태도를 보였다.
Kandinsky와 통제 집단을 비교한 결과 역시 가설 6을 지지하였다. 예측한
대로, 예술 조건의 응답자들이 보다 넓은 인지 범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약함 수준의 조합에 대해 예술적 조건(MKandinsky = 7.12) 의 피험자들이
비예술적 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해 적절하다고 여겼다(Mnonart = 6.41; t(55) =
2.00, p =.05).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는 반응 편향(response bias)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설명에 대한 확인을 위해 뻔한 조합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예술적 단서가 모든 수준의 조합에 대해 ‘적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크다면 그저 모든 질문에 대해 일괄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Magritte 조건과 통제 조건을 비교한 결과, 보통과 강함 수준의 조합에
대해서는 예술(비예술) 조건의 응답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52) = .07; t(52) = -.62). 또한 Kandinsky 조건과 통제 조건을 비교한 결과,
강한 수준의 조합에 대해서는 예술(MKandinsky = 6.73)에 비해 오히려 비예술
조건 (Mnonart = 7.46)의 평균이 크게 나타났다(t(55) = -2.35, p < .05).
이를 통해 예술과 비예술 조건의 차이가 반응 편향으로 인한 결과가 아님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감상초점이 예술(vs. 비예술) 조건 별로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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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11A>와 <표 411B>에 제시하였다.
먼저 Magritte 조건과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예술적 단서(MMagritte =
5.77)를 볼 때 보다‘의미/상징’과 같은 추상적 측면을 더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Mnonart = 4.82; t(52) = 3.17, p < .01). 반대로 예술
조건의 응답자들은(MMagritte = 2.85)‘금전적 가치’와 같이 구체적인
측면을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nonart = 3.82; t(52)
= 1.74, p =.09). Kandinsky 조건에 있던 응답자들도 대조군에 비해
‘의미/상징’과 같은 추상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였다(Mnonart = 4.82;

t(55) = 2.76, p < .01)
이상의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가설 7을 채택하였다.

<표 4-11A> 예술(Magritte) 및 비예술 조건 별 추상적 감상 초점의 차이 검증

예술 (Magritte, N = 26)

비예술(nonart, N = 28)

t

추상적: 의미/상징

5.77 (.86)

4.82 (1.28)

3.17**

구체적: 금전적 가치

2.85 (2.19)

3.82 (1.95)

-1.74†

구체적: 재료/제작기법

4.38 (2.08)

4.46 (1.62)

-.16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p < .01, †p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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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B> 예술(Kandinsky) 및 비예술 조건 별 추상적 감상 초점의 차이 검증

예술 (Kandinsky, N = 29)

비예술(nonart, N = 28)

t

추상적: 의미/상징

5.75(1.24)

4.82 (1.28)

2.76**

구체적: 금전적 가치

3.00(2.27)

3.82 (1.95)

-1.27

구체적: 재료제작기법

4.11(2.01)

4.46 (1.62)

-.733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p < .01

3. 논의 및 해석

실험 연구 2에서는 예술적 단서가 확장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조명하기 위해 각 조건의 감상 초점과 인지 범위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예술적 단서는 자동적으로 예술적 단서의 추상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서로 관련이 거의 없는 조합들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여기는
포함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적 단서가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사고보다는 추상적인 사고, 즉 깊이의 차원에서 확장적 마인드셋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두 가지 종류의 예술 자극에 대해 일관되게
나타났다.
실험연구2는 감상초점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포함시켜 예술적 단서가 수반하는
추상적 사고를 감상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측정한 감상 초점은 측정 방법상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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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미/상징’,

‘금전적

가치’와

‘재료/제작방식’을

얼마나

고려하는지 만으로는 예술적 단서로 인해 발생되는 추상적 사고 및 구체적
사고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비록 이러한 항목들이 예술적 단서를 통해
유발되는 추상적(vs. 구체적) 사고의 대표적인 요인들이기는 하나, 그 밖에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Bower와

Karlin(1974)의 분류에서와 같이 이미지에 활용된 색, 붓 터치, 크기,
구도는 관찰할 수 있는 정보로, 이를 고려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고에 해당한다.
그에 반해 활용 상황, 장르, 본인과의 관련성 등은 피상적인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는 추상적인 요소로서,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추상적 사고에
해당한다. 이어지는 실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감상태도를 포함할 수 있는 측정법이 필요하다.
둘째, 감상 초점은 자기 보고식 평가의 형태로서 직접적인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응답자 특성이나 외부 요인에 따라 왜곡된
보고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감상 초점은 인지 범위를 측정한 뒤 측정 되었으므로 예술(vs. 비예술)
자극과의 시간 차이, 그리고 선행 과제로 인한 혼입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어지는 실험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측정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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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실험연구3: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

깊이의 확장(2)

1. 연구 방법

1.1. 실험 개요

실험 연구 3의 목적은 예술을 통해 깊이 차원의 확장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되는지 재검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인드셋의 활성화가 친사회적
행동을 유도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단서를 통해
활성화된 추상적 사고방식이 친사회적 편익을 지닌 제품에 대한 호의를
증가시키는지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는

매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해석 수준 이론을 근거로,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사고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심리적 거리의 역할을 검토하였다.

1.2. 사전조사

사전 조사의 목적은 연구에 사용될 제품 컨셉들이 연구에 사용하기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 적합성의 기준은 다음의 두 가지를 통해 판단하였다.
이는 첫째, 응답자들(N = 26)이 각 컨셉들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친사회적 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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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개인적)으로 인식하는지, 둘째, 사회적(vs. 친개인적)속성 외의 다른 조건들에
대해서는 서로 동등하다고 여기는지의 여부이다. 제품 카테고리는 피험자들의
연령과 직군을 고려하여 ‘과일 주스’로 선정하였다.
대학생들의 음료 소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주스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점은 맛, 영양, 브랜드, 가격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패키지도 영향을 미친다(권순형, 2012; 박보람, 1999). 이를 고려하여 각
컨셉에서

음료

소비의

핵심

고려

요인인

영양과

맛은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무가당, 신선한 재료, 과일의 영양분이 가장 뛰어난 시기에 수확,
상쾌한 느낌, 깔끔한 뒷맛”). 반면 가격과 패키지는 각 컨셉별로 다른 측면을
강조하였다. 먼저, 친사회적(pro-social) 컨셉은 금액 및 제품 패키지가
친사회적 편익에 초점을 맞추었다(“친 환경 용기 (90% 이상 재활용 가능),
수익금 일부를 영세 과수원에 지원”). 반면, 친개인적(pro-self) 컨셉은 본인위주의 편익에 초점을 맞추었다(“세련된 용기 디자인, 가계 부담 절약, 한정
기간 가격 프로모션”).
분석 결과 친사회적 컨셉은 모두 친개인적 컨셉에 비해 친사회적 요소들이
강하게 인식되었다[(‘윤리적이다’(Mpro-social = 3.77 vs. M

pro-self

=

2.65; t(25) = 6.25, p < .001), ‘착한 제품이다’(Mpro-social= 3.81
vs. M

pro-self

= 3.31; t(25) = 2.96, p < .001)]. 반면, 컨셉 자체에

대한 선호도, 건강, 맛 및 차별성 등에 대해서는 두 컨셉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마음에 든다’(Mpro-social = 3.46 vs. Mpro-self =

3.38; t(25) = .44, p > .05), ‘건강에 좋을 것 같다’(Mpro-social =
3.58 vs. Mpro-self = 3.35; t(25) = 1.29, p > .05), ‘맛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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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Mpro-social =3.54 vs. Mpro-self = 3.65; t(25) = -.76, p

> .05), ‘기존 주스와 차별적이다’(Mpro-social = 2.92 vs. M pro-self =
2.81; t(25) = .618, p > .05)].
이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 사용될 컨셉의 문구를 완성하였다(부록 8-1참조).
컨펩 P는 친사회적인 컨셉의 주스, 컨셉 S는 친개인적 컨셉의 주스이다.

1.3. 본 조사

1.3.1. 응답자 및 실험 설계

실험에 참여한 이들은 총 83명(여성 39명, 평균 나이 22.3세)이며 모두
대학생이었다.
실험은 집단간 설계로서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각각 예술적 단서가 제공되는
조건(실험군)과 예술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는 조건(대조군)에 배정되었다.
실험군에서는 실험 연구 2에서 사용한 Kandinsky의 “노랑-빨강-파랑”를
자극물로 사용하였으며 대조군에 사용된 자극물은 실험 연구 1 및 2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일상 사진이다(부록 4 참조).

1.3.2. 절차 및 변수 조작

실험에 대한 소개는 실험연구2와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실험의 절차는 <그림 4-7>에 제시되었다. 먼저 예술 점화를 실시하고,
뒤이어 친사회적 구매 행동, 추상적 마인드셋 및 기타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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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구통계에 관한 질문을 한 뒤 실험을 종료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설문 문항들이 전혀 다른 연구 기관에서 다른 연구 목적 하에 진행되는 것이며,
단지 시간의 효율성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림 4-7> 연구 3의 실험 절차

1.3.3. 변수의 측정

1.3.3.1.

예술점화

예술(vs. 비예술) 점화는 실험 연구 2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1.3.3.2.

친사회적 구매 행동

예술(vs. 비예술) 점화를 마친 응답자들에게 두 제품의 컨셉들을 동시에
제시하였다(부록 8-2참조). 결과 변인은 선택, 상대적 구매의사라는 두 가지
하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1.3.3.2.1.

친사회적 제품의 선택

제품 컨셉을 각각 제시한 뒤 각각 선호 하는 제품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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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앞서 보셨던 두 가지 제품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1 = 친사회적 제품, 0 = 친개인적 제품)(부록 8-3참조). 이 때 보기의 순서는
상쇄하여 제시하였다

1.3.3.2.2.

친사회적 제품의 상대적 구매의사

선택에 대한 질문 직후, 각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에 대해 7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구매 하고 싶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부록 8-4참조). 질문의 순서는 상쇄하여
제공하였다.
상대적인 구매의사(purchase intention gap)란 친개인적인 제품 대비
친사회적인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의 차이이다. 이 값은 친사회적 제품에 대한
구매의사에서 친개인적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를 뺀 값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양의 값(+)은 친개인적 제품 대비 친사회적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높음을 의미하며, 음의 값(-)은 친사회적 제품 대비 친개인적 제품에 대한 구매
의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3.3.3.

추상적 마인드셋 : 감상 초점

추상적 사고는 감상 초점을 통해 측정하였다. 즉, 자극물에 대한 감상이 높은
수준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면 추상적 마인드셋, 낮은 수준에 맞춰져 있으면
구체적 마인드셋이라고 판단하였다.
감상 초점은 실험 연구 2에서 제기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 가지
측정방식을 추가하였다. 즉, 감상 초점에 대해 별도의 보기나 질문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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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고, 자극물에 대한 최초 상기의 내용 중, 감상 방식과 관련된
코멘트를 사후에 코딩 하는 방식으로 간접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응답자가 측정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자연스럽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자극물 제시 직후에 일어난 반응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실험 내 다른 과제로 인한 편향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본
실험의 결과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추상적(vs.구체적) 사고에 해당하는 항목, 즉 직접 측정에서
보기로 제시하지 않은 항목들까지 모두 측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험연구2에서 제기되었던 측정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친 사회적 행동에 대한 측정을 모두 마친 뒤, 실험연구2에서 실행된
감상초점을 다시 측정하였다. 즉, 3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직접
측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3.3.3.1.

간접측정: 추상적 사고의 비율

먼저, 자극물에 대해 자유롭게 최초의 인상을 기록한 자유 응답에 대해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추상적(vs. 구체적) 주의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연구의 가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코더가 응답들이 자극물을
감상하며 기술한 응답들을 분류하였다(Smith, 2000). 코더가 분류한 응답들의
분류는 다음의 범주로 구별되었다: i) 구체적 사고: 관측가능하며(observable)
객관적이고(objective) 자극물에 대해 부수적인(subordinate)정보(예: 색, 구도,
재료, 사이즈, 배열, 기타 자극물과 관련된 기타 물리적(physical) 특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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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ii) 추상적 사고: 관측하기 어려우며 주관적인 분석 및 해석과 관련된 응답
(예: 활용, 장르, 이해, 목적, 판단 등). 응답내용의 구체적인 분류 결과는 <부록
9>에 제시하였다.
결과 변인은 전체 응답의 수에서 각 범주에 있는 응답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였다(예: 추상적 사고 비율 = 추상적 사고에 해당하는 응답 수/
(추상적 사고 응답 수 + 구체적 사고 응답 수))
응답자들의 자유 응답 수는 평균 2.72(개)였다. 그 중 추상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은 1.62(회)로서, 전체 응답의 62(%)에 해당한다.

1.3.3.3.2.

피험자들은

직접측정: 의미 상징, 금전적 가치, 재료 제작 기법에 대한 초점

자신들이

얼마나

추상적

측면(‘의미/상징’)에

초점을

맞추었는지, 혹은 구체적 측면(‘금전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는지에 대해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1=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7=매우 고려하였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실험 연구 2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부록 7-4참조).
질문의 순서는 모두 상쇄하여 제공되었다.

1.3.3.4.

심리적 거리

마지막으로 자극물로부터 연상되는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세
차원(공간; 사회; 시간)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차원
별로 두 가지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질문 문항의 구성은 Förster 등(2010)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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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대상과 나와의 지리적 위치, 접근성(공간적 거리), 권위 및
가치(사회적 거리) 그리고 제작시점 및 가치의 지속성(시간적 거리)에 대해
모두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1 =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매우
동의함)(부록 8-5참조). 역척도로 된 3문항은 재구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값이 작을수록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값이 클수록 먼 심리적 거리를
나타낸다. 질문의 순서는 모두 상쇄하여 제공하였다.

2. 연구 결과

2.1. 각 변인 별 상관 분석 및 기술 통계

본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의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4-12>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측정한 변수의 왜도의
절대값은 최소 .05에서 최대 .66이며, 첨도의 절대값은 최소 .20에서 최대
2.04이다. 왜도가 절대값 3.0미만이며 첨도 역시 절대값 8.0을 넘지 않으므로
변수의 정상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Kline, 2010).
또한 모든 변인들 간 상관 계수의 최소 절대값은 0, 최대 절대값은 .73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의 기준에 따라 변인간 상관계수가 .85를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문수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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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측정 변인들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상관계수
1
1. 예술적 단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2. 추상적 초점: 의미/상징

.36**

-

3. 구체적 초점: 재료/제작방식

-.28*

-.10

-

4. 구체적 초점; 금전적 가치

-.27*

-.18

.35**

5. 추상적 사고의 비율

-.25*

.18

.08

.11

-

6. 친사회적행동: 선호

-.01

-.09

-.02

-05

.23*

-

7 .친사회적행동: PIG
1)
8. 공간거리1: 위치

-.03
.27*

.03
.16*

.11
-.15

.10
-.11

.28*
.02

.73**
.04

-.08

-

.25*

.09

-.29**

-.26*

-.11

.10

.01

-.37**

-

.03

.09

-.22*

-.06

-.05

.19

+

.14

-.24*

-.24*

-

.22*

.34**

-.04

.05

.12

.00

-.02

.04

.06

.17

-

.25*

.32**

-.10

-.15

.17

-.04

.03

-.11

-.20

-.04

.46**

-

+

2)

9, 공간거리2: 접근성

10, 시간거리1: 제작시점:

3)
4)

11. 시간거리2: 장기적 가치
5)

12. 사회거리1: 권위

6)

13. 사회거리2: 고급

-

+

.25*

.22*

-.24*

.06

.19

-.16

-.12

-.16

.03

-.17

.60**

.43**

-

.47

5.01

3.19

2.72

.62

.52

-.40

3.27

3.47

3.31

3.65

3.49

3.99

.50

1.77

1.98

1.67

.40

.50

1.85

1.36

1.51

1.76

1.41

1.46

1.11

왜도

.12

-.73

.48

.66

-.49

-.07

.04

.19

.11

.32

-.10

-.05

-.20

첨도

-2.04

-.20

-1.06

-.59

-1.40

-2.04

-.59

-.85

-.95

-1.11

-.49

-1.09

.24

M
SD

N = 83.
4)
3)
2)
1)
주) **p < .01, *p < .05, †p < .1. 공간거리1: 위치(이곳, 근처에서 가깝다 逆), 공간거리2: 접근성(접근성이 좋다 逆 ), 시간거리1: 제작시점(지금 직전에 제작되었다 逆 ) 시간거리2: 장기적 가치(앞으로 긴
6)
5)
가치를 지녔다), 사회거리1: 권위(권위가 있다), 사회거리2: 높은 가치(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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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술적 단서의 추상적 마인드셋 활성화(가설 6)

감상 초점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결과를 <표4-13>에
제시하였다. t-검증 결과, 예술적 조건에 있던 이들은 비예술적 조건에 있던
이들에 비해 추상적 측면, 예를 들어 ‘의미/상징’에 초점을 맞추었다(Mart =

5.69 vs. Mnonart= 4.41; t(81) = 3.52, p < .001) 그러나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측면인‘금전적 가치’(Mart = 2.26 vs. Mnonart = 3.14; t(81)

= -2.47, p < .05) 혹은 ‘재료/기법’은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t = 2.62 vs. Mnonart = 3.70; t(81) = -2.58, p < .05).

<표 4-13> 예술 및 비예술 조건 간 감상초점의 차이 검증

예술 (Kandinsky, N = 39)

비예술(nonart, N = 44)

t

추상적 초점: 의미/상징

5.69(1.47)

4.41(1.80)

3.52**

구체적 초점: 금전적 가치

2.26(1.33)

3.14(1.83)

-2.47*

구체적 초점: 재료/제작기법

2.62(1.71)

3.70(2.08)

-2.58*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p < .01, *p < .05

또한 감상 초점에 대한 간접적 측정인 컨텐츠 분석의 결과를 <표4-14>에
제시하였다. 먼저, 예술 점화 조건의 응답자들은 추상적 사고와 관련된
언급(추상적 코멘트)의 수가 더 많으나(Mart = 1.97 vs. Mnonart = 1.31,

t(81) = 2.45, p < .05) 구체적 사고와 관련된 언급(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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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의 수는 적었다(Mart = .64 vs. Mnonart = 1.52, t(81) = 2.99, p < .01). 그리고 전체 응답의 수 중 추상적 코멘트의 비율, 즉
추상적 사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Mart = .73 vs. Mnonart = .53, t(81)

=2.34, p < .05).
마지막으로 예술 자극이 전반적인 처리 수준(overall level of processing) 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추상적 사고에 대해서만 작용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각
조건의 응답 수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예술 점화 조건의 응답자들의 응답의
수와(Mart = 2.59) 비예술 점화 조건의 응답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M

nonart

= 2.84, t(81) = .75, p = .44).

<표 4-14> 예술 및 비예술 조건 간 추상적 마인드셋의 차이 검증

예술(Magritte, N = 39)

비예술(nonart, N = 44)

t

추상적 코멘트의 수

1.97(1.42)

1.31(1.00)

2.45*

구체적 코멘트의 수

.64(.81)

1.52(1.67)

-2.99**

추상적 사고의 비율

.73 (.36)

.53 (.41)

2.34*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p < .01, *p < .05, † p < .1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사고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촉진시킨다는 점을 일관되게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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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추상적 마인드셋의 친사회적 행동으로의 전이효과(가설 8)

<표

4-12>에 따르면, 자극물의 추상적 측면을

고려한

비율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제품을 더 많이 선택했으며(r = .23, p < .05) 친사회적
제품에 대한 상대적 구매 의사 또한 높게 나타났다(r = .28, p < .05). 이는 가설
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 밖에 다른 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4. 추상적 사고의 매개효과(가설 7)

추상적 사고를 매개로 예술적 단서가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매개 효과 분석이 수행되었다. 분석은 Preacher와
Hayes(2008)가 개발한 SPSS macro를 사용하였다.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마인드셋,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한

매개

모델과

비표준화계수 추정치 및 표준오차가 <그림 4-8>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예술(vs. 비예술)적 단서를 접하면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비율이
높고(b = .20, p < .05) 추상적인 사고 비율이 높으면 친사회적 제품에
대한 선택이 유발되었다(b = 1.27, p < .05). 마지막으로 예술적 단서가
친 사회적 제품의 선택에 이르는 전체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415>에 제시하였다. 예술이 추상적 마인드셋을 거쳐 친 사회적 제품에
대한 선택으로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 구간이 {.02, .82}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 사고의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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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그에 반해 추상적 사고가 친 사회적 제품의 선택으로 가는
직접 효과의 경로는 95% 신뢰 구간이 {-1.24, .61}로 0을 포함하므로
직접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간접 효과만 존재하는
완전 매개에 해당한다.
또한 추상적 마인드셋은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제품에 대한 상대적
구매의사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먼저 예술(vs. 비예술)적 단서를 접하면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비율이
높고(b = .20, p < .05) 추상적인 사고 비율이 높으면 친사회적 제품에
대한 상대적 구매 의사가 증가하였다(b = 1.40, p < .05). 마지막으로
예술적 단서가 친 사회적 제품의 선택에 이르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5).
부트스트랩을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 예술이 추상적
마인드셋을 매개로 친 사회적 제품에 대한 상대적 구매의사로 이르는
경로의 95% 신뢰 구간이 {.04, .73}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상적 사고의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간접 효과만
존재하는 완전 매개에 해당한다. 이는 가설 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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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83
a
주) 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 임.
는 종속 변인이 ‘친사회적 제품의 선택’인
b
경로, 는 종속 변인이 ‘친사회적 제품의 상대적 구매의사’인 경로임. *p < .05
<그림 4-8> 추상적 마인드셋의 매개효과

<표 4-15> 추상적 마인드셋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친사회적 제품의 선택

친사회적 제품 상대적 구매의사

Effect(SE)

95% 신뢰구간

Effect(SE)

95% 신뢰구간

간접효과

.26(.20)

.02, .82

.28(.16)

.04, .73

직접효과

-.31(.47)

-1.24, .62

-.41(.41)

-1.21, .41

총효과

-.04(.44)

-.90, .82

-.12(.41)

-.94, .70

N = 83

2.5.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사고 간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가설 8)

2.5.1. 예술적 단서의 심리적 거리

예술적 단서와 비예술적 단서에서 연상되는 심리적 거리의 차이를 <표 4115

16>에 제시하였다. t-검증 결과, 예술 자극물이 비예술에 비해 공간적, 사회적
그리고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예술적
단서가 공간적 차원에서 먼 심리적 거리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곳으로부터의 위치가 멀고(Mart = 5.12 vs. Mnonart = 4.38; t(81) =
2.56, p < .05); 접근성이 낮다고 인식하였다(Mart = 4.92 vs. Mnonart =
4.18; t(81) = 2.29, p < .05).
또한 예술적 단서는 시간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거리가 더 먼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후 보다 장기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인식되었다(Mart =
3.97 vs. Mnonart = 3.36; t(81) = 2.01, p < .05).
마지막으로 예술적 단서가 사회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거리가 더 먼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 권위가 있으며(Mart vs. 4.28 vs. Mnonart = 3.73; t(81) =
2.28, p < .05)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인식되었다(Mart = 3.73 vs. Mnonart
= 3.28; t(81) = 2.33,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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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예술 및 비예술 조건 간 심리적 거리의 차이 검증

공간적
차원

시간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예술 (Magritte, N = 39)

비예술(nonart, N = 44)

t

위치

5.12(1.23)

4.38(1.38)

2.56*

접근성(逆)

4.92(1.52)

4.18(1.41)

2.29*

제작 시점

4.74(1.77)

4.63(1.77)

.28

장기적 가치

3.97(1.03)

3.36(1.63)

2.00*

권위

3.87(1.30)

3.16(1.52)

2.28*

높은 가치

4.28(.85)

3.73(1.24)

2.33*

주) 괄호 안 숫자는 표준편차임 *p < .05

2.5.2. 심리적 거리와 추상적 사고

<표 4-1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차원의 심리적 거리가
추상적 마인드셋과 상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접근성이 낮을 수록(공간적 거리) 구체적 마인드셋이 덜 활성화,
즉 ‘금전적 가치’에 대한 고려와(r = -.26, p

< .05) ‘제작 방식’에 대한

고려가 감소했다(r = -.29, p < .05)
또한 장기적 관점의 시간적 거리를 연상할 수록 추상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되어 ‘의미/상징’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였다(r = .34, p

< .01). 또한

현재로부터 먼 제작 시점을 연상할 수록(시간적 거리) 구체적 마인드셋이 덜
활성화되었다. 즉, ‘재료/제작방식’에 대한 고려가 감소하였다(r = -.2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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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마지막으로 권위가 있다(사회적 거리)고 여길수록 추상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되었는데, 즉 ‘의미/상징’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였다(r = .22, p < .05)
또한 가치가 높다(사회적 거리)여길수록 추상적 마인드셋의 활성화, 즉 ‘의미와
상징’에 대한 고려가 증가했다(r = .22, p < .05). 반면, 구체적 마인드셋은 덜
활성화, 즉 ‘재료/제작 방식’에 대한 고려는 감소하였다(r = -.23, p < .05).
그 밖에 다른 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5.3.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

예술적 단서와 상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심리적 거리의 하부 요인들과,
심리적 거리의 하부 요인들과 상관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마인드셋의 하부
요인들만을 대상으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술적 단서가 공간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거리감을 매개로 구체적
마인드셋을 유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그림 4-11>와 <표 4-17>에
제시하였다.
예술적 단서를 본 이들은 공간적 차원에서의 낮은 접근성(공간적 거리)을 덜
느낀다. 그리고 이러한 연상은 예술적 단서와 구체적 마인드셋(‘금전적 가치’에
대한 고려)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먼저 예술적 단서에서 심리적 거리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b = .74,

t(81)=2.29, p < .05) 심리적 거리에서 구체적 마인드셋에 이르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미미한 범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23, t(80)= -

1.91, p = .06).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마인드셋으로 가는 직접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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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는 통계적으로 미미한 범위에서 유의했다(b = -.71, t(80)= -1.96,

p= .05)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표 417>에 제시하였다. 예술이 심리적 거리를 거쳐 구체적 마인드셋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 구간이 {-.49, -.001}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는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분 매개의 형태에 해당한다. 또한,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의
부호가

같으므로

Zhao

등(2010)의

분류에

따르면

상호보완적(complementary) 매개효과에 속한다.
또한 <그림 4-11>와 <표 4-17>에 제시한 바와 같이 예술적 단서를 통해
공간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거리(낮은 접근성)를 연상하는 것은 예술적 단서와
구체적 마인드(‘재료/제작방식’에 대한 감상 초점)을 매개하였다. 예술적
단서에서 심리적 거리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b = .74, t(81)=2.29,

p < .05) 심리적 거리에서 구체적 마인드셋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1, t(80)=-2.16, p < .05). 또한 예술적 단서에서
구체적 마인드셋에 이르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다(b = -.86, t(89)

< .05).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결과, 심리적 거리를 통한 간접 효과의
95%

신뢰

구간이

{-65,

-.02}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부분매개에 해당하며, Zhao 등(2010)의 분류에 따르면 상호보완적
매개효과에 속한다.
다음으로, 예술적 단서는 높은 가치(사회적 거리)를 연상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연상은 예술적 단서와 구체적 마인드셋(‘재료/제작 방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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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을 매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그림4-9>와 <표4-17>에

제시하였다.

먼저,

예술적

단서에서 심리적

거리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b = .55, t(81)= 2.34, p < .05) 심리적 거리에서 구체적
마인드셋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1, t(80)= -

2.16, p < .05). 마지막으로, 예술적 단서에서 구체적 마인드셋에 이르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다(b = -.86, t(80)= .05, p < .05). 부트스트랩

결과, 심리적 거리를 통한 간접 효과의 95% 신뢰 구간이 통한 간접 효과가
{-.65, .02}로 0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부분매개에 해당하며, Zhao 등(2010)의 분류에
따르면 상호보완적 매개효과에 속한다.
다음으로, 예술적 단서는 장기적인 가치(시간적 거리)를 연상 시키며, 이러한
연상은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마인드셋(‘의미 상징’에 대한 고려)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그림4-12>과 <표4-17>에 제시하였다.
먼저, 예술적 단서에서 심리적 거리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b
= .61, t(81)=2.00, p < .05) 심리적 거리에서 추상적 마인드셋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4, t(80)= 2.67, p < .01). 그리고
예술적 단서에서 추상적인 사고에 이르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다(b = 1.07,

t(80)= 2.98, p < .01).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결과, 심리적 거리를 통한
간접 효과의 95% 신뢰 구간이 {.01, .59}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부분매개에

해당하며

Zhao

등(2010)의

분류에 따르면

상호보완적

매개효과에 속한다.
다음으로, 예술적 단서는 권위에 대한 연상을 유발하며(사회적 거리)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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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은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마인드셋(‘의미 상징’에 대한 고려)을
매개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그림 4-13>와 <표 4-17>에 제시하였다.
먼저, 예술적 단서에서 심리적 거리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며(b = .71,

t(81)= 2.28, p < .05) 심리적 거리에서 추상적 마인드셋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0, t(80)= 2.40, p < .05). 그리고 예술적
단서에서 추상적인 사고에 이르는 직접 효과가 유의하였다(b = 1.07, t(80)=
2.67, p < .01).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랩 결과 심리적 거리를 통한 간접
효과의 95% 신뢰 구간이 {.03, .67}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부분매개이며, Zhao 등(2010)의 분류에 따르면 상호보완적 매개효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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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83.
주)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a종속 변인이 ‘금전적 가치 고려’인 경로,
b
종속 변인이 ‘제작 방식’인 경로임. *p < .05, †p < .1
<그림 4-9> 심리적(공간적) 거리의 매개효과

N = 83.
주)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p < .01, *p < .05
<그림 4-10> 심리적(시간적) 거리의 매개효과

N = 83.
주)괄호 안의 값은 표준오차를 의미함. **p < .01, *p < .05
<그림 4-11> 심리적(사회적) 거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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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

구체적 마인드셋(금전적 가치

구체적 마인드셋(제작방식 고려)

추상적마인드셋(의미 상징 고려)

고려)

공간적거리

시간적거리

사회적거리

Effect(SE)

95% CI

Effect(SE)

95% CI

Effect(SE)

95% CI

간접효과

-.17(.12)

-.49, -.001

-.23(.16)

-.65, -.02

직접효과

-.71(.36)

-1.43, .01

-.86(.43)

-1.71, -.01

총효과

-.88(.36)

-1.59, -.17

-1.09(.42)

-1.93, -.25

간접효과

.21(.21)

.01, .59

직접효과

1.07(.36)

.36, 1.79

총효과

1.28(.21)

.56, 2.01

간접효과

.22(.15)

.03, .67

직접효과

1.07(.37)

.34, 1.80

총효과

1.28(.36)

.56, 2.01

N=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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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 및 해석

위의 결과를 통해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마인드셋을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던
예술과 친사회적 구매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실험은 예술과 추상적 마인드셋을 매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심리적 거리의
역할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추상적 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감상 초점을
측정하였으나, 모든 하부요인들이 예술과 친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매개하지는
않았다. 즉, 자기 보고를 통해 측정한 세 가지 항목들, 즉 ‘의미/상징, 금전적
가치, 재료/제작 기법에 대한 고려’는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극물을
보고

응답한

전체

코멘트

중

추상적

코멘트만을

추출하여

비율로

표시한‘추상적 사고의 비율’만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단일 항목만으로는
측정되지 않은 감상 고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친사회적 구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리적 거리의 각 차원들을 측정함에 있어 타당성과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Förster et al., 2010)에 근거하여,
예술 개념에 심리적 거리가 암묵적으로 내포 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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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Förster 등(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긴 가치를 지녔다’는 연상이
장기적 관점을 유발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시간적 거리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장기적 가치는 연구에서 사회적 차원의 거리로 분류한 ‘가치가 높다’ 와
엄격하게 구별되는 개념이 아닐 뿐 아니라(r = .60, p < .01), 시간적 거리의
지표로 고려한 다른 문항(‘지금/직전에 제작되었다’)과의 관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r = -.16, p > .05).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타당성과 신뢰도를 갖춘 측정항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리적 거리는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마인드셋의 관계에서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였으며, 직접 효과에 비해 효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예술과 추상적 마인드셋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중재
변인을 소개했다는 것은 의미 있으나 심리적 거리 외에 예술과 추상적
마인드셋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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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 연구의 요약

이 연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예술적 단서가 개인의 사고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고 방식의 변화가 예술과 전혀 상관없는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단서가 확장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며,

활성화된

확장적

마인드셋을

매개로

개인의

친사회적인 행동아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주요 가설,
즉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 ‘폭’의 확장 가설과 마인드셋 ‘깊이’의 확장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주요 가설을 구성한 가설들을 검증한 결과를
<표 5-1>에 제시하였다.
먼저, 실험 연구 1을 통해 예술적 단서로 인한 마인드셋 ‘폭’의 확장 가설을
지지하였다. 먼저 예술적 단서에 노출된 이들이 폭의 차원에서의 확장적
마인드셋, 즉 창의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예술적 단서와 창의성의 관계에 있어 모순적 심상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 온전감이 예술과 일부 친사회적 행동의 하부 요인들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였다.
또한 창의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행동으로 전이효과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창의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되면, 대인차원의 친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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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설정한 하부 요인들 중 공감이 향상시키고 방어적 태도가 감소되었다.
이어 실험 연구2와 3의 결과를 통해 예술적 단서가 마인드셋 ‘깊이’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실험 연구 2는 예술적 단서에 노출된 이들은
포함적으로 범주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대상의 추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특히 실험 연구 3은 이러한 관계를 마케팅적 맥락에서 재검토 하였다. 즉, 예
술적 단서를 접하면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비율이 증가하며, 이를 통해 친사회적
제품 선택과 상대적 구매의사가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예술적 단서
와 추상적 마인드셋의 관계를 해석 수준 이론을 적용하여 양자의 역동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예술적 단서의 추상적 측면에 감상 초점을
맞추는 이유 중 하나가 예술이 공간적, 시간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먼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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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가설 검증 결과의 요약

연구 가설
I.

예술적 단서로 인한 폭의 확장

확장적
마인드셋의
활성화
확장적
마인드셋의
전이효과
II.

지지 여부

가설 1 직접 효과

지지

가설 2 모순적 단서의 조절 효과

지지

가설 3 직접효과

부분적으로 지지

가설 4 자아 온전감의 조절효과

부분적으로 지지

가설 5 창의적 마인드셋의 매개효과

부분적으로 지지

예술적 단서로 인한 깊이의 확장

확장적
마인드셋의
활성화

가설 6 직접 효과
가설 7 심리적 거리의 매개효과

부분적으로 지지

확장적
마인드셋의
전이효과

가설 8 직접효과

부분적으로 지지

가설 9 추상적 마인드셋의 매개효과

부분적으로 지지

지지

2. 종합적 논의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에 노출된 이들이 비예술적 단서에 노출된 이들에
비해 창의적 마인드셋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목표 점화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즉 예술적 단서는 ‘예술적이 되자’라는 목표를 활성화시키며 예술과 밀접한
관련에 있는 ‘창의성’과 관련된 행동을 강화하였다. 이는 예술적 단서를 접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은 창의적 과제 수행 능력을 보였다는 점을
통해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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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예술적 단서를 통해 모순적 심상을 느낀 이들은 창의성이 더욱 강하게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순적 프레임이 창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Miron-Spektor et al., 2011)를 예술의 영역에까지 확장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효과가 모든 종류의 모순적 심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일상적 단서는 모순적 심상이 유발 되어도 창의성이
향상되지 않은 반면, 예술을 통해 모순적 심상을 인지한 경우에는 창의성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이란 단순히 산발적인 형태의 개념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같이, 통합된 결과물로 재조합하는 능력이라는
점과 관련 지을 수 있다(Finke et al., 1992; Mednick, 1962; Scott &
Lonergan, 2005).
또한 예술적 단서를 통해 활성화된 창의적 마인드셋은 친사회적 행동의
영역에까지 이전되어 공감을 강화하고 방어적 태도를 감소시켰다. 이는
창의성이 친사회적 소통과 관대함을 증진시킨다는 선행 연구들(Isen, 1999;
Aspinwall & Taylor, 199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자아 온전감의
조절효과가 창의성과 외부귀인, 그리고 창의성과 방어적 태도의 관계에서 모두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원으로 작용하며 (Steel et al.,
1993)

비사회적인

행동을

낮출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Twenge et al., 2007; Gilbert et al., 1998).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을 독려함에 있어 개인의 창의성과 자아 온전감에 대한 고려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밖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부 요인, 특히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항목에서는 예술적 단서 및 창의적 마인드셋의 이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예술적 단서의 자극의 정도가 너무 약했거나, 행동 항목들의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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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실험 후반부에 이뤄졌으므로 혼입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모집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나(예: 인센티브 제공)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특수성이 예기치 못한 혼입효과를 주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특히, 창의적 마인드셋과 외부 귀인의 관계가 가설과 다르게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도덕적 유연성(moral flexibility)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Gino & Ariely, 2012). 향후 연구에서는 창의적 마인드셋이 타인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도덕적 기준 및 자기 자신에 대한 관용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연구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깊이의 확장 가설의 경우, 예술적 단서가 추상적 사고를
활성화시킨다는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예술적 단서, 특히 현대 예술에
내포된 개념성이 감상자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방법’이나 ‘표면적 정보’보다는
‘이유’와 ‘내면적 정보’와 같이 추상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인지 경험을 유도하기
때문이다(Leder et al., 2004; Schimmel & Förster, 2008; Shimamura, 2013).
이

연구는

이러한

효과를

해석수준이론과 자동적

행동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즉, 예술적 단서를 보는 것 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심리적 거리가 내포된 경험을 떠올리게 되며, 이로 인해 추상적 사고가 활성화된
것으로 제안하였다.
예술적

단서로

인해

활성화된 추상적 마인드셋이

친사회적 구매에

전이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은 추상적 마인드셋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즉, 예술적 단서를 볼 때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제품에 대한 선택과 상대적 구매의사가 모두 증가했다. 이는
추상적인 마인드 셋이 활성화된 소비자들이 제품의 추상적인 편익에 가중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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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제품을 선택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Castano et al., 2006).
그러나 특정한 감상 초점을 직접적으로 측정한 항목들은 친사회적 구매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측정된 감상 초점이 예술적 단서로
유발되는 추상적(vs. 구체적) 사고의 유형을 모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감상 초점은 실험 후반부에 응답자들의 회상에 의존하여
측정되었기 때문에 혼입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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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1. 이론적 시사점

이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 예술적 단서와 해석 수준에 관한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먼저, 이 연구는 예술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지식을 확장하였다. 특히, 예술적
단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의 심리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예술적 단서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이
예술의 효과를 거시적 관점에서 결과론적으로 다루어왔던 것과 차별화된다. 그
결과 이 연구를 통해 예술적 단서가 예술 소비자의 심리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예술적 단서가 개인의 심리적 기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확장적 마인드셋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확장적 마인드셋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마케팅과 심리학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점화이론과
해석 수준이론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적 단서가 감상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명확한 이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이해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하였다.
특히 예술적 단서의 작동 원리를 해석 수준 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하다. 비록 소수의 연구들이 예술 영역에서 심리적 거리나
추상적 사고의 개념을 도입한 적이 있으나 그 연구들의 목적은 추상적 사고가
예술 그 자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있다. 예를 들어 소수의 연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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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거리에 따라 예술 호혜성(artistic reciprocity; Schimmel & Förster,
2008) 및 예술의 질에 대한 평가를 좌우된다고 주장하였다(Dijkstra, van der
Pligt, van Kleef, & Kerstholt, 2012).
그러나 이 연구는 단순히 예술적 단서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대상을 해석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러한 효과가 예술과는 전혀 상관 없는 영역인
친사회적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 심화시킨다. 예를 들어,
예술

주입

현상

연구들이

제안한

다양한

효과,

이를테면,

인지적

유연성(Hagtvedt & Patrick, 2008a), 브랜드 확장 가능성(Hagtvedt & Patrick,
2008a), 혹은 추상적 요소에 대한 주의 집중(예. 고급감)(Hagtvedt & Patrick,
2008b) 현상들을 해석 수준 이론에 근간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또한 이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심리적 거리, 혹은 추상적
마인드셋의 다양한 결과 변인들을 예술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최근 사회 인지와 소비자 행동 분야에서는 해석 수준 이론을
기반으로 추상적 마인드셋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자기 제어(self- control; Fujita, Trope
Liberman, & Levin-Sagi, 2006), 대인 지각(person perception; Nussbaum,
Trope, & Liberman, 2003), 문제 해결(Forster, Friedman, & Liberman,
2004)및 도덕성(Agerström & Björklund, 2009)과 같은 사회 인지적 연구
주제를 예술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그 뿐 아니라
타협효과(compromise effect)(Khan, Zhu, & Kalra, 2011), 중심 단서(central
features) 선호(Trope & Liberman 2000), 비분리 속성(non-alie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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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e) 선호(Malkoc, Zauberman & Ulu, 2005)와 같이 추상적 사고에
관련된 다양한 마케팅 주제들을 예술의 영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에 이론적 기여를 했다. 인간
행동을 다루는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이익(personal
gain)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한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직 내부적 관점에서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은 조직원들간 협력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측면에서 조직 성과의 지표로 주목 받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표현이 대변하듯 기업의 생존은 단순히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를 통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기업과 사회, 소비자가 공생하기 위한 방편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거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영학적 관점에서 예술적 단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연구가 최초이다. 특히, 마케팅적 관점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다룬
과거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자나 제품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자기책임감(self-accountability; Peloza, White, & Shang,
2013) 및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 Griskevicius, Tybur, & Van
den Bergh, 2010; White & Peloza, 2009)가 친사회적 구매를 촉진시킨다고
제안되었다. 또한 제품적인 차원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축소(Luchs et al.
2010) 등이 친사회적 구매를 촉발하는 요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친사회적 속성을 지닌 제품에 대한 호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보다
환경적인 측면, 즉 예술적 단서의 효과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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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예술 점화라는 새로운 방식의 조작방식을 통해 해석
수준 이론과 자동적 연구에 공헌을 하였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해석 수준을
프라이밍 하기 위해 피험자들에게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vs. 부분)를 고려하거나, ‘왜’(‘어떻게’) 측면을 고려하거나, 혹은 먼
미래(vs. 가까운 미래)를 고려함으로써 해석 수준을 조작하였다(Burgoon et al.,
2013; Dijkstra et al., 2012). 그러나 이 연구는 단순히 예술을 접하는 만으로도,
자동적으로 높은 해석 수준이 활성화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2. 실무적 시사점

이 연구 결과는 친사회적 어필을 강조 해야 하는 다양한 범위의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전달한다.

예를

들어,

친사회적

제품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강조 해야 하는 마케터, 공공의 이익과
같이 도덕적 행동을 독려해야 하는 정책 결정자, 조직 내 협력 행동을 강조해야
하는 관리자들에게 다양한 실무적 지침을 전달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예술적 단서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가 모두 확장적
마인드셋의 경로를 거쳐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술적 단서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도모하고자 할 때에는 확장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깊이의 차원의 확장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 하나는 심리적
거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소비자, 시민, 혹은 조직원들에게 예술적 단서를
제공할 때 심리적 거리감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간적 거리감을
강조하기 위해 작가가 지리적으로 먼 곳에서 출생했거나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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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거나, 관객과 작품 간 공간적 거리를 고려한 전시 공간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세계적 권위의 상 수상하거나 높은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거리를 강조할 수 있다. 또한 예술 작품의 가치의 영속성, 현재 시간과의
분절을 강조한 감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먼 시간적 거리를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예술품이 상징이나 의미를 고찰하게 하는 종류일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가격이나 재료와 같이 예술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가치나 상징과 같은 추상적인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의 차원의 확장적 마인드셋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현이나 모방의
형태의 예술품 보다는 모순되고 낯선 느낌을 전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Meret Oppenheim의 “오브젝트(Object)” (1936), Ron
Mueck의

“빅맨(Big

Man)”(2000)

혹은

Salvador

Dalí의

“랍스터

전화기(Lobster Telephone)”(1936) 등과 같이 비일상적인 사이즈 혹은
매체들의 생경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부록 11~6).
확장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예술적 단서에 의해 폭의 차원에서의 확장적 마인드셋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조직의 근무 환경 관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업에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예술적 단서를 노출시킴으로 종업원들의 창의성이 강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기업 대내외의 급작스러운 변화와 관련하여 조직원들의
창의성 관리(Miron-Spektor et al., 2011)와 유연한 사고력 및 적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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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김응재, 유태용, 2012)이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조직 내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구성원 개인의 자질이나 가용 자원뿐 아니라, 서로간의 원활한
상호 작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Griffin et al., 2001) 이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
마케팅적 차원에서도 소비자로 하여금“나무”가 아닌 “숲”을 보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혁신적 제품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거나
브랜드 확장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예술 단서를 활용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술적 단서는 제품의 외관이나 광고에 예술 이미지를 사용하는
제품적인 차원뿐 아니라, 소비자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를테면 매장
환경에 예술 전시를 연합하는 환경적인 차원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예술 영역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예술이 기업 전략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된다. 즉 기업이
예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직원들의 창의성이나 소비자들의 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술품의 종류,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예술인들은 이를 토대로 예술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단순히 기업의
봉사 정신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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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이 연구의 대표적인 한계 중 하나는 예술적 단서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술은 장르 및 형식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모형을 모든 예술의 조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가 개인의 인지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실험
연구라는 미시적 접근법을 택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일반화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현장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개념성을 강조하는 현대 예술은 외견상 일상적인 대상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이라는 환경적인 맥락 혹은 미술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남자 소변기(Marcel Duchamp, “샘(Fountain)”, 1917) , 사탕
무더기(Gonzalez Torres, “무제: 플라시보(Untitled: Placebo)”, 1991) 혹은
나무 의자(Joseph Kosuth,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One and Three Chairs)”,
1945) 등을 예술 작품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부록 1-2, 1-7~8).
혹은 일부 현대 예술 작품은 극단적인 혐오를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 구더기와
파리가 들끓는 죽은 소의 머리(Damien Hirst, “천년(A Thousand Years)”,
1990)나 작가의 소변에 담긴 십자가(Andres Serrano, “피스 크라이스트(Piss
Christ)”, 1987) 가 대표적인 예이다(부록 1-9~10). 이러한 현대 예술
작품들이 감상자들에게 어떤 심리적 반응과 행동을 유발할지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간단히 예측해 보자면, 과도한 혐오의 감정을 유발하거나 기존의 예술 통념에
지나치게 위배되는 예술 작품은 친사회적 행동의 단서로 작용하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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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과도한 각성이나 갈등 상황은 오히려 경직된 사고(rigid thinking)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지적으로 유연해지지 않는 것(Leder et al.,
2004)은 주의의 폭을 좁힌다(Carnevale & Probst,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에 대한 개인의 호혜성(reciprocity)은 가변적이며 심리적 거리와 같은
상황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Schimmel & Förster, 2008). 향후 연구는 해석
수준 이론의 토대 위에서 이러한 변인들의 역학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한계는 점화 방식의 문제이다. 이 연구는 예술적 단서가 유발하는
효과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선구적 연구로서 강력한 예술 점화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자극물로 예술 작품
외에도 환경적 자극(실험연구1)과 언어적 자극(실험연구2와 3)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합적인 점화 방식은 예측하지 못한 혼입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시한 예술적 단서의 효과가 예술 자극물의 시각적 특성
때문인지, 혹은 ‘예술’이라는 언어적 자극에서 유발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예술적 단서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점화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연구는 예술적 단서를 시각적 특징의 문제로
국한시키기 보다는 ‘예술’이라는 틀짓기(framing)가 주는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의 예술은 단순히 지각적
특성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문화 예술의 주요 게이트키퍼(gatekeeper)들에
의해

예술이라고

때문이다(Alexander,

불리는
2013;

것들이

예술로

Csikszentmihal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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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는
1996).

경우가
따라서

많기
단순히

예술작품의 시각적 단서가 주는 효과보다 예술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시각물에 대해 예술, 혹은 비예술로 각각 틀짓기 하는 방식이나 시각적 자극물을
사용하지 않고 예술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연상하는 방식, 혹은 매우 낮은
수준의 자극인 식역하(subliminal)로 자극을 제공하는 방식(Förster et al.,
2010)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향후 연구는 관련된 다양한 개인차 요인을 포함하여 이 연구의 제안한
프레임웍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추상적 사고의 만성적인
경향(Vallacher & Wegner, 1989)이나 개인의 사회적 가치 체계 (social value
orientation; McClintock & Allison, 1989; Van Lange, 1999)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예를 들어, 기질적으로 추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친사회적인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이들이 예술적 단서를 접하면 친사회적 행동이 더욱 강하게
발현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선행 연구들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이 창의성과
연관된 다양한 개념들을 예측한다고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 확증을 통해
자아 온전감이 발휘된 이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고정관념(stereotype)(Adams,
Tormala, & O’Brien, 2006; Martens, Johns, Greenberg, & Schimel,
2006)과 폐쇄적 태도(Cohen, Sheman, Bastardi, 2007)를 보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지만(Liston,
McEwen, & Casey, 2009; Liston et al., 2006)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완충 효과를 발휘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Creswell et al., 2007;
Creswell

et

al.,

2005)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의

손상을

감소시켰다(Creswell, Dutcher, Klein, Harris, & Levine, 2013).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술적 단서와 창의적 마인드셋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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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평가의 관점에서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확장적 마인드셋을 매개로 예술적 단서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안하였으나, 두 변인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친사회적 행동의 하부요인 중, 기부나 도움 행동과 같은
적극적인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은 직접 효과와 매개 효과가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준의 친 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시로, 모순적 특징이 더
강한 예술적 단서를 제공한다면 타인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모순적 프레임이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게 하여 보다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주며(Miron-Spektor et al., 2011)
타인과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도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이의 동기와 행동의
불일치를 인내하게 한다. 특히, 모순은 대립이나 갈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욱 탄력적인 대처행동을 유발하며,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게 한다(민경환,
구자숙, 2001, Miron-Spektor et al., 2011). 이를 고려할 때, 다양한 감각적
차원에서 모순적 심상을 전달하는 예술적 단서가 제공된다면 보다 강한 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실험은 경영학적 연구에서 이제까지 논의되지 않았던 예술 경험의
특수성을 주목하고자 감상 초점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간접
측정과 직접 측정으로 도출한 값이 다소 일관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접 측정의 경우 단순히 추상적 사고와 구체적 사고
두 가지로만 분류하였으나, 예술적 대상에 대한 반응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예술 감상에 관한 기존 연구(Leder et al., 2010, 안지연
2015)의 분류를 고려하여 미적 경험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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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리적 거리’를 연구에 포함한 것은 예술적 단서와 추상적 사고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심리적 거리와 예술적 단서의 관계를 최초로 증명한 연구로서 단순한
방식의 측정 방식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와 예술적
단서 및 추상적 마인드셋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차원의 심리적 거리들간의 복합적인 역학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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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도판
<부록1-1> Pablo Picaaso, “황소머리(Bull’s Head)”, 1942, 335 x 435 x
190 mm, Musée Picasso, Paris

<부록1-2> Marcel Duchamp, “샘(Fountain)”, 1917, Replica 1964, 360 x
480 x 610 mm, Tat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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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3> Alexander Calder, “모빌(Mobile)”, 1932, 1500 x 2000 x 2000
mm, Tate, London

<부록1-4> Meret Oppenheim,

“오브젝트(Object)”, 1936, 컵 109 mm;

받침대 237 mm; 스푼 202 mm, 전체 높이 73 mm, MoMA,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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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5> Ron Mueck, “빅맨(Big Man)”, 2000, 205.7 x 117.4 x 209 츠,
Antony d'Offay, London

<부록1-6> Salvador Dalí, “랍스터 전화기(Lobster Telephone)”, 1936, 178
x 330 x 178 mm, Tat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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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7> Gonzalez Torres, “무제: 플라시보(Untiled: Placebo)”, 1991, 454
- 544 kg, MoMA, NY

<부록1-8> Joseph Kosuth, “하나이면서 셋인 의자(One and Three Chairs)”,
1945, 의자 82 x 37.8 x 53 cm, 사진 판넬 91.5 x 61.1 cm, 텍스트 판넬 61 x
76.2 cm, MoMA,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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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9>

Damien

Hirst,

“천년(A

Thousand

Years)”,

1990,

213×427×213 cm

,

<부록1-10> Andres Serrano, “피스 크라이스트(Piss Christ)”, 1987,
152.4x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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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실험연구 1의 사전 조사에 사용된 이미지

세트A

171

세트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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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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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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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실험 연구 1의 실험실 환경

실험군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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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실험 연구 1에서 사용된 지시문 및 설문 문항

<부록 4-1> 연구 소개문
안녕하세요? 설문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험에 앞서 핸드폰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는 성격유형이 같은 사람, 혹은 다른 사람들의 협동
수행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과 한 명의 파트너가 동일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후 설문의 내용에는 인지, 사고, 기억력 등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문항과, 여러분들의 성격 및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축약형 검사 결과표가 제시됩니다. 검사 결과표의 값은
본 연구 기간 동안 여러분과 동일한 검사를 받는 다른 참가자, 즉 파트너의
결과와 자동적으로 합산 처리 됩니다. 모든 질문에 옳고 그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히 답변해주세요. 설문 결과는 연구 목적 이외의 상업적인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응답은 무기명으로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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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2> 비예술 점화를 위해 사용된 지시문
화면에 나타난 이 이미지를 감상하십시오. 이미지를 보며 떠오르는 어떤 생각,
느낌, 감정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문장의 형태이든 단어의 형태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지를 약 1분 이상 충분히 감상해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페이지가 이동하지 않을 시에는 좀 더 이미지를 충분히 감상하신 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에 이 이미지를 늘 볼 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에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정 생각 등을 떠올린 뒤, 적어주세요.
(이미지를 약 1분 이상 충분히 감상해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좀 더 이미지를
충분히 감상하신 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3> 창의적 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이번 문제에는“어떤 사물”에 대해 가능한 다양한 용도를 생각해 내는
문제입니다.
연습 문제로 ‘실’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이빨을 뽑는다, 낚시를 한다, 지혈을 한다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국수로 만든다’와 같이 현실 불가능한
용도는 제외해 주십시오. 약 2분 여의 기준 시간 내에 편안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 문제 입니다. 캔(can) 용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캔 용기의 새로운
용도를 모색하려고 합니다. 캔으로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용도를 생각해 주세요.
아래의 빈칸에 생각하신 용도들을 모두 기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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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4> 자아 온전감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다음은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각각의 귀하의
감정이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나요?
1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7
점 척도)

2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7점 척도)

3

전반적으로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7점 척도)

4

나는 미래에 내가 마주칠 시련에 잘 대처할 자신이 있다. (7점 척도)

5

나는 좋은 사람이다. (7점 척도)

6

나는 옳은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7점 척도)

7

비록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나는 나자신이 상당히 완성된 사람이라고 느
낀다. (7점 척도)

8

나는 나 자신에 대해 편안하게 느낀다. (7점 척도)

<부록 4-5> 공감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다음은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각각의 귀하의
감정이나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나요?
1

나는 종종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곤 한다. (7점 척도)

2

나는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상상할 수 있다. (7점 척도)

3

나는 상대방의 생각과 기분을 이해할 수 있다. (7점 척도)

4

나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곤 한다. (7점
척도)

5

상대방의 기분과 같은 기분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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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6> 기부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다음으로 본 조사 후에 제공 될 사례금 형태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모든 영역의 검사를 마친 뒤에는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정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5000원 상당의 사례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금은 두 가지
형태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5000원 전액을 귀하의 계좌로 받는
방식과, 일부를 기부하신 뒤 차액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부는 저희 과에서
운용하는 국제 어린이 양육단체와의 결연 프로그램을 통해 불우 아동의 학용품
및 교육재료 구입하게 됩니다.)

5000원 전액 본인 지급
일부 기부 후 차액 지급(예를 들어, 1000원을 기부하실 경우, 귀하께는 5000원
에서 기부금 1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4000원을 사례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래의 빈 칸에 1원~5000원 사이의 기부하실 금액을 숫자만 기입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원

<부록 4-7> 가상의 검사 결과표
<축약형 결과보고>
귀하와 파트너의 검사 총합 점수는 72 점 입니다. 이 점수는 전체 모집단에서
하위 12.1%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휘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래의 다른 사람들의 어휘 사용에 비해 다소
제한적인 편이며, 필요한 단어를 인출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고의 유연성이 다소 경직된 편이며,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집단에 비해 뒤쳐집니다. 특히 시각물에 대한 연상력이 취약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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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8> 외부귀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귀하께서 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데에 다음의 요소들이 미친 영향력이 각각
어느 정도 였을까요?
1

파트너의 수행 능력(5점 척도)

2

파트너의 실수(5점 척도)

3

파트너의 노력(5점 척도)

4

나의 수행 능력(5점 척도)

`5

나의 실수(5점 척도)

6

나의 노력(5점 척도)

<부록 4-9> 방어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위에 실시한 검사와는 별도로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추가 자료
로서 귀하의 성격 및 태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단점이라고 여기는 자기상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빈칸에 귀하께서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두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귀하의 응답은 통합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아래 문장은 귀하께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시는 점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주세요
1

나의 단점이나 약점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7점척도)

2

나는 단점이나 약점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 편이다. (7점척도)

3

나는 나의 단점이나 약점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7점척도)

4

나의 단점이나 약점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7점척도)

5

나의 단점이나 약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7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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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모순적 심상’에 해당하는 단어 세트

모순, 불일치, 비대칭, 부조화, 낯설다, 맞지 않다, 생뚱맞다, 기괴하다,
불안정, 비현실, 왜곡, 언밸런스, 일반적이지 않음, 비정상, 불규칙, 이질적,
어울리지 않음, 어색한, 낯설다, 연관되지 않은, 어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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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실험연구 2에 사용된 이미지

182

부록 7 실험 연구 2 에서 사용된 지시문 및 설문 문항

<부록 7-1> 연구 소개문
안녕하세요?
설문에 참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험에 앞서 핸드폰을 모두 꺼주시기 바랍니
다.
본 설문은 두 연구를 위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설문은 예술행동
연구소 "Rtk"의 주관으로 진행되며<예술에 대한 인식> 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소비자조사 연구소"In Scope" 주관으로<제품 아이
디어 평가>로 진행됩니다.
이 두 연구는 연구 목적과 주관 기관이 다른 별개의 조사입니다. 그러나 경제성
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두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 중간에 두 연
구의 질문이 섞여 있을 수 있으나 두 설문은 별개의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체 설문에 참여하는 시간은 총 10분 내외 입니다.

<부록 7-2> 예술 점화를 위해 사용된 지시문
이 예술 작품을를 보며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적어주세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
다. 가급적이면 주어와 술어가 포함된 완결된 문장의 형태로 작성해주시기를 부
탁 드립니다.
(이 예술 작품을 충분히 보아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진행버튼"이 화
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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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3> 인지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범주화 과제
이제 다음으로 두 단어들이 서로 조합되어 있는 단어 쌍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 쌍들은 가장 '전형적'인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앞에 나온 단어는 '카
테고리'에 해당하며,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그를 설명하는’예시'에 해당합니다.
각 카테고리(좌측단어)에 사물(우측단어)이 얼마나 잘 포함되는지 평가해주세요.
전혀 포함되지 않으면 ‘전혀 비 동의’ 잘 포함되면 ‘전적으로 동의’쪽으로
표시하세요
강한 수준

중간 수준

약한 수준

1

가구 – 의자 (10점 척도)

2

과일 – 사과(10점 척도)

3

운송수단- 버스(10점 척도)

4

무기- 칼(10점 척도)

5

야채- 당근(10점 척도)

6

의류- 스타킹 (10점 척도)

7

장난감 – 그네(10점 척도)

8

스포츠 – 펜싱(10점 척도)

9

새- 앵무새(10점 척도)

10

스포츠- 낚시(10점 척도)

11

의류 - 지갑(10점 척도)

12

무기- 채찍(10점 척도)

13

새- 닭(10점 척도)

14

가구- 선풍기(10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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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4> 감상 초점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아래에 제시된 문장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미지를 볼 때 주로
고려하는(떠올리는/의문을 갖는) 점들입니다.
조금 전 귀하께서 이미지를 보았던 경험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각각
을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표시해 주세요.
1
2
3
4
5

의미/상징(7점척도)
금전적 가치(7점척도)
재료/제작 방식(7점척도)
느낌/분위기(7점척도)
문화적 가치(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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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실험 연구 3 에서 사용된 지시문 및 설문 문항

<부록 8-1> 친사회적 제품과 친개인적 제품 컨셉
P<이웃까지 생각한다면>
이 제품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영세 과수원에 즉시
지원됩니다.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여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과일의 영양분이 가장 뛰어난 시기에 수확하여 신선하고 상쾌
한 뒷맛을 줍니다.
S<내 몸이 원하는>
이 제품은 유명한 국내 디자이너가 용기를 제작하여 세련되었을 뿐 아니라, 손에
쥐거나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였고, 현
재 가격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과일의 영양분이 가장 뛰
어난 시기에 수확하여 신선하고 상쾌한 뒷맛을 줍니다.

<부록 8-2> 컨셉 제시문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의 새로운 음료수 아이디어를 보게 될 것 입니다. 이 아
이디어들은 매우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로서,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광고물을 대할 때처럼 문법이나 문장의 세련됨이 아닌 이 제품
의 특징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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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3> 친사회적 제품의 선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앞서 보셨던 두 가지 제품 아이디어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시나요?
① S<내 몸이 원하는>이 제품은 유명한 국내 디자이너가 용기를 제작하여
세련되었을 뿐 아니라, 손에 쥐거나 휴대하기 편리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였고, 현재 가격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과일의 영양분이 가장 뛰어난 시기에
수확하여 신선하고 상쾌한 뒷맛을 줍니다.
② P<이웃까지 생각한다면>이 제품은 판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가 영세 과수원에 즉시 지원됩니다. 환경과 이웃을
생각하여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였습니다.
과일의 영양분이 가장 뛰어난 시기에 수확하여 신선하고 상쾌한 뒷맛을
줍니다.

<부록 8-4> 친사회적 제품의 상대적 구매의사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조금 전에 보신 아이디어 P<이웃까지 생각한다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해주세요.
‘구입하고 싶다’ (7점 척도)

조금 전에 보신 아이디어 S<내 몸이 원하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해주세요.
‘구입하고 싶다’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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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5>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 문항
앞에서 보신 이미지에 대한 귀하의 느낌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해 주세요. 맞고 틀리는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미지에 대해 느껴
지는 바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공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1

이곳/근처에 있다(역척도)(7 점척도)

2

접근성이 좋다(역척도)(7점척도)

1

지금/직전에 제작됐다(역척도) (7 점척도)

2

앞으로 긴 가치를 지녔다(7점척도)

1

권위가 있다(7점척도)

2

가치가 높다(7점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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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실험연구 3의 내용 분석에 사용된 분류
세부사항

응답 내용
Magritte

Kandinsky

비예술

분류
구체적인 지각요소 개수 (number of units)

N/A

술병이 두 개, 작은 병 두 개, 자그마한 병 두개, 술잔과 양주 두 병이 놓여있다, 병 두
개

크기 (size)

N/A

<개체에 대한 묘사> 컵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컵의 크기가 크다, 컵을 조금

<개별 묘사> 빗과 잔은 크게 묘사, 침대는 작게 묘사, 빗이 기형적으로 크다, 빗은 작고 침대가 큰데

작은 사이즈의 투명한 컵으로 바꾼다면 더 나을 것 같다.,

반대로 표현, 벽지와 컵이 다른 가구보다 훨씬 커 보임, 빗 브러쉬 연필이 크다, 벽지와 컵이 다른 가구
보다 훨씬 커 보인다, 전반적인 방의 크기에 비해 사물의 크기가 과장
<통합적 분석> 실제보다 크게, 작은 물건이 오히려 크게 나타났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과도
하게 크게 표현, 원래 큰 것은 작고 작은 것은 크다, 작은 물건이 오히려 크게 나타나 있다, 그 외의 공
간은 매우 작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과도하게 크게 표현, 실제 크기와 그림 속 크기가 반전,
사물의 크기를 왜곡하여 일상공간과 다른 색다른 느낌, 상대적인 물질의 크기가 다르게 표현,
사실성 (reality)

N/A

식물이 조화인 것 같다, 풀은 조화 같다, 뒤에 꽃이 물잔에 닿았다, 장식용 식물은 가짜

빗, 유리잔, 브러쉬는 마치 진짜 물건을 가져다 놓은 것 같다, 벽지로 된 하늘이 사실적이다,

같다, 화분의 꽃은 조화, 식물이 진짜일까?

구성/ 배치 (arrangement, composition)
카페트 두 개가 엇갈려 배치, 소재의 배치, 화장대에서 볼 수 있는 사물과 가구 벽지 함께 놓여있는

다양한 모형이 사용, 여러 도형을 활용, 많은 도형들이 널브러져있다, 색들이 화려하나

컵 옆에 작은 병에 오일이 있다, 화분의 모양 두 개의 술병이 서로 반대 방향,

물건들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것 같다, 기하학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형태도 간결함 보다는 어지럽다

선과 원들의 조화가 다소 어지럽다. 직선과 곡선, 원과 사각형 등 서로 다른 모양의

전반적인 구도는 평범, 배경과 술병과 잔이 조화롭지 않다, 꽃이나 향수병은 따뜻한

도형들이 한 캔버스 안에 있지만 정신사납기보다는 잘 조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느낌을 주는데, 파란색 잔이 있어서 차가운 느낌을 주어서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왼쪽의 밝은 빛깔의 직선적인 형태와 오른쪽의 어둡고 차가운 색깔의 곡선적이고

생각이 든다. 구조적으로 조화롭게 배치, 구도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불규칙적인 형태가 반대되는 것 같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신기하다. 밝음과

물건의 배치가 별로 아름답지 않은 것 같다. 저 컵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두 개의

어두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세 가지 사물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작은 오일병들이 화분을 약간 가리고 있는 화분에 시선이 은근히 많이 가게 된다.

생각이 든다. 물건들이 잘 정돈됨 좌측은 간결한 직선느낌, 흘러가는 선의 곡선과
직선이 여기저기 배열, 선과 면이 조화를 이룬다, 선과 면이 조화를 이룬다, 왼쪽에는

식물과 허브오일이 어우러져, 파란색 플라스틱 잔이 조화롭지 않아 보인다./ 아래 두
조그만 병과 뒤에 화분이 아기자기하게 놓여 있어, 물건들의 배치가 애매하고, 남은

밝은 색을, 오른 쪽에는 어두운 색을 배치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대비, 직선과 곡선이 잘

공간들이 허전해 보인다,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다. 약간 불안정한 배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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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러졌다고 생각된다. 직선과 곡선이 마구 섞여 있습니다.

있는 것 같다. 교양 수업이기에 그리는 방식으로의 접근이 아닌 감상으로의 접근으로

전체적으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어둡고 복잡한 느낌이 든다, 밝은 느낌, 전체적인 분

정물화를 보았는데, 그 때 그림의 구도와 매우 유사한 것 같다. 화분의 모양이

위기가 답답하고 폐쇄적, 신비스러운 느낌이지만 나쁘지 않다. 사람의 얼굴 문 벽 바닥

특이하다는 생각도 하였다, 세 물건 간 조화가 없다, 두 술병 간 차이가 있어서

등 여러 가지 섞여있는 듯, 그려진 것들이 추상적인 형상들로 이루어 져있습니다. 색상

균형이 깬다. 색깔 조화가 없다. 화분과 병, 컵이 오묘하게 잘 어울린다, 세 물건이

과 형태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느낌을 준다

어딘가 조화롭지 않다, 물건들이 잘 정돈, 위의 식물은 편안한 느낌을 주지만 무언가
전체적으로 조화롭지 못하고 어색하다는 느낌이 든다

색 (color)
<개별 묘사> 벽 색깔이 텁텁하다, 색체가 다양, 파란 컵, 파란 컵이 신선

<개별 묘사> 꽃과 파란 잔이 화사한 느낌, 컵의 색, 파란컵이 이쁘다, 화분에 있는
<통합적 분석> 노란색 밝음이 둥근호를 관통하며 뻗어나감, 왼쪽은 밝고 직선으로 이루

풀의 색감, 푸른색 글라스, 파란 컵이 신선, 꽃과 파란 잔이 화사하다, 물건의 색상과

어진 부분이 많은데 오른쪽은 어둡고 곡선으로 이뤄져, 색채 대비가 뚜렷한, 노란 계통

위치가 조화를 이룸 청색 글라스, 파란 컵이 예쁘다, 특히 화분에 있는 풀, 노랑 파랑

<통합적 분석> 색감이 좋다, 자극적인 색이 아닌 편안한 느낌의 색으로 묘사, 색이 다양, 색이

의 색과 파란 계통의 색이 분명히 대비, 색 구성, 색채가 다양, 전체적인 색감이 상쾌, 노

초록 원색의 배합, 흰색의 바탕이 대비되어 이를 도드라지게 해준다, 파란색이

다채롭고, 밝은 느낌이다, 자극적인 색채가 아닌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색으로 묘사, 색깔이

랑, 파랑, 초록의 원색의 배합, 흰색의 바탕이 대비되어 이들이 도드라질 수 있게 해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튄다, 파란 컵이 깔끔하다 유리잔의 파란색이 예쁘다, 특히

다채롭다, 색이 다양, 색 구성,

다, 어두운 계열과 대비되어 두드러짐, 왼쪽에는 밝은 색 오른쪽에는 어두운 색을 배치

유리잔의 경우 파란색이 이질감을 가지게 한다. 좀더 작고 색이 연한 잔을 썼다면 더

하여 효과적으로 대비, 노란색과 파란색의 대비, 색이 많다, 색깔이 많다, 원색과 파스텔
톤이 적절히 섞여 느낌이 묘하다. 색채는 이쁘다. 색채가 가볍지 않고 매우 동적이면서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새파란 물병이 인상적이다, 뒷 편에 있는 채소의
자연스러운 녹색과 강렬하게 대비되어 시선이 그쪽으로 머무르게 된다. 왼쪽 컵의

도 무거운 구성이다. 색채감이 뛰어나고 독창적이다 색깔이 예쁘다.

파란색깔이 예쁘다. 컵의 색만이 유독 튄다, 파란색이 돋보인다, 파란색 컵이 눈에 확
들어온다. 파란색 컵과 뒤의 초록색 식물, 흰색 배경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 파란색이
예쁩니다. 잔의 파란색이나 식물의 녹색이 이런 느낌을 배가시킨다. 파란색 컵이 눈에
들어온다. 유리잔의 색이 너무 강렬해 나머지 사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물컵 색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통합적 분석> 전체적인 색감이 상쾌하다, 색이 조화롭지 못하다, 술과 잔의 색이
서로 조화롭지 않아 보인다, 색의 배치가 자연스럽지 못하다,. 물건들의 색이 조화롭지
못하다..

구체적인 지각요소

기타 세부적 지각요소
벽/천장/공간 벽은 연속된 하늘의 모양, 하늘 모양의 벽지가 붕 뜬 듯한 그림, 금이 가있는 천장,
공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음

컵 파란컵이 유리일까 플라스틱일까, 파란 컵은 플라스틱일까 유리일까 궁금하다.
유리잔이 나뭇잎을 가려 거슬린다 잔이 눈에 띈다 컵 안에 물이 담겨 있는 모습이 더
익숙한데 빈 컵의 모습은 조금 어색한 것 같다.

옷장 그림 속 옷장으로 보이는 물건에 그림이 비친다
브러시 브러시가 떨어질 것 같다.

병 양주로 보이는 액체, 앞의 작은 병 두 개는 양주 병이나 오일을 담아둔 병 인 것

색모래를 이용해 만든 작품인 듯 보인다.

벽면이 하늘 배경, 인형의 집 같은 미니어쳐 공간, 벽은 연속된 공간이나 실제 공중에 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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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미끈하고 투명, 윤곽이 깔끔하고 청결
기타 의 문이 드는 오른쪽 하단의 갈색버튼 모양의 사물, 깔끔하고 친숙한 소재

같다. 오른쪽 병에 라벨이 어두워 보이는 것은 그림자 때문이다. 왼쪽 병과 오른쪽
병은 같은 회사 제품 같은데 붙어있는 로고가 다른 이유가 궁금하다 유리병의 로고가
색이 다른 건지 그림자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건지 궁금해졌고\유리병에 들어있는
것이 술 인 것 같은데 두 개가 무슨 차이인지 궁금, 병의 라벨이 다른데 무슨 차이,
양주일 듯 싶다/ 향수인가 생각했는데 병이 워낙 작아서.

식물/화분 다육 식물, 잎이 커다란 식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기 위한 장식품들,
뒤쪽 화분의 곡선이 보기 좋다, 화분에 꽂힌 하트, 화분 안에 든 식물의 잎이 날카롭고
줄기가 얇다, 특이한 식물 꽃이 이쁘다 꽃이 담긴 장식 도구 열대식물인지 잎이 크다.
기타, 그 뒤의 배 모양의 화분에는 화초가 있다, 잔과 음료 화분, , 화질이 안 좋다.
오른쪽에 빛이 들어오는 창문, 뒷 배경에 벽면과 아래바닥을 잇는 줄의 왼쪽 부분이
약간 비뚤어진 느낌이다. 뒤의 벽면과 바닥의 경계가 울퉁불퉁한 것이 바닥이 흰
종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파랑 색 음료 잔 노란색 꽃 미니어처 양주 꿀
같기도 한 흰색 바탕 흰색 책상, 분홍색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 무엇인지 궁금, 예쁘게
장식해놓은 것 같지만 소품들이 다소 조잡해서 질이 떨어진다.
추상적인 개념요소

의미/ 작가의 의도 (symbol/meaning)
침대 위의 빗은 여자를 의미한다, 성냥개비가 이 작품에서 무슨 역할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함축적
인 의미가 담겨있을 것 같다. 우리가 치장하는 데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 벽지를 하늘로 표현한 점이

복잡하지만 심오한 의미, 도시의 낮과 밤이 추상적으로 표현된 것 같다, 복잡한 그림이

식물을 보니 일상의 여유로움을 즐기는 누군가가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것 같다, 현실과 추구하는 바의 간격, 빗과 유리잔, 성냥, 파우더는 무엇을 의미하
는지 모르겠다, 연인과 잠자기 전 와인을 마시고 화장을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침실을 표현한 것, 일상

어서 심오한 의미가 담겨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습니다.

물건들이 배치가 너무 경직적으로 되어 있는 생각이 들어서 순간의 포착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감상한다면 조금 지루할 것 같습니다., 추상적

사진을 남기기 위한 촬영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적인 생활에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물건들이 더 크게 느껴져 중요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인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 것 같다. 무질서해 보이는 그림에서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모순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방을 바깥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

느낌이 든다, 현대 과학의 성취에 대해 말하고자 인간 내면의 어떤 것을 말하고자, 낮과
밤을 표현한 것 같기도 인간의 내면 속의 밝고 어두운 면을 동시에 표현 나를 비롯한 인
간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함. 색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 두어져 작가의 심경에
변화가 있던 것 같다.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와 검정색 곡선들이 사람을 표현하는 것
같다. 사실 어쩌면 내가 더 잘 그릴 수도 있다. 무슨 창의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계
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었겠지만. 여러 진단의 사람들이 모여 등대를 감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다만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다양한 색상으로 묘사하는 것 같다. 밝은
색의 얼굴부분과 검은 부분의 속내를 함께 그리는 것 같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토해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토해낸 것은 음식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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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이다. 오른쪽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왼쪽은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
아 사람이 있는 오른쪽은 이성을 나타내고 곡선으로 이루어져있는 왼쪽은 감정과 관련
되어 있는 것 같다. 인간 군상을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인간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다기 보다는 그들의 일에 몰두한 채 살아가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 방 속에는 책장 같은 것도 있고, 오른쪽에는 위를 표현
하고 있다. 다른 차원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한 것도 같다.
추상적인 개념요소

용도, 사용 상황 (using situation)
컵을 제외한 사물이 브러쉬 인 것을 보아 화장할 때 쓰이는 것인가 하는 생각,

N/A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겠다,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소품, 호텔 화장실
이나 주방 부근에 디스플레이 되어있을 것 같은 물건들의 배치, 양주의 판매를 위한
장식 유리잔과 식물(화분) 모두 양주의 판매를 위한 소모품으로 보여진다. 특히 양주
병을 작은걸 사용하여 더 가치가 높거나 비싼 제품임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생각을 하
게 한다 이 사진은 실험을 위한 사진인가?
캔들 디퓨저와 비슷한 느낌 꿀물을 파란색 병으로 먹지는 않을 것 같다, 물잔 색이
진해 양주의 색을 볼 수 없어 아쉽고 촌스럽다/ 물잔 안에는 양주 양주는 새것같이
보이지만 빈만큼 양쪽을 나누어 반반씩 물잔에 담은 것, 무슨 용도일까? 식당 장식을
위해 세팅한 이미지, 사진기 성능 확인을 위해 제작된 다양한 색의 제품들의 모음광고
영상에 활용되는 소품모음, 식탁을 장식하기 위한 물건. 일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흔한 가정집의 장식품, 간소화된 호텔 바 정물화, 플로리스트의 작업실에 놓여있는
장식품들, 호텔 객실의 장식품들 물건들이 깔끔하고 정갈하게 놓여있다. 다만 놓여진
물건들 자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기 보다는 장식으로서의 기능만 가진 것 같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많이 볼 법한 컵이다. 햇빛은 그림의 왼쪽을 주로 비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음료인지 향료인지 의문, 갈색병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
갈색 용액은 무엇일까 , 앞에 있는 갈색병 안에 든 것이 뭔지 모르겠고 궁금하다.
갈색생 병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

추상적인 개념요소

상상, 연상, 호기심 유발 (imagination)

사람얼굴, 새 얼굴, 태양, 관리들이 쓰는 모자 같다, 해와 달, 밤과 낮, 사람과 동물 등

잘 꾸며진 집안의 장식장을 보는 기분,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시려고 한다, 레스토랑과

방 내부가 작은 모형 같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구상적인 형태에 대한 생각이 떠오름, 오른쪽 파란 원은 지구처럼

같은 장소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사람의 이미지,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가던 경양식

실제가 아니라 벽지에 불과해 자유롭지 않은 것, 마치 앨리스를 따라 이상한 나라에 와있는 듯한,

보이고 위쪽에 있는 주황색 원은 빛처럼 느껴진다, 왼쪽이 사람의 얼굴같이 보인다.

집 투명한 잔에 사이다를 담아 줬는데… 추억이 떠오른다, 가정집이나 레스토랑의

누구의 방일까? 작은 인형을 갖고 놀던 아이의 모습/ 인형 머리를 빗겨주다가 자기 얼굴에 화장을
하는 흉내도 내다가 침구의 부름에 밖으로 뛰쳐나갔을지도 모른다, 작은 방에는 아이의 물건과 인형의

상단부의 동그라미는 태양/ 의자에서 토론을 하는 사람의 얼굴/ 로봇이 연상/ 오른쪽은
쥐의 형상/ 왼쪽은 여우/ 줄은 음악적 표현인 음계나 악기를 나타내는 것/ 동물이

식탁 위에 장식이 장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것 같다, 집이라면 외국의
가정집이거나 서울외곽의 전원 주택일 것 같은 느낌, 중산층 가정의 부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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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한데 뒤섞여있다, 화장하는 여자의 방을 비유. 청순한 여자의 방, 이 방의 주인은 꾸미기를

음악을 연주하는 것, 노란색 문 위에 등이 달려있고 밖에서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분위기를 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중해 테라스에서 외국인들이 술을 마시고

좋아하는 사람/ 화장도구와 머리 빗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것을 보니 약속시간이 늦어 급하게 외출한

떠드는 모습/ 밖은 파란색이고 뒤엉켜 혼잡해 보이는데 노란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을 것 같다, 왠지 오늘 파티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술을 마시니 식물에게도 물을

느낌/ 가상 이미지로 답답한 현실을 덮으려는 세상에 갇힌 것 같아 답답하다, 여자의 방 빗과 물잔이

조용하고 편한 공간이 있을 것 같다. 큐브조각 체스판 같은 것 선반 같은 것/ 사람이

줘야 할 것 같다. 지중해에 와있는 기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의 분위기, 푸르 잔디와

인물인 것처럼 느껴졌다.

웃고 있는 모습 검은색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은 사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나무가 있는 정원에서 연인이 샴페인이나 와인을 마시고 있다. 방과후 집에 오니

순간이 생각/ 활기차고 시끄러운 상황이 연상,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창문이 열려있고 햇살이 밝게 비추며 엄마가 식탁위를 예쁘게 꾸며놨다 여유로운

생각하고 있는 사고들이 나타나있고,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구름 같고

느낌이 든다. 레스토랑에서 와인한잔 하고 싶다. 여자수가 연상 파란색이 바닷물같이

파도가 치는 것 같다, 주변의 연한 하늘색 때문에 햇빛을 연상. 업에 의해 오염된

보여서 하와이 섬이 연상. 지중해 어느 지역의 집에서 한가로운 오후에 가족들이 함께

도시가 떠올라요. /스쿠터타고 질주하는 배달원 /사람을 마음을 보는 동물, 어떤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온갖 꿈과 욕망이 문 쪽으로 쇄도하는 것, 혹은

즐기기 위한 술 한 잔을 준비한 것 같다.

도망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문 앞에서 그 세계 안에 소속되고 싶다는 욕망을

파란컵을 보니 그리스 산토리니가 떠오른다. / 컵, 음료(또는 술), 아래쪽 병에 담겨진

들끓는 반면/다른 ?편으로는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면서

액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안에 담긴 액체는 아마도 술인 것 같다. 무엇인가 집을

/그 문을 버리고 내 세계를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의

떠나기 전에 향수를 바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집 떠나기 전에 물 마시고 두고 그

형태와 같은 모습이 화면의 좌측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자세히?면

옆에 있는 향수로 몸치장을 했던 것 같다. 동남아나 태평양 등지의 아열대지방의
이미지, 화분 안에 든 꽃과 선인장, 작은 풀들이 마치 수풀림을 연상시킨다. 주말

사람의 모습이 어두운 실루엣으로 나타난다. 여러 진단의 사람들이 모여 등대를
감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것을 다양한 색상으로
묘사하는 것 같다, 그 사람은 마치 말을 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두 명의 사람이

오후에 햇빛이 비치는 테라스에서 술 한잔 기울이기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다,

각각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요즈음 드는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것

것 같다. 액체를 모두 잔에 부어도 잔이 가득 차지 않을 것 같다. 기분 좋은 아침을

같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기하학적인 그림이 많은데 졸업을 앞두고 이것 저것

맞이했다/ .와인 한 잔 마시고 싶다. 처음 봤을 때 감흥은 뭔가 그리스나 지중해의

여러 가지로 심란한 마음을 반영하게 된다. 처음 보는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림이

풍경이 떠오른다. 산토리니의 느낌과 비슷한 색 배치라 그런 것 같다.

샤갈을 떠올리게 했다. 자세히 보다 보니 어제 밤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림의 왼쪽
부분은 따뜻한 이미지를 가진 문처럼 보인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따뜻하고 밝은
세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방 안은 어둡고 시퍼런 고민들로 가득 차 있다. 때문에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배경이 우주를 닮았다. 치즈 케이크를 삼킨 도롱뇽의 비참한
최후를 보는 듯 하다. 왼쪽에 사람 얼굴이 있고, 오른쪽에 어두운 개의 형상이 보인다,
기하적은 형태와 채색이 사람의 형상을 나타낸 것 같다(사람의 옆얼굴) 오른쪽은 어떤
회사원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은 떠오른다. /가운데 검은
책상위에는 복잡한 서류가 있고 할 일이 너무 복잡해서 이 회사원이 잠깐 쉬고 있다./
왼쪽의 인간머?는 이 회사원의 생각의 상진이고 안에 있는 문이 닫혀 있다. /문 밖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문이 열면 답이 있다는 뜻이고/ 지금 아직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아득하며 그리운 느낌이 든다. 동물을 형상화 한

193

인위적으로 꾸며놓은 듯한 느낌이 든다. 유리잔은 오래 쓰지 않아서 저 상태로 방치된

것 같다. 왼쪽은 사람 얼굴같은 느낌이 들고 오른쪽은 고양이같은 느낌이 든다. 또한
왼쪽에는 계단을 올라가서 나타나는 비상구같은 모양도 보인다. 이 작품을 보며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마치 인간의 생각을 그려낸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원도 있고 네모도 있고.. /이들을 둘러싼 희미한 빛도 우리의
무의식을 나타내는 것 같다.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빛을 그림으로 형상화 한 것
같습니다. 노란색 건물에서 나오는 빛은 밤에 도시의 불빛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들리는 여러 빛을 그림으로 형상화 한 것 같습니다. 노란색 건물에서 나오는
빛은 밤에 도시의 불빛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음악적인
느낌이 듭니다. 아름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깃발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악기의 협연하는 모습
몽환적이다. 내 방안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왼쪽 중앙에 있는 문은 방을 나가는
문이고 그 방문을 나가면 현실과 다시 연결될 것 같다.
추상적인 개념요소 , 범주화
Magritte의 작품, 리얼리즘/ 사실주의

현대미술, 추상화 같다 도형 형태에서 Kandinsky같은 구성 작품이 생각난다.
Kandinsky의 추상같다. 좌측의 노란색 색채 부분에서는 클림트의 키스가 연상된다.
좌측에 사람 얼굴같은 것이 언뜻 보이는데 이집트 벽화와 피카소가 생각난다. 추상예술,
초현실주의 분위기가 난다. 도형과 선이 많아 기하학적이다. 본 작품은 강렬한 색채와
선명한 선과 면, 기하학적인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강렬한 색채의 표현주의 이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추상적으로 보인다.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합쳐서 나온 그림
같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요소

공감각적 묘사
공감각적이다.

<청각> 시각적 자극만 주는 게 아니라 귓가에 노래가 들릴 것 같고/ 빛 바랜 향기가 나
는 것 같은 풍부한 느낌을 준다.

<후각> 뚜껑을 열면 좋은 향이 날것 같다. 깨끗하고 향기로울 것 같은 느낌. 향이 좋은
것이 들어있을 것 같다. 향이 좋을 것 같다, 꽃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 같다. 향기

<촉각>

로운 향을 맡으며 음료를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림 안에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 정적인 모습과 동적 모습 등 상반되는 감정이

<미각> 청색은 식욕을 저하시키는 성격, 더러워서 마시기 싫다, 맛있는 음식이 나올

뒤섞여/ 따뜻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과 차가운 느낌을 주는 파란색이 충돌하면서

것 같은 기대감, 노란색 병은 꿀이 들어있는 것 같고, 무언가를 부어 마시고 싶지 않은

조화되는 느낌, 따뜻한 기운과 차가운 기운의 만남이 느껴져, 차가운 느낌을 준다.

느낌, 한잔 마셔야 할 것 같다/ 술이 맛있어 보인다, 조그만 물병에는 달달한 음료, 병
안에 담긴 술을 마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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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非)지각적 요소

독창성이 돋보이며, 혼란과 질서감이 혼재, 오묘한 느낌, 여러공간을 한 곳에 붙어있는

원근법이 무시되어 있는 공간, 일상생활용품이 일상적이지 않은 용도로 나열되어 신비롭다,, 평소 보

느낌 차갑고 따뜻한 느낌이 섞여있는 것 같다. 밝고 명쾌한 느낌/ 우측은 상대적으로

파란 플라스틱 컵보다 유리컵이 더 분위기 있지 않을까 단조롭다, 따분하다, 답답하다,

던 집안 풍경이 아니다. 아름다운데 괴이한 느낌이다, 일상공간에서의 이탈감을 강화, 휴식이나 안락

어둡고 몽환적인 느낌. 노랗고 빨간 부분을 낮, 까맣고 파란부분을 밤 왼쪽은 밝고

느끼하다, 국적인 이미지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느낌, 정화되는 느낌/ 전원적인 느낌과

함이 느껴지지 않음, 묘사가 자유롭다, 아득한 느낌, 주변의 풍경이 하늘무늬로 되어있어 방안이 더욱

명쾌한 느낌이 드는 반면 오른쪽은 다소 우울한 느낌, 그 와중에 즐거운 감정이

동시에 이국적인 느낌, 편안함, 깔끔하면서 소박/ 연인 혹은 부부를 위한 것, 자연친화

편안, 자연스럽다, 왜곡된 느낌, 낯설지 않다

느껴지기도.,난해하다 모양새에서 조화가 느껴지기도 해, 깔끔하다/ 독특하다. 마음이

적, 마음이 편안해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입니다. 하얀색 배경이 마음을 온순하게 해준

편해진다. 신비한 느낌 묘한 느낌. 비현실적 공간. 여유롭고 편안함 독특한 작품이다.

다. 깨끗하고 맑은 생각이 든다. 파란색 잔이 이국적인 느낌을 주고 시원하며 세련된

오른쪽 절반과 왼쪽 절반이 대비되는 느낌도 있는데 혼란스러운 그림이다. 불규칙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오른쪽의 노란 액체가 담긴 병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예쁘

기하들의 나열이 멋스럽고 기이한 느낌을 자아낸다.

고 가정적인 느낌의 사진이다. 잡지에 수록될 것 같은 사진이다. 여유롭고 편안함 음료
인지 향료인지 의문 유러피안 스타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물들이 함께 있는 것 같

처음 봤을 때는 어지러운 느낌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기하학적인 도형이 보여서 어지럽

은 기분이 듭니다.

지만 안정된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일상적인 물건이 모여있는 특별한 느낌은 주지 앟는 이미지. 컵과 작은 병 두 개와 화

다채롭다, 난해하고 복잡한 설계를 가진 그림 화려하고 촌스럽지 않다/ 고등학교 입시미

분이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든다. 무슨 조합인지, 어떤 공

술이 단면화되고 발전된 형태, 정돈되어 있다/ 살면서 현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
다. 추상적인 선이나 색 도형이 때로는 구체적인 이미지보다 감정을 더욱 크게 불러일

통점으로 구릅 지어졌는지 모르겠다. 구매욕구나 이쁘다란 생각이 안든다. 시원한, 청

으킬 수 있다는 생각 눈이 한곳에 머물지 않고 선의 동세를 따라가게 됨, 독특하고 약간
난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면 좋은 이미지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 작품 자체는 시선

있는 통은 몬지 모르겠는데 향수같습니다. 배치를 한 사람은 병에 들어있는 음료를 왼
쪽의 파란 컵에 따라 마시려고 했던 것인지 궁금하다./ 병에 들어있는 음료?? 무엇일

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집에 걸어두면 잘 어울릴 것

지 궁금하다./ 오른쪽으로 물체들이 쏠려있는 ?낌이지만 컵 색깔이 워낙 강렬해서 다

같다. 모양이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방에 걸어놓고 싶지 않다.

행히 완전한 쏠림 현상을 피할 수 있는 것 같다.

노란색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합쳐서 나온 그림 같

근래 수업에서 보았던 여러 정물화들이 연상된다./파란 ?리잔과 양주병으로 보이는 두

습니다. 어지럽고 복잡하지만 생동감 있고 밝은 기운이 넘친다. 얼굴로 형상화되는 이미

유리병, 그리고 그 뒤의 화분은 자취를 하고 있는 나에게 일상이라기 보다는 다소 비

지들이 많이 있으며 오른쪽과 왼쪽의 무게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인 사물이기에 더더욱 위와 같이 생각한 것 같다. 미니어쳐 술과 글라스는 럭셔

량함/ 기분 좋음, 편안함, 붕 뜸 화사함, 저 컵에 모 마시면 맛없을 것 같습니다./ 옆에

리해 보이나 화분이 조잡하다
술 먹고싶다. 깔끔하다. 미술관근처 카페에 있을법하다. 깔끔하다 잘 정돈되어 있다.
깨끗하고 /자연적이다. 무엇을 따라 먹든 색구별이 안될 것 같다. /살아있는 식물을
심었어도 예뻤을 것이다. 일상적인 물건이 모여있는 특별한 느낌은 주지 앟는 이미지.
컵과 작은 병 두 개와 화분이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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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실험 연구1의 측정변인들간 차이 검증 결과

예술 (Magritte, N =68)

비예술(nonart, N = 65)

4.92 (2.43)

3.76 (1.93)

3.02**

모순적 심상

.40(.49)

.18(.39)

2.75**

자아 온전감

4.88(.78)

4.91(.96)

-.24

공감

5.12(.66)

5.06(.98)

.45

방어적 태도

4.07(.69)

4.17(1.01)

-.64

외부귀인

3.05(.68)

3.16(.86)

.84

632.35(1232.69)

746.15(1466.0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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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How Artistic Cues
Influence Prosocial Behavior:
With Focus on the Mediating Role
of a Broadened Mindset

Kim, Doo-Iee
Interdisciplinary Program A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rt is being increasingly utilized as an important tool for corporate
strategies, but only a small amount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empirically study the effectiveness of using art from the business
management perspective. Furthermore, the few studies that have
investigated using art in business strategies have focused merely on a
macro-level analysis, namely, the consequential aspects of artistic cues, and
it is still unknown what psychological mechanism is triggered by artistic
cues. In this research, we aimed to discover the psychological mechanism to
understand how artistic cues affect individuals’ judgements. A key finding in
our research is that the artistic cues activate a broadened mindset,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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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enhances consumers’ behavior in the pro-social domain. Specifically,
we conducted three studies to investigate the broadened mindset triggered
by artistic cues in terms of two dimensions:

the breadth and depth of the

broadened mindset.
First, we empirically discovered that artistic cues activated a broadened
mindset by broadening the breadth of attention. When the participants were
presented with either art or non-art stimuli, the artistic cues were found to
enhance the creativity of the subjects, which in turn improved their prosocial attitude. It was also found that paradoxical imagery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cues and creativity and that selfintegrity posi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prosocial attitude.
Second, we also empirically discovered that the artistic cues activated a
broadened mindset at higher levels of mental processing. When the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artistic cues, a higher construal representation,
such as an ascription of meaning, was triggered rather than a lower construal
representation, such as considering monetary value or the materials of an
artwork. The participants in the art priming condition showed more
inclusive categorization, which confirmed the influence of artistic cues on
high level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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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the broadened mindset activated by artistic cues was found to
promote the choice and purchase intent on a pro-social product rather than a
pro-self product. To explain this mechanism, we used Construal Level
Theory, according to which the psychological distance perceived from
artistic cues tends to promote an abstract type of thinking. Specifically,
when artistic cues are provided, people consider artistic cues temporally,
socially and spatially distant.
A major contribution of our work is a novel theoretical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artistic cues in busines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individuals’ psychological mechanisms. Particularly, the work is the first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stic cues and pro-social behaviors.
Using a framework based on CLT, we showed how artistic cues were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istance and a broadened mindset, and
therefore this framework opens up further exploration of artistic cues related
to psychological distance and a broadened mindset. Finally, the results from
our empirical studies suggest many practical implications for business
managers considering art as a useful tool for their busines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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