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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 연구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 계 이해능력 사이의 계를 탐구하기 해, 소설과 화의 단기 인 

이용이 타인  주의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이를 해 참가자 74명을 2개의 처치집단(소설, 화)과 

조집단(설명문) 등 3개 집단에 무작 로 배치해 약 30분 정도 자극물에 노출한 뒤, 세 집단의 주의 (자

신  타인)의 방향을 비교했다. 내용에 한 향을 배제하기 해 설명문은 소설의 거리가 요약된 평론

을 이용했다. 분석결과 이야기에 한 처치집단(소설과 화)은 조집단(설명문)에 비해 유의미하게 주의 

 방향을 타인에 향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 계 이해능력 사이에 인과  계에 해

서는 불분명했었는데, 이 연구는 이야기를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통해 타인 의 주의방향이 형성된다

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야기를 통한 사회 계의 체험이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이야기의 모의실행론

에 한 경험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중심어 :∣이야기∣소설∣영화∣모의실행∣타인초점 주의∣사회인지∣
Abstract

To examine the causal association between story usage and the ability of comprehending social 

relation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short-term use of story heightened the degree of 

other-focused attention. To this end, this study randomly assigned 74 participants into three 

groups(novel, film, and exposition conditions), and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the stimuli for 

about 30 minutes, and then this study compared the degree of other-focused attention of the 

three group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degree of other-focused attention in the story 

groups (novel and film)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exposition group. Though 

causal association between story usage and the ability of comprehending social relations were not 

clear, via demonstrating the formation of other-focused attention due to short-term use of story, 

this study provided empirical evidence for the simulation account of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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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의 삶에 이야기가 없는 곳이 없으나, 이야기의 

내용은 체로 정 이지 않다. 오히려 부정 인 내용

이 더 많다. 결말은 정 으로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

지만, 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정 인 내용이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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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 은 그리 크지 않다. 술과 통속을 불문하고 이

야기에는 살인, 폭행, 사기, 간음 등 부도덕한 내용이 많

다. 부정  내용이 주를 이루는 이야기에 정 인 기

능은 무엇일까? 

부정  내용을 지닌 이야기의 정  측면에 한 가

장 유력한 설명은 이야기를 사회 계에 한 체험으로 

악하는 사회 계 모의실행(simulation)이다. 모의실

행은 실제로 겪기에는 무나 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 한 가상의 체험으로서 실제 상황에 

한 응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1]. 아이들의 놀

이는 표 인 모의실행으로서, 거친 신체 놀이

(rough-and-tumble play)는 사냥이나 투, 상 놀이

(object play)는 사물의 조작, 그리고 가장놀이(pretend 

play)는 사회 계에 한 응력을 익히는 일종의 학습

의 역할을 한다[2]. 소설과 같은 이야기는 가장놀이가 

보다 정교하게 확장된 형태로서 사회 계의 모의실행

이다[3].

모의실행론에 따르면 이야기는 다양한 사회 계를 

체험함으로써 사회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의 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소설 등과 같은 이야기를 많

이 할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다 잘 이해하는 능

력 즉 사회인지 능력도 비례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그러나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향상 사이의 

계가 인과  계인지에 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설

문연구에서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에 

유의미한 상 성이 나타나지만 실험연구에서는 연구결

과가 엇갈린다[5][6]. 

기존 연구에서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

에 일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나, 이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인지 능력의 지표

가 단기간에 향상될 만큼 유연하지 않은 지표를 사용하

지 않았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따라서 보다 유연한 사

회인지의 지표인 주의 의 방향(자신 혹은 타인에 

한 주의의 방향)을 측정해,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

지 능력 사이의 인과  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해 먼  사회 계의 모의실행으로서의 이야기에 

해 개념화하고, 이야기와 주의  방향의 계에 한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헌 연구 

1. 이야기란 무엇인가

이야기는 의와 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야기에 

한 사  정의는 “자신이 경험한 지난 일이나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남에게 일러 주는 말” 혹은 “어떤 사

물이나 사실, 상에 하여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 등[7]으로 구분한다. 이야기를 “경험이

나 생각을 남에게 일러 주는 말”로 본다면, 이는 의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일상에서 말하고 화하는 부분

의 발화행 로서 특정한 맥락으로 묶일 수 있는 다양한 

양식의 언술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8][9]. 

이야기를 “ 거리를 가지는 말과 ”로 국한한다면, 

이 연구에서 다루는 의의 이야기에 해당한다. 일반

으로 의의 이야기에 해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

과 으로 연결된 일련의 사건[10] 혹은 시공간의 틀에

서 사건의 진행을 재구성한 언술들의 집합[8][9]이라고 

한다. 이러한 근에 따르면 이야기의 핵심요소는 사건

이다. 이야기 속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기반

하기도 하지만, 실제의 사건과 행 를 그 로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사건을 그 로 재 하는 것이 아니

라 과거의 체험을 ‘마치 그러했던 것처럼’ 허구 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11]. 따라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

심 요소는 허구 으로 재구성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야기의 허구성은 사  의미의 허구성(사실에서 

벗어난 특성)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12]. 이를 해서

는 허구성을 구성하는 이야기의 사고양식에 해 살펴

야 한다. 인간의 사고양식을 둘로 구분하는 다양한 

이 처리 이론이 있는데[13], 그  하나가 사고양식을 

논리  사고양식과 체험  사고양식으로 구분하는 

근이다[14]. 논리  사고양식을 패러다임 사고양식, 체

험  사고양식은 내러티  사고양식이라고도 한다. 논

리  사고양식이란 사건과 상의 원인과 결과 등에 

해 논리 인 틀로 기술하는 양식이다. 반면, 체험  사

고양식은 사건을 둘러싼 행 자(인간 혹은 인간과 같은 

의도를 지닌 존재)들 사이의 있을 법한(verisimilitude) 

사회  계와 행동을 체험의 틀로 제시하는 사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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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를 들어, 특정한 역사  사건에 해 기술한다

고 할 때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 인 틀로 체계

으로 기술한 역사논문은 논리  사고양식의 구 이

다. 반면, 동일한 사건에 해 그 사건에 여한 행 자

들 사이에 있었음직한 사회  계와 행동을 체험의 틀

로 기술한 역사소설은 체험  사고양식의 구 이다. 달

리 말해, 사건의 발생과 개 등 논리  인과성에 

을 둔다면 논리  사고양식의 설명문이 되고, 사건을 

둘러싼 행 자의 계에 을 둔다면 체험  사고양

식의 이야기가 된다. 결국 이야기 허구성의 본질은 ‘사

실에서 벗어난다’ 혹은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혹은 있을 법한 사실과 련한 

행 자의 계를 체험의 틀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사건이라 해도 논리  혹은 체험  근에 따라 

설명문 혹은 이야기가 된다면, 이야기의 핵심요소는 사

건 자체라기 보다는 사건에 한 근 방식, 즉 사건을 

둘러싼 행 자 사이의 사회 계 혹은 사건  련 행

를 야기하는 행 자와 이들의 사회 계가 이야기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15][16].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이야기를 특정한 시공간에서 행 자들 사이의 사회

계 속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허구 으로 재구

성해 체험의 틀로 제시하는 언술들의 집합이라고 정의

한다.

2. 모의실행의 기능

비록 이야기가 허구 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할지라

도 사실에 기반한 설명문보다 더 실성(reality)이 높

다. 실성은 사실에 기반한 경험 (empirical) 실성, 

그럴싸함에 기반한 정합 (coherent) 실성, 그리고 

감정  몰입에 기반한 개인  실성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이야기 속 사건은 사실이 아니나, 이야기 속 인물 

들 사이의 갈등과 해결 등의 사회 계는 실제의 사회

계 양상과 다르지 않다(정합  실성). 한 그럴싸한 

사회 계를 통해 겪는 감정은 이야기 이용자 자신이 실

제로 직  경험하는 것이다(개인  실성). 이야기는 

정합  실성과 개인  실성 등 2종류의 실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설명문은 사실에 기반

한 경험  실성 단 한 종류의 실성만을 갖추고 있

다. 이 게 본다면 이야기가 오히려 설명문보다 2배가 

실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도 있다[17]. 이러한 이야기

의 실 인 특성 때문에 비록 이야기의 내용이 허구

으로 재구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수용자가 

이야기 속 가상의 사회 계를 실제인양 체험할 수 있는 

사회 계의 모의실행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3][18].

모의실행의 기능은 크게 정보로서의 기능과 이해로

서의 기능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15]. 정보

로서의 기능이란 직 으로 찰하기 어려운 상에 

해 모형을 구성해 모의실행 함으로써 그 상의 작동

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를 들어, 시간은 

직 으로 찰이 불가능함에도 시간에 한 정보를 

악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시계라는 모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시계는 시간을 모의로 실행해 보는 도구로서 

지구, 태양, 별 등의 움직임을 단순화한 모형이다. 모의

실행의 이해로서의 기능이란 복잡한 상을 모의로 실

행해 으로써 그 원리를 악해 측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이다. 를 들어, 날씨는 다기한 요소가 복합

으로 작용하는 상이다. 수많은 변수가 복합 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유력한 변수를 모두 투입해 날씨의 

변화를 모의로 실행해 다양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

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 날씨를 측할 수 있다[16].

이야기는 사회 계에 한 모의실행으로서 사회 계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계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 계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직 인 찰이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마음 속에 

품은 생각, 느낌, 의도 등을 악하기 해서는 사람들

의 마음 상태에 한 모형을 구성해 그 마음 상태를 추

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 느낌, 

요망(desire) 등의 마음상태에 한 정신모형(mental 

model)을 통해 추론하는 마음의 작용을 마음이론

(theory of mind)이라 하며, 지향  자세(intentional 

stance), 마음읽기(mind-reading), 정신화(mentalizing), 

통속심리(folk psychology) 등의 용어로도 사용된다

[19-21].

사회 계도 날씨만큼 다양한 요소가 복합 으로 작

용하는 상이다. 사회 계의 복잡성은 지향성 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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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마음이론의 계성을 통해 잘 드러낸다. 

지향성(intentionality)이란 의도, 신념, 요망 등의 마음

상태를 일컫는 용어다. 1차 지향성은 자신의 마음에 

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 A는 X를 안다)을 말한다. 

2차 지향성은 타인의 마음상태에 해 가늠하는 능력

( : B가 X를 안다고 A는 생각한다)이다. 이 계는 자

연스럽게 3차, 4차, 5차 등으로 복잡성이 높아진다 ( : 

B가 X를 안다고 A는 생각한다고 B가 짐작한다고 A가 

추측하는 것을 B가 이해하고 있다). 마음이론은 2차 이

상의 지향성을 지닌 마음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라고 할 수 있다[22]. 사회 계는 지향성을 근간으로 하

기에 단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모의실행은 다

양한 사회  존재의 복잡한 계에 해 모의로 실행함

으로써 다양한 행 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

해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측할 수 있도록 해

다.

3. 주의초점에 대한 영향

이야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향에 해서는 크게 2

가지 방향으로 근 가능하다. 하나는 이야기 내용의 

언어  의미가 미치는 향이고, 다른 하나는 내용의 

체험이 미치는 향이다. 이야기 내용의 언어  의미가 

미치는 향을 본다면, 이야기의 향은 부정 일 수밖

에 없다. 살인, 혼외정사, 배신 등 이야기의 소재가 사회

으로 부도덕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부분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사회 계의 모의실행을 통한 체험

이라고 본다면 이야기의 향이 반드시 부정 일 필요

는 없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 계의 모의실행은 

사회 계를 이해하고 측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

다. 만일 이야기가 사회 계를 실제인양 체험하는 모의

실행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사

회 계에 한 체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력과 배신 등 이야기 속 사회 계를 체험하기 해서

는 등장인물의 마음 상태와 작가의 의도를 이해해야 한

다. 따라서 소설을 읽고 화를 보는 과정은 이야기의 

이용자로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를 이해해 보는 

훈련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계에 해

서는 논리 으로 타당하고[3][23] 상 성도 일 되게 

나타나지만[4][24], 인과성에 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능력의 지표로서 감정재

인 능력( 매만 나온 사진을 보고 사진 속 인물의 감정

을 추론하는 과제(RMET: Reading the minds in the 

eyes test)[25])을 이용해 실험했으나, 연구결과가 일

되지 않았다. 단지 30분 이내 분량의 소설을 읽는 것만

으로도 사회인지 능력이 향상 다는 연구가 있지만[5], 

유사한 차와 자극물을 이용해 재 을 시도한 연구에

서는 소설을 읽은 집단과 설명문을 읽은 집단 사이에 

사회인지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6]. 

이야기 이용과 사회 계 이해 능력 사이의 연구결과

가 일 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다양한 추

론이 가능하다. 첫째, 이야기와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계는 아마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상일 수 있

다. 둘째, 이야기가 사회인지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기

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그 상을 일 되게 측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 연구는 둘째 가능성에 주목한다. 설문연구에서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이 일 되게 정의 상

성을 나타내고, 논리 으로도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

지 능력의 계가 타당하기 때문이다. 

사회인지 능력의 지표로 사용한 감정재인 능력이 이

야기의 이용을 통해 훈련에 의해 향상될 수 있겠지만, 

30분 이내의 시간에 향상되기에는 충분하게 유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설문연구에서 이야기의 이용과 감

정재인능력 사이에 상 성이 나타났던 것은 이야기의 

이용을 장기 으로 소설을 꾸 하게 읽는 정도로 측정

했기 때문일 수 있다[2][2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먼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사

회인지 능력 지표를 이용해 이야기의 단기  이용이 사

회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이야기의 단기이용이 감정재인 능력에 어

떤 향을 미칠 것인가? 

사회인지 능력은 자기 혹은 타인에 한 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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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통해서도 측정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해서는 주의 을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기울일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주의  방향은 감정재인능력 보다 더 유연한 특성

을 지니고 있다. 사회 계에 해 이해한다는 것은 자

신은 물론 타인에 한 이해이기 때문에 사회인지에서 

자신과 타인에 한 주의 의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

하는 능력이 필수 이다. 사회  존재로서의 인간은 개

체로서의 자아와 집단으로서의 자아 등 두 측면을 동시

에 지닌다. 개체로서의 자아는 자기 심 인 자아이며, 

집단으로서의 자아는 타인 심 인 자아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이 둘  어느 하나를 극단으로 추구하기보다 

두 종류의 자아 사이의 역동 인 균형을 추구한다[26]. 

즉, 인간은 자기 심 인 특성과 타인 심 인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사회  상황과 개인  특성에 따

라 어느 하나가 더 혹은 덜 강조된다. 

개체로서의 자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나”에 해 

보다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단으로서의 자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타인” 혹은 “우리”에 보다 더 많

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를 들어, 유명인이 되는 상

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나”에 해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

게 된다. 실제로 유명인이 되기 과 된 후의 언어 사용

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유명인이 된 이후에 “나”와 

같은 자기  주의를 나타내는 어휘의 사용이 증가했

다[27].

주의를 타인에 기울이지 못해 자기  주의가 과도

해질 때, 사회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부정 인 향을 

다는 근거는 많다. 자기 과 정신건강 사이의 계

에 한 종합분석 결과 과도한 자기 은 일 되게 정

신건강에 부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자기  주의는 정신건강 뿐 아니라 자기 괴 인 행

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명인이 되면 과도하게 자기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명성을 얻기 에 비해 

자기 인 어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기 괴

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27]. 시인의 사용언어

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시인의 시에

서 자살로 마감하지 않은 시인의 시에 비해 자기  

어휘가 많이 사용 다[29]. 

이야기의 이용은 작가가 설정한 등장인물의 에

서 거리를 따라가는 과정이다. 이를 해서는 등장인

물  작가와 주의를 공유해야 한다. 주의를 공유하기 

해서는 주의 의 방향을 내면(자신)과 외부 환경

(타인)에 해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의를 

공유하는 행동은 행 자들 사이에 서로의 의도를 이해

하는 과정이다. 를 들어, 자신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시선을 주는 상( : 얼굴)에 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지 그 상이 무엇인지 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상태( : 우호  vs. )를 

추론해 이해하는 행동이다.

등장인물  작가와 주의를 공유해야 하는 이야기의 

이용 상황은 개체로서의 자아보다는 집단으로서의 자

아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야기의 이용은 “나 자신”이 

세상을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설정한 

세상에서 등장인물과 함께 세상을 체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야기의 이용은 타인  주의가 향

상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연구가설: 이야기의 이용자는 설명문 이용자에 비해 

타인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개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능력 사이의 인과 계를 

확인하기 해서 실험연구를 했다. 연구참여자를 처치

집단(소설과 화)과 조집단(설명문)으로 구분해 집

단 간 주의  방향과 감정재인 능력을 비교했다. 이

야기 자극물에 한 비교를 보다 분명하게하기 해 

조집단에는 자극물로 제시한 소설의 내용을 요약한 설

명문을 이용했다. 한 문자와 상 양식의 차이를 통

제하기 해 문자양식 이야기(소설)외에 상 양식 이

야기( 화)도 함께 이용했다. 

개인차이를 통제하기 해 주의 과 사회인지능력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감성향과 체계화 성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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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변수로 투입했다. 한 제시된 자극물에 한 이용 

정도를 통제하기 해 자극물에 한 평가도 통제변수

로 투입했다. 이와 함께 성, 나이 등의 인구통계  요인

도 통제변수로 투입했다.

2. 연구참여자 및 연구절차 

학생 74명(남성 = 32명, 여성 = 42명)을 소설집단, 

화집단  설명문 집단으로 무작 로 할당했다. 총 

146명을 모집했는데, 연구에 등록만 하고 실험 당일 나

타나지 않은 12명, 설문문항을 읽고 응답했는지 묻는 

질문에서 읽지 않고 응답했다고 답한 8명, 내용 요약과

제에서 한 단어 이하로 기술한 2명  실험 진행 에 

다른 수업 참여 등의 이유로 이탈한 25명 등을 제외한 

최종 연구참여 인원 99명  이 연구와 계없는 실험

조건에 투입한 25명을 제외한 74명을 최종 으로 분석

했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2.41세이고 표 편차

는 3.35이다. 연구참여에 해 3천원의 교통비를 지 했

다.

실험은 학강의실에서 진행 다. 연구참여자는 지

정된 강의실에 도착해 먼  공감성향 등 개인차이에 

한 설문문항에 답했다. 이후 자극물을 보았다. 자극물 

노출이 완료된 후 다시 설문지를 배포해 주의 방향

과 감정재인 능력  자극물 이용에 련된 통제변수를 

측정했다. 최종 으로 성, 나이 등 인구통계변수를 수집

했다. 설문 마지막 부분에서 설문 문항을 읽고 답했는

지의 여부에 답하도록 했다. 최종 으로 연구에 한 

간략한 설명을 읽고 해산했다.

3. 자극물 

기존 연구[5]에서 작품성의 요성을 강조했기 때문

에 작품성이 높은 소설과 화를 선택했다. 소설은 국

내 표 인 단편 소설 작가 이효석의 <메 꽃 필 무

렵>을 선택했다. 조집단에 사용한 설명문은 처치집

단의 소설과 유사한 내용을 이용했다. 소설과 설명문의 

내용의 차이에서는 오는 요소를 통제하기 해서다. 

<메 꽃 필 무렵>에 한 요약이 담긴 평론을 제시했

다. 평론에는 <메 꽃 필 무렵>에 한 내용의 요약  

문학  의의가 논리 으로 기술돼 있다. 30분 정도에 

모두 읽을 수 있도록 편집했다. 화는 퓨리처상 수상 

소설 <세월>을 원작으로 한 <디 아워스(The Hours)>

를 이용했다. <디 아워스>는 세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

는데, 여주인공 아들의 비극  이야기를 다룬 부분만 

30분 정도 분량으로 편집했다. 

4. 측정도구 

측정 도구는 통제변수와 종속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구성돼 있다. 통제변수는 인지공감  체계화 

성향, 인구통계 등 개인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와 

자극물로 제시된 이야기와 설명문에 한 평가를 측정

할 수 있는 도구로 측정했다. 설문 문항 사이에 이 연구

와 계없는 측정도구를 삽입해 앞의 설문내용이 이후

의 설문에 미칠 수 있는 향을 다.

4.1 주의 초점

주의의 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지 타인에게 향

하고 있는지의 주의  방향은 참가자들이 자극물 노

출 직후 자극물에 한 요약과는 별도로 자신의 소감을 

기록하라고 한 뒤, 그 소감문에 사용한 단어를 분석해 

측정했다. 소감문에서 자기 심  단어( : 나)와 타인

심  단어( : 그, 우리) 사용의 빈도를 계산했다[23]. 

명사의 사용은 주의 이 자기에게 있는지 혹은 타

인에 한 것인지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31]. '나'와 같은 일인칭 단수 명사는 집단

이나 타인 신 자기 자신에 해 강조하는 표 으로서 

자기에 한 을 품고, ‘그’ 혹은 ‘우리’와 같은 명

사는 타인에 해 강조하는 표 으로서 타인에 한 

을 품고 있다[32]. 사용한 단어의 빈도는 사용 단어 

총량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  빈도를 구했다. 타인

심  단어와 자기 심  단어의 사용량을 각각 단어 사

용 총량으로 나눴다. 이 값을 토 로 타인 심 인 단

어를 자기 심 인 단어로 나눠 타인 심 인 단어의 

상 인 빈도를 계산해 타인에 한 주의 의 변수

로 이용했다. 즉, 1이면 주의 이 타인 혹은 자신에 

한 주의 이 동일한 것이고, 1보다 크면 타인  

주의, 1보다 작으면 자기  주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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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감정재인 능력

감정재인 능력 향상여부를 측정하기 해 기존 연구

[4-6, 33]에서 이용한 RMET(Reading the Mind in the 

Eyes Test)를 이용했다[25]. 36개의 얼굴사진으로 구성

돼 있는데, 각 사진은  주변의 얼굴만을 제시한다.  

주변의 표정만으로 사진에 제시된 사람의 감정상태를 

추론하는 과제다. 이 연구에서는 한 페이지에 한 명의 

얼굴이 제시된 소책자(A4의 1/4 크기)를 이용했다.

4.3 인지공감과 체계화 성향

인지공감 성향과 체계화 성향의 측정은 공감화 지수

(EQ: Empathizing Quotient)와 체계화 지수

(Systemizing Quotient) 척도[34]를 이용했다. EQ는 다

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는 성향( :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쉽게 알아챌 수 있다”)을 

측정하는 척도다. SQ는 EQ와 조 인 측면으로서 사

물의 규칙성이나 원리에 을 두는 성향( : “내가 자

동차를 산다면 엔진의 성능에 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

다”)을 측정하는 척도다. EQ와 SQ 모두 40개 검사문항

과 20개의 가짜(filler)문항으로 이 졌다. 원 척도의 측

정문항이 무 많아 설문 응답과정의 인지부하를 일 

필요성이 있어, 모든 문항을 이용하지 않고 문항의 

반 정도만 선택했다. 박은혜 등[35]이 번역한 한 에

서 EQ문항 13개, SQ문항 12개를 이용했다. 최종 인 

문항은 와카바야시 등[34]이 개발한 단축 척도에서 요

인 재 값이 높은 것들로 구성했다. 7  척도(0 =  

그 지 않다, 6 = 으로 그 다)로 측정했고, 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EQ가 .74, SQ가 .84 다. 

4.4 자극물 관련 통제변수

자극물에 한 노출정도를 통제하기 해 자극물 노

출 직후 그 내용을 자유롭게 요약하도록 했다. 요약한 

내용이 없으면 자극물에 집 하지 않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요약문에 사용한 명사와 용언 등 주요 단어의 

개수를 측정, 기술문장이 한 단어 이하인 연구참여자는 

분석에서 배제했다.

자극물에 한 평가도 자극물의 효과에 향을 기 

있기 때문에 4개 문항을 이용해 자극물에 한 평가( : 

“___은 잘 만들었다”)를 측정했다. 7  척도(0 =  

그 지 않다, 6 = 으로 그 다)측정했고, 내 신뢰

도(Cronbach's alpha)는 .76 다.

4.5 인구통계 변수

기타 개인 차이를 통제하기 한 성(0 =남성, 1 = 여

성)과 나이를 측정했다. 한 자극물에 한 사 노출 

여부의 향을 통제하기 해 제시된 자극물을 이 에 

이용한 경험(0 = 있다, 1 = 없다)에 해서도 측정했다. 

Ⅳ. 분석결과

1. 기술 분석 

분석  다 치법(multiple imputation)으로 결측값

을 제거했다. 다 치법은 가상의 결측값을 지정한 후 

깁스 샘 링 등을 반복  계산, 최 의 치값을 찾는 

방식이다. 계산에는 R(3.3.1)의 mice패키지를 이용했다

[36]. 이하 모든 분석은 R(3.3.1)을 이용했다. 주요변수

의 분포는 정규성의 제를 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이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왜도는 값이 1.4

미만이었다. 나이의 왜도는 3.35이나 통제변수로 투입

했기 때문에 분포정규화는 하지 않았다. 

주의 (타인 심단어 사용빈도/자기 심 단어 사

용빈도)의 평균은 1.06, 표 편차 0.07이었다. 타인 심 

단어의 사용빈도가 자기 심 단어에 비해 상 으로 

많은 편이다. 주의 과 부분의 다른 주요 변수 사

이에 유의미한 상 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성에 따른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t(72) = -0.9, p = .40. 

RMET를 통해 측정한 감정재인 능력은 평균 24.81, 

표 편차 3.63이었다. 매 사진 36개에서 감정을 맞춘 

과제이므로 총  36 이다. 이 수는 기존 연구의 참

여자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배론-코헨 등[25]의 연

구에서는 참여 학생의 평균 28, 표 편차 3.5 고, 일

반인은 평균 26.2, 표 편차 3.6이었다. 성에 따른 차이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t(72) = -2.0, p = .10. 주요 변

수의 상 계는 [표 1]에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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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타인초점, 감정재인 등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1. 나이 1 　 　 　 　 　 　 　 　 　 　

2. EQ -0.01 　 1 　 　 　 　 　 　 　 　

3. SQ 0.25 * 0.03 　 1 　 　 　 　 　 　

4. 평가 -0.06 　 0.26 * 0 　 1 　 　 　 　

5. 타인초점 0.09 　 0.03 　 -0.1 　 0.1 　 1 　 　

6. 감정재인 0.14 　 0.31 ** 0.1 　 0.12 　 0.06 　 1

평균 22.41 　 3.98 　 3.72 　 3.49 　 1.06 　 24.81

표준편차 3.35 　 0.87 　 1.02 　 1.07 　 0.07 　 3.63

주: N = 74

* p ＜ .05. ** p ＜ .01. *** p ＜ .001.

2. 본 분석 

이야기의 이용이 주의 의 방향과 감정재인 능력

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소설, 화  설명문집단

으로 구분해 공변량분석(ANCOVA)했다. 감정재인 능

력과 상 성이 있는 나이와 공감성향을 공변인으로 투

입했다. 분석  진단도표를 그려 본 결과 변량분석의 

제(이분산, 정규성, 이상치 부재)를 반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2.1 연구문제:  이야기의 단기이용이 감정재인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감정재인 능력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2, 71) = .42, η2 = .01, p = .66. 투키사후 검정

에서도 3개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이는 키드와 카스타노 연구[4]의 재 에 실패한 

네로 등[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2.2 연구가설: 이야기의 이용자는 설명문 이용자에 비

해 타인초점 주의를 더 기울일 것이다. 

주의  방향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71) 

= 11.63, η2 = 24.96, p < 0.000. 투키사후검정 결과 소설

집단(평균 = 1.08, 표 편차 = .06)과 화집단(평균 = 

1.08, 표 편차 = .08)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95% 신뢰구간[0.04, 0.05], p =  .98). 설명문 집단(평균 

= 1.00, 표 편차 = .05)에 비해 소설집단(평균 = 1.08, 

표 편차 = .06)이 유의미하게 타인  주의가 높았고 

(95% 신뢰구간[0.03, 0.12], p < 000), 화집단(평균 = 

1.08, 표 편차 = .08)도 유의미하게 타인  주의가 

높았다 (95% 신뢰구간[0.04, 0.16], p < 000). 따라서 이

야기의 이용이 타인  주의에 향을 다는 가설이 

지지 다. 자세한 통계치는 [표 2]와 [표 3]에 정리했다.

표 2. 이야기 이용에 따른 타인초점 주의 공변량분석

변산원 df F η2 p
나이 1 0.11 0.00 .74

EQ 1 0.01 0.01 .92

조건 1 11.63 24.9 .000

집단내 오차 69 (0.29) 　 　

주: 괄호안의 수치는 오차제곱평균(MSE)을 나타냄. 조건은 설명문, 
소설, 및 영화 이용집단

표 3. 조건별 타인초점과 감정재인 능력(RMET)의 평균과 

표준편차

　 타인 감정재인

조건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설명문
(n = 21)

1.00ab 0.05 24.6 4.14

소설
(n = 26)

1.08a   0.06 25.3 3.1

영화
(n = 27)

1.08b 0.08 24.5 3.77

주: 세로 방향으로 같은 알파벳이  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타
인초점은  1보다 크면 타인 중심적 단어 사용빈도가 자기중심적 단어 
사용빈도보다 높음. 

 Ⅴ. 논의

이 연구는 그동안 이야기 연구에서 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역에 한 새로운 탐색이라 할 수 있다. 이제

까지 이야기 연구는 주로 내용의 의미에 을 두었지 

내용의 제시 양식의 차이에 한 심은 었다[37-39]. 

이 연구는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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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를 탐구하기 해 이야기의 단기  이용이 타

인  주의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연구참여자를 

무작 로 배치해, 이야기의 표 인 양식인 소설과 

화를 보도록 한 집단과 자극물로 사용한 소설의 거리

를 포함한 설명문을 읽도록 한 집단으로 구분해 주의

의 방향과 감정재인 능력을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 

이야기 집단(소설과 화)이 설명문집단에 비해 유의미

하게 타인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이야기를 통해 사회 계를 체험함으로써 사회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는 이야기의 모의실행론과 일치

하는 결과다. 

이 연구는 한 문자 양식과 상 양식의 미디어가 

사회경험의 모의체험이란 측면에서는 유사하다는 근거

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야기 양식을 문

자 양식(소설)과 상 양식( 화)의 이야기를 함께 제

시했는데, 소설집단과 화집단은 설명문집단과는 주

의 의 방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소설집

단과 화집단 사이에 주의 의 방향에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는 소설이 정보 달 양식이 문자에 국

한돼 있고, 화는 음성과 상 등 정보 달 양식이 다

이어도 이야기 인 특성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이야기를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만 이용해도 사회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야기와 

사회인지 능력 사이에 일 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

데,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지 능력에 한 보다 유연한 

지표라 할 수 있는 주의 의 방향을 이용함으로써 기

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 연구는 동일한 자극

물과 차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이야

기의 단기  이용이 사회인지 능력 사이의 계를 입증

하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고[5], 다른 한편으로는 이야기

와 사회인지 능력 사이에 인과  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6]. 

이 연구는 기존 연구의 불일치한 결과를 측정방법의 

한계라고 악해 기존 연구의 불일치 요소를 찾아 안

 결과를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감정재인 능력과 보다 유연한 특성인 주의

의 방향을 사회인지 능력의 지표로 함께 이용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분명하지 않았던 이야기의 이용과 사회

인지 능력 향상 사이의 인과성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이야기의 사회 계 모의실행론에 한 인

과성을 입증한 몇 안 되는 근거라는 에서 학문 으로 

의미가 있지만, 실용 인 의미도 지 않다.  세 가 

과도하게 개인주의화하면서 자기애와 같은 성격장애가 

증가하는 상황[40]에서, 이야기를 통해 타인  주의

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와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야기는 오락의 한 종류로서 시간 때우기의 

용도 정도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야기

가 사회 계에 한 훈련이 될 수 있다면, 이야기의 이

용은 단지 시간 때우기나 단순한 오락의 용도가 아니

라, 능력 향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 한계가 없지는 않다. 무엇보다 표본이 

학생이고 수가 작은데다 연구에 사용한 자극물도 두 종

류에 국한돼 있다. 보다 다양한 표본과 자극물을 이용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이야기

의 정  측면에 해 사회 계의 모의실행으로 그 인

과성을 제시한 국내 최 의 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이야기와 인간 능력 향

상 사이의 이해의 지평을 넓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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