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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에 대하여 
 
시간은 심리적시간（Psychological time）, 

물리적시간（Physical time）, 생물적시간（Biological time）, 
사회적생활시간（Social life time）등으로 분류되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시간에 주목하였다. 심리적시간이란 
우리가 느끼는 내적인 시간의 감각으로서, “시간차원의 
기초인 현실은, 현상이 연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Gibson,1979 古崎역, 1985）이라는 주장이 있듯이, 
주관적인 심리적시간은 현상의 계기에 의해 변화한다. 

 
1.1. 시간평가 

 
5 초이내의 심리적시간의 구성을 시간지각, 그 이상의 긴 

시간은 시간평가라고 불린다. 어떤 시간의 경과에 대해 
길거나 짧다고 느끼는 것, 상용시간단위를 이용하여 몇초, 
몇분 정도 경과했다고 생각하는것, 어떤 지속시간과 또다른 
별개의 지속시간을 비교하여, 어느쪽이 얼마나 긴지 판단 
하는것, 이와 같은 마음 의 움직임을 모두 “시간평가”라고 
한다 (松田, 1996）. 
시간평가에는, 체험할 시간의 길이의 판단 또는 

얼마나 걸릴지 예측한 것을 사전에 알리는 
예기적시간평가（prospective time estimation）와, 
시간체험후에 시간의 길이의 판단 또는 얼마나 
걸렸는지 예측한 것을 알리는 
추상적시간평가（prospective time estimation）의  
두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2. 연구목적  

 
그림책과 움직이는 그림책에 있어서 시간감각의 

어긋남(堀江, 2010) 에서는 자극에 따른 시간감각의 변화가 
시사된바 있다. 그러나 그 원인은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자극과 청각자극에 주목하여, 정지화면과 
동영상에 있어서 심리적시간에 발생하는 변화와 그 원인에 

디해 연구하기로 한다. 더욱이, 동영상에 있어서 소리의 
유무가 심리적시간에 끼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검토한다.  

 
3. 예비실험 

 
정지화면과 동영상, 소리의 유무에 있어서 시간평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심리적시간의 연구법중, 언어견적법(verbal estimation 
method)을 채택하였다. 또한, 피험자가 마음속으로 시간을 
재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에 시간에 관한 실험임을 알리지 
않는 추상적시간평가（prospective time estimation）를 
채택하였다. 堀江（2010）의 결과와 같이, 정지화면 보다 
소리가 없는 동영상 쪽이,  소리가 없는 동영상보다 소리가 
있는 동영상 쪽이 시간평가가  길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3.1. 피험자 
 
대상：일본츠쿠바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명수：남녀 각각 5명씩 총 10명 

 
3.2. 자극과 더미 
 
직접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컴퓨터화면으로 보여주었다. 

사진은 동영상으로부터 일부 장면을 선택하였다. 사진 1 장과 
30 초의 동영상을 자극으로(그림 1)、그리고 별개의 
사진1장과 30초의 동영상을 더미로(그림2) 사용하였다. 

그림 1.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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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더미 
 
3.3. 실험절차 
사전에 질문용지를 배부한다. 사전에 시간에 관한 

실험임을 알리지 않는다. 자극의 제시와 질문에 대한 회답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그림 3. 실험절차 
 

3.4.질문항목 

각 자극에 대하여 5 개의 질문을 하였다. 질문항목은 
시간경과을 묻는 항목 1 개와, 시간경과와 관계없는 항목 
4 개로 이루어져있다. 다만, 더미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서는 
전부 시간경과와 관계없는 질문을 하였다. 

 
3.5. 결과 
예비실험의 결과에 의하면, 정지화면보다 소리가 없는 

동영상, 더욱이 소리가 없는 동영상보다 소리가 있는 동영상 
쪽의 시간평가가 짧아짐이 시사되었다(표 1). 이는 예측과 
반대되는 결과였다.  

 
 
 
 

표  1.  예비실험결과  

 
3.6. 고찰 

시간평가에 있어서、Fraisse（1963 岩脇訳 1971）는 
시간의 경과에 대한 주의, 흥미, 관심도의 높은정도가 
시간평가가 짧아진다고 하는 모델을 제창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 적용시켜보면, 피험자는 소리가 있는 
동영상에 가장 관심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실험종료후에 
피험자에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Fraisse 이외에 제창한 모델에 대해서도, 이번 
실험결과로부터 검토하는 것은 할수 없었다. 
 
4. 향후과제  
실험을 거듭하여 심리적시간이 변화하는 원인을 

탐색하기로 한다. Fraisse（1963, 古崎역, 1971）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에 대한 주의 또는 흥미, 관심의 정도 이외에도 
지속시간내에 경험한 변화의 수가 심리적시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이로부터 “스토리의 변화”에 주목하여, 
정지화면과 동영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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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사진
동영상

(소리없음)
동영상

(소리있음)

제시시간 30 30 30
피험자1 여 20 20 20
피험자2 여 30 30 30
피험자3 여 30 20 15
피험자4 여 30 30 30
피험자5 여 60 60 30
피험자6 남 30 30 25
피험자7 남 60 20 15
피험자8 남 60 30 45
피험자9 남 60 30 60
피험자10 남 60 20 15
평균치 44 29 28.5

2012년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