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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간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짐에 따라 삶의 

질적 풍요로움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이나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 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바로 이런 것이다. 실제로 현대 

산업 사회의 화두는 감성 디자인, 인간 중심 디자인, 

사용자 경험 중심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용의 편의성과 함께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심미성(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아름다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름다움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시각적 속성에 

대한 연구나 아름다움을 지각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승복 등, 

2011). 또한 아름다움과 기억에 대한 연구도 일부 

시도되고 있다. 기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기억해야 할 대상이 인간의 감성을 얼마나 

강렬하게 자극하는가, 기억해야 할 자극이 문자인가 

그림인가, 회상과 재인 중 어느 방법을 통해 기억을 

확인하는가, 기억 과제 수행 시 자극의 제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이은애 등, 2011).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움의 

정도에 따른 기억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미적 

경험 후 자극의 제시 절차에 따른 기억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아름다움 지각에 관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되는 미적 경험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친숙성을 통제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친숙한 자극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랙탈(fractal)이라 불리는 

수학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실험에 사용하여 

아름다움 평가와 기억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2. 연구내용  

 

2.1. 실험 1. 아름다움 정도가 기억에 미치는 효과  

2.1.1. 실험 개요 

아름다움 정도에 따라 프랙탈 이미지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사전 연구를 통해 

프랙탈 이미지에 대한 아름다움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름다움의 정도 상, 중, 하에 따라 

선별된 이미지 300 개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니터와 

실험 참가자 간의 거리는 약 70cm 를 유지하였다. 

실험 절차는 그림 1 과 같다.  

 

2. 1. 2. 결과 

 아름다움 평정 결과 사전 연구에서와 동일한 수준의 

아름다움을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기억 실험 

결과 아름다운 이미지를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1의 연구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이미지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기억 정확률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프랙탈 이미지에 대한 

기억 정확률이 50%를 넘지 못했다(그림 2).  

 

표 1. 실험 1의 아름다움 평정 결과  

아름다움 정도 사전 연구 본 연구 

상 5.19 5.16 

중 3.79 3.79 

하 3.19 2.73 

그림 1. 실험 1의 절차 

2012년 한국감성과학회 춘계학술대회

83



 

 

 

이러한 결과는 아름다움을 평가하고 지각하는 데 

사용된 시각적 속성이나 기제들이 이미지를 기억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실험 2. 자극 제시 절차가 프랙탈 이미지 기억에  

미치는 효과 

2.2.1. 실험 개요 

동시제시 조건과 순차제시 조건에서 프랙탁 이미지의 

아름다움 정도가 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각 제시 조건에서 기억해야 할 자극과 

방해자극들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아름다움 평정 값을 

가진 경우와 방해자극들의 아름다움 정도가 서로 다른 

경우를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은 실험 1 에서 

사용된 자극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실험 2 의 실험 

절차를 그림 3 에 제시하였다(그림 3).  

 

2. 2. 2. 결과 

실험 결과 순차제시 조건보다 동시제시 조건의 

정확률이 높았다. 동시제시 조건에서는 기억해야 하는 

자극과 방해자극의 아름다움 평가 정도가 동일한 경우 

정확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순차제시 조건에서는 

방해자극의 아름다움 정도가 다양할 때 정확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해자극으로 제시되는 자극의 

아름다움 정도가 다양한 경우에는 자극들 사이의 

공통된 특성이 적어 간섭이 덜 발생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아름다움 정도에 따른 기억 정확률 결과를 살펴보면 

아름답다고 평가된 정도가 높은 자극에 대한 정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 1 의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아름다운 이미지가 더 잘 기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5. 결론  

 

 두 편의 연구 결과 아름다움 평정값이 높은 프랙탈 

이미지들이 더 잘 기억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름다움을 평가하는데 관여하는 시각적 

속성이나 기제들이 이미지를 기억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극 제시 절차에 따른 

기억 정확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방해자극 간의 공통된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시제시 절차가 기억을 확인하는데 유리한 

절차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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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실험 2의 실험절차 

그림 2. 실험 1의 기억 결과 

그림 4. 실험 2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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