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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교류는 필수적이다

(Umberson과 Montez 2010). 인간은 사회적 교류 속에서 자

신과 타인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에 따라 여러 가지 감정

을 느낀다(Frith 2008 ; Olsson과 Ochsner 2008). 직접 타인

과 어울릴 때도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다른 이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정서가 

생길 수 있다(Alshamsi 등 2015 ; Yang 등 2016).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교류를 맺는 모습은 사진으로도 간접 

제시할 수 있다. 실제로 사진 자극은 내용에 따라 특정 정서

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Lench 등 2011). 사진을 통

해 특정 정서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기능자기공명영상(Func-
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fMRI) 연구와 같은 다

양한 뇌과학적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다(Usnich 등 2015 ; 

Weisberg 등 2014).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연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사진 자

극 세트로는 국제 정서 사진 시스템(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IAPS) (Lang 등 2005), 넨키 정서 사진 시스

템(the Nencki Affective Picture System, NAPS) (Marchew-
ka 등 2014), 제네바 정서 사진 데이터베이스(the Geneva 

Affective Picture Database, GAPED) (Dan-Glauser과 

Scherer 2011)가 있다. 뇌과학 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IAPS이다(Marchewka 등 2014). IAPS의 타당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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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검증되어 있다(Gong과 Wang 2016 ; Gruhn과 Scheibe 

2008 ; Huang 등 2015). IAPS는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다

양한 종류의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사람들 

사이의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는 사회적 상황도 있다. 

그런데 인간은 외부 집단보다는 자기 집단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더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Azevedo 등 2013). 즉, 

자신과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의 처지를 볼 때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는 것보다 더 강한 정서를 느낄 수 있

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외국인 사진보다 한국인 

사진에 더 강하게 공감하고 공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 역시 

더 강하게 반응했다(Cheon 등 2011). 같은 연구에서 다민족 

국가인 미국인들은 이러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동

서양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 대한 해석과 느

끼는 정서가 달라질 수도 있다(Hofstede 1983 ; Nisbett 등 

2001). 정서 반응은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에 영향을 받으므

로, 다른 인종이 나오는 사진 자극 세트를 한국인에게 사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APS를 포함한 현재 사용되는 사진 

자극 세트의 사진들은 백인이나 흑인이 주로 등장한다. 즉, 

한국인에게 정서를 유발하기 위한 시각 자극에는 다른 인종

이 나오는 사진 자극 세트보다는 외견상 한국인과 구별이 

어려운 극동 아시아인들의 사진이 유리하다. 

국내에서도 한국인에 맞는 시각 자극을 개발하려는 노력들

이 있었다. 한국인의 얼굴 표정에 대한 자극(Kim 등 2017 ; 

Lee 등 2013)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표준화도 이미 이루

어졌다. 그러나, 정서 유발 사진 자극, 특히 사회적 상황에 

대한 사진 자극을 한국형으로 구체적으로 개발하여 검증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저자들은 한국형 사회적 정서 

유발 시각 자극(Korean Social Affective Visual Stimuli, K-

SAVS)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K-SAVS는 한국인 혹은 한국

인과 구별할 수 없는 외모를 가진 극동 아시아인들이 등장

하는 다양한 인간 관계와 사회적 상황들로 이루어졌다. 우

선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

의 시각 자극을 선정하여 검증하였으며, 이후 비교를 위한 

중립 자극을 선정하여 검증하기로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1차 실험과 2차 실험 각각 서로 다른 24명의 피험자를 광

고를 통해 모집했다. 정신장애의 병력이 있거나 사진을 보기 

어려운 시각 장애가 있는 이들은 연구에서 배제하기로 하였

다. 모든 피험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였고 서면동의

서를 받았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성별이 정서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Gar-
dener 등 2013 ; Lungu 등 2015), 동일한 숫자의 남녀가 연

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1차 실험 참가자는 대학교 학생들

이었고 12명이 남자, 12명이 여자였으며 연령 폭은 21~28세

였고 평균 연령은 24.2 ± 1.83세였다. 2차 실험 참가자 역시 

12명이 남자, 12명이 여자였으며 학생 외의 사람들도 광고를 

통해 모집하게 되어 연령 폭은 넓어져 19~52세였고 평균 연

령은 23.4 ± 8.67세였다.

2. 자극 및 평가 척도 

K-SAVS에 쓰이는 모든 자극은 인터넷과 영상 매체를 

통해 구하였다. 상업적 저작권을 요구하는 사진은 사용하지 

않았다. 원본 사진은 포토샵을 통해 16비트, 1,024 × 768 픽

셀로 맞추고 밝기의 차이를 보정하였다. 모든 자극은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극동 아시아인이 나오는 사회적 상황을 

묘사한 사진이다. 1차 실험에서 사진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

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상황(부정적 사회적 정서 자극)과 

다른 사람과 즐겁게 어울리는 상황(긍정적 사회적 정서 자

극)을 포함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에서 선정된 긍

정적 사회적 자극과 부정적 사회적 자극 외에 사무적으로 서

로를 대하는 상황(중립적 사회적 정서 자극)을 추가하였다. 

1차 실험에서 95개의 자극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고 2차 

실험에서는 79개의 자극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1차 실

험에서 결과에 따라 긍정적 사회적 정서 자극(긍정세트), 부

정적 사회적 정서 자극1(부정세트1), 부정적 사회적 정서 자

극2(부정세트2)를 위한 54개의 자극을 선정하였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예 : 억제 혹은 유도) 실험을 대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세트(부정세트1, 부정세트2)를 따로 선정하였

다.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에서 선정된 54개의 자극과 추

가된 중립적인 자극 25개의 자극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에 따라 중립적 사회적 정서 자극(중립세트)을 위한 18

개의 자극을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조용한 방에서 컬러 컴퓨터로 사진 자극을 50~ 

100 cm 거리에서 3초 이상 본 뒤 설문지로 평가를 하였다. 각 

자극은 무작위 순서로 배열되었다. 실험 진행 중 불편한 감정

이 들어 중단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설명

하였다. 각 자극은 참가자가 평가를 마칠 때까지 제시되었다.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호감도, 흥분도, 가장 강하게 느껴

지는 감정에 대해 이루어졌다. 호감도, 흥분도에 대한 평가

는 ‘정서가 및 각성수준 마네킹 척도(Emotional Valence and 

Arousal Manikin ; modified SAM)’를 이용하였다(Kan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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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호감도에 대해서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혹은 좋은

지’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흥분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차분한

지 또는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리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만점으로 되어 있으며 각 점수에 대해서는 그

림으로 표시되어 있다. 호감도에서 1점은 가장 나쁜 감정, 5

점을 가장 좋은 감정을 의미한다. 흥분도에서 1점은 가장 차

분한 상태, 5점은 가장 흥분된 상태를 의미한다. 가장 강하

게 느껴지는 감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알려진 혐오, 

공포, 분노, 슬픔, 행복 5가지와 기타 총 6가지 중 한 가지를 

고르도록 하였다(Ekman 2016). 

3. 자료 분석

1차 실험에서 95개의 자극 중 각 18개씩 긍정세트, 부정

세트1, 부정세트2를 위한 자극을 선정하였다. 2차 실험에서

는 79개의 자극 중 중립세트를 위한 자극 18개를 새롭게 선

정하였고 부정세트1, 부정세트2를 무작위로 배정한 36개의 

부정 자극(부정세트3)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극 세트들에 

대해서 호감도, 흥분도, 감정의 차이를 비교했다.

1차 실험에서 호감도, 흥분도는 각 사람이 각 사진 세트의 

18개의 자극에 측정한 점수의 평균을 대표값으로 정의하여 

정규성을 만족하는 경우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Tukey의 다

중비교법을 이용한 사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정규성을 만족

하지 않는 경우 비모수적인 방법인 Kruskal-Wallis test와 

Mann-Whitney 검정을 이용한 사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2차 

실험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값을 정의하였으며 독립표

본 t 검정으로 호감도, 흥분도를 분석하였다. 감정은 각 사람

이 각 사진 세트의 18개의 자극에서 느낀 감정 중 최빈값을 

대표값으로 정의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결      과

1. 1차 실험

1) 자극 선정 

1차 실험에서 긍정적 사회적 정서 자극 사진 후보 30개, 

부정적 사회적 정서 자극 사진 후보 65개 총 95개의 자극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18개씩 긍정

세트, 부정세트1, 부정세트2를 위한 총 54개의 자극을 선정

하였다. 

긍정세트는 행복을 체크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경우를 

고른 후 부정세트와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호감도 평균 4

점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여 선정하였다. 부정세트1, 부정세

트2는 행복을 체크한 사람이 2명 이하인 경우 중 호감도 평

균 1.6점 이하, 흥분도 3.2점 이상인 사진들로 선정 후 부정

세트1, 부정세트2는 무작위로 분배하였다. 

2) 검  증

선정된 54개(긍정세트 18개, 부정세트1 18개, 부정세트2 

18개)에 대해 호감도, 흥분도, 감정 종류에 대한 비교를 실

시하였다. 호감도 점수 평균은 긍정세트 3.54 ± 0.76점, 부

정세트1 1.32 ± 0.46점, 부정세트2 1.34 ± 0.43점이었다. 이

에 대해 정규성을 만족하지 않아 비모수적인 방법인 Krus-
kal-Wallis test를 시행하였으며 p ＜ 0.001로 집단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Mann-Whitney 검정으로 사후분석을 한 

결과 긍정세트에서 부정세트1, 부정세트2에 비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호감도가 높게 측정되었고(p ＜ 0.001). 부정세

트1과 부정세트2는 호감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 = 0.615) (Table 1).

흥분도 점수 평균의 경우 긍정세트 1.98 ± 0.69점, 부정

세트1 3.83 ± 0.88점, 부정세트2 3.83 ± 0.97점이었다. 흥

Table 1. Emotional response to the social affect inducing visual stimuli in the initial test participants (n = 24)

POS† NEG1† NEG2† Post hoc
Valence* 3.54 ± 0.76 1.32 ± 0.46 1.34 ± 0.43 Chi = 45.27‡ p > N1 = N2¶

Arousal* 1.98 ± 0.69 3.83 ± 0.88 3.83 ± 0.97 F = 37.50§ N1 = N2 > p**
Affect*∥

Fear 0 (0) 10 (41.67) 12 (50)

Anger 0 (0) 7 (29.17) 4 (16.67)

Disgust 0 (0) 6 (25) 8 (33.33)

Sadness 0 (0) 1 (4.16) 0 (0)

Happiness 19 (79.17) 0 (0) 0 (0)

Others 5 (20.83) 0 (0) 0 (0)

* : p ＜ 0.001, †: Positive : picture set inducing positive affect, Negative1 : picture set 1 inducing negative affect, Negative2 : pic-
ture set 2 inducing negative affect, ‡: Results of Kruskal-Wallis test, § : Results of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 Results of Fisher’s 
exact test, ¶ : Results of Mann-Whitney test, * : Results of Tukey's range test. NEG1 : Negative1, NEG2 : Negative2, POS :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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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도의 경우에는 정규성을 만족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시행하였으며 p ＜ 0.001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Tukey의 다중비교법으로 사후분석을 한 결과 긍정세

트에서 부정세트1, 부정세트2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흥분도가 낮게 측정되었고(p ＜ 0.001). 부정세트1과 부정세

트2는 흥분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1.00) 

(Table 1). 

감정의 경우 긍정세트에서는 행복이 79.1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부정적인 감정인 혐오, 분노, 공포, 슬픔은 없었다. 

반면, 부정세트1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인 공포(41.67%), 분노

(29.17%), 혐오(25%)가 높게 나왔으며 행복은 없었다. 부정

세트2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인 공포(50%), 혐오(33.33%), 분

노(16.67%)가 높게 나왔으며 행복은 없었다. 즉, 긍정세트에

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높게 선택되었고 부정세트1, 부정세

트2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높게 선택되었다. 이에 대해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을 때 각 군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p ＜ 0.001) (Table 1). 

2. 2차 실험

1) 자극 선정 

2차 실험에서는 부정적인 정서 자극이 긍정적인 정서 자

극뿐만 아니라 중립적인 정서와도 구별이 되는지를 평가하

여, 부정적 정서 자극의 적절성을 검증하기로 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1차 실험에서 선정된 54개의 자극과 추가된 중

립적인 자극 25개의 자극, 총 79개의 자극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고 결과에 따라 중립세트를 위한 자극 18개를 새롭

게 선정하였다. 중립세트는 기타를 체크한 사람이 가장 많

은 24개의 자극을 우선 고른 후 호감도가 가장 높은 자극 6

장을 제외하여 선정하였다. 이후 부정세트1과 부정세트2를 

묶고 무작위로 배분한 부정세트3과 중립세트에 대한 피험

자들의 정서 반응을 비교하였다. 

2) 검  증

선정된 54개(중립세트 18개, 부정세트3 36개)에 대해 호

감도, 흥분도, 감정 종류에 대한 비교를 실시하였다. 호감도 

점수 평균의 경우 중립세트에서는 2.57 ± 0.39점, 부정세트

3에서는 1.31 ± 0.26점이었다, 흥분도 점수 평균의 경우 중

립세트에서는 1.58 ± 0.56점, 부정세트3에서는 3.59 ± 0.56

점이었다. 이 두 결과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중립세트

에서 부정세트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호감도가 높게 

측정되었고(p ＜ 0.001) 흥분도가 낮게 측정되었다(p ＜ 

0.001) (Table 2). 

감정의 경우 중립세트에서는 기타가 100%였으며 부정적

인 감정인 혐오, 분노, 공포, 슬픔은 없었고 긍정적인 감정인 

행복도 없었다. 반면, 부정세트3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인 공

포(62.5%), 분노(29.2%)가 높게 나왔으며 행복은 없었다. 즉, 

중립세트에서는 긍정, 부정적인 감정 모두 두드러지지 않았

고 부정세트3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이 높게 선택되었다. 이

에 대해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을 때 각 군 간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 ＜ 0.001) (Table 2).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 자극 연

구를 위한 시각 자극인 K-SAVS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상

황에서 느끼는 정서는 인종이나 문화 차이에 영향을 받지

만, 사회적 정서 연구를 위해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극 

사진들은 다양한 인종, 특히 백인이나 흑인 위주로 구성되

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극동 아시아인들의 사회적 상

황으로 이루어진 사진 자극으로 K-SAVS를 구성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K-SAVS는 사회적 상황으로 구성된 정서 자극 

사진 세트 중 한국인에 맞게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

K-SAVS는 긍정적 사회적 정서 자극(긍정세트), 부정적 사

회적 정서 자극(부정세트1, 부정세트2, 부정세트3), 중립적 사

회적 정서 자극(중립세트), 총 3가지 사회적 정서 자극으로 구

성하였다. 1차 실험에서 긍정세트와 부정세트1, 부정세트2를 

선정하여 검증하였고 호감도, 흥분도, 감정에 대한 평가 모두

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2차 실험에서는 부정세트의 적절

성을 검증하기 위해 호감도가 긍정세트에 비해 떨어지는 중

립세트를 선정하여 부정세트1과 부정세트2를 무작위로 배분

한 부정세트3과 비교하였다. 중립세트도 부정세트3과 호감도, 

흥분도, 감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는 K-SAVS의 부정세트

Table 2. Emotional response to the social affect inducing visual 
stimuli in the confirmatory test participants (n = 24)

NEU† NEG† t‡

Valence* 2.57± 0.39 1.31 ± 0.26 13.12
Arousal* 1.58 ± 0.56 3.59 ± 0.56 -12.47
Affect*§

Fear 0 (0) 15 (62.5)

Anger 0 (0) 7 (29.2)

Disgust 0 (0) 1 (4.2)

Sadness 0 (0) 1 (4.2)

Happiness 0 (0) 0 (0)

Others 24 (100) 0 (0)

* : p ＜ 0.001, †: Neutral : picture set inducing neutral affect,  
Negative : picture set inducing negative affect, both Nega-
tive1 and Negative2, ‡: Results of t-test, § : Results of Fisher’s 
exact test. NEG : Negative, NEU :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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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적 사회적 정서를 명확하게 유도함을 의미한다. 

K-SAVS의 부정적 사회적 정서 자극은 부정세트1, 부정

세트2, 두 가지 세트로 구성하였다. 이후 부정적 정서에 대

한 조절(예, 억제 혹은 유도) 실험을 대비해 서로 다른 두 가

지 세트를 준비한 것이다. 만약 다른 실험에서 같은 사진을 

보여주면 학습 효과 혹은 탈감작 효과로 인해 감정의 정도

나 내용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적절한 비교를 위해서는 전

혀 다른 두 가지 세트가 필요하다. 다만, 이 두 세트의 호감

도, 흥분도, 감정에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검증에서 

부정세트1과 부정세트2는 호감도, 흥분도, 감정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정서 조절 실험에서 부정세트1

과 부정세트2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SAVS를 이용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뇌과학

적, 정신생리학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K-SAVS와 함께 

기능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
ing, fMRI) 등 영상학적인 기법이나 뇌파 검사(Electroen-
cephalogram, EEG), 사건 관련 전위(Event Related Poten-
tial, ERP) 등의 검사를 통해 뇌의 각 부위에서의 반응을 관찰

할 수 있다. 정량화 뇌파 검사(Quantitative electroencepha-
lography, QEEG)를 함께 이용하면 사회적 정서로 인해 나

타나는 뇌파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

다. 또한 심장박동 수 변이(Heart rate variability, HRV), 피

부 전도반응(Galvanic Skin Response, GSR) 등을 이용하

면 뇌에서의 반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가 미치는 신체

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할 수도 있다. 추후에는 이렇게 얻은 

정보들을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과 같은 치료에도 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본 실험에서와 같이 

K-SAVS에 대해 정서가 및 각성수준 마네킹 척도와 같은 

설문지를 통한 평가를 이용하여 주관적인 정서 반응도 관찰

할 수 있다. 사회적 상황에 대한 정서의 각 개인의 차이를 관

찰하며 그 원인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격 

유형에 따라 K-SAVS를 통해 유발한 사회적 정서가 달라지

는 지를 비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각 성격 유형의 

정서 반응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K-SAVS의 부정 사진 세트는 정상군에서 뚜렷하게 부정

적인 정서 자극을 줄 수 있음을 검증하였으므로 이를 이용한 

뇌의 변화, 정신생리학적 변화 혹은 감정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정상군과 특정 질환을 비교할 수 있으며 질환의 중

등도에 따라 반응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와 정상군에서의 K-SAVS에 대한 반

응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혹은 우울증 등 기분 장애, 조현

병 등 정신 증상을 동반한 질환에서 질환의 시기별 반응을 비

교하여 특정 질환의 경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 인지행동치료 등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하기 전후의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여 질환의 경

과를 이해할 수도 있고 치료법끼리의 비교도 할 수 있다.

K-SAVS의 검증된 서로 다른 부정세트를 통해 부정적 사

회적 정서 자극 노출 후 정서 조절 실험을 할 수 있다. 정상

군과 특정 질환군의 정서 조절 능력을 비교하여 질환이 정

서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다. 또한 한 질

환에서도 중등도에 따라 반응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트라우마를 겪은 후 불안 증상이 나타나

는 경우 정상군보다 부정적 정서 자극 노출 후 억제하는 것

이 어려울 수 있는 지를 검증할 수 있고 그 중등도에 따른 

비교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 자극 실험을 위해 개발된 

얼굴 표정 자극들과 함께 사용함으로 K-SAVS의 사회적 

상황과 다른 자극들의 얼굴 표정에서의 자극의 차이를 비

교하는 실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형 얼굴 정서 자극

(Korean Facial Emotion Stimuli)과 K-SAVS를 함께 이용

하여 얼굴 표정에서 유발되는 정서와 사회적 상황에서 유발

되는 정서를 비교할 수 있다. 정상군과 질환군에서 나타나는 

두 자극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비교함으로 각 질환에서의 

정서 반응에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연구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앞서 언급한 fMRI, EEG, HRV 등의 검사를 동시에 

이용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SAVS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극동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사진 자극이므로 일본인, 중국인 등 한국인 외에도 극동 아시

아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그러나 검증은 아직 한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K-

SAVS가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되려면 중국, 일본 등 다른 극

동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실험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들의 수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거의 비슷한 반

응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p ＜ 0.001) 차이

를 보여 참가자의 수가 많아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참가자들이 젊은 연령이 많다. 1차 

실험에서 대상자가 젊은 분포였음을 고려하여 2차 실험에

서는 연령 폭을 넓혀 실험을 진행하였다. 긍정세트, 부정세

트1, 부정세트2를 비교하는 1차 실험에서의 검증에 비해 중

립세트와 부정세트3을 비교하는 2차 실험에서의 검증이 각 

평가에서의 차이가 적을 수 있으나 2차 실험에서 연령 폭을 

넓혀도 뚜렷한 차이를 보여 1차 실험에서 연령 폭이 넓었어

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부정

적인 사회적 정서 자극에 대해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 감정

에서 혐오, 공포, 분노, 슬픔을 구분하지 않았고 그 중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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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되었다. 추후 개발과 실험을 통해 

더 세분화된 사진 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K-SAVS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회적 정서를 유

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각 자극이며, K-SAVS

를 이용하여 기능자기공명영상 실험 등 다양한 뇌과학적, 정

신생리학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목  적：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정

서를 유발하는 자극(한국형 사회적 정서 유발 시각 자극, 

Korean Social Affective Visual Stimuli, K-SAVS)을 개발

하는 것이다. 

방  법：K-SAVS는 극동 아시아인이 등장하는 사회적 상

황의 사진들로 구성되었다. 각 사진은 부정적 정서 자극, 긍

정적 정서 자극, 혹은 중립 자극으로 구성하였다. 24명의 피

험자에게 긍정적 자극과 부정적 자극을 보여주고 정서가 및 

각성수준에 대한 자가 평가 마네킹 척도를 작성하게 한 후, 

다른 24명의 피험자들에게 부정적 자극과 중립 자극을 보여 

주고 같은 척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결  과：1차 실험에서 95개의 자극 사진 중 긍정적 정서 

자극 사진 1개 세트, 부정적 정서 자극 사진 2개 세트를 선정

하였다. 각 세트는 18개의 사진으로 이루어졌다. 긍정적 정

서 자극은 부정적 정사 자극 사진에 비해 호감도는 높았으며

(p ＜ 0.001) 흥분도는 낮았다(p ＜ 0.001). 2차 실험에서는 1

차 선정된 사진들과 중립 자극 사진을 포함하여 79개의 사진 

중 중립 자극 사진 1개 세트를 선정하였다. 중립 자극은 호감

도는 높았으며(p ＜ 0.001) 흥분도는 낮았다(p ＜ 0.001).

결  론：K-SAVS는 한국인에게 특정한 사회적 정서를 유

발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각 자극이라 할 수 있다. 

중심 단어：정서·사회적 정서·감정·시각 자극·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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