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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IThe perception of sub-second duration through the visual sensory system is affected by non-temporal 

characteristics (factors other than the duration of the stimulus). However, studies have shown that if distance 

information is abundant and size constancy maintained, the duration of the target is constantly perceived.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ize and time perception constancy in a three-dimensional 

environment with limited distance information. A device was constructed to limit the participants’ bilateral and 

monocular cues. This prevented participants from maintaining size constancy, resulting in size illusions that could 

not accurately perceive physical size. In Experiment 1, the size of the physical stimulus of reference and test stimuli 

were the same at all viewing distances. The results suggest that, despite the same physical size, stimuli with close 

observations were perceived to be greater and lasted longer. In Experiment 2, the retinal size of the reference stimuli 

and test stimuli was controlled equally at all viewing distances. As a result, although the physical size of the stimuli 

increased as the observation increased, the perceived size of all the stimuli was the same. Therefore, the duration 

of the target was constantly perceived at all viewing dist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even when 

distance information is limited, time perception is affected by the perceived size of the object. It also suggests that 

when rich distance information exists, the duration of the object can be constantly perceived even if the observation 

distance v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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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감각기 을 통해 지각하는 1  미만의 시간은 자극이 지속되었던 지속시간 이외의 요소인 비 시간  특성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거리 정보가 풍부하여 크기 항상성이 유지될 경우, 상의 지속시간을 

항상성 있게 지각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는 이  연구들과는 달리 거리 정보를 제한한 실제 환경에서 크기 

항상성과 시간 지각 항상성의 계를 검증하 다. 이를 해 참가자들의 양안 단서와 단안 단서를 제한하기 한 

장치를 고안하 다. 참가자들은 크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었으며, 크기 착시가 발생하여 물리  크기를 정확하게 

지각할 수 없었다. 실험 1에서는 찰 거리별 참조 자극과 시험 자극의 물리  크기를 동일하게 제시하 다. 실험 

결과 물리  크기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찰 거리가 가까운 자극을 더 크게 지각하 으며, 자극이 더 오래 지속

되었다고 지각하 다. 실험 2에서는 찰 거리별 참조 자극과 시험 자극의 망막상 크기를 동일하게 통제하 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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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어질수록 자극의 물리  크기는 커졌으나, 모든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일하 다. 그 결과 모든 찰 거리

에서 상의 지속시간을 항상성 있게 지각하 다. 본 연구 결과는 거리 정보가 제한되었을 때에도, 시간 지각이 상

의 지각된 크기에 향을 받음을 보여 다. 한 풍부한 거리 정보가 존재할 때, 찰 거리가 달라지더라도 상의 

지속시간을 항상성있게 지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거리 정보, 지각 항상성, 크기, 시간 지각, 찰 거리

1. 서론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며 살아간다. 꽃을 보며 

계 이 지났음을 느끼기도 하고, 달력을 보며 일년의 

반이 지났음을 실감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인지

하는 시간의 흐름은 시계나 달력이 보여주는 물리  

시간의 흐름보다, 더 빠르거나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

다. 를 들어 힘든 운동을 할 땐 각성도가 증가하여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 로 시간

에 한 심이 감소하고, 여가 생활에 집 도가 증가

하는 주말은 매우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생리상태나 정

서, 환경 등의 요소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기 이 없기 때문

이다. 를 들어 우리는 을 통해 빛을 감지하고, 지각

할 수 있다. 한 귀를 통해선 소리를 지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 그 자체를 감지하는 감각기 은 없다. 이

는 빛이나 소리와 같은 감각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순

수하게 시간만을 독립 으로 지각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신에 우리는 과거를 인지 으로 회상하거나, 다

른 감각기 이 자극에 반응했던 ‘지속시간’(duration)

을 통해 시간을 간 으로 지각할 수 있다(Mauk & 

Buonomano, 2004). 이때 인지  회상은 1  이상의 시

간에 해서 나타나며, 이를 ‘인지  시간’이라 부른다. 

반 로 감각기 이 반응했던 지속시간을 시간으로 지

각하는 상황은 리 (1/1000 ) 단 의 시간에서 발

생하며, 인지  요소가 개입할 여지가 상 으로 작

다. 본 연구는 시감각기 을 통해 지각하는 1  미만의 

시간에 해 다루고자 한다.

1  미만의 시간 지각은 인지  요소보다 자극의 물리

 특성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Mauk & Buonomano, 

2004; Eagleman & Pariyadath, 2009). 를 들어 자극이 

제시되는 치는 1  미만의 시간 지각에 향을 다

(Vicario et al., 2008). 동일한 두 자극의 지속시간을 비

교할 때, 화면의 오른쪽에 나타난 자극의 지속시간은 

과 평가하고 왼쪽에 나타난 자극의 지속시간은 과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극의 휘도(luminance)와 갱신

률(refresh rate)도 시간 지각에 향을 다(Plomp et 

al., 2012). 자극의 휘도 는 갱신률이 높을수록 지속시

간을 더 길게 지각한다. 이외에도 자극의 속도(speed), 

크기(size), 이동거리(moving distance)도 시간 지각에 

향을 다(Xuan et al., 2007; Gorea & Kim, 2015). 

이처럼 1  미만의 시간 지각에 향을 주는 요소들을 

비-시간 (non-temporal) 특성이라 한다. 감각 기 이 

자극에 반응한 지속시간을 시간으로 지각해야 하는데, 

시간과 련이 없는 물리  특성이 시간 지각을 왜곡

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비-시간  특성들로 인해 지속

시간을 과 평가하는 경향을 시간 팽창(time dilation)

이라 부르기도 한다(Plomp et al., 2012). 

그런데 Lisi & Gorea(2016)는 거리 정보가 존재할 

때, 속도, 크기, 그리고 이동거리 같은 비-시간  특성

들에 의해 시간 지각이 왜곡되지 않음을 발견하 다. 

Lisi & Gorea는 조건에 따라 거리 정보가 존재하는 환

경 혹은 거리 정보가 없는 환경을 모니터 화면 속에 

구성하여 자극을 제시하 다. 이때 거리 정보가 존재하

는 조건을 ‘원근법’(perspective) 조건으로 명명했다

(Fig. 1A). 실환경에서 상까지의 거리를 지각할 때 

시지각 기제가 이용하는 거리 정보인 원근법을 모사하

여 모니터 화면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바닥의 격자 무

늬와 원 아래의 그림자, 지평선 등을 통해 일종의 거리 

정보를 제공하 으며, 원근에 맞게 화면에서의 크기를 

다르게 배치하여 모든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일하도

록 하 다. 2차원 화면에 제시된 상이한 크기의 자극이 

동일한 크기로 지각되기에 크기 착시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이는 실에서 동일한 크기의 상이 상이한 

거리에 놓일 때 망막에는 상이한 크기로 투사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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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크기로 지각되는 ‘크기 항상성’(size constancy)

이 유지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하다. Lisi 

& Gorea가 크기 항상성이 유지되는 실환경을 모사

하여 자극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거리 정보가 없는 조건은 자극을 수직선상에 무선

으로 배치하는 조건(flat-random, Fig. 1B)과 자극의 크

기에 따라 화면의 에서부터 아래로 배치하는 조건

(flat-fixed, Fig. 1C)으로 구분하 다. 이때 크기에 따라 

자극을 배치했던 조건은 가장 작은 자극을 맨 에 배

치하고, 가장 큰 자극을 맨 아래에 제시하 다. 이는 

Fig. 1A의 원근법 조건에서 거리에 따른 망막에서의 

크기 변화만을 남겨두고 그 이외의 거리 정보를 제외

한 조건이다. 거리 정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실 

상황을 모사한 것이며, 이로 인해 자극이 화면에 제시

된 크기 로 크기를 지각하는 크기 착시가 발생하 다.

모든 조건의 참가자들은 연달아 제시되는 ‘참조 자

극’(reference stimulus)과 ‘실험 자극’(test stimulus)을 

찰하고, 어떤 자극이 더 오래 나타났는지 단하

다. 이때 제시되는 자극은 크기와 속도, 이동거리가 서

로 다른 원이었으며, 자극이 가진 물리  특성들은 1  

미만의 시간 지각에 향을 주는 비-시간  특성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간 지각에 왜곡이 

발생해야 한다.

실험 결과 거리 정보의 유무에 따라 1  미만의 시간 

지각의 양상이 달랐다. 두 자극의 물리  지속시간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 정보가 없었던 조건에서 

지각된 크기가 더 컸던 자극이 더 오래 나타났다고 

단하 다. 이는 비-시간  특성에 의해 시간 팽창이 발

생했던 이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다. 반 로 거리 정

보가 있던 원근법 조건에선 시간 팽창이 나타나지 않

았다. 비-시간  특성이 결합된 자극을 찰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각기 이 반응했던 지속시간과 유사하게 

시간을 지각하 다.

실험 결과에 해 Lisi & Gorea(2016)는 거리 정보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시간 지각 항상성’(time constancy)

을 발견했다고 해석하 다. 비-시간  특성이 결합된 

자극을 찰하더라도, 1  미만의 시간을 감각기 이 

반응했던 지속시간과 유사하게 지각했기 때문이다. 

한 Lisi & Gorea는 시간 지각 항상성이 유지되기 해

선 거리 정보가 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추정하 다. 

거리 정보가 존재했던 조건에서만 시간 지각 항상성이 

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리 정보를 제외하면 모

든 것이 원근법 조건과 동일했던 조건(flat-fixed, Fig. 

1B)에선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Lee et al.(2018)의 연구는 크기 항상성과 시간 지각 

항상성의 계에 한 Lisi & Gorea(2016)의 가설을 지

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Lisi & Gorea가 찰 거리

를 동일하게 유지한 상황에서 실 세계를 모사한 2차

원 화면 속 거리 정보를 조작했던 것과 다르게, Lee et 

al.(2018)은 거리 정보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실제 3차

원 환경에서 찰 거리를 물리 으로 조작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Lee et al.(2018)이 사용한 자극은 2차원의 

Fig. 1. Experimental stimulus of Lisi & Gorea(2016). (A) Condition in which stimuli are placed in order of physical size in the

presence of distance information. (B) Condition in which stimuli are placed randomly without distance information. 

(C) Condition in which stimuli are placed in order of physical size without distanc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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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원이었으며 배경은 회색이었다. 두 개의 모니터

를 사용하여 자극을 제시했는데, 왼쪽의 모니터에는 참

조 자극, 오른쪽의 모니터에는 시험 자극을 제시했다

(Fig. 2 참조). 참조 자극의 지속시간은 200~800ms 사

이에서 무선 으로 제시되었으며, 찰 거리는 항상 

100cm로 고정하 다. 반 로 시험 자극의 지속시간은 

500ms로 고정하 으나, 찰 거리가 조건에 따라 50, 

100, 200cm 에서 무선 으로 변화하 다. 참가자들

은 시험 자극과 참조 자극을 찰한 후, 어떤 자극이 

더 오래 나타났다고 지각했는지 보고하 다. 

실험은 총 세 번 진행하 으며, 자극의 물리  크기, 

망막상 크기, 지각된 크기를 각각의 실험에서 통제하

다. 실험 1은 찰 거리에 상 없이 자극의 물리  크

기를 4cm로 통제하 다. 이로 인해 찰 거리에 따라 

시험 자극의 망막상 크기가 변화하 다. 그러나 거리 

정보가 충분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크기 항상성이 유지

되었다. 따라서 찰 거리와 상 없이 참조 자극과 시

험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일했다. 실험 2는 참조 자

극과 시험 자극의 망막상 크기를 통제하 다. 참조 자

극의 물리  크기를 4cm로 제시했기 때문에, 찰 거

리가 50cm, 200cm일 때 시험 자극의 물리  크기를 

각각 2cm, 8cm로 설정하 다. 거리 정보가 충분한 환

경이기 때문에 찰 거리가 멀어질수록 시험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커졌다. 마지막으로 실험 3은 Lisi & 

Gorea(2016)의 원근법 조건처럼 지각된 크기를 통제하

다. 참가자들은 본 실험에 들어가기 , 참조 자극과 

모든 찰 거리의 시험 자극을 동시에 찰하면서 두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일해질 때까지 시험 자극의 

크기를 조정하 다. 

실험 결과 통제했던 크기의 속성에 따라 시간 지각

이 서로 달랐다. 실험 1은 거리 정보가 충분한 환경에

서 참조 자극에 맞춰 시험 자극의 물리  크기를 찰 

거리에 상 없이 통제하 다. 그 결과 참조 자극과 시

험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모두 동일했으며,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났다. 한편 실험 2는 망막상 크기를 통제

하 다. 이로 인해 찰 거리가 증가할수록 시험 자극

의 지각된 크기가 커졌으며, 시간 지각 항상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지각된 크기를 통제한 실험 

3도 거리 조건에 상 없이 참조 자극과 시험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일했다. 한 Lisi & Gorea(2016)의 

연구처럼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났다.

이에 해 Lee et al.(2018)은 실험 상황에 존재하는 

풍부한 거리 정보로 인해 크기 항상성이 유지되어 자

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일할 때, 찰 거리와 계없이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났다고 추정하 다. 실험 1의 

경우 망막에 맺힌 시험 자극의 크기는 거리별로 달랐

다. 그러나 풍부한 거리 정보로 인해 크기 항상성이 유

지되어 자극의 물리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고 지각하

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가능성이 실험 3에서 검증되었

는데, 실험 3은 찰 거리와 상 없이 참조 자극과 시

험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모두 동일했다. 실험 1과 실

험 3처럼 시험 자극과 참조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일

할 때, 시간 지각 항상성이 유지되었다. 반 로 시험 

자극과 참조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서로 달랐던 실험 

2에선 시간 지각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Lee et al.(2018)의 결과는 거리 정보가 시간 지각 항상

성에 요할 것으로 추정했던 Lisi & Gorea(2016)의 가

설을 지지한고 볼 수 있다. 

Lee et al.(2018)의 연구는 Lisi & Gorea(2016)가 실 

세계를 모사한 2차원 환경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

장한 가설을, 거리 정보가 풍부한 실제 환경에서 검증

하 다. 그러나 Lee et al.(2018)의 연구가 시간 지각 항

상성에 찰 거리 정보가 필수 인지를 충분히 검증했

다고 볼 수는 없다. 거리 정보를 제한한 실제 환경에서 

시간 지각 항상성을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Lee et al.(2018)의 실험을 확장하여, 거리 정

Fig. 2. Layout plot wonseob Lee et al., (2018). the positions

where two displays are located depending 

on the viewing distance

(reference display position is fixed at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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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제한한 환경에서 거리 정보와 시간 지각 항상성

의 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거리 정보를 제한한 실제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크기 항

상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물리  크기

를 온 히 지각하지 못하고, 망막상 크기만으로 크기를 

지각하는 크기 착시가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 정보를 제한하기 해 특수한 장치를 고안하 다. 

이 장치를 통해 양안 시차와 단안 정보를 제한하 다.

거리 정보와 시간 지각 항상성의 계를 검증하기 

해 물리  크기를 통제한 실험 1과 지각된 크기를 

통제한 실험 2를 구성하 다. 실험 1의 경우 참조 자극

과 찰 거리별 시험 자극의 물리  크기가 모두 동일

하다. 그러나 거리 정보가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참

가자들은 찰 거리가 변화함에 따라 크기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찰 거리가 먼 경우에 제시된 

상은 망막에 더 작게 투사될 것이고 참가자들은 이 

경우에 상을 더 작게 지각할 것이다. 따라서 물리  

크기를 통제했던 Lee et al.(2018)의 실험 1의 결과와 

다르게,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추

정하 다. 

실험 2에서는 참조 자극과 찰 거리별 시험 자극의 

망막상 크기를 동일하게 통제하 다. 이는 Lee et al.

(2018)의 실험 2에 응하는 실험인데, Lee et al.(2018)

의 실험 2에서는 거리 정보가 풍부하 던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거리 정보를 제한하 다. 거리 정보가 제한

된 환경이기 때문에 물리 으로 크기가 다르더라도 망

막상 크기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크기로 지각하는 크기 

착시가 발생할 것이다. Lee et al.(2018)의 망막상 크기

를 통제했던 실험 2에선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선 찰 거리와 계없이 지각된 

크기가 동일할 것으로 상되고 따라서 시간 지각 항

상성이 나타날 것으로 상하 다. 

2. 실험 1

실험 1은 거리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 물리  크기

가 동일한 자극을 상이한 거리에 제시할 때,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나는지 검증하 다. 이를 해 거리 정보

를 제한한 실제 환경에서 물리  크기가 동일한 자극

을 참조 자극과 시험 자극으로 제시하 다. 물리  크

기는 동일하지만 거리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지각하는 자극의 크기가 망막에 맺힌 자극

의 크기에 향을 받고 크기 착시가 유도될 것으로 

상하 다. 찰 거리가 가까울수록 망막에 투사된 자극

의 크기는 커지고, 따라서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커질 

것이다. Lee et al.(2018)의 실험 2에 따르면 지각된 크

기가 커질수록 시간 팽창이 발생하 다. 본 연구에선 

찰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간 팽창이 나타날 것으로 

상하 다.

2.1. 연구 방법 

2.1.1. 참가자

총 7명이 실험에 참가하 다. 그  6명은 실험의 목

을 모르는 참가자 으며, 나머지 한 명은 실험가설을 

아는 피험자 다. 연구에 한 선행 지식이 지각  

단에 향을  수 없다(Pylyshyn, 1999)는 지난 연구가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가설을 아는 피험자도 실

험에 참여하 다. 모두 정상시력 혹은 교정된 정상시력 

지니고 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25.7세(sd=5.6) 다. 성

별은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하 다. 분석에서 

제외된 참가자는 없었다.

2.1.2. 장치

24인치 모니터(LG DM2350D-PN, 화면갱신률: 60Hz) 

두 를 사용하여 자극을 제시하 다. 하나의 디스

이는 좌측 100cm 찰 거리에 고정하 다. 나머지 디

스 이는 조건에 따라 50cm, 200cm의 찰 거리에 

고정하 다. 참가자들은 턱받침에 턱과 이마를 고정한 

채로 시간 지각 과제를 수행하 다. 한 양안 시차를 

활용한 거리 정보를 제한하기 해 턱받침에 상자를 

부착하 다. 이 상자의 왼쪽  부 와 오른쪽  부

에 가로 0.2cm, 세로 0.2cm의 구멍을 뚫어 자극을 볼 

수 있도록 하 다.

실험 자극은 Linux (Ubuntu 16.04.3ver)가 설치된 컴

퓨터에서 Matlab (9.3ver)의 Psytoolbox 3 (3.0.14ver)로 

제시하 다(Kleiner et al., 2007).

거리 정보를 제한하기 해 실험실의 불을 끈 상태

에서 진행하 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소량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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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지만 암실에 가까운 상태 다.

2.1.3. 자극

실험 자극은 거리 정보를 제한하기 해 검정 바탕

(0.2cd)에 하얀색 원(185cd)으로 제시하 다. 

모든 조건에서 참조 자극과 시험 자극의 물리  크

기는 4cm로 제시하 다. 자극의 시각도는 50cm, 100cm, 

200cm에서 각각 4.58도, 2.29도, 1.15도 다. 

참조 자극은 항상 500ms로 제시되었다. 시험 자극은 

300ms~700ms(0.30, 0.35, 0.40, 0.60, 0.65, 0.70 )로 제

시되었다. 시험 자극의 각 지속시간당 15번씩, 총 90회 

측정하 다.

2.1.4. 실험 설계

실험 1은 2( 찰 거리: 50cm vs 200cm) × 6(시험 자

극의 지속시간: 0.30, 0.35, 0.40, 0.60, 0.65, 0.75 ) × 

5(각 자극의 지속시간 당 5번씩 제시)의 시행을 진행한 

후, 10분간 휴식하 다. 찰 거리와 지속시간은 무선

으로 제시하 다. 하나의 찰 거리에서 30회의 시

행을 마치면, 1분간 휴식 후 다른 찰 거리에서 30회

의 시행을 진행하 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트를 총 

3회 반복하 다. 따라서 참가자들은 각 찰 거리마다 

각각의 지속시간에 해 15번씩 응답하 으며, 최종

으로 하나의 찰 거리에 90회씩, 총 180회 응답하

다. 연습 시행은  설계 로 1회만 진행하 다.

2.1.5. 실험 차 

참가자들은 실험에 참여하기 이 에 참가자의 신체

조건과 간 거리에 맞게 턱받침과 시야를 제한하는 

장치의 높낮이와, 모니터상에 제시되는 자극의 치를 

조 하는 차를 가졌다. 먼  모니터의 임이 크기

를 가늠할 단안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야에 모니

터의 임이 보이지 않도록 턱받침의 높이와 의자 

높이를 조 하 다. 

이후 자극의 치를 설정하는 차를 진행하 다. 

참가자마다  사이의 간격과  높이, 자세 등이 모두 

다르다. 한 피험자가 볼 수 있는 역은 0.2 * 0.2cm

로 작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 다. 참가자들은 

우선 왼쪽 화면에 제시된 네모 모양의 자극(Fig 3. 

bottom 참조)을 키보드의 방향키로 움직여 왼쪽 시야 

가운데로 치시켰다. 왼쪽의 자극을 기  삼아 오른

쪽 자극의 치를 조 해야 하기 때문에 세 하게 조

정하도록 지시하 다. 왼쪽 자극의 치 조 이 끝나면 

오른쪽 화면에 나타난 자극을 움직여 오른쪽 시야 가

운데에 오도록 지시하 다. 이때 오른쪽은 거리조건이 

바뀔 때마다 조 하 다.

Fig. 3. Device for limiting distance information (top), 

Layout of the device (bottom)

Fig. 4. The positions where two displays are located 

depending on the viewing distance 

(reference display position is fixed at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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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의 치 설정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연습 시행 

후, 실험을 진행하 다. 두 디스 이에서 나타나는 

자극을 찰한 후, 어떤 것이 더 오래 나타났는지 단

하 다. 키보드를 이용하여 응답하 는데, 좌측의 자극

이 더 오래 나타난 것으로 지각했다면 ‘z’키를, 우측의 

자극이 더 오래 나타난 것으로 지각했다면 ‘/’키를 르

도록 지시하 다. 별도의 피드백은 주어지지 않았다.

단일 시행 차는 다음과 같다(Fig. 5 참조). 참가자

들은 왼쪽의 조 된 치에서 나타나는 고정 을 확

인한 후, 비가 되면 스페이스 바를 른다. 스페이스 

바를 른 즉시 고정 에서 자극이 나타났으며, 참가

자는 그 자극의 지속시간을 확인하 다. 이후 오른쪽의 

조 된 치에서 고정 이 나타나고, 참가자는 스페이

스 바를 러 자극을 확인하 다. 오른쪽의 자극이 사

라지면 어느 치의 자극이 더 오래 나타났는지 키보

드로 단하 다. 

지속 시간을 단할 때 속으로 숫자를 세는 등의 시

간 지각 략을 지양하도록 지시하 다. 비록 1200ms 

이상의 단에만 시간 지간 략이 유의미한 향을 

다는 연구가 있지만(Grondin et al., 2004), 혹시 모를 

향력을 축소하기 해 언 하 다. 신 피험자가 

찰한 로 단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실험을 

모두 마친 참가자들에게 왼쪽에서 나타난 자극의 제시

시간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각 거리 조건에서 나타난 

자극의 크기가 어떻게 보 는지 개방형으로 물었다. 

2.1.6. 측정 방법

표 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시험 자극의 지속시간

에 한 주  동등 (PSE)을 측정하 다. 이를 해 

참조 자극의 지속시간을 500ms로 제시하 고, 시험 자

극은 300~700ms 이내에서 제시하 다. PSE가 500ms

보다 작다면 참조 자극보다 시험 자극을 더 오래 제시

된 것으로 지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실험 1 결과  논의  

실험 자극 결과는 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비모수 검

정(Mann-Whitney)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Fig. 6은 실

Fig. 5. Individual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experiment.

On the left, the reference stimulus’s gaze point appears first.

When a participant presses the spacebar, the stimulus is 

immediately presented for 500 ms. Afterwards, the test 

stimulus points appear, and when the participant presses the 

space bar again, the stimulus is presented between 300 and 

700 ms. Participants who observed both stimuli will determine

which stimuli appeared longer by ‘z’ or ‘/’.

Fig. 6. The results of Experiment 1. PSE of test stimuli (left) according to distance observed and psychometric function of 

duration of test stimuli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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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1의 결과를 보여 다. 참가자들은 시험 자극의 찰 

거리가 참조 자극보다 가까울 때, 시험 자극의 지속시

간을 참조 자극보다 더 길게 지각하 다( 찰 거리 

50cm: 평균 PSE= 454ms, sd= 67.2). 반 로 시험 자극

의 찰 거리가 참조 자극보다 멀 때, 참조 자극의 지속

시간을 시험 자극보다 더 길게 지각하 다( 찰 거리 

200cm: 평균 PSE= 546ms, sd= 69.2). 지속시간에 한 

주  동등 에 한 찰 거리의 주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Mann-Whitney U=49.00, p=.001. 

이는 거리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선 시간 지각 항상성

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다. 물리  

크기를 동일하게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기 착시로 

인해 시간 팽창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른쪽에 나타난 자극을 더 오래 지각한다는 연구

(Vicario et al., 2008)와 나 에 나타난 자극을 더 오래 

지각한다는 연구(Plomp et al., 2012)가 존재한다. 그러

나  효과들은 실험 1에서 나타난 지각된 지속시간에 

한 찰 거리의 주효과에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 다. 치 효과나 순서 효과가 존재했다면 찰 

거리와 상 없이 지속시간에 한 주  동등 의 평

균을 낮추는 방향으로 향을 주었을 것이다. 시험 자

극이 항상 오른쪽에서 참조 자극보다 나 에 제시되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험 1의 찰 거리별 주  동

등 의 평균은 참조 자극의 제시시간인 500ms에서 

46ms씩 벗어나 칭을 이루고 있다. 찰 거리별 지각

된 지속시간의 평균이 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순

서 효과나 치 효과가 지각된 지속시간에 향을 주

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지각된 크기가 시간 지각에 미

치는 향이 치 효과나 순서 효과에 비해 크기 때문

에,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실험 2

실험 1에서 찰 거리가 멀 때에 비해 가까울 때, 시

험 자극에서 시간 팽창이 나타났다. 실험 1에서는 상

했던 로 시간 지각 항상성이 찰되지 않았다. 찰 

거리와 계없이 물리  크기가 동일하게 통제되었지

만, 거리 정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가까이 제시된 

상이 더 크게 지각되고 동시에 제시된 시간도 더 길게 

지각되었을 수 있다.

실험 2는 거리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 자극의 지각

된 크기가 동일할 때,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나는지 

검증하 다. 거리 정보가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물리

 크기가 다르더라도 망막상 크기가 동일하다면 동일

한 크기로 지각하는 크기 착시가 발생할 것이다. 망막

상 크기를 통제했던 Lee et al.(2018)의 실험 2에선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본 실험에서는 지각

된 크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Lee et al.(2018)의 실험 3처

럼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날 것으로 상하 다.

3.1. 연구 방법 

3.1.1. 참가자

총 7명의 참가자가 실험에 참여하 다. 실험 1에 참

여했던 참가자들이 다시 참여하 다. 실험 1에 참여한 

이후 1~2주 뒤에 진행하 다.

3.1.2. 장치

실험 1과 동일한 장치를 활용하 다.

3.1.3. 자극

참조 자극은 실험 1과 마찬가지로 물리  크기를 4cm

로 제시하 다. 자극의 시각도는 2.29도 다. 시험 자극

이 제시되는 50cm와 200cm의 경우, 평균 지름이 각각 

2.3cm, 7.1cm일 때 참조 자극과 동일한 크기로 지각하

다. 자극의 시각도는 각각 2.64도, 2.03도 다.

3.1.4. 실험 차

실험 1과 거의 동일한 차로 진행하 다. 연습시행

을 진행하기 이 에 참조 자극과 모든 시험 자극의 지

각된 크기를 동일하게 조 하는 차가 추가되었다. 실

험실에 도착한 참가자는 의자와 턱받침을 조 한 뒤, 

상자를 통해 참조 자극과 시험 자극의 크기를 보고 비

교하 다. 참가자의 보고에 따라 물리  크기를 조 하

으며, 크기가 동일하다고 느껴질 때 연습시행과 본 

실험을 진행하 다.

3.1.5. 측정 방법

실험 1과 동일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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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2 결과  논의

Fig. 7은 실험 2의 결과를 보여 다. 참가자들은 

찰 거리 조건과 상 없이, 시험 자극의 지속시간을 참

조 자극의 제시시간인 500ms보다 더 짧게 지각하 으

나( 찰 거리 50cm: 평균 PSE= 486ms, sd= 73.9; 찰 

거리 200cm: 평균 PSE= 483ms, sd= 63.4), 통계 으로 

유의미하진 않았다. 지속시간의 동등 에 한 찰 거

리의 주 효과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Mann-Whitney U=24.00, p=1.00. 이는 거리 정보가 시

간 지각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이라는 기존의 가

설을 지지하는 결과다. 망막상 크기를 통제했음에도 불

구하고 모든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일하여, 시간 지

각 항상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험 2의 결과 역시 치 효과와 순서 효과로 설명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 다. 두 찰 거리 조건의 지

각된 지속시간의 평균이 500ms보다 낮기는 하지만, 두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진 않기 때문이다. 두 찰 거리 

조건의 지각된 지속시간에 한 평균과 참조 자극의 

제시시간인 500ms에 해 단일표본 t검정을 진행한 결

과, 찰 거리가 50cm일 때(t = -0.758, df = 6, p-value 

= 0.761)와 200cm일 때(-0.832, df = 6, p-value = 0.784)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4. 결론  논의

본 연구는 거리 정보를 제한한 실제 환경에서 거리 

정보와 시간 지각 항상성의 계를 검증하 다. 그 결

과 상의 지각된 크기가 시간 지각 항상성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Lee et al.(2018)의 가설과 일치하는 실

험 결과를 발견하 다. 실험 1은 모든 찰 거리 조건

에서 자극의 물리 크기를 동일하게 통제하 다. 그러

나 거리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상 로 크기 착시가 

발생했고, 시간 팽창이 나타났다. 반 로 실험 2는 모

든 찰 거리 조건에서 망막상 크기와 지각된 크기를 

통제하 다. 거리 정보를 제한한 환경이지만 크기 항상

성이 유지되는 환경처럼 지각된 크기를 동일하게 통제

한 결과, 찰 거리와 계없이 시간 지각 항상성이 유

지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지각된 상의 크기 

는 크기 지각 항상성이 시간 지각 항상성에 향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Lee et al.(2018)은 거리 정보가 충분한 실제 환경에

서 거리 정보와 시간 지각 항상성의 계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찰 거리별 자극의 물리  크기와 지각된 

크기를 통제하 을 때,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났다. 

반 로 찰 거리별 망막상 크기를 통제했을 땐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해 Lee et al.

(2018)은 지각된 크기가 동일할 때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 다. 한 거리 정보가 크기 항

상성을 유지시켜, 시간 지각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수

일 것으로 추정하 다. 본 연구는 Lee et al.(2018)과

는 다른 환경에서 크기 항상성과 시간 지각 항상성의 

계를 검증하 다. Lee et al.(2018)의 연구를 진행했

던 환경과 부분의 것이 동일했지만, 본 연구는 거리 

Fig. 7. The results of Experiment 2. PSE of test stimuli (left) according to distance observed and psychometric function of 

duration of test stimuli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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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한한 환경에서 진행했다는 차이가 있다. 실험 

1은 거리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 거리별 물리  크기

를 동일하게 통제하 다. 그 결과 크기 착시가 발생하

여 시간 지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반 로 실험 

2에선 자극의 망막상 크기와 지각된 크기를 동일하게 

통제하 다. 실제 물리  크기는 거리별로 다르지만, 

크기 착시가 발생하여 모든 자극의 지각된 크기가 동

일하 다. 그 결과 Lee et al.(2018)의 실험과는 달리 시

간 지각 항상성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Lee 

et al.(2018)과는 다른 환경에서 상의 크기 지각과 시

간 지각 항상성의 계를 검증하 으며, 그 결과 Lee 

et al.(2018)의 가설을 지지하 다.

Lisi & Gorea(2016)는 실을 모사한 2차원 화면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2차원 화면 속에 거리 정

보를 제공하여 마치 크기항상성이 유지된 것처럼 조작

했을 때, 1  미만의 시간 지각이 비-시간  특성에 

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반 로 거리 정보가 없

다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에서는 시

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Lisi & 

Gorea(2016)의 실험 조건  거리 정보가 없던 조건을 

찰 거리가 상이한 실제 환경에서 진행하 다. Lisi & 

Gorea(2016)는 2차원 화면의 특성 때문에 화면 속 찰 

거리를 물리 으로 조작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는 

찰 거리가 상이한 실제 환경에서 거리 정보를 제한하

다. 실험 결과는 시간 지각 항상성을 유지하기 해

서 거리 정보가 필수 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실험 

1은 모든 찰 거리 조건에서 물리  크기를 동일하게 

통제하 다. 그러나 거리 정보를 제한했기 때문에 크기 

착시가 발생했으며, 그 결과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실험 2에서는 모든 찰 거리 조건에서 

자극의 망막상 크기를 동일하게 통제하 다. 거리 정보

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망막상 크기에 기반해서 크기를 

동일하게 지각하 으며, 크기 착시로 인한 시간 지각 항

상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Lisi & Gorea(2016)

와는 다르게 거리 정보가 제한된 실제 환경에서 거리 

정보와 시간 지각 항상성의 계를 검증하 다. 거리 정

보가 크기 항상성을 유지시켜, 시간 지각 항상성에 향

을 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실험결과를 발견하 다.

Ono & Kawahara(2007)의 연구는 에빙하우스 착시

(Ebbinghaus illusion)를 활용하여 지각된 크기가 시간 

지각에 향을 주는지 검증하 다. 에빙하우스 착시는 

자극의 물리  크기와 망막상 크기는 동일하더라도 주

변 자극에 의해 지각된 크기가 변화하는 상이다. 지

각된 크기가 컸던 조건에서 시간 팽창이 나타났다. 크

기 착시를 활용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

났다. 실험 1에서 찰 거리에 계없이 제시되는 자극

의 물리  크기는 동일했지만, 거리 정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찰 거리에 따라서 지각된 크기가 서로 달랐

다. 찰 거리가 가까울 경우, 시험 자극이 참조 자극에 

비해 더 크게 지각되었다. 반 로 찰 거리가 멀 경우

엔 시험 자극이 참조 자극에 비해 더 작게 지각되었다. 

실험 결과 지각된 크기가 컸던 자극에서 시간 팽창이 

발생하 다. 반 로 실험 2에서 자극의 물리  크기는 

서로 달랐지만 망막에 투사되는 자극의 크기는 동일하

고, 거리 정보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모든 거리 조건

에서 지각된 크기가 동일하 다. 그 결과 어떠한 자극

에서도 시간 팽창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시간 지각 항상성에 지각된 크기가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Lee et al.(2018)의 가설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항상법을 사용하여 참조 자극에 비해 시

험 자극이 더 오래 나타났는지 혹은 더 짧게 나타났는

지 단하는 실험을 진행하 다. 이때 참조 자극은 항

상 왼쪽에서 시험 자극보다 먼  나타났으며, 지속시간

은 500ms로 고정하 다. 따라서 참조 자극의 시간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참가자들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참가자들은 실험이 끝난 뒤에도 

참조 자극의 제시시간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다.

실험 내에서 거리 정보를 최 한 제한하고자 하 으

나, 한 가지 제한하지 못한 것이 수렴-조 (vergence- 

accommodation) 정보다. 본 연구에서는 왼쪽 과 오른

쪽 에 서로 다른 찰 거리의 자극을 제시하 다. 그런

데 자극을 볼때마다 의 기 을 왼쪽 에서 오른쪽 

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매 시행마다 미약한 수렴 

조  정보가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렴-조  정보

는 본 연구 결과에 향을 주지 못했다. 실험 1이 끝난 

후에도 참가자들은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에 제시된 두 

자극의 크기가 물리 으로 같음을 알아차리지 못하 다.

본 연구의 시험 자극은 항상 오른쪽 시야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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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보다 나 에 제시되었다. 그런데 1  미만의 시간 

지각에 해 자극의 치(Vicario et al., 2008)나 순서

(Plomp et al., 2012)가 향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치 효과나 순서 효과

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 1의 경우 찰 거리별 지각

된 지속시간의 평균이 참조 자극의 지속시간인 500ms

에 해 칭 으로 나타났다. 만약 순서 효과나 치 

효과가 있었다면 지각된 지속시간이 칭을 이루지 못

하고 더 짧게 나타났을 것이다. 실험 2에서 찰 거리

별 지각된 지속시간의 평균이 500ms와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순서 효과나 치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통제하지 못한 순

서 효과나 치 효과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실험 1과 

2의 결과를 순서 효과나 치 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순서 효과나 치 효과가 나타나지 않

은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상 으로 효과 크기가 

작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한다. 향후 제시 순서와 제시 

치를 본 실험과 반 로 설정한 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상의 지각된 크기와 시간 지각 항상성

의 계를 Lisi & Gorea(2016)나 Lee et al.(2018)과는 

다른 환경에서 검증하 다. 그 결과 자극의 물리  크

기가 동일하더라도 거리 정보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동

일한 크기로 지각하지 못하고, 시간 지각에 왜곡이 발

생하 다. 반 로 자극의 물리  크기가 서로 다르더라

도 지각된 크기가 동일할 경우 시간 지각 항상성이 나

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Lisi & Gorea(2016)와 

Lee et al.(2018)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상의 지각

된 크기가 시간 지각 항상성에 향을 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Lee et al.(2018)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정 인 자극만을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실제 환경에서 Lisi & Gorea(2016)의 연구처럼 속

도와 이동 거리를 포함한 동 인 자극을 구성하여, 크

기 항상성과 시간 지각 항상성의 계를 검증하는 것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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