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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진적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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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랑 18강



1) 사랑은 점진적? 첫눈에? (Pine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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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점진적 사랑 이론

1. 점진적 사랑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3%: 점진적으로 빠짐, 11%: 첫 눈에 반함

이라고 응답

2) 2단계론 (Rodin, 1987)

1단계: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선별

2단계: 자신과 어울린다고 판단된 사람 중 더 적절한 상대 선별

청년의 사랑 18강



3) 4단계론 (Pine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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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점진적 사랑 이론

1. 점진적 사랑 청년의 사랑 18강



1. 점진적 사랑

1-2. 사랑인가 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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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신뢰, 상호 협력

청년의 사랑 18강

사랑

• 열정적 측면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함

 성적 접촉 갈망

• 보호적 측면

• 상대방을 위하는 일은 무엇이든 함

우정

• 정서적 표현이 강렬하지 않음

• 열정적 측면과 보호적 측면이 상대적

으로 결여됨

사랑과 우정의 공통점 (Furman, 1996; Davis, 1985)

사랑과 우정의 차이점 (Furman, 1996; Davis, 1985)



1. 점진적 사랑

1-2. 사랑인가 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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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과 우정의 구별 방법 (Sternberg, 1986)

사랑인지, 우정인지 분간이 안되어 고민할 경우 잠시 동안 두 사람이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부재검사(absence test)

청년의 사랑 18강

사랑

상대의 부재가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우정

오래 떨어져 있어도 상실감 덜할 것



1. 점진적 사랑

1-2. 사랑인가 우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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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정적 사랑과 우애적 사랑 (Hatfield & Sprecher, 1986; 
Altman & Taylor, 1973; Huesmann & Levinger, 1976)

청년의 사랑 18강

열정적 사랑 (passionate love)

• 황홀, 생리적 흥분

• 각성제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호르

몬이 분비됨

 환희와 고통 모두 존재

우애적 사랑 (companionate love)

• 상대와의 조화를 느끼는 사랑

• 서로의 깊이 있는 정보 공유

• 서로에 관해 많이 염려

 기쁨에 의해 강화



2. 어떻게 끌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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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랑 18강



2. 어떻게 끌리는가

2-1.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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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력적인 얼굴

영아들을 대상으로 매력/비매력적인 얼굴 평균 응시 시간 측정함

그 결과, 매력적인 얼굴을 더 오래 응시함

태어날 때부터 선호하는 매력적인 얼굴

매력/비매력 얼굴을 짧게 제시 후 각 얼굴에 대한 느낌을 가능한 빨리 평정하게 함

그 결과, 짧은 시간 안에 매력적인 얼굴을 지각했음

짧은 시간 내에 상대의 매력 인식 가능

매력적인 얼굴 지각 (Olson & Marshuetz, 2005)

청년의 사랑 18강



2. 어떻게 끌리는가

2-1.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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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연인)은 닮는다?

닮아진다?  같은 경험 공유 (닮아감)

원래 닮았다?  원래 닮은 얼굴에 끌림 (사람들은 나와 닮은 얼굴 선호 및 신뢰)

닮은 얼굴 (Zajonc et al., 1987)

닮은 얼굴을 신뢰 (DeBruine, 2002)

전혀 다른 사람의 사진과 자신과 닮은 사람의 사진 중 게임 파트너를 골라야 함

많은 참여자들이 자신과 닮은 사람을 선택함

자신과 닮은 얼굴을 신뢰

청년의 사랑 18강



2. 어떻게 끌리는가

2-1.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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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력적인 체형

50여 년간 Playboy지 여성 모델들의 신체사이즈 조사

BMI는 내려갔지만 WHR (Waist to Hip Ratio)은 0.7로 유지되고 있었음

WHR = 0.7 (Voracek & Fisher, 2002)

남자의 경우 WSR(Waist to Shoulder Ratio) 이 0.75 매력적임

여자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건강하고 강인한 남자에게 끌림

WSR = 0.75 (Dljkstra & Buunk, 2001; Eggert, 2010)

청년의 사랑 18강



2. 어떻게 끌리는가

2-1.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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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참가자들의 대칭 여부 판단, 이틀 동안 같은 티셔츠 착용하게 함

여성 참가자들에게 냄새를 맡게 함

그 결과, 여성 참가자들은 대칭적인 남자의 티셔츠를 선호

신체건강, 장수 가능성, 번식력과 관련된 남성의 대칭 선호

신체의 대칭 (Thornhill & Gangestad, 1999) 

청년의 사랑 18강



2. 어떻게 끌리는가

2-1.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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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의 끌림

남자

• 더 쉽게 사랑에 빠짐

• 낳을 수 있는 아기 무한정, 많이 낳는 것

중요

• 젊고 건강한 여자를 찾음

진화심리학으로 본 남녀 (Buss, 2015)

여자

• 낳을 수 있는 아기 제한, 아이 잘 키우는 것

중요

• 상대 선택에서 까다로움

• 능력 있고 성실한 남자를 찾음

청년의 사랑 18강

생존(survival)과 재생산(reproduction)이 중요



2. 어떻게 끌리는가

2-1. 이런 사람에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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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의 성적 마음 읽기에서의 차이 (Haselton & Buss, 2000)

이성의 사소한 언행도 성적 관심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

성적 과지각 편향(sexual overperception bias)

상대의 헌신을 과소평가하는 경향

헌신 회의 편향(commitment skepticism bias)

청년의 사랑 18강



2. 어떻게 끌리는가

2-2. 이럴 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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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슴이 뛰어서 끌린다 (Meston et al., 2003)

롤러코스터 타며 느낀 흥분이 전이되어 가슴 뛸 때 여자의 매력을 높게 평가함

크게 뛰는 심장 박동을 들었을 때

사진 속 인물을 더 매력적으로 판단함

심장 박동과 끌림 (Valins, 1966) 

청년의 사랑 18강



2. 어떻게 끌리는가

2-2. 이럴 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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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위기에 끌린다

여자는 꽃이 놓여 있는 경우 번호를 더 많이 주었음 (Gueguen, 2011)

청년의 사랑 18강

Beer Goggle effect – 마신 술 잔 수, 상대와의 거리, 조명 등을 계산하여

일정점수 이상일 때 상대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

(Bullett et al., 2016; Jones et al., 2003; Bègue et al., 2013)

가슴이 뛸 때 사랑에 빠진다 (Dutton & Aron, 1974) 

각성과 명명(arousal & label)의 과정

유발 자극  생리적 각성
↓ ↓

상황에 따라 자극과 각성 평가
↓

정서적 느낌



2. 어떻게 끌리는가

2-2. 이럴 때 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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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지된 것에 더 끌린다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Romeo and Juliet Effect)

사랑에 장애가 있는 상황

↓ 

장애물로 인한 신체적 각성

↓

실제보다 더 강렬하게 사랑 지각

청년의 사랑 18강



3. 사랑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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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사랑 1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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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랑의 색깔 이론 (Lee, 1977)

3. 사랑의 유형

우애적 사랑
(Storge)

열정적 사랑
(Eros)

놀이적 사랑
(Ludus)

소유적 사랑
(Mania)

실용적 사랑
(Pragma)

헌신적 사랑
(Agape)

청년의 사랑 1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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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사랑의 색깔 이론 (Lee, 1977)

3. 사랑의 유형

전류에 감전된 듯한 황홀하고 낭만적인 사랑

심리적 거리를 두는 사랑

우정에서 애정으로 변한 친구 같은 사랑,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사랑

소유욕과 열정, 지나친 질투

사랑을 조건에 근거한 거래로 봄

상대를 위해 참으며 뭐든지 해주는 사랑

청년의 사랑 18강

소유적 사랑
(Mania)

실용적 사랑
(Pragma)

헌신적 사랑
(Agape)

열정적 사랑
(Eros)

우애적 사랑
(Storge)

놀이적 사랑
(Lu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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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랑의 삼각형 이론

3. 사랑의 유형

1) 사랑의 3요소 (Sternberg, 1986)

친밀감
(intimacy)

열정
(passion)

결심
(commitment)

정서적 (warm)

•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 긍정적인 지지

생리적, 욕구적 (hot)

• 연애감정

• 성적 충동

인지적 (cold)

• 결정

• 사랑하겠다는 결심

• 사랑을 지키겠다는 헌신

청년의 사랑 1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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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랑의 삼각형 이론

3. 사랑의 유형

2) 사랑의 유형 (Sternberg, 1986)

좋아함 (liking)
친밀감만 있는 사랑

도취된 사랑 (infatuation)
열정만 있는 사랑

공허한 사랑 (empty love)
결심만 있는 사랑

성숙한 사랑

(consummate love)

친밀감 + 열정 + 결심

낭만적 사랑
(romantic love)
친밀감 + 열정

우애적 사랑
(companionate love)

친밀감 + 결심

얼빠진 사랑
(fatuous love)

열정 + 결심

삼각형의 3면이
같을수록 균형 잡힌 사랑

청년의 사랑 18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