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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따돌림 현상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따돌림의 가상적
상황에서 동조, 호감도, 도움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나타난 주요 결과는 공감 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따돌림 당한 사람에
대한 동조의 차이이다.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
대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의미있게 나타나
지는 않았다. 이 보다는 따돌림당한 사람이 나와 친한관계인가 소원한 관계인가에 따
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친한 관계에서 따
돌림당한 아이를 더 호의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친한 관계에서 따
돌림당한 아이에게 더 도움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따돌림당한 사람이

자신과 소원한 관계일 때 보다 친한 관계일 때 더 많이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따돌림당한 학생이 자신과 소원한 경우보다 친한 경우에
더 많이 도와주지만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따돌림당한 학생이 자신과 친하든
친하지 않던 도움의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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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시작하며, 이러한 관계의 양적, 질적인 측면이 개인의 적
응은 물론 개인의 독특한 정체감 형성과 건전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Gazda, 1973).
사람들은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만족스럽고 조화로울 때 보다 완성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은 저해되고 부적응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습득해 나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이 각자의 인성형성 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
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따돌림 현상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러한 현상이 단지 청소년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또래관계의 한 유형으로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1997)에서
실시한 집단따돌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생들 중 30%가 따돌림당
한 경험이 있으며, 거의 매일 따돌림당한다는 학생도 5.2%이었다. 친구를 따돌리는 주된 이
유에 대해서 따돌림당하는 아이가 따돌림 당할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가 87.6%로 가장
높았고, 친구들이 따돌리니까 덩달아서 따돌리게 됨 이 그 다음이었다. 이에 비해,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에게 무엇 때문에 친구로부터 따돌림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 본 결과, 따
돌림당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가 41.9%로 가장 높았고, 따돌림당할 때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가 없어서 가 26.8%, 자신이 대항할 힘도 없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가 23.0%, 분위기
를 잘 맞추지 못하니까 가 18.6%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따돌림의 원인에 대해서 따
돌림을 당하는 아이와 따돌림 시키는 아이들은 서로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따돌리는 아이들은 따돌림당하는 아이가 따돌림 당할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따돌
림당하는 아이의 성향으로 귀인하고, 정작 따돌림당하는 아이들은 따돌리는 이유를 잘 모
르거나 상황적인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또한 집단 압력에 의
한 동조 현상이 집단 따돌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여, 집단의 역동과 구조가
이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돌림의 원인을 피해학생의 성격적 결함으로 지각하는 것은 설사 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따돌림을 설명하는 필요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원인 지각은 자기중심적인 편향을 띨 수 있으며 특히 학교
장면에서 이러한 귀인에 따른 따돌림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이시형,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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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집단 따돌림이 교육 현장의 문제로 제기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처방
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대부분의 많은 프로그램들은 따돌림당하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들의 대인관계 기술 즉, 자기표현이나 사회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내용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특정 프로그램들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이 문제
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타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따돌림당하는 아이
나 따돌림 시키는 아이들에게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증가시키도록 구성되었
다. 이 프로그램들의 전제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다면 따돌리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
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따돌림과 공감의 관계에 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공감(empathy)이란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혹은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는 것으
로서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매순간 함께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에 기초를 두는 정신 내
적 현상이다.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은 다양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 그리고 다양한 능력
에 기여한다. 공감능력은 인간관계 형성의 기초가 되고, 다양한 문제 예를 들면 스트레스
대처와 갈등해결에 기여한다(Greenson, 1960; Kohut, 1959).
Carkhuff(1969)는 공감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두고 내가 이 사람이면 무엇을 원
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할 것인지를 생각하여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공감적인
사람은 타인에 대한 정확한 인상을 형성하며, 타인이 원하고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거부감이나 방어감이
감소되며 친밀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Gordon(1970)은 공감은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강한 욕구불만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도와주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갈등 해소에 유용하다고 하
였다. Johnson(1990), Scott(1990), Trenholm와 Jensen(1988)등도 공감은 대인관계를 좋게 유지하
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생산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감은 여러 가지 친사회적인 행동 이를테면 협동성, 사회성, 대인관계, 이
타행동과 매우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가지며(Batson과 Coke, 1981), 공격적인 행동과는
매우 높은 부적 상관을 갖는다(Feshbach, 1978; Miller와 Eisenberg, 1988)는 것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에 기초하여 볼 때 공감이란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음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감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갖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Keef(1976)는 고정관념이 공감을 저해시킬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고정관념이란 특정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갖는 개인의 신념이다. 이
런 고정관념적 처리는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점도 있지만 타인을 과잉 단순화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런 고정관념으로 타인의 인상을 지각할 때 과잉단순화하며, 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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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인을 범주화시켜서 지각할 때에 고
정관념에 의해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Allport, 1953).
범주화하였을 때 고정관념적 판단이 왜 증가하는가에 관한 체계적인 설명은 Tajfel(1982)
의 강조이론(accentuation theory)에서 나타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대상을 극단적인 두
집단 즉, 흑인과 백인, 혹은 남자와 여자 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집단 범주내의 대상에
대해서는 모두 비슷한 특성을 갖는 것으로 동화(assimilation)가 일어나는 반면에 범주간의 대
상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강조되는 대비(contrast)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인지각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을 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집단내의 성
원들에 대해서는 더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지각하게 되고(Jude와 Park, 1988; Linvill,
Fisher와 Salovey, 1989), 범주화된 두 집단간의 차이는 과장하여 지각하거나(Rothbart와 Taylor,
1990), 같은 범주 내에 속한 개인들이 그 범주에 맞는 속성을 더 갖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cond, 1959).
공감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기능으로써 Krebs(1975)는 타인에 대한 공감정도에 따라서 도
움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어떤 상대방의 태도나 가치관
이 피험자 자신과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정보를 제시한 후, 그 상대방이 곤경에 처
하게 되었을 때 곤경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도와주고 싶은지의 도움의도를 측정하였던 바,
자신과 유사한 사람은 많이 도와주겠다고 한 반면, 피험자 자신과 유사성이 없는 사람은
덜 도와주겠다고 응답하였다. Krebs(1975)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유사성이 공감을 증진시키는
이유는 유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인매력이 증가하며 매력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애정이
나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해소시키려는 공감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Batson, Duncan, Ackerman, Buckley 그리고 Birch(1981)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곤경 당사자와의 유사성 여부 및 조망수용을 조작하여 공감유발 정도를 측정하였던
바, 유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 서게 한 집단에서 더 공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유사성이 높은 집단에서, 그리고 타인의 입장에 서게 한
집단에서 도움행동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곤경당사자와 도와주는 사람간의 인간관계
의 유형이 도움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관계 유형을 친한 관계와 소원한 관계로 조작하여 분배행동을 연구한 백낙신(1990)
의 결과는 친소관계에 따라 분배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친
소관계와 결핍/비결핍 조건을 조작하여 분배행동을 검토한 결과 비결핍 조건에서는 친소관
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결핍조건에서는 소원한 조건보다 친근한 조건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도움행동 연구에서 Clark,
Mill와 Powell(1987)은 친근한 관계를 공유적 관계로, 소원한 관계를 교환적 관계로 개념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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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유적 관계와 교환적 관계에서의 도움행동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여기서 공유적 관계
란 상대방의 안녕에 대해 개인이 특별한 책임을 느낌으로써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곤경을 해결해 주려는 것으로 도움행동의 결정요인은 바로 상대방의 결핍정보라고 제안하
고 있다. 반면 교환적 관계란 호혜성이 중시되는 관계로서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보답이 기대될 때만 도와주나 보답이 기대되지 않을 때는 덜 도와준다는 것이다.
이는 분배행동의 결정요인 중에 인간관계의 요인으로 상대방과의 친소관계의 영향을 보여
주었다. 이희경(2000)은 개인의 공감수준에 따라 집단따돌림 현상에서 따돌림당하는 사람과
따돌림시키는 아이들에 대한 반응이 달리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들은 집단따돌림 현상에서 개인이 따돌림당하는 아이나 따돌림시키
는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따돌림 현상에 대한 지각이나 심리적 반응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면 공감에 관련한 연구들은 공감수준이 대인지각이나 대인
행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움행동에 관한 연구는 대인
관계의 유형, 즉 서로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도움행동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감이란 타인에게 초점이 주어지는 심리적 현상임을 전제할 때 타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감수준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감수준에 따라 타인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달라지며,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인가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감과 대인관계의 유형에 따라 심리적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의 유형을 친소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안하였다.
< 연 구 문제 > 공감 수 준과 대 인관 계 의 유 형에 따 라 따 돌림 현 상에 대한 심 리적 반응 이
어떻 게 나타 나 는가 ?
이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다음의 3개의 가설을 도출하였다.
< 가 설 1>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친-소 조건에서의 동조 차이가
클 것이다.
< 가 설 2 >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친-소 조건에의 호감도 차이가
클 것이다.
< 가 설 3 >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친-소 조건에서의 도움 의도의
차이가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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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연구 방법

1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서울시내 소재 남, 여 중학교 261명이었으며 이들 중 불성실
한 응답자와 응답누락자 6명을 제외하고 최종 255명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었다. 이들 중
남학생은 151명(59.2%)이었고, 여학생은 104명(40.8%)이었다.

2. 절 차
본 연구에서의 실험은 연구자로 하여금 실험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은 교사에
의해 교실수업 중에 실시되었으며, 실험은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감수준이 측정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때 먼저 실험에 참가했던 다른 학생들이 응
답한 결과라고 하면서 먼저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따돌림을 시킨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나눠주고 이를 참고로 자신의 의견서에 따돌림에 대한 피험자 자신의 입
장을 기입하게 한 다음 따돌림 당한 사람을 피험자와 친-소 조건으로 조작하여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1 단계 : 공 감 수준 측 정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는 설문지로 공감수준을 측정하였다.
공감수준의 측정은 Carkhuff(1969)의 촉진적 의사소통검사 를 응용하여 김정수(1997)가 제작
한 공감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일상적인 대화내용에 관한 4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
때 대화의 소재는 용돈문제와 성적 등 한국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내용들이다. 문항의
형식은 구체적인 대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였
다. 반응의 예들은 1수준에서 5수준별로 모두 다섯 개의 반응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1수
준은 낮은 반응이고 5수준은 가장 높은 공감 반응을 의미한다(예, 너는 학생이 공부할 생각
은 안하고 왜 맨날 쏘다닐 궁리만 하는 거니?는 1수준의 반응이었음 ; 내가 어딜 다니든
참견 좀 그만 하세요는 2수준의 반응이었음 ; 공부를 안 하기는 왜 안해요?는

3수준의 반

응이었음; 이번에 학교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요.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할께요는 4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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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이었음; 제가 딴 일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되시는 거죠? 는 5수준의 반응
이었음).
2 단계 : 집 단 따돌 림 사 례 제시 및 친 소 관계 에 따 른 종속 변 인 측 정
이어서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
문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집단 따돌림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따 돌림 당 한 사 람 의 호
소 인 입장 ① 을 지지하는지, 따 돌린 사 람 의 이 야 기인 입 장 ② 를 지지하는지를 응답하도
록 하였다.
친 소관 계 는 개인의견서에 만약 입 장① 의 학생 이 당 신 과 평 소 에 잘 알고 지내 던 친한
친 구 라면 ..... 라는 지시문으로 친한 관계를 조작하였고, 만약 입장 ① 의 처 한 사 람 이 당
신 이 잘 모 르 는 학생 이라면....

이라는 지시문으로 소원한

관계를 조작하여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제시된 사례와 의견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입장 ① :
학교에서 내 주위엔 아무도 없어요. 놀아 주지도 않고. . . . . . .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막 놀리고 내 물건 던지고. . . . . . 저는 그냥 피해요.

혼자서 화장실 가고 다른 생각하

고, 혼자 있게 돼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왕따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맞을까봐
불안하고.

아이들이 내 주위를 지나가기만 해도 막 불안해요.

입장 ② :
나는 하지 말아야지. . . . . . . 라고 생각은 하지만. . . . . . . 쟤는 좀 고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때로 불쌍한 마음도 조금은 들지만, 하는 짓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
고, 어쩌면 왕따를 당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도저히 잘해주려
해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이게 다 걔의 자업자득이라니까요.

피험자들이 이 사례를 거의 다 읽어 갈 때에, 실험자가 피험자들 보다 앞서 실험에 참가
한 학생들의 개인의견서라고 개인의견서 모음지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답하는데 참
고하도록 하였다. 이 의견서는 모두 따돌린 사람을 지지하는 의견서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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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절 취 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의견서
만약 입장 ①에 처한 사람이 당신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친한 친구라면 입장 ①과 입장
②의 두 사람이 똑같이 호소해 왔을 때, 당신의 생각은 어느 쪽 입장과 가깝습니까? 두 친구에게
합해서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주십시오.
나는 입장 ①을 지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는 입장 ②를 지지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싸인

3 . 종속변인 측정
동 조 : 피험자들이 왕따 사례를 읽고 먼저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는 개인의견서를 통해 측정하였다. 여기서 참고한 친구들의 의견은 모
두 따돌림시킨 아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작하였다. 이를 위해 피험자들로 하여금 따돌림
사례를 읽게 하고 나서 먼저 실험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은 따돌린 사람의 입장을 지지한다
는 거짓정보를 읽게 하고 피험자 자신은 따돌림을 당한 사람의 입장①을 지지하는지, 따돌
린 사람의 입장②을 지지하는지의 정도를 100점을 기준으로 할당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호 감도 : 호감도는 따돌림 사례에서 따돌림당한 입장①의 친구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
았는지로 측정하였다. 냉정하다-상냥하다, 차갑다-따뜻하다, 강인하다-부드럽다 에서 7점 척
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도 움행 동 : 도움행동은 만약 입장①의 친구가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
지로 알아 보았다. 여기서의 도움행동은 실제상황에서의 도움유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도와 주겠는지의 도움의도를 측정하여 도움행동의 지표로 삼았
다. 도움행동 요청 상황은 한국청소년상담원(1997)의 따돌림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청소년들
이 어떤 때 따돌림 당한다고 느꼈는지에서 보고한 상황을 참고로 만든 것으로 점심시간에
나랑 밥을 같이 먹자, 네 공책 좀 빌려주겠니?, 오늘 하교 길에 함께 우리 집에 가지 않을
래? 이었다. 이 상황에 대해 전혀 00하고 싶지 않다-매우 00 하고 싶다 의 7점 척도 상에
평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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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본 연구에서는 공감수준과 친소관계가 따돌림 현상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 따돌림의 가상적 상황에서의 동조, 호감도, 도움행동을 측
정하였다. 여기에서는 공감수준에 따라 집단을 상하집단으로 구분하여 친소관계에 따른 따
돌림 조건에서의 동조, 호감도 그리고 도움행동에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1 .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동조 행동의 차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동조의 지표는 피험자들이 따돌림 사례를 읽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
을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는 개인의견서를 통해 측정하였다. 여기서 참고한 친구
들의 의견은 모두 따돌림 시킨 아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작하여 공감수준과 친소조건에
따라서 얼마나 동조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피험자들로 하여금 따돌림
사례를 읽게 하고 나서 먼저 실험에 참가하였던 사람들은 따돌린 사람의 입장을 지지한다
는 거짓정보를 읽게 하고 나서 피험자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 사람의 입장을 지지하는지,
따돌린 사람의 입장을 지지하는지의 정도를 100점을 기준으로 할당하도록 하여 측정하였
다. 공감수준에 따라 따돌림을 당한 아이와 친소조건에서 동조의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 평
균값에 기초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각 < 표 1> 과 < 표 2 > 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감수준에 따른 동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251)
= 2.42, n.s). 즉,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53.83)과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57.04) 간에 동조
행동의 크기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친소관계에 따른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251)= 5.43, p < .05). 이 결과를 보면 따돌림 당한 사람이
(53.03) 일 때가

친한 관계

소원한 관계(57.83)일 때 보다 따돌림당한 사람의 입장을 더 많이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따돌림당한 사람이 자기와 친한 경우에 따돌림당한 사람의

<표 1>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동조의 평균(S D)
집

단

공

감

수

준

공감 상

공감 하

친한 관계(n= 126)

50.26(19.49)

55.80(14.42)

소원한관계(n= 129)

57.39(16.09)

58.27(15.06)

* 점수가 낮을수록 따돌림 당한 아이를 지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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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동조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공감수준(A)

612.10

1

612.10

2.42

친소관계(B)

1372.09

1

1372.09

5.43*

A×B

322.06

1

322.06

1.28

오차a

63393.56

251

252.56

* p <.05

입장을 더 지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감수준과 친-소조건의 상호작용 효과는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호감도의 차이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제안하였던 가설은 공감수준에 따라 친소관계 조건에서의 호감도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공감수준과 친소조건
별로 대상인물에 대한 호감도의 평균을 산출하고, 호감도 평균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
여 그 결과를 < 표 3> 과 < 표 4 > 에 제시하였다.
< 표 3> 에 제시된 호감도의 평균은 대상인물이 냉정하다-상냥하다 , 차갑다-따뜻하다 ,
강인하다-부드럽다 의 각각 7점의 의미미분 척도에서 얻어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하여 얻
어진 점수이다.

<표 3 >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호감도의 평균(S D)
집 단

공

감

수

준

공감 상

공감 하

친한관계(n= 126)

4.24( .70)

3.98( .78)

소원한관계(n= 129)

3.82(1.07)

4.02( .89)

* 평균이 높으면 높을수록 호감도가 높은 것임

공감수준과 친소관계가 따돌림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29 1

<표 4 >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호감도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공감수준(A)

.05

1

.05

.07

친소관계(B)

2.04

1

2.04

2.69

A×B

3.19

1

3.19

4.21*

오차

190.08

251

.757

* p <.05

< 표 4 > 를 보면, 먼저 호감에 대한 공감수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1,251)= .07, n.s.). 즉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이나 낮은 집단간에 대상인물에 대한 호감도
의 평가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친소조건에서의 호감도에 대한 주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251)= 2.69,
n.s.) . 이 결과는 따돌림을 당한 사람이 친구이든 친구가 아니든 호감도에 대한 평가는 달라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호감도에 대한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F(1,251)= 4.21,
p < .05). 즉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따돌림당한 사람이 소원한 관계일 때 보다 친한관계
일 때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각각 3.82, 4.24)에 공감수준이 낮은 사
람들은 친소관계에 따른 호감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98, 4.02).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3 .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도움행동의 차이
본 연구에서 설정하였던 세 번째의 가설은 공감수준과 친소조건에 따라 따돌림당한 사람
에 대한 도움행동의 차이가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기서의 도움행동은 실제상황에서의 도움유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상황에
서 얼마나 도와 주겠는지의 도움의도를 측정하여 도움행동의 지표로 삼았다.
공감수준별 친소관계에 따라 따돌림당한 아이가 호소하는 도움요청 상황에서 얼마나 도
와주겠다고 생각하는지의 도움의도의 평균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 표 5> 와 < 표 6 >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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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도움행동의 평균(S D)
공 감

집 단

수 준

공감 상

공감 하

친한관계(n= 126)

4.52(1.47)

3.40(1.13)

소원한관계(n= 129)

3.71(1.57)

3.33(1.22)

<표 6 >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도움행동의 변량분석표
변량원
공감수준(A)

자승화
33.09

자유도

평균자승화

F

1

33.09

18.97* *

친소관계(B)

11.33

1

11.33

6.49* *

A×B

7.93

1

7.93

4.54*

오차

437.93

251

1.75

* p <.05 p <.01

도움의도는 가상적인 3가지 상황 즉, 따돌림당한 학생이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자고
했을 때 얼마나 같이 먹고 싶은지 , 노트 좀 빌려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빌려주고 싶은
지 , 하교시에 같이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얼마나 같이 가고 싶은지 에 대해 전혀 아니다매우 그렇게 하고싶다 를 7로 한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하여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한 점수를 도움의도의 지표로 하였다.
< 표 5> 를 보면 우선 공감수준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다(F(1.251)= 18.97, p < .01). 이 결
과는 공감수준이 낮을 때(3.37) 보다, 공감수준이 높을 때(4.12), 따돌림 당하는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소관계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던 바(F(1.251)= 6.49,
p < .01), 이는 따돌림당한 사람이 자신과 소원한 관계일 때(3.52)보다 친한 관계일 때(3.76)
더 많이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수준(2)과

친소관계(2)에 따른 도움행동의 2원 상

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났다(F(1.251)= 4.54, p < .05).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돌림 당한
학생이 자신과 소원한 경우보다 친한 경우에 더 많이 도와주지만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에
서는 따돌림당한 학생이 자신과 친하든 친하지 않던 도움의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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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공감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따돌림 현상에 대한 심리적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통
해서 나타난 결과 중에서 본 연구의 가설과 관련된 주요결과들을 중심으로 결과의 의미를
논의 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나타난 주요 결과는 공감 수준과 친소관계에 따른 따돌림 당한 사람에 대한
동조의 차이 이다.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의 입장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의미있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
보다는 따돌림당한 사람이 나와 친한 관계인가 소원한 관계인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친한 사람의 경우에 소원한 사람일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따돌린 아이
를 지지한다 하더라도 따돌림 당한 아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행연구(이희
경, 2000)에서 상대방을 친한 사람이냐 소원한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의 입장을 수용하는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공감수준이 낮은 사
람들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따돌린 아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따
돌림 당한 아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친한 조건과 소원한 조건
으로 구분하여 동조의 크기를 비교하였더니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둘째,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친한 관계에서 따돌림
당한 아이를 더 호의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와 유사한 결과가 호감도에서도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따돌림당한 사람이 소원한 관계일 때 보
다 친한 관계일 때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
은 친소관계에 따른 호감도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친한 관계에서 따돌림
당한 아이에게 더 도움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움행동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따돌림당한 사람이 자신과 소원한 관계일 때(3.52)보다 친한 관계일 때(3.76) 더
많이 도와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따돌림당한 학생이 자신과
소원한 경우보다 친한 경우에 더 많이 도와주지만 공감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따돌림당한
학생이 자신과 친하든 친하지 않던 도움의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Kreb(1975)와 Shotland(1969)는 유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사한 사람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더 많이 도와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유사성 수준의 차이에 따른 공감
의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즉 유사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유사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
감을 더 많이 하며 이 공감이 도움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Krebs(1975)는 타인을 공감
하는 정도에 따라 도움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공감이 인간 행동에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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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침을 시사하였다. 그는 전기 쇼크를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피험자들의 공감수준
을 직접적으로 조작한 후 그 대상이 더 약한 쇼크를 받도록 하기 위해 피험자 자신이 얻게
된 이득(실험에 응해 준 대가로 받는 보수)을 희생하려는 의도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결과
는 공감이 클수록 도움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곤경에 처한 사람에 대한 공감이 도
움행동의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Batson(1981)도 유사함을 지각하면 공감적 관심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 공감적 관심에
의해 도움행동이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으로 인한 부담이 큰
상황일 때 공감집단에서는 도움의 회피가 용이하더라도 도움행동을 하지만 비공감집단에서
는 도움의 회피가 용이하면 도움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yrne(197 1)은 유사성에 의한 도움행동의 증가를 공감적 관심이 아니라 유사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친근감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사성에 관한 연구들은 매력이 도
움행동을 증가시키는 주 요인임을 가정하고 있다. Byrne(1971)의 연구에서는 유사성이 도움
행동을 증가시키는 이유를 유사성이 우리의식(we-ness)이나 친근감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설
명한다.
또한 Regan과 Totten(1975)은 곤경에 처한 사람이 낯선 사람일 때보다 친구일 때 더 많이
도와준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곤경에 처하게 된 곤경당사자의 책임성 귀인의 차
이로 설명된다. 귀인이론에서 보면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 귀인이 다르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원인은 상황적 요인으로,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은 기질적 요인으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친구인 경우에는 친구의 입장에 서게 되어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
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곤경에 대한 원인을 상황적 요인으로 귀인하여 도움행동이 증가한다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집단따돌림 현상에 대한 결과에서 보면, 현재 따돌림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따돌림 현상에 대한 조사 연구를 보면, 대부분
집단따돌림 당하는 아이에게 원인이 있다고 하여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보다 자기표현을
잘하고 잘 대처하도록 조력하는데 치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보면 따돌림 현상은 집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수준이 아
닌 집단 역동적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따돌림을
당한 자신과 어떠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감수준 효과가 달라진다는 발
견은 새로운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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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 e Ef f e ct o f Em p a t hy a n d

Fa m ilia rity

o n Ps y c h o lo g ic a l Re s p o ns e s t o w a rd S c h o o l Bu lly in g

Hee-Ky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know whether there is psychological responses toward bullying

because of the effect of empathy and familiar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are output ted
as follow.

The first result shows there is the difference conformity toward the persons are bullied because of
the effect of the level of empathy and familiarity. The persons of high empathy level don't support
the persons are bullied relatively. Rather, the difference is significantly derived from the levels of
familiar with the person bullied.
Second, the persons of high empathy level perceive the person bullied more positively than the
persons of low empathy level. When they are familiar, the persons of high empathy level evaluate
the person bullied more positively than when they are unfamiliar. Meanwhile, the persons of low
empathy level don't show the difference of positive perception because of familiarity.
Third, when they are familiar, the persons of high empathy level do helping action more
frequently than the persons of low empathy level. That is, if the bullied person is familiar, students
help and support the bullied one. And this means the level of empathy affects the intention of
help.
These results implicate the level of familiarity affects the empathy toward the school bullying. So,
the process of empathy is newly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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