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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빈곤 문제는 시 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이다.빈곤은 모든 사람

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정 해체와 범죄 등

여러 문제들을 낳으며 궁극 으로 사회 연 를 해치고 민주주의를 약화

시키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 문제의 악화를

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빈곤 문제 해결을 해서 사회과는 빈곤이라는 공동체 문제 해결에 참

여하는 시민들을 키워내는 일이 무엇보다 요할 것이다.이를 한 첫

걸음은 사회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빈곤 문제에 심을 가지고 해결을

한 실천에 앞장서게 만드는 텍스트의 구성이라 하겠다.이에 본 연구

는 사회과에서 학습자들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 인 텍스트 구성 방안을 알아보고자 하 다.

본 연구는 텍스트의 구성 방안과 련하여,3개의 연구 가설과 1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가설 1>:이성 이 vs.감성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

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연구 문제 1> :내집단 이 vs.외집단 이 에 따라 빈곤

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날 것인가?

<가설 2> :빈곤 문제 여도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가설 3> :정서 공감 능력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해 서울과 경기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600명을

편의 표집한 후 네 가지 이 (이성 ×내집단,이성 ×외집단,

감성 ×내집단,감성 ×외집단)에 무선 할당하고,이들을 상으로

2014년 7월 실험 처치와 설문지 조사를 진행하여 총 495명의 자료를 분



-ii-

석하 다.<가설 1>과 <연구 문제 1>은 일원변량분석으로,<가설 2>와

<가설 3>은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통계 검증을 하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감성 이 텍스트를 읽은 집단

이 이성 이 텍스트를 읽은 집단보다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왔다.둘째,내집단 이 과 외집단 이 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셋째,빈곤 문제에 한 여도가 높을수록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넷째,정서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빈곤문제해결 행동의

도가 더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습자들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높이기 한

사회과 텍스트 구성 방안에 있어,다음과 같은 시사 을 제공한다.

첫째,이성 인 근 방식뿐만 아니라 감성 근 방식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학습자들이 빈곤 문제 해결을 한 실천에 나

서도록 만들기 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그러기

해서는 빈곤층이 처한 힘든 상황에 감성 이 으로 근하여 학

습자들이 남을 돕는 행동의 요한 동기가 되는 연민이나 동정심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 필요가 있다.

둘째,빈곤층의 국 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사례를 사용하여 텍스

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빈곤층이 외집단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에 해 정 으로 평가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들

을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이 외집단 구성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

을 돕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빈곤 문제에 한 학습자들의 여도를 높이는 일이 요하다.

따라서 텍스트를 구성할 때 빈곤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소개하는 데에

만 치 하지 말고 학습자들이 빈곤 문제를 “자신과 련이 많은”,“ 요

한”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히 텍스트 도입 부분을 세심하게 서술하

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빈곤 문제에 한 학습자들의 정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

록 텍스트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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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진,그림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빈곤층이 겪는 어려움에

한 학습자들의 공감을 유도하자는 것이다.이와 더불어 빈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상상해보게 하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빈곤 문제에 한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빈곤, 이 효과,이성 이 ,감성 이 ,

내집단 편향,해석 수 이론, 여도,공감

학 번 :2009-3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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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문제 제기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그리고 발까지의 여행이라는

말이 있다.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가슴으로 느끼고 삶에서 실

천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요한 이유 하나는 배운 것을 실천해 이 세상을 지 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우리나라 교육과정에도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 에 참여하는 사람을 기르고자 한다

고 명시해 놓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2012,p.149).

지 우리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빈곤이 감소하고 물질 으로 가

장 풍요로운 시 를 살고 있다.하지만 여 히 지구 과 우리 사회 곳곳

에는 빈곤으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구인회

(2004)에 의하면 1990년 를 거치며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 문제의 악화

를 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지속되어 왔다.경제 성장의

정체 이외에도 비정규직의 양산,근로 빈곤층(workingpoor)의 두 등

으로 표 되는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는 임 격차의 확 와 소득 분배

구조의 악화를 가져왔다. 한 속한 고령화와 이혼 등을 통한 여성 가

구주 가구의 증가로 인해 빈곤에 취약한 가구 집단이 증 되고 있다.

사실 빈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사회 문제 하나로,빈곤은 사

회 성원 구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빈곤한 사람들은 소득,주거,의료 등

에 한 근 기회가 차단되거나 크게 제약을 받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힘들기 때문이다(성열 과 김정숙,2015,p.71).구성원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회는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없다.그래서 최근에

는 각 나라들도 복지 국가를 추구하면서 빈곤 문제 해결을 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빈곤층과 같은 사회 약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일이고,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한 최소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이를 실 할 의무가 있다.

빈곤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우리는 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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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빈곤 문제는 결국 언젠가 우리들 자신에게도

향을 주게 되어 있다.빈곤은 가정 해체와 범죄 등 사회 안 과 통합을

해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낳기 때문이다. 한 경제의 변동성이 심

화되면서 이제는 본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무 하게 구라도 빈곤의

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김수 ,이 주와 손병돈,

2009,p.55).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박해져가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심을 갖고 배려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주변

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이 더욱 요해진다.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특히 장차 시

민으로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이 공동체의 빈곤 문제에 심

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

시민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의되는 개념으로,우리는 공동체와 무

한 시민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강 ,2002,p.87).그러나 그동

안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를 구체 인 학습 경험

으로 한 기회는 많지 않았다.빈곤에 해 문학이나 윤리 수업에서 잠

깐씩 들었거나 드라마나 웹툰 등의 매체를 통해 한 경우가 부분이었

고,빈곤 문제에 해 사고하고 토론하거나 실천한 경험,직 여할 수

있는 체험 기회 모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성열 과 김정숙,2015,

pp.86-89).

그 다면 시민 교육을 본질로 하는 사회과에서는 빈곤 문제 해결을

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사회과는 학생들이 빈곤 문제에 해 알

고,공동체 안의 타인이 겪는 고통과 불행에 심을 가지며,더 나아가

그것을 감소시키기 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그러기

해서는 먼 빈곤 문제를 다루는 사회과 텍스트가 그것을 읽는 학습자

들로 하여 빈곤 문제 해결을 한 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할 수 있게 만

들어져야 한다.이와 더불어 사회과 교사는 이들을 설득하는데 효과 인

빈곤 문제 텍스트를 직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설득이 그리 단순한 일은 아니다.인간은 기본 으로 이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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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을 알고 있어도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발 으로 행동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학습자들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높이기 한 효

과 인 사회과 텍스트 구성 방안을 알아보기로 하 다.우선 메시지

이 방식이 우리의 의사 결정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 다.Tversky

와 Kahneman(1981)등의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동일한 내용의 메시지

라도 이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단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과에서도 이 을 반 하여 빈곤 문제 텍스트를 제작하고,

이를 토 로 학습자들에게 빈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달한다면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심을 가지고 본 이 방식은 이성 vs.감성

이 과 내집단 vs.외집단 이 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빈

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높이는데 있어 이성 이 과 감성 이

어떤 이 이 더 효과 인가?”와 “내집단 이 과 외집단

이 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를 것인가?”를 탐

구해 보기로 하 다.

먼 이미나(2012),박재진과 김태우(2013)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회 문

제의 문제 과 해결책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도 익숙해지거나 정서

감각이 둔해져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해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부분이다.그리고 사람들은 논리 으로 납득이 될 때 설득 당하기도

하지만,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힘은 감성 인 것에서 나오기도 한다.

이는 빈곤 문제 해결을 한 행동을 실천하도록 학습자들을 설득할 때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는 측을 가능하게 한

다.즉 빈곤 문제를 이성 으로 이 한 경우보다 감성 으로 이

한 경우에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충분

히 존재하는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 1>로 “이성 이

vs.감성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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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on과 Banagi(2006),Hein과 그의 동료들(2010),방희정,노경란과

정수진(2010)등과 같은 심리학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무의식 으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편애하는 경향이 있고,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내집단 구성원에게 보다 더 쉽게 공감한다.따라서 빈곤층이 외집

단으로 제시된 경우보다 내집단으로 제시된 경우,그들에게 쉽게 공감하

게 되면서 그들을 불 히 여기는 마음인 동정심이 일어나 빈곤층을 돕겠

다는 의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그러나 해석 수 이론에 따르면 사

람들은 심리 거리를 멀게 인식하는 외집단 구성원에 해서는 행 의

바람직성을 고려하여 원칙 으로 단하는 경향이 있다.즉 고통받는 외

집단 구성원을 보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는 도덕 원칙에 따라 그

를 돕겠다는 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사는 빈곤층을 내집단과 외집단 어떤 집단으로 이

했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이 게 상반된 결론 어느

쪽이 경험 지지를 받는지 알아보기 해 <연구 문제 1>로 “내집단

이 vs.외집단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날

것인가?”를 설정하 다.

한편 Maheswaran과 Meyers-Levy(1990),이기 ,이진균과 임연수

(2015)와 같은 설득 커뮤니 이션에 한 연구들에 따르면 메시지 수용

자의 특성 메시지 수용자의 여도(involvement)는 설득 효과를 높이

는 요한 변인이다.메시지에 한 여도 수 이 높을수록,즉 해당 메

시지가 자신과 련되고 요한 내용이라고 인식할수록 수용자는 메시지

내용에 심과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따라서 빈곤 문

제에 한 학습자들의 여도 수 에 따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

의도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해 볼 수 있다.그리고 만약

빈곤 문제에 한 여도 수 이 높은 학습자들이 더 높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보인다면,이는 학습자들이 빈곤 문제에 한 여도를 높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빈곤 문제 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 2>로 “빈곤 문제 여

도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를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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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감(empathy)은 도움 행동과 같은 친사회 행동과 련

해서 자주 언 되는 변인이다.공감-이타주의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다

른 사람에게 공감할 때 도움 행동이 나타난다.이때 타인이 처한 상황이

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공감의 인지 요소도 물론 요하

다.하지만 박성희(1996),김혜리(2013)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타

인이 경험하는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공감의 정서 요소가 도움

행동에서 좀 더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정서 공

감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일수록 빈곤층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많이 일어

나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그리고 실제로 정서 공감 능력이 높은 학습자들에게서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다면,이는 빈곤 문제 해결을 해서

는 빈곤층이 겪는 고통에 한 정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빈곤 문

제 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과 학습자들의 공감 능력을 계발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 3>으로 “정서 공감 능력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

의도가 다를 것이다.”를 설정하 다.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 가설들과 연구 문제를 검증해 보았다.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효과

인 빈곤 문제 텍스트를 제작하고,사회과 교사들이 빈곤 문제 수업

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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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과 선행 연구 검토

1.빈곤 문제 학습과 시민 교육

(1)빈곤 문제의 개념 성격

일반 으로 빈곤은 “생존을 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욕구가 충족

되지 않은 상태나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충분하지 않

은 상태”로 정의된다(김교성 외,2008,p.299).그러나 이때 생존을 단순

히 육체 생명의 유지로 보느냐 인간다운 생존으로 보느냐에 따라 기본

욕구의 범 가 달라지기 때문에 빈곤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사회

인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사실 쉽지 않다(김수 ,이 주와 손병돈,2009,

pp.20-21).그리고 최근에는 빈곤을 단순히 물질 욕구를 충족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소득 수 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

나,“삶을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역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는

상태”로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즉 빈곤은 최 생계를 유지할 수 있

는 수 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결핍 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빈곤

은 한 사회 계로부터의 단 이나 교육과 같이 자기 발 을 꾀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의 박탈,건강한 육체나 정신의 상실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들과 련되기 때문이다(신명호,2001,p.114).그래서

유엔 사회권 원회에서는 빈곤을 “ 한 삶을 하고 여타 시민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리를 리는데 필요한 자원,능력,

선택,안 ,힘이 지속 이고 만성 으로 박탈되는 조건”이라고 정의한다

(국가인권 원회,2008;미류,2008,p.9에서 재인용).

빈곤 문제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우선 빈곤 문제는 사회 구조

인 문제로 볼 수 있다.빈곤의 발생 원인이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사회 제도나 불평등한 구조와도 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물론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 제한 생활로 인해 빈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



-7-

에서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임 과 실직,불안정한 일자리,

질병,장애,노령화 등으로 인해 빈곤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빈곤에 한 사회 책임이 더 강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하기 한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고 있다(신명호,2001,p.120).이 듯

빈곤 문제를 제 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해서는 사회 구조 차원의

근이 필요하다.

빈곤 문제는 민주주의와도 깊은 련이 있다.먼 빈곤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근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인권 문제이다.

빈곤은 삶의 다양한 역에서 사람답게 살 권리의 박탈을 가져오고 자존

감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그리고 빈곤층의 증가는 소득층의 투표율

하락 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생계 문제 때문에 투표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이는 민주주의가 시민의 참여를 요한 기반으로

한다는 에서 민주주의에 심각한 결함을 가져온다. 한 빈곤과 불평등

의 증가는 사회 연 를 해치고 공동체의 괴로 이어져 민주주의를 약

화시킬 수 있다(김순 ,2004,pp.141-142).따라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

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고,민주주의를 발 시키기 해

매우 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빈곤 문제 학습의 시민 교육 의의

빈곤 문제 학습은 학습자들이 사회과 교육 목표로서 시민성의 다양한

요소들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에서 시민 교육 의의가 매우 크

다.우선 앞에서 언 한 것처럼 빈곤 문제는 빈곤 문제가 갖는 성격상

인권,정의와 불평등,사회 약자와 그들의 고통을 제거하는 문제를 다

루게 되는데,이 과정에서 정의감,사회 약자에 한 배려,공감 능력,

합리 사고와 문제 해결력과 같은 시민 자질들을 가르칠 수 있다.

빈곤 문제 학습은 시민성을 구성하는 정의 요소 공동체의 문제

해결 의지와 참여라는 핵심 능력들을 키워 수 있다는 에서도 의미가

있다.사회과에서는 빈곤 문제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빈곤에 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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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식을 가지고 합리 해결책을 탐색하여 궁극 으로 빈곤문제해결 행

동에 직 나서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사회 문제는 한 개인이나

소수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다수의

극 인 참여가 요구되며(이승종,2001,p.293),시민은 공동체의 구성

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심을 가지고 발언하고 행동하

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다.학습자들이 그들이 학습한 것을 시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과 교육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사회과를 학습하고 나서 시민으로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사회과 교

육은 시민 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장원순,2003,

p.181).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처럼 빈곤 문제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이

빈곤 문제 해결을 한 참여 의지를 갖도록 하는 일은 정의감과 배려,

문제 해결력,공동체 발 에의 참여와 같이 사회과에서 상정하는 시민성

양성에 크게 이바지하는 일이며 동시에 빈곤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 발

을 가져오는데 기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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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효과

(1) 이 의 개념 효과

“ 이 (framing)”은 일반 으로 일정한 방향에 맞추어 제목을 정하

고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며 내러티 (narrative)등의 수사 기교를 사

용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ruckman,2002,p.

227).Entman(1993)은 이 에는 반드시 선택(selection)과 성

(salience)이라는 요소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이란 틀 짓기인

임을 행하는 것(toframe)으로서,인식된 실의 어떤 측면을 선택하고

그것을 독자들의 에 띄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텍스트에서 좀 더 두

드러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을 “메

시지의 특정 요소를 선택하고 두드러지게 하여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

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많은 경우 의사소통과 련된 텍스트(communicating

text)의 힘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텍스트를 어떻게 이 하느

냐가 사람들의 사고와 단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Entman,

1993,p.51).커뮤니 이션 분야에서는 선택 상황에서 안들이 어떤 방

식으로 기술되느냐,즉 이 되는가에 따라 안들에 한 수용자들

의 선호가 달라지고 이것이 수용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향을 “ 이

효과(framingeffect)”라고 부르고 있다(이미나,2012,p.190).

사람들은 논리상으로는 같은 뜻이더라도 단어나 문구를 어떻게 다르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선호를 바꾸기도 한다(Druckman,2002,p.

228). 를 들어 고기를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고기를 “살코기 몇 %”로

표 하면 그들은 좋은 맛과 같은 고기의 호감 가는 특징에 주목하게 된

다.반 로 “지방 몇 %”라고 묘사하면 기름이나 건강상의 험과 같이

고기의 달갑지 않은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즉 정 는

부정 용어로 이 된 정보는 소비자들의 제품 평가에 향을 미칠

수 있다(Levinetal.,1985,p.375).실제로 Levin과 Geath(1998)에 의하



-10-

면, 같은 쇠고기를 “살코기 75%”와 “지방질 25%”로 각각 다르게 표

했을 때,소비자들은 “지방질 25%”라고 표시된 고기보다 “살코기 75%”

라는 상표가 붙은 고기가 맛이나 품질 면에서 더 훌륭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효과를 잘 보여주는 Tversky와 Kahneman(1981)의 유명한

실험이 있다.이들은 같은 상황을 변형시켜 표 한 뒤 실험 참가자들

이 그 상황에서 어떤 안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았다.실험 내용은 미국

정부가 600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상되는 아시아에서의 염병 발생을

막기 해 두 가지 안을 마련했는데,그 하나의 안을 택하라는 것

이었다.먼 문제 1에서 연구자들은 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안 A를 선택하면 200명이 “살게 된다.”, 안 B를 택하면 1/3의 확률로

600명을 “살릴 수 있다.”실험 결과,72%의 학생들이 안 A를,28%가

안 B를 선택하 다.문제 2에서는 이 실험을 조 변형시켜 다음과 같

이 안을 제시하 다. 안 C를 선택하면 400명이 “죽게 된다.”, 안

D를 채택하면 2/3의 확률로 600명이 “죽을 수 있다.”그 결과,22%의 학

생들이 안 C를,78%의 학생들이 안 D를 골랐다.문제 1과 2는 모두

“200명은 살고 400명은 죽는다.”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표 했을 뿐인데,

이익(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강조하며 정 으로 이 한 문제 1에서

는 많은 실험 참가자들이 일부를 확실히 살릴 수 있는, 험을 회피하는

쪽의 안 A를 선택하 다.반면 손해(죽는 사람)를 강조하며 부정 으

로 이 한 문제 2에서는 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이 다수를 죽이는

것보다 험을 감수하면서 일부라도 살릴 수 있는 D쪽을 선택한 것이다.

즉 이 실험은 같은 상황도 어떻게 이 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효과에 한 연구 결과들은 계속 축 되고 있다.이 웅

(2001)은 신문고시에 한 동일한 내용의 뉴스를 정부 통제,자율 시장,

시장 개 이라는 측면에 을 맞춰 각각 다르게 구성했을 때,기사에

한 실험 참가자들의 해석(신문고시 부활에 해 찬성이나 반 )이 달

라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동일한 사건이나 이슈라 할지라도 뉴스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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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수용자의 해석과 의견이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고학과 언론학 분야에서 진행된 이 효과에 한 연구

들은 사회과 텍스트 구성에도 유용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특히

사회 문제 학습처럼 최종 으로 학습자들을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설

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행동 실천 의지를 갖도록 하는 일이

요하다.그러기 해서는 먼 학습자들이 사회 문제 텍스트를 읽고 문

제 해결에 나서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텍스트를 매력 으로 만들어야 한

다.텍스트는 교수ㆍ학습 장에서 학습을 안내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특

정 태도나 의견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기능을 하는 매체로서(김 수,

1992,p.169),사회과에서 가장 손쉽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수ㆍ학습

자료이기도 하다.따라서 학습 효과를 최 화할 수 있는 텍스트를 개발

하는 일은 사회과에서 매우 요한 의의를 갖는다.이때 이 효과

에 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가져와 용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 효과에 한 연구들에 따르면 같은 내용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해석과 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사회과 교육 분야에서 이 효과를 활용한 텍스트

구성 방안에 한 연구는 이미나(2011,2012)의 연구 등을 제외하면 아

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연구자가 심을 가

지고 있는 빈곤 문제와 련하여,학습자들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높이는데 효과 인 빈곤 문제 이 방식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2)이성 vs.감성 이 효과

메시지는 수신자의 주의를 사로잡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

시키며 신뢰하게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커뮤니 이션 요소 하

나이다(홍재욱,1991,pp.73-76).그리고 설득 메시지의 이 방식은

설득에서 가장 기 가 된다.이때 표 인 메시지 이 방식으로는

정 이 과 부정 이 ,이성 이 과 감성 이

등이 있는데,본 연구에서 특별히 심을 가지고 본 이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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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이 과 감성 이 이다.“이성 이 ”은 송신자가

자신의 신념이나 의견을 주장할 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나 논

리를 수용자에게 제시하여 설득력을 얻는 방법으로,주로 상에 한

사실과 정보를 달하는데 무게를 둔다.반면 “감성 이 ”은 사실

과 상황을 묘사할 때 감성이나 느낌을 강조하며 수용자의 감동을 자아내

는 방식으로,수용자의 감정 경험을 인출하게 만드는 것을 시한다

(임동욱,2003,pp.53-56).1)

오랫동안 감정(emotions)은 평화로운 사회 연 를 방해하고 이성

(reason)과 건 한 도덕 단을 해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왔다.그러

나 사회 심리학자들은 때로는 감정이 건 한 이성 활동에 지장을 주어

사람들을 비이성 으로 행동하게 만들기도 하지만,한편으로는 이성을

도와 건강한 계와 좋은 인생을 효과 으로 추구하는데 필수 인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Gilovichetal.,2013,p.196).

최근에는 감정이 친사회 행동(prosocialbehavior)을 이끌어내는

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 졌다.친사회 행동이

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목 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을 의미한

다(Aronson,Wilson& Akert,2010,p.324).특히 동정심(sympathy),염

려(concern),연민(compassion)과 같은 감정들은 고통 받거나 연약한 사

람들을 향한 친사회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Gilovichetal.,2013,p.221).

도움 행동(helpingbehavior)에 한 연구들도 도움 행동의 동기로서

감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도움 행동이란 친사회 행동의 한 종류

로서,나 기나 기부 행 와 같이 “되돌아 올 어떤 외 보상을 기 함

없이 타인에게 혜택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서 연,1984,p.156).도움

1)이 책의 자는 “이성 소구(rationalappeal)”와 “감성 소구(emotional

appeal)”라고 표 하 다.“소구(appeal)”란 “자기의 주장이나 결론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도록 호소함”을 의미한다.그런데 고학자들은 소구(appeal)와 이

(framing)두 용어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혼용해서 쓰는 경우

가 많다(이미나,2011,p.33).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용어상의 통일을 기하기

해 소구와 이 두 용어를 “ 이 ”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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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같은 친사회 행동은 시민 교육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에서 심

을 가지고 있는 역이기도 하다.남을 해 헌신하는 착한 사마리아인

상에 한 연구들(Dovidioetal.,1991;Pillavin,Rodin & Pillavin,

1969)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데서부터

도움 행동이 시작된다고 주장하 다.공감과 이타주의에 한 연구들

(Batsonetal.,1991;Batson,Early& Salvarani,1997)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victim)의 을 취해보는 것과 그가 곤경에서 어떻게 느 을지

상상해보는 것이 사람들에게 고통과 같은 공감의 감정들(feelingsof

empathy)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이런 감정들은 사람들이

상 방을 돕겠다고 결정하는 일과 직 으로 련되어 있다(Kogut&

Ritov,2007,p.151에서 재인용).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을 얼마나 감정 으로 두드

러지게 표 하느냐는 사람들이 도움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향을 미친

다.강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은 도움 받을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사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 한 냉담한 반응은 그들의

상황과 고통을 의미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표상되도록 만들

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도움이 필요한 상에 한 정보가 사람들에

게 구체 인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만들 수 있다면,정보가 객 이고

(detached)추상 이거나 막연할 때보다 더 강렬한 감정 반응들을 가

져올 수 있다(Dickert,Sagara& Slovic,2011,p.362).

사람의 감정은 의사 결정 과정에 자주 직 이고 즉각 인 향을 주

어 행동이라는 반응을 일으킨다.특히 도움 행동을 진시키는데 있어서

감정은 핵심 인 역할을 한다(Kogut& Ritov,2007,pp.151-156).다른

사람의 고통을 마주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감정 반응들은 남을 돕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요한 동기가 되기 때문이다(Dickert,Sagara&

Slovic,2011,p.361).그래서 기아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한 기부 캠페인의 경우 기부 수혜자들에 해 연민이나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 근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raser,Hite& Sauer,1988;Bagozzi& Moore,1994;부경희,20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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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에서 재인용).굿네이버스,월드비 등 여러 비 리 자선 단체들도 기

부를 이끌어내기 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사진이나 상물을 이

용해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설득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성

신,김지연과 민승기,2011,p.640).

특히 즉각 인 감정 반응을 불러오는 자극물은, 요한 논리 결론

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자극물보다 효과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Kogut

& Ritov,2007,p.156).따라서 한 개인이 겪는 고통을 감성 으로 생생

하게 이 한 정보는 객 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는 통계 사실보

다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효과 일 수 있다(Gilovichetal.2013,p.

288).왜냐하면 생생한 정보가 생생하지 않은 정보보다 사람들의 감정

반응을 더 잘 이끌어내기 때문이다(Kopfmanetal.,1998,p.286).이때

정보가 생생하게 묘사되었다는 것은 사진이나 그림,사례를 넣어 감정

으로 흥미 있고,구체 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며,시공간 으로 가깝게

느껴져 사람들의 주의와 상상력을 자극하기 쉬운 것을 의미한다(Taylor

& Thompson,1982,p.156).

이성 vs.감성 메시지 이 방식이 기부 의사에 미치는 효과

에 해 알아본 박장원과 박 순(2007)의 연구에서는 이성 이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보다 감성 이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에서

더 높은 기부 의사가 나타났다.즉 기부 상자인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의 실에 한 통계와 객 인 사실이 담긴 메시지보다 이들의 어려운

상황과 슬 처지를 표 해 동정심에 호소하는 메시지에서 기부 의사 평

균값이 높게 나왔고 그 차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했다.

김소윤과 이 우(2007)는 장기 기증에 한 내러티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검증해 보았다.이야기를 사용하는 내러티 방식은 감정 달이

용이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설득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연구 결과,내러

티 를 사용한 설득이 통계 자료를 이용한 설득에 비해 더 높은 수 의

감성 반응을 이끌어냈고,장기 기증에 한 보다 정 인 태도를 갖

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 참여 유도와 련하여 통계 자료를 이용해 이성 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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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과 내러티 를 활용해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 어느 것이 더

효과 인지에 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하지만 내러

티 와 같이 감정을 달하기 쉽고 구체 이며 생생한(vivid)메시지가

통계 메시지보다 더 기억에 남고 설득 이라는 것이 지 까지의 지배

인 연구 결과이다(Harte,1976;Koballa,1986;Nisbett& Ross,1980;

Sherer& Rogers,1984;Taylor& Thompson,1982).요컨 내러티

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흥미를 돋우는 매우 강력하고 효과 인 도

구이다(Bruner,1986;Kopfmanetal.,1998,p.282에서 재인용).

제품 매 액의 일부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는 마 기법

인 공익 연계 마 (CRM:Cause-RelatedMarketing)메시지에서 이성

vs.감성 이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도 있다.먼 최자 과

최윤식(2011)에 의하면 공익 연계 마 기법은 이성 이 메시

지보다 감성 이 메시지에서 더 큰 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연구자들은 “제품 구매 가격의 1%는 소득층을 해 쓰입니

다.”는 문구를 공통 으로 넣은 우유와 아이스크림 고 메시지를 각각

이성 이 과 감성 이 방식으로 제작한 후,실험 참가자들

의 제품에 한 태도와 구매 의도를 측정하 다.이성 이 메시

지에는 칼로리, 양소 함량 등과 같이 제품에 한 객 인 정보들을

담았고,감성 이 메시지에는 제품과 련된 감성 인 이미지와

문구를 넣었다.그 결과,감성 으로 이 된 메시지에서 이성 으로

이 된 메시지보다 공익 연계 제품에 한 더 정 인 태도가 나타

났고 구매 의도 한 더 높게 나왔다.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사람들이

기부와 련된 메시지를 감성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감성

일치성(emotionalcongruency)이 강화되기 때문에 정 인 제품 태도와

구매 의도가 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 다.즉 공익 연계 마 메시

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행 를 이끌어내기 한 목 을 가진 메시지

로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게 되므로 메시지를 읽은 피험자들이 자신

의 재 상태와 일치하는 감성 정보를 이성 정보보다 더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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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연계 마 에서 메시지 유형에 따른 설득 효과에 해 알아본

김충 과 도은혜(2015)의 연구에서도,소비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내러

티 메시지가 객 정보를 제시하는 비내러티 메시지보다 설득 효

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청바지 랜드를 소재로

기부 내용과 상은 동일하게 하고,감성 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제작한

내러티 메시지와 통계 수치와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한 비내러티 메

시지를 실험 상자들에게 노출시켰다.그 후 랜드에 한 반 인

평가와 구매 의도를 측정한 결과,감성 으로 이 한 내러티 메시

지에 노출된 집단이 이성 으로 이 한 비내러티 메시지에 노출된

집단보다 랜드에 해 더 정 인 태도를 보 고 구매 의도 한 더

높게 나타났다.

메시지의 속성이 기부 의향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성 신,

김지연과 강정석(2014)에 따르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구체 인 메

시지가 추상 인 메시지보다 기부 의향을 높이는데 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결과,“당신의 도움 없이 아이들은 인생의

좌 을 경험해야 합니다.”와 같은 추상 인 메시지보다 “당신의 도움 없

이 아이들은 물을 흘리며 살아가야 합니다.”와 같이 감정에 호소하는

구체 인 기부 고 메시지에서 기부 의향 액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

타난 것이다.연구자들은 감정 인 단어들을 사용한 구체 인 메시지가

실험 참가자들의 기부 수혜 아동에 한 심상(mentalimagery)유발을

도와 동정심,죄책감 등의 감정 반응을 잘 이끌어 냄으로써 기부 의향

에 더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해석하 다.실제로 피험자들을

상으로 실험 자극에 한 뇌의 반응을 평가해 본 결과,기부 메시지가

추상 일 때보다 구체 일 때 심상 유발 정도를 반 하는 뇌 가 유의하

게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udts와 그의 동료들(2010)은 미국 의 생을 상으로 이성 이

과 감성 이 어떤 메시지 략이 골수 기증 로그램에 등

록하게 만드는데 더 효과 인지 알아보았다.이성 이 메시지는

기 세포 기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한 통계 자료와 함께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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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해 자세히 설명하고,감성 이 메시지는 기증자와 수혜자

에 한 감동 인 이야기를 담아 제작하 다.실험 결과,감성 이

방식이 이성 이 방식보다 골수 기증 의사를 끌어내는데 더

효과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일 내가 많은 사람의 무리를 본다면 나는 분명 행동하지 않을 것이

다.하지만 내가 만약 한 사람을 본다면 나는 행동할 것이다.”테 사 수

녀가 한 이 말은 인간 본성에 한 깊고 강력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부분의 사람들은 고통 에 있는 “한 사람(theone)”을 구하기 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하지만 같이 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한 사람(oneofmany)”의 고통에는 자주 무 심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Slovic,2007,p.80).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어려움에 처한 한 개인의 이야기는 사

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한 개인이 겪는 고통에 한 감정

이고 생생한 묘사는 추상 인 숫자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고 행

동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이 상을 우리는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

과(identifiablevictim effect)”라고 부른다(Gilovichetal.,2013,p.289).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계 수치에 근거

하여 이성 으로 이 하는 것보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특정 상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주어 감성 으로 이 하는 것이 사람들이 도

움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더 효과 일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를 잘 보여주는 가 있다.바로 Jessica라는

아기 이야기이다.1987년 텍사스에 사는 18개월 된 Jessica라는 아기는

깊은 우물 안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사고 직후 미국의 모든 뉴스

채 을 통해 Jessica의 천진난만한 얼굴이 계속해서 방 되면서 Jessica

는 사람들에게 단히 많은 동정심을 받았다.그 결과 Jessica의 가족들

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성 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Jessica에 한 사람들의 이런 동정 인 반응과는 조 으로,사람들이

희생자에 한 통계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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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미국에는 16%의 아동이 빈곤 상태에 있고 해마다 수천 명의 아

이들이 교통사고로 죽는다.만약 Jessica에게 간 돈이 통계에 나온 이 아

이들을 돕는데 기부되었다면 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희생자에 비해 통계 수치에 근거한 희생자들

(statisticalvictims)에게 훨씬 더 은 동정심과 함을 보인다는 사실

을 말해 다(Loewenstein& Small,2007,p.118).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감정이 도움

행동을 진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Kogut& Ritov,2007,p.151).인식 가능한 희생자를 묘사하는 이야기

는 보통 매우 감정 이다.희생자는 자주,우리의 동정심을 자극하는,의

지할 곳이 없는,무력하고,비난하기 어려운,죄 없는 사람들로 표 되기

때문이다(Jenni& Loewenstein,1997,p.237).따라서 인식 가능한 희생

자는 사람들에게 강렬한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도움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우리의 마음은 추상 인 정보를 할 때보다

“한 사람”이 “구체 으로”인식될 때 더 크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

었다.Kogut과 Ritov(2005)는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가 체로 “인식

가능한 희생자”가 “1명”인 경우에 한정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 냈

다.이들은 많은 비용이 드는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아 아동에

한 이야기에서 아동의 수(1명 vs.다수)와 인식 가능성(이름,나이,사진

을 제시 vs.이름,나이,사진 제시 없이 단순히 치료가 필요하다고만 언

)을 조작한 후,실험 참가자들에게 아동을 살리기 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연구 결과,인식 불가능한 1명의 희생자,인식

불가능한 다수의 희생자,인식 가능한 1명의 희생자,인식 가능한 다수의

희생자 조건 ,인식 가능한 1명의 희생자 조건에서 기부 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구체 으로 인식된 1명의 희생자

가 참가자들에게 슬 고 괴로운 감정을 가장 강하게 불러일으켰고,이런

감정 각성(emotionalarousal)이 희생자를 돕고자 하는 의도와 연결되

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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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연(2011),박하연,성 신과 김지연(2013)도 수혜자의 인식 가능성

이 기부 의도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이들은 수혜자

1명의 이름과 나이를 제시하여 수혜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와 수혜자의 이름과 나이에 한 정보 없이 수혜자를 불특정 다수로 제

시한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동정심과 기부액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수

혜자가 특정 개인으로 제시된 경우가 불특정 다수로 제시된 경우보다 더

큰 동정심과 기부액을 나타냈고,그 차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하 다.즉

사람들은 집단보다 인식 가능한 특정 개인에게 더 큰 동정심을 느끼고

더 많은 기부를 하고자 하 다.

안아림과 민동원(2013)은 수혜자 수와 인식 가능성이 제품 구매시 일

정액이 기부되는 공익 연계 상품에서도 마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이라는 을 확인하 다.즉 제품 구매시 시각 장애인을 돕는

데 일정액이 기부되는 오 지 주스 고에서 “시작 장애 아이들 10명을

후원한다.”고 단순하게 서술했을 때보다 “시각 장애를 가진 다섯 살 은

수를 후원한다.”고 인식 가능한 1명으로 서술했을 때 해당 제품의 구매

의도와 해당 제품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의도가 모두

더 높게 나왔다.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해당 고에 공감한 정도

도 측정했는데,피험자들은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때보다 특정한 1명

으로 제시된 경우 해당 고에 감정을 더 많이 이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발견 결과들을 바탕으로 수혜자가 인식 가능한 1명일 때

사람들이 공감 정보 처리를 가장 잘 하게 되기 때문에 공익 연계 마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 다.

Small,Loewenstein과 Slovic(2007)은 인식 가능한 희생자,통계 희

생자,통계 정보를 합친 인식 가능한 희생자,이 게 총 세 개의 조건에

서 사람들의 기부 액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실험 참

가자들에게는 아 리카의 기아 문제 해결을 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를 읽게 하고 5달러를 자선 단체 SavetheChildren에 실제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인식 가능한 희생자 조건에서는 말리에 사는 7살

소녀 Rokia의 사진과 함께 Rokia가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정보를 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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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아 감성 으로 이 하 다.통계 희생자 조건에서는 편지에 아

리카에서 기아에 시달리는 아동들의 숫자를 제시하여 이성 으로

이 하 다.통계 정보를 합친 인식 가능한 희생자 조건에서는 아 리

카의 일반 인 기아 통계와 Rokia이야기를 편지에 함께 제시하 다.실

험 결과,인식 가능한 한 아이 Rokia에 한 정보를 감성 으로 이

해 제작한 편지를 읽은 집단의 기부 액이 가장 많았고,집단 간의

기부 액 차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미했다.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난 이유를 희생자의 인식 가능성이 사람들의 감정 체계(affective

system)를 작동시켜 동정심을 더 잘 이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반

면 통계 정보를 합친 인식 가능한 희생자 조건에서 기부 액이 낮게 나

타난 이유에 해서는 사람들이 통계 자료를 하면 숙고(deliberative

thinking)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감정 반응을 약화시켰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 다.

통계 수치로 표 된 희생자보다 인식 가능한 희생자처럼 생생한 사례

가 더 강한 감정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은 이 처리 모델(dual

processmodel)로도 설명이 가능하다.이 처리 모델에 의하면 사람들

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은 감정 체계(affectivesystem)와 숙고 체계

(deliberatesystem)두 가지로 나뉜다.감정 체계는 신속하고 자동 으

로 작동하는 반면 숙고 체계는 느리고 의식 인 노력이 수반된다.그리

고 감정 체계는 사고의 상이 구체 이고 개인 이며 생생할 때,숙고

체계는 상이 추상 이고 개인 인 것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Small,Loewenstein& Slovic,2007,pp.144-145).두 체계

는 각각 System 1과 System 2로도 불리는데,System 1이 직 이고

의식 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문제에 한 빠른 단을 꾀하는데 반

해,System 2는 숙고 인 동시에 계산 이고 추론 이며 System 1에

의한 단을 확인하거나 단시키는 감시 장치로서 작동한다(Sunstein,

2005,p.533). 한 System 1이 연상 (associative)이고 구체 이며 감

정 인 처리와 련되는 반면,System 2는 속도가 더디고 의식 인 노

력이 수반되며 추상 인 정보 처리와 련된다.따라서 희생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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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숙고 체계인 System 2에 의해 처리될 때보다 감정 체계인

System 1에 의해 처리될 때,더 강한 감정 반응이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왜냐하면 System 2에서는 감정 반응이 숙고 인 과정들을 거치

며 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Dickert,Sagara& Slovic,2011,p.362).

생생한(vivid)이미지가 갖는 힘은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된다.생생한 이미지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

여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생생한

이미지는 텍스트를 감성 으로 이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희생자에 한 생생한 묘사는 추

상 인 통계 자료보다 설득에서 자주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Collins

etal.,1998;Shedler& Manis,1986;Taylor& Thompson,1982;

Gilovichetal.,2013,p.289에서 재인용).그리고 도움 행동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동정심이라는 감정은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시각 인 이미지와 이미지의 생생함에 큰 향을 받는다(Loewenstein&

Small,2007,p.118).

Baghi,Rubaltelli와 Tedeschi(2009)는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생생

한(vivid)메시지가 공익 연계 마 효과를 높여 다는 것을 확인하

다.연구자들은 우선 스 게티,치약,핸드폰 충 기라는 세 개의 상품을

가지고 각각 두 종류의 공익 연계 마 메시지를 제작하 다.하나는

상품 구매시 구매 가격의 5%가 기아나 쓰나미 피해,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는 자선 단체에 기부된다는 내용의 생생하지 않은(pallid)메

시지 고,다른 하나는 상품 구매시 식량 부족으로 심한 굶주림에 시달

리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2004년 크리스마스 때 쓰나미로 학교와

병원을 잃은 동남아시아 사람들,암으로 투병하며 새로운 치료법을 필요

로 하는 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표 하여 감정을 자극하도록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한 메시지 다.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어떻게

이 된 메시지의 공익 연계 상품을 더 선호하는지,메시지에 소개된

상품을 구입하기 해 얼마의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제품 구입을 통해 돕게 되는 상을 감정 인 단어들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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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여 감성 으로 이 한 메시지에서 상품 선호

도와 지불 의사가 모두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생생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구체 인 이미지를 만들고

강한 감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Jackson,Meltzoff와 Decety(2005)는 사람들이 단지 다른 사람의 고통

을 찰하기만 하여도 자신이 고통을 경험할 때 작동하는 뇌 역이 동

일하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연구자들은 고통을 상상할 수 있

는 사진(손이나 발이 문에 끼거나 칼에 손을 베는 장면)과 고통을 야기

하지 않는 립 인 사진(단순히 손으로 문을 여는 장면,칼을 이용해

요리하는 장면)을 각각 보여주고 자기 상공명장치(fMRI)로 실험 참가자

들의 뇌 활동을 촬 해 분석하 다.그 결과 피험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는 사진을 제시했을 때,사람이 고통을 느낄 때 작

동하는 신경망으로 알려진 측 상회(anteriorcingulate)와 두엽

피질(anteriorinsula)과 같은 뇌 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

다.그리고 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사진을 본 후 사진 속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일어났을 고통스러운 상황을 상상하게 되었다고 답했다.연구

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에 향을 받

는다는 것과,고통의 감정이 신체 인 자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하는 다른 사람을 찰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 다.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처한 힘든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사진을 제시해 감성 으로

이 하면 메시지 수용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상이 겪은 고통을 직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수단의 Darfur에서 일어난 량 학살 사태는 “실제 상황”이지만 우리

는 그 실을 “느끼지”못한다.이처럼 숫자는 우리들의 감정(emotion)이

나 기분(feeling)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실패한다(Slovic,2007,p.80).그리고 사람들은 사실

과 수치에 빨리 무감각해진다.숫자에 의해 유발된 감정은 이미지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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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 감정만큼 길게 유지되기가 힘들다.반면 이미지는 숫자보다 자주

우리의 주의를 더 강렬하게 끌고 감정과 의미를 성공 으로 달하는 역

할을 할 수 있다.그 사람의 얼굴은 감정을 달하는 표 인 비언어

의사소통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연민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데

는 얼굴과 이름 등이 함께 제시된 “인식 가능한 한 명의 희생자”에 필

할 만한 것이 없을 것이다(Slovic,2007,p.86).이는 도움을 필요로 하

는 사람의 감정이 잘 표 된 얼굴 사진을 이용해 그를 인식 가능한 한

사람으로 느끼도록 감성 으로 이 할 경우,도움 행동을 가져오는

감정들을 보다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다.Mathur와 그의

동료들(2010)의 연구에서도 실험 참가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감정을 드러내지 않는(neutral)사진을 보았을 때보다

사진 속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해 돈과 시간을 더 기부하고 싶

다고 답하 다.

Small과 Verrochi(2009)도 수혜자의 얼굴 표정이 동정심과 기부 행

유발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요소라고 주장하 다.연구자들은 수

혜 아동의 얼굴 사진이 담긴 자선 단체의 고 단지를 실험 참가자들

에게 보여주고,같이 나눠 10달러를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아동 암 연구

재단에 기부해 달라고 요청하 다.이때 수혜 아동의 얼굴은 슬 표정

과 행복한 표정,무표정,이 게 세 가지 조건으로 각각 조작해 제시하

다.실험 결과,슬 얼굴의 수혜 아동 사진을 넣어 슬픔의 감정이 잘

달될 수 있도록 감성 으로 이 한 메시지를 읽은 집단에서 가장 높

은 수 의 동정심과 기부 액을 나타냈고,집단간 차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했다.연구자들은 피험자들이 슬 얼굴을 한 수혜 아동을 보았을

때 슬픔의 감정이 그들에게 해졌고 이것이 결국 아동에 한 동정심을

불러일으켜 기부 행 를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하 다.

우리는 상 방의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자동 이고 무의

식 으로 악할 수 있다.타인의 주된 정서 상태가 찰자에게 자연스

럽게 염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우리가 타인의 정서 표 을 무의식

으로 흉내 냄으로써 그 사람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상을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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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emotionalcontagion)”이라고 한다.정서 염은 일종의 원 이고

자동 인 형태의 정서 이 상으로,학자들은 이를 다른 사람의

에서 생각해보는 것을 포함하는 좀 더 숙고 인 공감과 구분하고 있다

(Small& Verrochi,2009,p.778).따라서 감정을 표 하는 얼굴 사진을

사용하여 감성 으로 이 한 경우, 찰자는 얼굴 표정을 보고 자동

으로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정서 표 을 무의식 으로 따라함

으로써 그 사람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김정식과 김완석(2007)

의 연구에서도 밝 졌다.연구자들은 우리가 타인의 정서를 경험하는 것

은 그가 처한 상황에 한 해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며,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서

가 이되는 공감과는 달리,인지 해석 과정이 개입되지 않은 보다 순

수한 정서 이 상인 정서 염이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이들은 정

서 염이 공감과 독립 으로 일어나는 상임을 증명하기 해,실험

자극물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의 얼굴 표정과 인터뷰 내용을 일치시키

거나 일치하지 않게 조작하여 총 네 개의 처치 조건을 만들고 실험을 진

행하 다.즉 비디오 속 장애 학생의 표정은 즐거운 표정이나 슬 표정

으로,인터뷰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학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정 인

내용과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정 인 내용으로 각각 제작하

다.그리고 비디오 시청 후 참가자들의 정서 상태 변화를 자기 보고

식 설문지와 화면 속 장애 학생의 표정을 무의식 으로 따라하는 빈도수

로 각각 측정하 다.실험 결과, 정 표정- 정 내용 조건에서는

정서 상태가 정 인 방향으로,부정 표정-부정 내용 조건에서는 부

인 방향으로 변화했다.특이한 은 정 표정-부정 내용 조건에

서는 정서가 약간 정 인 상태로 변화하 고,부정 표정- 정 내용

조건에서는 정서가 더욱 부 인 상태로 변화했다는 이다.즉 피험자들

의 정서는 인터뷰 내용보다 그들이 찰한 상의 표정과 일치하는 방향

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사람들이 험을 인식하는 방식도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

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수 있다.우리는 험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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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험의 수 만이 아니라 그 험이 모집단 체에서 어떻

게 분포하는지도 고려한다.이때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험보다 특정

지역이나 인구 안에 집 된 험에 심을 더 갖는 경향이 있다.그런데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에서 희생자는 도움을 주어야 할 “오직 한 사

람”으로 표 된다.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인식된 희생자 1명에게 험이

집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희생자에 해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n명의 사람 n명이 다 죽는 상황을 낳기 때문이다. 를 들어 만약 올

해 비행기 사고로 120명의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면,그 120명은

비행기를 타는 수백만의 사람들 120명에 불과하다.그러나 120명의

승객을 싣고 가던 비행기가 충돌하여 탑승했던 승객들이 모두 사망했다

면,그것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체 승객 120명 1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Jenni& Loewenstein,1997,p.238).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통계 수치로 표 된 희생자보다 인식 가능한 희

생자를 돕는 것의 가치를 더 크게 인식한다.인식 가능한 희생자의 경우

희생자가 곧 거 집단(referencegroup)이 되기 때문에 그를 돕는 것은

집단 체를 돕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그러나 통계 수치로 표 된

희생자는 그 수치보다 더 큰 모집단이 거 집단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

은 효과성을 게 인식한다.그래서 사람들은 1천명 의 20%를 돕는

것보다 1명을 100% 돕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다(박하연,2011,pp.

17-18).요컨 사람들은 생명의 가치를 단할 때 인 수보다 그

것이 거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더 민감하다. 를 들어 200명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10명이 죽은 참사에 해 사람들은 많은 우려를 표

한다.200명 10명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만약 10

명의 생명을 앗아간 같은 사고가 수백만 명이 사는 곳에서 발생했다면

사람들은 더 은 심을 보일 것이다.사람들에게 수백만 명 10명은

그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조 (dropinthebucket)으로 인식되기 때문

이다(Small,Loewenstein& Slovic,2007,p.144).

Hamill,Willson과 Nisbett(1980)은 딱딱한 통계 자료를 이용해 이성

으로 이 했을 때보다 한 개인에 한 생생한 사례로 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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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을 하 을 때 독자들이 태도를 바꾸는 경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

견했다.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형 인 사례는 아니지만 복지

수혜자 한 개인에 한 생생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와 복지 수혜자들의 실

태에 한 통계 자료를 읽게 하 다.그러고 나서 복지 제도에 한 피

험자들의 태도 변화를 측정하 다.실험 결과,실제로 복지 수혜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는 기간은 평균 2년에 불과하고 그 10%만이 4년 이상

혜택을 받는다는 명백한 사실을 읽게 한 집단보다 복지 시스템을 악용해

오랜 기간 부정하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한 여성에 한 생생한 이야

기를 읽게 한 집단이 복지 수혜자들에 해 호의 이지 않은 태도를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통계 정보만을 가지고는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설득의 즉시 효과는 감성 이 방식이 더 우수하지만,

설득 효과의 지속성은 이성 이 이 방식이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

가 있다.Baesler와 Burgoon(1994)은 비행 청소년 문제를 주제로,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특징(이야기 vs.통계,생생한 vs.생생하지 않은)에

따른 설득 효과를 알아보았다.실험에서 연구자들이 참가자들을 설득하

는데 사용한 주장은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 힌 10 청소년 부분이

반드시 성인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그리고 그 근거를

생생한 이야기,생생한 통계,생생하지 않은 이야기,생생하지 않은 통계,

이 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여 피험자들에게 읽게 한 후,10 비행

청소년들에 한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 었는지를 측정하 다.그 결

과,즉각 인 설득 효과는 비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개인의

사례를 감성 으로 이 한 메시지가 수백 명의 비행 청소년들에

한 통계 자료를 사용해 이성 으로 이 한 메시지보다 더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메시지 노출 48시간 이후에 측정한 설득 효과는

감성 이 메시지보다 이성 이 메시지가 더 우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연구자들은 이성 이 메시지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해 통계 근거가 작동시킨 수의 법칙(law oflarge

numbers)이라는 휴리스틱의 힘이 한 개인의 사례 근거가 발생시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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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heuristic)의 힘보다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

일 수 있다고 해석하 다.2)즉 통계 자료에 언 된 비율이나 확률이 한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표본 수가 더 크기 때문에 피험자들에게 더 설득력

있고 그럴 듯하게 보 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설득 효과가 1주일

이후까지 가장 길게 지속된 것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서 주제와 련된

이미지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련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서술해 함께

제시한 경우 다.

Kopfman과 그의 동료들(1998)도 감성 으로 근하는 내러티 메시

지가 만들어내는 감정 각성(emotionalarousal)은 처음에는 강하나 시

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반면,이성 인 통계 메시지에 의해 유도

된 인식의 변화는 상 으로 더 오래 지속된다는 을 지 하 다.그

래서 짧은 시간 안에 기부 요청을 받아들이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성

이 이,미래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 이 이

더 효과 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Studtsetal.,2010,p.426).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때로는 이성 이 방식의 설득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연구도 있다.이승조와 정다운(2014)은 장애인

돕기 캠페인 인쇄 고를 이성 이 과 감성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제작한 후 메시지 이 방식이 장애인 돕기에 한 태도와

행 의도에 각각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실험 결과,장애인

돕기 행 의도에서는 이 방식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았으나,장애인 돕기 태도에서는 장애인에 한 통계 수치와 장애인을

도와야 하는 논리 이유를 제시해 이성 으로 이 한 메시지를 읽

은 집단이 장애인 부부의 가슴 아 사연을 이용해 감성 으로 이

한 메시지를 읽은 집단보다 더 우호 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그동안 도움 행동을 유도하는 메시지에서 감성 이 이

이성 이 보다 더 효과 이라고 생각되었던 것과 배치되는 흥미로

2) 표성 휴리스틱은 표본 크기와 상 없이 그 표본의 성격이 체를 표한

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단하는 것을 말하고, 수의 법칙

은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모집단의 특성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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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결과이다.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은 바로 이성 으로

이 된 메시지의 내용이다.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이타 행동을 하는

이유 에는 자신이 상 방에게 도움을 주면 언젠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도 다른 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즉 사람들의

호혜 계(reciprocalrelationship)에 한 고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선

행 연구들에 주목하 다.그래서 이성 으로 이 한 고에는 우리

나라의 장애인 비율,기부 수 에 한 정보와 함께 장애인을 돕는 행동

이 궁극 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언젠가 자신에게 찾아올지도 모

르는 불행에 비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연구자들은 이 발

견 결과를 토 로 남을 돕는 행 가 자신의 이익으로 되돌아온다는 식의

이성 설득도 돕기 캠페인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한편 연

구자들은 감성 이 방식도 지 까지처럼 돕기 캠페인에서 계속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 하 다.왜냐하면 공감

염려 수 이 낮은 피험자들에게는 이성 이 보다 감성 이

방식이 돕기 캠페인이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하는데 상 으로 더 유리

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는 타인의 불행을 염려하고 심을 갖

는 정도가 낮은 사람들로부터 도움 행동을 이끌어내기 해서는 감성

이 방식이 여 히 요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

자들은 해석하 다.

에서 살펴보았듯이,Kogut과 Ritov(2005),Small,Loewenstein과

Slovic(2007),박장원과 박 순(2007),김소윤과 이 우(2007),Baghi,

Rubaltelli와 Tedeschi(2009),Small과 Verrochi(2009),Mathur와 그의 동

료들(2010),Studts와 그의 동료들(2010),박하연(2011),최자 과 최윤식

(2011),박하연,성 신과 김지연(2013),안아림과 민동원(2013),성 신,

김지연과 강정석(2014),김충 과 도은혜(2015)등의 많은 연구들이 어려

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유발된 감정들이 도움 행동을 가져오는 요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따라서 빈곤 문제 텍스트를 감성 으로

이 하는 것이 이성 으로 이 하는 것보다 빈곤문제해결 행

동의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 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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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려면 빈곤층이 처한 상황

에 연민이나 동정심과 같은 감정들을 느끼게 만드는 일이 요하기 때문

이다.감성 이 방식은 도움이 필요한 상을 구체 으로 인식

가능하게 서술하고 감정이 잘 드러나는 얼굴 사진과 같은 생생한 이미지

나 감정 달이 쉬운 내러티 방식을 사용하게 되므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즉각 인 감정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유리하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이성 이 방식의 설득이 효과가 없

다고는 말할 수 없다.이성 이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추상

인 정보나 숫자,논리가 감정 반응을 즉각 으로 유발하는 데는 불리

할 수 있지만,Baesler와 Burgoon(1994)의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설득

효과의 지속성 면에서는 감성 이 보다 더 우수할 수도 있기 때문

이다.그 밖에 이승조와 정다운(2014)의 연구와 같이 메시지 내용에 따

라 이성 이 방식의 설득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연구

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성 으로 이 된 빈곤 문제 메시지와 감성

으로 이 된 빈곤 문제 메시지를 읽은 학습자들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하 다.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

을 설정하 다.

<가설 1>:“이성 이 vs.감성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

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3)내집단 vs.외집단 이 효과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자기와 가까

운 사람에게 정이 쏠리는 상을 이르는 말이다.사람들은 무의식 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內)집단(ingroup: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외(外)

집단(outgroup: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고,내집단 구성원

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정 으로 평가하며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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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상을 “내집단 편향(ingroup bias)” 는 “내집단 편애

(ingroupfavoritism)”라고 부른다.

내집단 편향은 인간의 기본 인 인지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사람들

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많은 정보들을 효율 으로 처리하기 해 자신을

심으로 정보를 범주화하여 처리한다. 를 들면 사람들은 타인을 볼

때 인종,종교,성별,직업 등을 기 으로 자기 집단에 속하는 “우리”와

다른 집단에 속하는 “그들” 하나로 구분하여 생각하게 된다.그리고

이 게 다른 사람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지각하게 되면 내집

단과 연 된 정보는 정 으로,외집단과 련된 정보는 부정 으로 처

리하게 된다.이런 차별 인 정보 처리 과정은 자동 이고 무의식 으로

일어난다(김범 ,2002,p.2).심지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기 으

로 집단을 구분하는 최소 집단 상황(minimalgroupparadigm)에서도 사

람들은 내집단에게는 우호 으로 행동하고 외집단에게는 배타 인 행동

을 보인다(김미희,김기범과 차 란,2005,p.39).

내집단 편향 상을 설명하는 이론들 가장 리 인정받고 있는 사

회 정체성 이론(socialidentitytheory)은 내집단 편향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을 인간의 자존감(self-esteem)에서 찾는다.한 사람의 정체성은 개

인 정체성과 사회 정체성으로 나뉘는데,개인 정체성이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에 의해 갖게 되는 정체성이라면 사회 정체성은 자신이 속

한 집단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정체성을 의미한다.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둘러싼 타인들을 “우리”와 “그들”로 범주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정체성을 갖게 되고,자신의 자아 존 감을 높이기

해 자기가 속한 내집단을 외집단에 비해 상 으로 높게 평가하게 된

다.자신이 속한 집단은 곧 자기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김혜숙과 그의

동료들,2011,p.54).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기본 으로 정 인 자

아 개념을 획득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이를 해서는 자

기가 동일시하는 내집단이 그에 하게 비되는 외집단에 비해 정

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정 인 사회 정체성의 부분은 자신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인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그래서 사람들은 외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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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내집단을 더 좋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박옥희,1990,p.40).

김범 (2002)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자신의 출신 지역(내집

단)사람들을 자신의 출신 지역이 아닌 타지역(외집단)사람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이 게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것은 자존감과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혜숙과 그의 동료들(2011)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

체성이 높을수록 한국인(내집단)에 비해 이주 노동자나 결혼 이주 여성

등의 이주민(외집단)을 부정 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밝 졌다.

Baron과 Banagi(2006)는 미국에서 6세,10세 백인 아동과 성인들을

상으로 인종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를 측정하 다.실험 결

과,6세라는 어린 나이에도 내집단(백인)편향 인 암묵 태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리고 이 태도는 이후 성인기까지

비교 안정 으로 지속되고 있었다.내재 연 성 검사(IAT:Implicit

AssociationTest)결과,각 실험 집단의 백인들은 연령에 상 없이 모두

“흑인 +좋은”,“백인 +싫은”조합보다 “백인 +좋은”,“흑인 +싫은”

조합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즉 피험자들이 암묵

으로 내집단인 백인을 더 좋아하고 외집단인 흑인에게는 인 태도

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 졌다.내재 연 성 검사는 스테 오타입

(stereotype)등 사람들이 의식 으로 지각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무의

식 이고 암묵 인 태도를 측정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를 들어 백

인,흑인과 같은 사회 범주와 기분 좋은,불쾌한 등의 정 ,부정

속성의 연합 강도를 측정하여,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두 개념이 무의식

으로 강하게 연합된 것으로 본다.반면 인종에 한 명시 태도는 연

령이 높아질수록 더 평등주의 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 보

고식으로 인종 선호도를 측정한 결과,6세 때는 강한 내집단 선호 상

을 보 으나,이와 같은 경향은 10세 아동부터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성

인들의 경우 명시 으로 내집단 선호 경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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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telmann과 Böhm(2014)도 독일 아동들을 상으로 한 실험에서 취

학 유치원 연령 의 어린 아이들에게서 이미 내집단 선호 상이 나

타난다는 것을 확인하 다.연구자들은 실제 집단에 한 개념화에 있어

발달상의 차이나 부모로부터 달받아 가지고 있는 집단에 한 태도와

같은 변인들이 실험 결과에 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기 해,6세와 8

세 아동들을 무작 로 녹색과 노란색 두 집단으로 나 후 컴퓨터 게임

을 통해 간소화한 독재자 게임을 실시했다.선행 연구들에 의하면,9세

이 의 아동들은 자신의 선호를 숨기고 사회 이미지 등을 고려해 공평

함과 같이 사회 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규범에 따라 선택할 수 있

을 정도로 아직 자신을 충분히 제어하기 힘들다고 한다.실험 결과,6세

와 8세 아동들 모두 과자,테디 베어와 같은 정 인 물건은 내집단 구

성원(자신과 같은 색의 티셔츠를 입은 인형)에게,곰팡이가 핀 빵,거미

와 같은 부정 인 물건은 외집단 구성원(다른 색 티셔츠를 입은 인형)에

게 가장 높은 비율로 나 어 주었다.즉 6세와 8세 아동 모두 자원 배분

에서 내집단 선호 상을 나타냈고,8세 아동은 6세 아동보다 더 강한

내집단 선호 경향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 등학생, 학생,고등학생, 학생을 상으로 인종에 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를 알아본 방희정,노경란과 정수진(2010)의

연구에서는 각 연령 에서 모두 암묵 ,명시 으로 강한 내집단 선호

경향이 나타났다.인종에 한 암묵 태도는 내재 연 성 검사를 이

용하여,명시 태도는 인종에 한 선호도를 직 물어 자기 보고식으

로 답하게 해 측정하 다.연구 결과,연령에 상 없이 모든 실험 집단에

서 암묵 태도와 명시 태도 모두 내집단인 한국인에 한 선호가 외

집단인 백인이나 흑인,동남아인보다 높게 나타났다.외집단 에서는 백

인에 한 선호가 가장 높았다.

차민정과 송 주(2015)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만 5세,6세 아동들도 내

집단 선호 경향을 나타냈다.연구자들은 상 방이 내집단인지 외집단인

지에 따라 아동의 자원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해 실험에

참가한 아동들에게 10개의 하트 모양 스티커를 나눠주고 이들이 내집단



-33-

구성원과 외집단 구성원 구에게 더 많은 스티커를 분배하는지 살펴

보았다.이때 내집단 구성원은 아동이 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외집단 구성원은 세연 유치원이라는 가상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으로 제시하 다.연구 결과,실험 참가 아동들은

외집단보다 내집단에 더 많은 개수의 하트 스티커를 나 어주었고,그

41.4%의 아동들은 내집단 구성원에게 10개의 스티커 6개 이상을

나 어주는 이타 분배 행태를 보여주었다.그리고 상 가 내집단인 경

우에는 스티커를 하나도 나 어주지 않는 선택을 한 아동이 없었으나 외

집단인 경우에는 17.6%의 아동이 스티커를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선택

을 하 으며,5.9%만이 이타 분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Hein과 그의 동료들(2010)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내집단 구성원과 외집

단 구성원을 볼 때 그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연구자들은 먼

축구 팬들인 실험 참가자들에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을 상징

하는 색깔의 엠블럼(emblem)이 장식된 손목 밴드를 착용하게 하고,사

에 모의한 실험 공모자와 2명씩 짝 지어 후,라이벌 의 팬들인 상

조와 경쟁 인 축구 퀴즈 게임을 하게 했다.그러고 나서 내집단 구

성원(같은 축구 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외집단 구성원(라이벌 축구 을

좋아하는 사람)이 극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극이 가져오는 고통의

세기는 시각 신호를 이용하여 자극이 가기 에 참가자들이 미리 알 수

있게 하 다.),피험자들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fMRI를 이용해 촬

하고 그들이 느낀 공감 염려 정도도 설문지를 통해 함께 측정하 다.

실험 결과,상 방이 고통받는 장면을 볼 때 피험자들 왼쪽 뇌의 두

엽 피질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왼쪽 뇌 두엽

피질의 활동은 참가자들이 고통받는 외집단 구성원을 볼 때보다 고통받

는 내집단 구성원을 볼 때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왼쪽 뇌의

두엽 피질은 공감에 여하는 역으로 알려져 있다.반면 외집단

구성원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는 왼쪽 뇌 두엽 피질의 활동이 고

쾌감을 발생시키는 추인 측좌핵(nucleusaccumbens)이 활성화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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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측좌핵이 활성화되면 도 민(dopamine)이라는 신경 달

물질의 분비가 증가해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한 실험 참가

자들은 고통받는 외집단 구성원을 봤을 때보다 고통받는 내집단 구성원

을 봤을 때 공감 염려의 감정을 더 많이 느 다고 답했다.fMRI촬

결과,참가자들이 직 보고한 공감 염려의 정도는 공감과 련된

역이라고 알려진 왼쪽 뇌의 두엽 피질의 활동과 실제로 연 되어 있

었다.연구자들은 다음 실험에서,고통스러워하는 내집단이나 외집단 구

성원을 본 피험자들에게 세 가지 행동 하나를 선택하게 하 다.그

하나는 상 방이 받는 극 고통의 반을 자신이 받음으로써 상 방의

고통을 여주는 것이었고,나머지 두 개는 상 방이 겪는 고통을 보지

않고 신 축구 비디오를 보거나 상 방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었다.실험 결과,피험자들은 상 가 외집단 구성원일 때보

다 내집단 구성원일 때 상 방의 고통을 여주기 해 자신들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돕는 선택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내집단 편향에 한 이론들에 의하면,사람들이 돕

는 상을 내집단과 외집단 어떤 집단으로 인식하는지는 도움 행동이

일어나는데 향을 수 있다.실제로 사람들이 내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원보다 더 돕는 경향은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 으

로 나타난다(Aronson,Wilson& Akert,2010,p.333).이 상은 “자기

집단 심 이타성(parochialaltruism)”이라고도 불린다.즉 인간은 자

기가 속한 집단 구성원에게는 이타 이지만 외부인에게는 모습을

띠는 경향이 있다.

설선혜,이민우와 김학진(2014)은 먼 최소 집단 상황을 이용하여 내

집단 편향 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하 다.최소 집단 상황이란 티셔츠

색깔이나 좋아하는 그림과 같이 아주 사소한 것을 기 으로 내집단과 외

집단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실험하는 것을 말한다.선행

연구들(Levinetal.,2005,Heinetal.,2010)에 따르면,사람들은 최소

집단 상황만으로도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많은 호감

을 보이고 더 잘 공감하며 더 이타 인 행동을 한다.연구 결과,실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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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들은 외집단인 “상 ”보다 내집단인 “우리 ”에게 더 높은 호감

도를 나타냈고 그 차이는 통계 으로도 유의했다.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이타 강화 학습 과제를 이용해 내집단 편향이 찰되는지 알아보았다.

이타 강화 학습 과제에서는 두 개의 그림 어떤 그림을 선택하느냐

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가 달라지고,참가자들이 시행을 반복

하면서 자신의 선택과 결과와의 계를 학습하게 된다.참가자들에게는

이타 강화 학습 과제에서 얻은 수를 이후 스트 스 과제의 시간을

이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주어 수 획득이 단순한 자원 배분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 다.실험 결과,외집

단 구성원만 2 을 받는 외집단 구성원 보상 조건에서는 보상 확률이 높

은 그림을 선택하는 빈도가 낮았다.반면에 피험자들은 내집단 구성원만

2 을 받는 내집단 구성원 보상 조건에서는 자신만 2 을 받는 자기 보

상 조건과 유사한 수 으로 보상 확률이 높은 옵션을 선택한 것으로 나

타났다.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

원의 안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과 내집단 구성원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보상을 받는 경우와 유사한 정도의 가치를 부여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같은 집단의 구성원

이라는 의식”은 공감의 경험과 이후 일어나는 도움 행동을 진할 수 있

다(Stürmer,Synder& Omoto,2005,p.533).자신과 상 방이 같은 사

회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친 감이라는 감정을 갖게 하고

책임감과 함께 상 가 겪는 고통에 한 감정 반응을 증가시키기 때문

이다(Brewer& Gardner,1996;Dovidioetal.,1991,1997;Kogut&

Ritov,2007,p.151에서 재인용).Mathur와 그의 동료들(2010)의 연구에

서도 아 리카계 미국인들은 자신과 같은 인종인 아 리카계 미국인이

자연재해를 입어 고통스러워하는 사진을 보았을 때,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백인 미국인 사진을 봤을 때보다 더 높은 공감 수 을 나타냈고,

도움을 주기 한 기부 의사에서도 더 이타 인 성향을 보 다.

이 듯 사람들이 고통받는 외집단 구성원보다 고통받는 내집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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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좀 더 특별한 공감 감정들(empathicfeelings)을 보여 다는 사실

은 지 까지 계속해서 증명되어왔다(Brownetal.,2006;Mathuretal.,

2010,p.1469에서 재인용).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 동정심,연

민,따뜻함을 포함하는 이런 공감 감정들은 공감을 유발하게 한 그 사

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한 도움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강력한 근원이 된

다(Batson,1991;Eisenberg& Miller,1987;Batsonetal.,2005,p.15에

서 재인용).

Stürmer,Synder와 Siem(2006)의 연구에서도,공감은 돕는 상이 외

집단 구성원일 때보다 내집단 구성원일 때 도움 의사에 더 강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각각 독일계와 이슬람교도라는 다

른 문화 배경을 가진 독일 학생 실험 참가자들에게 1주일 안에 당장

기거할 곳을 찾아야 하는 같은 학교 학생에 한 이야기를 읽게 한 후,

공감 정도와 도움 의사를 측정하 다.실험 결과,문화 배경과 상 없

이 모든 참가자들은 독일계 학생보다 이슬람교도 학생에게 공감을 더 많

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피험자들이 이슬람교도에

해 가지고 있는 부정 인 스테 오타입이 향을 미쳤기 때문일 수 있

다고 보았다.그러나 공감은 돕는 상이 참가자들과 비슷한 문화 배

경을 가진 내집단 구성원일 때만 도움 의도를 측하는데 유의미한 변인

으로 확인되었다.

사람들이 내집단보다 외집단을 더 돕는 이유는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

집단 구성원에게서 자신과의 유사성(similarities)을 더 크게 인식하기 때

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자신과 상 방과의 유사성은 자신과 그 사

람이 같은 사회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로서 역할을 한

다.그리고 자신과 상 방이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

면 상 방의 안녕(welfare)은 즉각 자신과 련된 문제가 된다.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 방의 곤경에 해 이타 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진다.반면 자신과 상 방 사이의 다른 은 경계 신호가 되어 근심이나

불안감 등의 부정 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쉽다.그래서 사람들은 돕

는 상이 외집단 구성원인 경우,그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한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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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이익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신 하게

더 따져보고 고려하게 된다(Stürmeretal.,2006,p.944).

지 까지 많은 심리학 연구들은 유사성 정도가 증가할수록 상 에

한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즉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비슷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Berscheid,1985;Byrne,1971;Byrneetal.,1966;NewSteele,Kashdan

& Perez,2006;Liviatan,Trope& Liberman,2008,p.1267에서 재인용).

사람들이 이 게 자신과 비슷한 배경,성격,사회ㆍ경제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기본 인 이유는 유사한 것일수록 익숙하여 그들에게

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반면 사람들은 자신과 이질

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에 해서는 불편함이나 심리 거리감을 느

낀다(임 식,김재휘와 부수 ,2008,p.32).따라서 자신과 타인과의 유

사성을 지각하는 것은 친 감이나 안정감과 같은 정서 요인을 자극하

는 요인이 된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인종이나 민족처럼 자기

와 유사한 사람들을 실제로 더 돕는 경향이 있다(Dovidio& Gaertner,

1981;Gilovichetal.,2013,p.541에서 재인용).자신과 상 방 사이의

“지각된 유사성(perceivedsimilarity)”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자신과 아무

련이 없는 사람에게도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Batsonet

al.,2005,p.15).

Krebs(1975)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상 방을 자신과 비슷하다고 인

식할수록 그에게 더 크게 공감하고,이 게 강한 공감을 경험한 사람이

더 이타 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참가자들에게 그들의 룰

렛 볼 게임 결과에 따라 실험 공모자가 기 충격이나 돈을 받게 된다고

믿게 한 뒤,실험 공모자의 반응(고통과 기쁨)을 볼 때 그들이 보이는 공

감 반응들(피부 도도, 수축,심박동수)을 측정하 다.그 결과,

실험 공모자가 기 충격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그가 자신과 성격이나

가치 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해 들은 피험자들은 그가 자신과 성격이

나 가치 이 다른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피험자들보다 더 큰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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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들을 나타냈고,기분이 좋지 않다고 답하 으며,그의 고통을

여주기 해 그를 더 극 으로 도와주려고 하 다.

Stürmer,Synder와 Omoto(2005)도 AIDS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있는

자원 사자들에 한 장 연구에서,자원 사자가 이성애자일 때보다

동성애자일 때 자신들이 돕는 사람들을 내집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더

돕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리고 이때 공감이 이들의 도움 행동을

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것을 알아냈다.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외집

단 구성원에 비해 내집단 구성원을 자신과 더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그들

에게 정서 유 감을 느끼기 때문에 돕는 상이 내집단 구성원일 때

공감이 활성화되어 도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 다.

김용훈,류리나와 한성열(2012)의 연구에서도,공감 수 은 도움을 요

청하는 상이 내집단인 우리나라 사람일 때만 도움행동의도를 측할

때 유의한 변인이었다.반면 도움을 요청하는 상이 외집단인 외국인

근로자일 때는 도움행동의도와 행 자의 공감 수 은 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돕는 상이 외집단일 때는 도움 행

동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공감의 향력이 히 감소되기 때문이라

고 설명하 다.즉 공감은 자신과 상 방의 유사성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데,외집단인 외국인 근로자에 해서는 실험 참가자들이 유사성을

인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Batson과 그의 동료들(1981)에 의하면,자신과 다른 사람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은 정서 유 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력한 인지 요인이

다.그리고 정서 유 감을 느끼는 것은 상 에 한 공감이 일어나기

한 요한 제 조건 하나이다.다시 말하면 정서 유 감은 다른

사람의 에서 생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에 도움 행동을 이

끌어내는데 필요한 공감을 증진시킨다(Stürmer,Synder& Omoto,2005,

p.533).

이서진(2012)은 기부 고의 수혜 상을 국 을 기 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기부 의도를 높이는데 효과 인 고 유형을 알아

보았다.연구 결과,실험 참가자들은 체 으로 고 유형에 상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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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가 외집단인 일본 학 장애우 학생일 때보다 내집단인 우리나라

학 장애우 학생일 때 더 높은 기부 의사를 나타냈다.그리고 수혜자가

내집단인 경우에는 수혜자가 외집단일 때와 달리 동정심이 기부 의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연구자는 이와 같은 결과

가 나온 이유를 “사람들은 상 가 자신과 비슷하거나 그 상황에 공감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동정심을 보이기 때문에 자신과 다르다고 인식되고

공감하기 어려운 외집단 구성원보다 자신과 비슷하고 공감이 쉽게 이루

어지는 내집단 구성원을 돕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하 다.

실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부 동기를 살펴본 강철희,구

지윤과 박소 (2011)의 연구에서도 국내(내집단)에만 기부하는 사람들은

동정심에 의해 기부할 확률이 높았다.반면 해외(외집단)에 기부하는 사

람들의 경우에는 동정심의 향을 상 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사람들이 자신과 동질 인 특성을 가진 내집단 구

성원들에게 보다 더 쉽게 동정심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다.그리

고 기부 상과의 거리가 먼 해외 기부의 경우에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의무감과 같은 다른 변수들의 향을 받아 기부를 선택할 가

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김해룡과 박민수(2013)는 모 고의 후원 상을 내집단인 국내 어

린이와 외집단인 해외 어린이로 조작한 후 기부 상에 따라 기부 행동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실험 결과,기부 상이 외집단(해외

어린이)인 경우보다 내집단(국내 어린이)인 경우 기부 참여 의사가 유의

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기부 희망 액 역시 내집단일 때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그리고 피험자들은 기부 상이 외집단일 때보다 내집단일

때 그들에게 더 많이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

과가 나온 이유를 기부 지역이 국내일 때는 해외보다 공간 거리가 가

까워 기부 상에 한 구체 인 표상이 가능하고,이로 인해 피험자들

의 기부 상에 한 공감이 활성화되어 연민의 감정이 잘 유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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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을 더 돕는 이유는 “심리

거리에 따른 감정 반응의 차이”로도 설명할 수 있다.일반 으로 사람

들은 외집단 구성원에 비해 내집단 구성원을 심리 으로 더 가깝게 인식

하는 경향이 있다.이는 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은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외집단 구성원에 해서는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거

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türmer,Synder& Omoto,2005,

p.533).도움 행동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는 공감은 자

신과 계가 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에서 더 잘 작동하며(소병

일,2014,p.206),사람들은 사회 거리가 먼 타인보다는 가까운 사람에

게 감정 으로 더 개입되는(invested)경향을 보인다(Liviatan,Trope&

Liberman,2008,p.1258).

Kogut과 Ritov(2007)는 실험을 통해 인식 가능한 희생자 효과가 돕는

상이 1명의 인식 가능한 “내집단 구성원”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연구자들은 희생자의 인식 가능성과 수,소속 집단에 따라 도움

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해,인식 가능한 1명의 내집단 희

생자,인식 가능한 다수의 내집단 희생자,인식 불가능한 1명의 내집단

희생자,인식 불가능한 다수의 내집단 희생자,인식 가능한 1명의 외집단

희생자,인식 가능한 다수의 외집단 희생자,인식 불가능한 1명의 외집단

희생자,인식 불가능한 다수의 외집단 희생자라는 8개 처치 조건에서 도

움 의사를 측정하 다.연구자들은 먼 실험 참가자인 이스라엘 학생

들에게,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인해 이스라엘 객들을 비

롯한 많은 사람들이 실종 고 이들을 찾기 해 이스라엘 구조 이 장

에서 활동 이라는 실제 뉴스를 들려주었다.그 다음 이스라엘 구조

의 작업을 지원하기 해 돈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기부 의사가

있다면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액수를 쓰나미 희생자들을 돕는 이스라엘

자선 단체에 자유롭게 기부하도록 하 다.희생자의 내집단,외집단 조건

은 희생자에 한 정보를 때 이스라엘식 이름이나 인도식 이름을 사

용하여 조작하 다.실험 결과,희생자를 외집단인 인도인으로 표 했을

때보다 내집단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표 했을 때 기부 의사를 밝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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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수가 더 많았고,기부 액수도 더 높았다.연구자들은 다른 실

험에서 피험자들에게 생명을 하는 병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

는 아 아동들을 살리기 해서는 최근 개발된 매우 비싼 신약이 필요

하다고 알려주면서,이들을 돕기 해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의사가 있

다면 얼마를 기부할 것인지를 물었다.이때 아 아동의 수는 1명과 8명

으로,아동의 소속 집단은 국 을 기 으로 이스라엘과 아르헨티나로 각

각 묘사하 다.실험 결과,돕는 아동을 외집단인 아르헨티나 아동으로

표 했을 때보다 내집단인 이스라엘 아동으로 묘사했을 때 기부 의사가

더 높게 나왔고,돕는 아동을 1명의 이스라엘 아동으로 제시했을 때 가

장 높은 기부 의사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이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

은 희생자 수와 소속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도 밝 냈다.즉 희생자가 내

집단 구성원으로 묘사되었을 때만 1명의 희생자는 다수의 희생자보다 더

높은 도움 의사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Kogut과 Ritov(2007)의 이 연구는 사람들이 돕는 상을 내집단과 외

집단 어떤 것으로 사회 범주화(socialcategorization)하느냐에 따

라 도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이들은 사람들이

상 방을 어떤 집단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심리 거리가 달라지고 이

것이 감정 반응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즉 사람들이 돕는

상을 외집단으로 인식할 때보다 내집단으로 인식할 때 더 강렬한 감정이

유발된다는 것이다.이들은 다른 실험에서 돕는 상이 내집단 구성

원인지 외집단 구성원인지에 따라 정말로 감정 반응이 달라지는지 알

아보았다.그 결과,참가자인 이스라엘 학생들은 아 아동을 외집단인

아르헨티나 아동으로 표 했을 때보다 내집단인 이스라엘 아동으로 표

했을 때 걱정되고 슬 감정을 보다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Hein과 그의 동료들(2010)은 내집단과 외집단이라는 상 방의 소속 집

단이 어떤 신경학 메커니즘(mechanism)을 통해 도움 행동에 향을

미치는지 뇌 fMRI촬 을 통해 알아보았다.연구 결과,사람들이 내집단

구성원을 돕는 행동은 고통받는 내집단 구성원을 볼 때 두엽 피질이

반응하는 정도로 가장 잘 측할 수 있었다. 두엽 피질은 우리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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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 로 알려져 있다.이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내집단 구성원을 보면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여 돕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반면 외집단 구성원을 돕지 않는 행동은 고통받는 외집단 구성원을

볼 때 측좌핵이 활성화되는 정도와 련이 있었다.측좌핵은 쾌감을 발

생시키는 뇌의 보상 회로를 말한다.이는 사람들이 외집단의 고통을 볼

때 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다.

사람들은 때로 외집단 구성원의 불행을 보고 거기에 공감하기는커녕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다.이때 외집단 구성원은 체로 자신이 싫어하

거나 경쟁 계에 있거나 부러움을 느끼는 상인 경우가 많다.이 게

다른 사람의 불행에 해 사람들이 느끼는 쾌감을 독일어로 “샤덴 로이

데(Schadenfreude)”라고 부른다(Mashuri,Hasanah& Rahmawati,2013,

p.5).Cikara와 Fiske(2011)는 샤덴 로이데 상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노인,노숙

자,성공한 사업가와 같이 동정심, 오감,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

사진들 에,길에서 5달러를 주웠다거나 신발 끈을 묶는다거나 심식

사 후 배탈이 난 일처럼 이들에게 각각 좋은 일,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힌 자극물을 보여 후,어떤 기분을 느 는

지 물어보았다.연구 결과,피험자들은 시기심을 자극하는 상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가장 덜 나빴다고 답했다.반면 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았다고 답한 정도는 가장 낮았다.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인물이 나쁜 일을 겪었을 때 참가자들은 그 사람이

외집단임에도 불구하고,기분이 가장 안 좋았다고 답하 다.

그러나 돕는 상의 내집단,외집단 여부가 도움 행동에 미치는 향

에 한 지 까지의 연구들은 일 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를 들

어 Levin과 그의 동료들(2005)의 연구를 포함한 몇몇 연구들은 사람들이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을 더 돕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

다.반면 Stürmer와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와 같이 이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도 있다(Heinetal.,2010,p.149).

Levin과 그의 동료들(2005)은 실험에서 사람들이 길에서 넘어져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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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낯선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찰하

다.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었고,넘어

지는 역할을 맡은 실험 보조자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나 맨체스

터 유나이티드의 라이벌 인 리버풀의 티셔츠 혹은 아무 무늬가 없는

평범한 티셔츠 하나를 입고 있었다.실험 결과,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티셔츠를 입은 사람(내집단 조건)을 도와주는 빈도가 리버풀 티셔츠를

입은 사람(외집단 조건)의 경우보다 네 배,아무 무늬가 없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 립 조건)의 경우보다 세 배나 높게 나왔다.이는 같은 집단

에 속해 있다는 공유된 집단 정체성이 타인을 돕는 행동에 향을 주는

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주장하 다.

그러나 Stürmer와 그의 동료들(2006)의 연구에서는 돕는 상의 내집

단,외집단 여부가 도움 행동 유발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한 것

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최소 집단 상황을 이용해 인 으로 집단

정체성을 만들고 이것이 도움 행동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자연스러운(natural)기 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할 경우,집

단 간의 계 내력이나 이익 갈등,스테 오타입과 같은 요인들이 도움

행동에 향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가능성을 사 에 차단하기 한

것이었다.실험은 투자에 심 있는 사람들을 상으로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 방(내집단이나 외집단)을 돕기 해 어떤 투자 략을 선택하

는지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참가자들은 투자로 번 돈을 자신이

갖거나 투자 정보를 주는 상 방이 가져가게 할 수 있었다.실험 결과,

트 의 내집단,외집단 여부와 곤경에 처한 트 를 돕기 해 피험

자들이 투자한 액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단,실험

참가자들은 트 가 외집단일 때보다 내집단일 때 유사성을 더 많이 인

식한 것으로 나타났고,상 가 내집단일 때만 공감이 도움 행동을 측

하는 유의한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연구자들은 이 발견 결과들을

토 로 상 방과의 유사성 인식 정도가 공감을 조 하는 변인이며 아주

사소한 기 을 가지고 내집단,외집단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공감 수

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 다.그리고 트 가 외집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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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공감이 쉽지 않아 그를 돕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트 의 내집단,외집단 여부가 도움 행동 유발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

져오지 못한 이유에 해서는 도덕 규범에 한 고려나 자신이 편견 없

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외집단 트 를 돕도록 이끌

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 다.

Wilhelm과 Bekkers(2010)는 도덕 규범에 한 고려,즉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실에서 도움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실제 데

이터를 통해 보여주었다.이들은 2002년과 2004년 미국 일반사회여론조

사(GeneralSocialSurvey)항목 이타심을 측정하는 항목들의 데이터

를 근거로,개인의 공감 염려(empathicconcern)성향과 배려의 원칙

(principleofcare)이 도움 행동과 어떻게 련되는지 살펴보았다.공감

염려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걱정하고 그에게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

을 느끼는 성향을 말하고,배려의 원칙이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타인

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 원칙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공감 염려

성향은 “나는 마음이 매우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나는 나

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자주 그들을 염려하고 마음 아 한다.”,배려

의 원칙은 “사람은 불우한 사람들을 보면 기꺼이 도와야 한다.”,“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개인 으로 나에게 매우 요한 일이

다.”등의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정도로 측정하 다.도움 행동은

버스나 공공장소에서 자리 양보하기,노숙자에게 돈이나 음식 제공하기

등의 활동들을 지난 1년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물어 악하 다.연구

결과,공감 염려 성향은 헌 을 뺀 나머지 9가지 도움 행동과,배려의

원칙은 10가지 모든 유형의 도움 행동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선 단체에 기부하기,자선 단체에서 사하기,헌 과 같이 다른

도움 행동들에 비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멀리 있거나 그들과 추상 인

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공감 염려보다 배려의 원칙과 더 강한 연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외집단 구

성원에 한 도움 행동의 경우 공감 염려 성향보다 배려의 원칙과 더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다.즉 “도움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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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도덕 인 생각이 외집단 구성원에 한 도

움 행동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자비심과 보편 인류애를 가져와 그를 돕

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Hein과 그의 동료들(2010)은 사람들이 도움 행동을 결정할 때 자신이

인식한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groupmembership)외에도,내집단

이나 외집단 구성원에 한 그들의 생각과 태도(attitude)가 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 다. 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상이 외집단인 경우라도

우리가 외집단을 정 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감 염려가 잘 일어

나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외집단 구성원을 부정 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감 염려의 감정이 덜 유발되기 때문에 돕고 싶은 유인이 감소된다고

보았다.실제로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실험 참가자들이 고통받는 외집단

구성원을 볼 때 공감과 련된 뇌 역인 두엽 피질이 반응하는 강

도는 그들이 외집단 구성원에 해 내린 주 인 평가에 의해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참가자들이 외집단 구성원을 부정 으로 평가

할수록 공감에 여하는 왼쪽 두엽 피질의 활동이 고 쾌감을 느끼

는 측좌핵이 더 강하게 활성화되는 것이 밝 졌다.피험자들은 기실과

촬 실에서 처음 잠깐 동안 만난 사이 음에도 불구하고 내집단 구성원

(같은 축구 을 좋아하는 사람)과 외집단 구성원(라이벌 축구 을 좋아

하는 사람)을 이미 나름 로 평가하고 있었다.이는 내집단 구성원과 외

집단 구성원에 한 호감 정도를 묻는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들 발견 결과를 바탕으로,만약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에 한 정보가 오직 그가 속한 집단(내집단,외집단)에 한 것 하나밖

에 없다면 그가 속한 집단이 도움 행동을 결정하는데 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지만,만일 도움이 필요한 상 방이 외집단

이라 할지라도 그에 해 정 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추가 인

정보들이 제공된다면 이 정보들이 외집단 구성원이 처한 상황에 한 공

감 가능성을 높여 그를 돕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사회 인지 분야의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상 방을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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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단과 외집단”으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좋음과 싫음”,“존경함

과 경멸함”등과 같이 구체 으로 평가한다.고정 념 내용 모델(SCM:

StereotypeContentModel)에서도 사람들은 따뜻함(warmth)과 유능함

(competence)이라는 두 가지 기 으로 사회 집단을 인식한다고 본다.즉

사람들은 다른 집단을 볼 때 그 집단이 내집단을 해할 의도나 능력을 가

지고 있는지 단하기 해 해당 집단이 외 상 어떻게 느껴지는지,어

떤 지 (status)를 가지고 있는지를 악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로 인

해 사람들은 각 사회 집단에 해 크게 네 가지 범주에 따른 고정 념을

갖게 되고 이는 다시 련된 감정을 이끌어낸다. 를 들어 노인이나 장

애인처럼 능력은 없지만 따뜻하다고 인식되는 집단은 동정심을,부자나

사업가처럼 능력은 있지만 차갑다고 생각되는 집단은 시기심을 유발한

다. 체로 사람들은 산층처럼 따뜻하고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집단

에게는 부러움을,노숙자나 마약 독자와 같이 차갑고 능력도 없다고

인식되는 집단에게는 오감을 느낀다(Cikara& Fiske,2011,p.3792).

Mashuri,Zaduqisti와 Supriyono(2012)에 의하면 외집단의 경제 지

(economicstatus)에 한 정보도 사람들이 외집단 구성원을 돕도록

만드는데 향을 수 있다.연구자들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상으

로 한 실험에서,자연재해를 입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집단의 경제

지 를 내집단보다 낮거나 높게 조작한 후 어떤 조건에서 외집단에 한

도움행동의사가 더 높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실험 결과,외집단(베트

남 사람들)이 내집단(인도네시아 사람들)보다 가난하다고 읽은 참가자들

에게서 외집단이 내집단보다 더 잘 산다고 읽은 참가자들보다 외집단을

돕겠다는 의사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하 다.즉 외집단의

경제 지 가 내집단보다 낮을 때 외집단에 한 도움행동의사가 더 높

게 나타난 것이다.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를 실 집

단 갈등 이론(realisticgroupconflicttheory)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고 보았다.이 이론에서는 우리가 많은 물질 자원을 가진 외집단 구성

원을 보게 되면 그에 한 감을 갖게 되기 쉽다고 본다.외집단 구

성원이 많은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집단끼리 부족한 자원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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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싸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곧 내집단에 한 경제 인 으로 느껴지

기 때문이다.

Mashuri,Hasanah와 Rahmawati(2013)는 외집단의 경제 지 에

한 정보가 외집단에 한 공감에 향을 미쳐 외집단을 돕고 싶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이들은 실험 참가자들인 인도네시아 학

생들을 상으로 큰 홍수 피해를 입은 외집단(베트남 사람들)에 한 공

감 정도와 도움행동의사를 측정하 다.실험 결과,외집단의 경제 지

가 내집단보다 낮다고 알려 집단이 높다고 알려 집단보다 도움이 필

요한 외집단 구성원에 한 동정심과 염려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이

들을 돕기 한 정부의 재정 지원 계획에도 더 많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낮은 경제 지 에 있는 외집단을 보고 일어난 공감

이 외집단에 한 도움행동의사가 생기도록 돕는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

할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하 다.이를 토 로 연구자들은 일반 으로 사

람들이 외집단 구성원보다는 자신과 유사한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쉽게

공감하지만,외집단의 경제 지 에 한 정보를 조작하여 외집단 구성

원을 돕게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그것은 외집단의 경제

지 가 내집단보다 상 으로 낮을 때는 사람들이 외집단이 처한 어려

운 상황에 보다 쉽게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하연(2011)은 수혜자의 국 에 따라 유발되는 동정심과 기부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즉 피험자들에게 빈곤이나 질병,

자연재해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사연을 읽게 한 후 그들이

느낀 감정과 그들을 돕기 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돈의 액수를 측정하

다.수혜 아동의 국 은 내집단인 우리나라(거주지를 서울이나 부산

등으로 제시)와 외집단인 외국(거주지를 필리핀이나 인도 등으로 제시)

으로 조작하 다.실험 결과,연구자의 상과 달리 수혜 아동의 국 에

따라 유발되는 동정심과 지불 의사액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연구

자는 그 이유에 해 피험자들이 외집단 조건의 실험 자극물에 제시된

나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집단 아동에게

동정심을 느껴 내집단 편향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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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별 경제 수 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

다고 언 하 다.

박하연,성 신과 김지연(2013)의 연구에서도 기부자와 수혜자의 사회

거리는 기부 효과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기부 수혜자를 내집단인 우리나라 아동과 외집단인 동남아시

아나 아 리카 아동으로 제시한 후,기부하고 싶은 액과 동정심을 측

정하 다.실험 결과,사회 거리에 따른 기부액과 동정심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첫째,실험 참

가자들이 평소 매체를 통해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동남아시아와

아 리카 아동들에게 계속 노출되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친 감을 느

을 수 있고,둘째,일반 으로 아동은 거리감을 완화시켜주는 상인 까

닭에 사회 거리 조작에 따른 기부 효과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

을 수 있다고 해석하 다.

김범 (2002),Baron과 Banagi(2006),방희정,노경란과 정수진(2010),

Buttelmann과 Böhm(2014),설선혜,이민우와 김학진(2014),차민정과 송

주(2015)의 연구가 보여주듯이,연령에 계없이 사람들의 인지 구조

속에는 무의식 으로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더 정 으로 평가하고 편애

하는 성향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한 Levin과 그의 동료들(2005),

Stürmer와 그의 동료들(2005),Kogut과 Ritov(2007),Mathur와 그의 동

료들(2010),이서진(2012),김해룡과 박민수(2013)는 사람들이 외집단 구

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을 더 잘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일반 으로

사람들은 외집단 구성원보다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내집단 구성원

에게 친 감을 더 많이 느끼고 더 쉽게 공감하는 경향이 있다.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의 감정 반응

이 달라진다.Hein과 그의 동료들(2010)의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고통받

는 내집단 구성원을 볼 때 더 강렬한 감정 반응을 나타냈다.따라서

빈곤층을 외집단으로 이 했을 때보다 내집단으로 이 하 을

때,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

고 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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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회 심리학 분야의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단순히 다

른 사람을 내집단이나 외집단으로만 인식하여 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 어떤 사람인지( :따뜻한지,유능한지 등)를 구체 으로 평가하고 그

와 련된 감정을 갖게 된다.그리고 Hein과 그의 동료들(2010)에 의하

면 상 가 외집단 구성원이라 할지라도 그를 정 으로 평가하는 경우

에는 공감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이는 빈곤층을 외집단으로 이

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약 빈곤층을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는(부정 으

로 평가하기 어려운)추가 인 정보들을 제시한다면 학습자들로부터 빈

곤층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를 들어 김해룡과 박민수(2013)의 연구에서는 기부 상이 국내

어린이일 때가 해외 어린이일 때보다 기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하

지만 이들의 실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험자들이 기부 상의 내집

단,외집단에 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실험

자극물로 사용한 고 메시지에 공통 으로 “○○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주세요.희망재단에서는 ○○ 어린이 사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쓰고,○○ 칸에 “국내”나 “해외”라는 문구를 넣어 기부 상의 소

속 집단만을 내집단이나 외집단으로 알 수 있도록 조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Hein과 그의 동료들의 주장처럼 후원 상이 해외 어린이인 경

우,그 아동에 해 공감 감정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인 정보들을

주었더라면 기부 효과가 다르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연구자들도 후원 지역이 해외인 모 고의 경우에는 후원 상

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에 한 공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이미지나 이

방식을 활용하여 기부 상과의 거리감 차이를 좁힐 수 있다면 사람

들의 기부 참여 의사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하 다. 한

Mashuri,Hasanah와 Rahmawati(2013)의 연구에서 사람들은 도움을 필

요로 하는 사람이 외집단인 경우라도 외집단의 경제 지 가 내집단보

다 낮다고 생각될 때는 그의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여 동정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정심은 도움 행동을 유발하는 요한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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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석 수 이론과 이 효과

같은 행동이나 사건이라도 사람들에게 그것은 서로 다른 수 에서

인식될 수 있다. 를 들어 음식물 씹기,친구의 의자를 층으로 옮겨주

기,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1달러 주기와 같은 행동은 식사하기,친

구의 이사 돕기,어려운 사람에게 도움 베풀기처럼 좀 더 상 수 에서

추상 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Gilovichetal.,2013,p.120).

해석 수 이론(CLT:ConstrualLevelTheory)은 사람들이 어떤 상

과 사건에 해 지각하는 심리 거리(psychologicaldistance)에 따라

그 상과 사건을 해석하는 수 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즉 사람들은

동일한 상이나 사건에 해서도 심리 거리를 가깝게 지각할 때는 하

수 의 해석(low-levelconstrual)을 하고,심리 거리를 멀게 인식할

때는 상 수 의 해석(high-levelconstrual)을 한다는 것이다(Trope,

Liberman& Wakslak,2007,p.83).그리고 이런 해석 수 의 차이가 결

국에는 사람들의 단과 선택에 향을 미친다고 말한다(Fujitaetal.,

2006,p.278).이 이론은 Trope과 Liberman이 1998년 “인성과 사회 심

리학 (JournalofPersonalityandSocialPsychology)”에 처음 발표

한 이후 단과 의사 결정 련 연구에서 계속 주목받고 있다.

해석 수 이론에서 심리 거리란 구체 으로 시간의 멀고 가까움을

뜻하는 시간 거리(temporaldistance)와 공간 인 떨어짐의 간극을 의

미하는 공간 거리(spatialdistance),인간 계의 친 함을 의미하는 사

회 거리(socialdistance)등을 의미한다(정의 과 유승호,2015,p.10).

사람들은 지 ,여기,자신을 기 으로 특정 상과 사건의 멀고 가까움

을 인식하며,시간 거리는 가까운 미래 vs.먼 미래,공간 거리는 여

기 vs. 기,사회 거리는 자신 vs.타인이나 내집단 vs.외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Kim,Zhang& Li,2008,p.706).

그리고 상 수 의 해석이란 사건의 핵심 인 특성에 주목하고 어떤

행 를 왜(why)하는지 목 과 행 의 바람직성(desirability)을 고려하

여,단순하게,추상 ,포 ,탈맥락 ,일반 ,원칙 으로 해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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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반면 하 수 의 해석은 상황과 맥락,구체 ,지엽 인 사

항들을 시하며,어떤 행 를 어떻게(how)하는지 방법과 행 의 실행

가능성(feasibility)에 을 맞춰 세세하게 따지며 해석하는 것을 뜻한

다(Trope& Liberman,2003,p.405). 를 들어 “손을 흔드는 행동”의

경우,상 수 의 해석은 “친 한 행동”과 같이 그 의미와 목 으로 해

석하는 것이고,하 수 의 해석은 “손을 좌우로 움직인다.”처럼 그 방

법으로 해석하는 것이다(정의 과 유승호,2015,p.4).

그 다면 왜 심리 거리에 따라 사람들의 해석 수 이 달라지는 것일

까?해석 수 이론에서는 그 이유를 심리 거리에 따라 사람들이 상

에 해 가지고 있는 지식 수 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멀리서는 숲

만 보이지만 숲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안의 나무들이 보이는 것처럼,

상과 더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갖게 되는 정보는 더 정확하고 상세해

진다(Kruglanski& Higgins,2007,p.357).그러나 일반 으로 심리

거리가 먼 상은 사람들이 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세세한 특징과 분명한 맥락에 한 정보들을 알기도 어렵고,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신뢰하기가 힘들다.따라서 사람들은 심리 거리가 먼

상에 해 해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상의 가장 요한 특성에

의존하는 추상 이고 포 인 상 수 의 해석을 하게 된다(Liviatan,

Trope& Liberman,2008,p.1257).자신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에서

가장 심이 되는 사실들만 추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Bar-Anan,Liberman과 Trope(2006)은 내재 연 성 검사를 이용하

여 정교화된 생각이나 의식 인 선호의 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

거리와 해석 수 사이에 어떤 연 성이 있는지 알아보았다.연구자

들은 컴퓨터 화면에 해석 수 이론의 주장과 일치하는 조건(가까운 심

리 거리와 하 해석 수 ,먼 심리 거리와 상 해석 수 을 연결)

과 불일치하는 조건(먼 심리 거리와 하 해석 수 ,가까운 심리

거리와 상 해석 수 을 연결)의 자극물을 보여주고,실험 참가자들이

그 어떤 연합 조건에서 더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 다. 를 들



-52-

어 공간 거리는 피험자들과 공간 으로 가까운 곳과 련된 단어(머

리,문,의자,신발,여기, 에)와 멀리 떨어진 곳과 연 된 단어(비행기,

태양,구름,북극, 기,멀리에)를,사회 거리는 피험자들과 친 하고

가까운 상과 련된 단어(친구,부모님,형제․자매,우리)와 먼 상과

련된 단어( ,낯선 사람,상 편,그들)를 사용하여 조작하 고,해석

수 은 구체성을 나타내는 하 수 의 단어(구체 인,상세한)나 구체

인 (망치,사탕무,푸들,벨트) 는 추상성을 의미하는 상 수 의 단

어(일반 인,추상 인,보편 인)나 범주(categories)를 나타내는 단어(채

소,동물,음식,가구)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실험 결과,참가자들은 심

리 거리가 가까울 때는 하 수 의 구체 인 단어들을,심리 거리

가 멀 때는 상 수 의 추상 인 단어들을 무의식 으로 더 빨리 연

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즉 사람들은 시간 ,공간 ,사회 거리

모든 측면에서 거리가 멀 때는 상 수 의 해석을,거리가 가까울 때는

하 수 의 해석을 연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 해석 수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이다.

해석 수 이론은 심리 거리 에서도 시간 거리에 따른 해석 수

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에서 처음 시작되었다.사건의 시간 거리

이 (temporalframing)은 그 사건에 한 사람들의 해석에 향을 미

칠 수 있다(Gilovichetal.,2013,p.121).사람들은 시간 으로 먼 미래

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되면 추상 이고 단순하게,가까운 미래에 곧

일어날 일이라고 단되면 구체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Liberman,

Sagristano& Trope,p.2002).Trope과 Liberman(2003)은 시간 거리

와 해석 수 사이에 용되는 이런 일반 인 원리가 공간 거리나 사

회 거리와 같은 다른 심리 거리와 해석 수 사이에도 같이 용

된다고 주장했다.즉 사람들은 공간 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사회 으

로 멀게 느껴지는 상에 해서는 상 수 의 해석을,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가까운 계라고 생각되는 상에 해서는 하 수 의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

거들이 계속 축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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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ta와 그의 동료들(2006)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의 공간 거리에

한 정보가 사람들의 해석 수 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

냈다.연구자들은 뉴욕 학생들을 상으로 새 아 트로 이사 가는

친구를 돕는 장면을 상상하게 한 뒤,이들이 해당 사건을 공간 거리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알아보았다.공간 거리는 사건이 일어

나는 장소를 뉴욕시에서 약 3마일 떨어진 지역과 LA에서 3,000마일 떨

어진 지역에 있는 아 트라고 알려주어 가깝거나 멀게 조작하 고,해석

수 은 해석 수 악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도구인 BIF(Behavior

IdentificationForm)에서 몇 개의 문항들을 골라 측정하 다.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공간 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표상할 때

상 수 의 해석 방식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를

들어 LA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아 트를 상상하게 한 조건의 실험 참

가자들은 “문을 잠그는 행동”에 해 “도둑을 막아 집의 안 을 지키기

한 행동”이라고 추상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반면 뉴욕에서

가까운 지역의 아 트를 상상하게 한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은 같이

“문을 잠그는 행동”을 “구멍에 열쇠를 넣는 행동”으로 좀 더 구체 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 다. 다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에게 뉴

욕 학생들이 화하는 상을 보여주고 화면에서 자신들이 본 행동들

을 게 했다.공간 거리는 화 장소를 각각 뉴욕 의 맨해튼 캠퍼스

와 이탈리아 피 체 캠퍼스로 묘사하여 가깝거나 멀게 조작하 다.그

결과, 화 장소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피

체 캠퍼스라고 믿은 집단이 뉴욕 맨해튼 캠퍼스라고 믿은 집단보다 자신

들이 본 것을 묘사할 때 추상 인 단어들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부터 공간 으로

멀어지면 사람들이 사건을 좀 더 추상 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하 다.

해석 수 이론에 따르면,이 게 공간 거리가 멀어질 때 사람들이

상 수 에서 추상 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체로 우리가 멀리

떨어진 장소와 련된 사건에 해 구체 인 정보를 게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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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신 사람들은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개념화기 해 스키마(schema)나 형(prototypes)과 같은 상 수 의

해석에 의존하게 된다.이와 같은 상 수 의 특성들은 하 수 의 특

성들보다 변할 가능성이 더 고,떨어진 거리의 정도에 계없이 더 신

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Hendersonetal.,2011,p.166).

지역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느끼는 사건의 공간 거리가 사건 해석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강효선(2014)의 연구에서도 실험 참가

자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공간 으로 가까운 곳인 경우에는 하

수 의 해석을,먼 곳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상 수 의 해석을 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연구자는 제주도 학생 240명을 상으로 지역 개

발 사업에 한 시나리오를 읽게 한 후,지역 개발 사업에 해 구체

으로 진술한 문장과 추상 으로 진술한 문장 어떤 것이 자신들이 읽

은 지역 개발 사업 내용을 더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선택하도

록 하 다.이때 공간 거리는 지역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각

각 제주도 서귀포시와 아르헨티나 꼬르도바시로 제시하여 가깝거나 멀게

조작하 다.그리고 지역 개발 사업에 한 진술문은 를 들어 에 지

개발 사업의 경우,“효율 으로 에 지 사용하기”와 “풍력 발 기 설치

하기”로 각각 추상 이거나 구체 인 수 에서 제시하 다.연구 결과,

학생들은 공간 으로 가깝게 느끼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지역 개발 사업

에 해서는 하 수 에서 구체 으로 해석하고,공간 으로 멀다고 느

끼는 아르헨티나 꼬르도바시의 지역 개발 사업에 해서는 상 수 에

서 추상 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 다.

이처럼 공간 거리와 해석 수 간에 용되는 원리는 심리 거리의

다른 측면인 사회 거리와 해석 수 사이에서도 그 로 나타난다.

사회 거리는 보통 자신과 타인이나,자신과 유사한 타인과 유사하지

않은 타인,자신과 친숙한 사람들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내집단 구성

원과 외집단 구성원으로 조작한다(Kruglanski& Higgins,2007,p.357).

일반 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면이 많은 사람들보다 비슷한 이

없는 사람들을 상 으로 더 멀게 느끼기 때문이다(Trope,Lib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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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slak,2007,p.86). 한 사람들은 체로 내집단 구성원보다는 외집

단 구성원을 사회 으로 더 멀게 인식하는데,이는 외집단 구성원에

한 우리의 직 인 경험과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집단 구성원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서이다(Kruglanski& Higgins,2007,p.358).

Liviatan,Trope과 Liberman(2008)은 뉴욕 학생들을 상으로 한 실

험에서,상 방과의 유사성이 타인의 행동에 해 하 수 의 해석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확인하 다.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과 그들이 실

험에서 인식해야 하는 학생이 같은 수업을 들었는지에 한 정보로 유사

성을 조작한 후,BIF(BehaviorIdentificationForm)문항들을 이용하여

인식 상 학생이 한 19개의 활동들을 피험자들이 어떤 수 에서 해석하

는지 측정하 다. 를 들어 “책을 읽는 행동”같은 경우에는 상 수

에서 “지식 습득”으로 왜 그 일이 수행되었는지 활동 목 을 진술하거

나,하 수 에서 “인쇄한 의 들을 따라 읽는 것”처럼 그 일이 수

행된 방법을 은 후,학생의 행동을 가장 잘 표 했다고 생각되는 문장

을 고르게 했다.실험 결과,실험에서 인식해야 하는 학생과 같은 수업을

들은 이 없다고 알고 있는 집단보다 상 학생과 같은 수업을 들은

이 네 번이나 있다고 알려 집단이 그 학생의 행동을 더 하 수 에서

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참가자들이 상 와 자신

과의 높은 유사성을 인식하게 되면 자기와 비슷한 이 많은 상 방을

사회 으로 더 가깝게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하 수 의 해석이 활성화

된 것이라고 설명하 다.

이들 연구자들은 다른 실험을 진행하여 상 방과의 유사성이 사람

들의 감정 인 단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앞에 언 한

첫 번째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수 을 조작한 후,실험 참가자

들에게 인식 상 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호감 정도를 측정하

다.실험 결과,기존의 유사성과 호감에 한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과 마

찬가지로 참가자들은 상 가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그에게 더

많은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첫 번째 실험에서 타인과

의 유사성 수 과 해석 수 사이에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난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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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호감 정도와 해석 수 간의 상 계는 발견되지 않았다.연구자들

은 이 발견 결과가 일반 으로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그

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아하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더

쉽게 하는 경향이 있지만,그것과는 별개로 사람들 사이의 유사성이 다

른 사람의 행동에 한 표상과 해석 수 에 향을 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 다.

해석 수 이론에서는 사회 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에 한 우리

의 정신 표상이 사회 거리가 먼 타인들에 한 것보다 조 더 구체

이라고 말한다.그 이유는 일반 으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행동을 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고 이로 인해 그들의 세부

인 특징들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으며 그들과 련된 지식들을 좀 더 많

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Jones& Nisbett,1972).게다가 가까운 계는

보통 친 한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어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해서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해 특정인들만이 근할 수 있는 비 스러운 정

보를 알고 있고,그 사람의 복잡한 특징들과 인성의 깊숙한 곳까지도 감

지할 수 있다(Anderson,Glassman& Gold,1998;Anderson& Ross,

1984).반면 사람들이 사회 으로 먼 타인에 해 가지고 있는 낮은 수

의 제한된 지식들은 그에 한 추상 인 정보를 떠올리게 만들고,그

의 행동을 단할 때 개 이고 일반 이며 가장 요한 특징에 의존하

도록 만든다(Jones& Nisbett,1972;Park& Rothbart,1982).이런 이유

들로 인해 사람들은 개 사회 거리가 가까운 사람에 해서는 하

수 의 해석을,먼 타인에게는 상 수 의 해석을 하게 된다(Liviatan,

Trope& Liberman,2008,p.1257에서 재인용).

Eyal,Liberman과 Trope(2008)은 사람들의 도덕 단이 심리 거

리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먼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

을 두 집단으로 나 어 사건이 일어나는 시 을 내일과 1년 후로 각각

다르게 상상하게 한 후,자선 단체에 유산을 기부하려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기증하려는 의류 회사,장애 아동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부부의 이야기를 읽게 하 다.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얼마나 도덕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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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실험 결과,앞의 사건들이 시간 으로

더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집단이 그것을 도덕 으로 더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회 거리를 조작하여 자신

의 과 제3자의 에서 도덕 일탈 행 를 상상하도록 한 후 그

행동이 얼마나 도덕 으로 잘못되었는지 평가하게 한 다른 실험에서

도 도덕 일탈 행 를 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상상한 피험자들보다 제3

자라고 상상한 피험자들이 도덕 으로 좀 더 엄격한 단을 내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에 해 사람들이

심리 거리가 먼 사건을 단할 때는 구체 인 상황을 고려하기보다 도

덕 원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 다.그리고 도둑

질은 나쁜 짓이라거나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행 는 숭고한 일이라는 등

의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 원칙들은 그것들의 일반 이고 탈맥락 인

특성상 상 수 의 해석에 해당한다.

주하,엄기민과 한 희(2009)도 사회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보다 높은 도덕 기 에서 엄격하게 단하는 경향이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다수를 살리기

해 한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는 도덕 딜 마 상황을 읽게 한 후,시

나리오의 주인공이 다수를 해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 를 한

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행 를 도덕 으로 옳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물었

다.사회 거리는 시나리오 주인공의 이름을 참가자들의 친한 친구나

낯선 사람으로 각각 다르게 제시해 조작하 다.실험 결과,시나리오 주

인공을 자신의 친한 친구로 생각한 참가자들보다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

한 참가자들이 그가 한 행동을 도덕 으로 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과 Lee(2013)는 사람들에게 기업의 사회 책임(CSR:Corporate

SocialResponsibility)활동에 한 정보를 주기 먼 그들을 추상

으로 해석하도록 만들면,특별히 CSR에 심이 없는 사람들도 해당 기

업 제품을 정 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연구자들은 피

험자들의 머릿속에 추상 는 구체 해석 수 이 활성화되게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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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 사람들을 돕는 기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집이나 학교 근처의 커피 체인 에 한 정보를 주었다.그리고 이 가게

에서 원두커피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추상 인 해석 수 이

활성화되도록 만들 때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왜”공부를 잘 해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해야 하는지 생각해서 써보게 했고,구체 인 해석

수 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어떻게”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어보게 하 다.실험 결과,평소 남을 돕는 활동에

심이 있고 이런 활동의 가치를 요하게 생각하는 참가자들은 활성화

된 해석 수 과 상 없이 CSR에 한 정보가 구매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남을 돕는 활동에 별로 흥미가 없는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머릿속에 추상 인 해석 수 이 활성화 을 때 구

체 인 해석 수 이 활성화 을 때보다 CSR 활동을 하는 기업 제품에

해 더 호의 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Bar-Anan,Liberman과 Trope(2006),Fujita와 그의 동료들(2006),

Liviatan,Trope과 Liberman(2008),강효선(2014)의 연구는 사람들이

상과 사건을 해석하는 수 이 심리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해석 수 이론에 의하면 이는 심리 거리에 따라 사람들이 가

지고 있는 지식 수 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즉 시간 ,공간 ,사

회 거리가 가까운 상이나 사건에 해서는 정확하고 구체 인 정보

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세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시간

,공간 ,사회 거리가 먼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의 가장 요한 특징에 의존하는 추상 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사람들은 공간 ,사회 거리가 가

깝다고 느끼는 내집단에 해서는 행 의 방법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하 수 의 상세한 해석을 하고,공간 ,사회 거리를 멀게 느끼는 외

집단에 해서는 행 의 목 과 바람직성을 고려해 상 수 의 추상

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이는 학습자들이 빈곤층을 외집단으로

이 했을 때,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니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원

칙 으로 단순하게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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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게 된다면 외집단 이 조건에서도 빈곤층을 돕겠다는 의

사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상반된 결론에 도달한다.사회 정체성

이론 등에 의하면 인간의 무의식 인 내집단 편향성 때문에 학습자들이

내집단 빈곤층을 외집단 빈곤층보다 더 돕고자 하여 빈곤층의 내집단,

외집단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

다.그러나 고정 념 내용 모델과 해석 수 이론 등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학습자들이 외집단 빈곤층에 해 정 이고 원칙 으로 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빈곤층을 내집단으로 이 했는가,

외집단으로 이 했는가는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사에 차이를 만

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이에 본 연구는 “내집단 이 vs.외집단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날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 형식을 취해 <연구 문제 1>을 설정하 다.그리고 실험을 통해 빈

곤층의 내집단 vs.외집단 이 처치가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사

에 차이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1>:“내집단 이 vs.외집단 이 에 따라 빈곤

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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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도와 설득

(1) 여도의 개념

설득에서 메시지 변인이 심 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설득 효과가 메시지 요인에 의해서만 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설득은 메시지 변인과 함께 메시지를 달하는 화자의 매력도나 메시지

수신자의 특성 등 메시지 이외의 변인들이 서로 향을 주고받으며 일어

난다.특히 설득에서 메시지 수신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일은 매우 요

하다.설득의 상인 메시지 수신자들의 개인차가 단히 크기 때문이다.

그 에서도 메시지 수신자의 주제에 한 높은 여도는 깊은 정보 처리

와 극 인 인지 반응을 가져와 설득 효과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재욱,1991,pp.73-75).

“ 여도(involvement)”가 무엇인가에 해서는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

하지만,일반 으로 여도는 “사람들이 제품이나 이슈에 해 인식하는

개인 련성이나 요성, 심 정도”를 의미한다.Petty,Cacioppo와

Schumann(1983),Zaichkowsky(1985),Celsi와 Olson(1988)등 많은 연구

자들은 특히 지각된 개인 련성(perceivedpersonalrelevance)을

여도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즉 여도는 특정 상이나 상황을 자신과

얼마나 련되어 있다고 인식하는지 정도와 깊이 련되며,이때 사람들

은 자신들의 욕구나 가치 ,흥미를 고려한다(Celsi& Olson,1988,p.

211). 를 들면 재 고3수험생들은 새 입 제도가 5년 뒤에 용된

다는 보도보다 당장 올해부터 용된다는 보도에 더 높은 여도를 갖게

된다. 재 고3인 학생들이 자신과 5년 뒤 시행되는 입 제도 사이의

직 인 연 성을 발견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박정의,2002,p.9).

사람들의 이슈에 한 높은 수 의 여도는 이슈가 본질 인 요성

을 가지거나(Sherif& Hovland,1961,p.197)개인 으로 요한 의미를

가질 때(Sherifetal.,1973,p.311),그 이슈가 그들 자신의 삶에 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기 할 때(Apsler& Sears,1968,p.162)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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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다(Petty& Cacioppo,1979,p.1916에서 재인용).따라서 메시지 수

용자가 메시지에 해 개인 련성과 요성을 많이 지각할수록 해당

메시지에 높은 수 의 여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Petty,

Cacioppo& Schumann,1983,p.136).

(2) 여도와 설득 효과

여도는 설득 커뮤니 이션에서 메시지 수용자들이 메시지에 얼마나

주목하는지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사람들은 자

신들이 무엇인가에 련되어 있다고 믿게 되면,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요하다고 여기며, 련되지 않았을 때와 다른 태도로 행동하게

된다(Zaichkowsky,1986,p.12).

설득과 태도 변화에 한 표 인 이론인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

ElaborationLikelihoodModel)에서도 여도를 정보 처리 과정에서 요

한 매개 변수로 이야기한다.즉 사람들이 이슈와의 개인 련성이나

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련 정보들을 공들여 생각하고 해당 주장이

나 제품을 평가하는데 더 많은 인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Petty,Cacioppo& Schumann,1983,p.143).

Petty,Cacioppo와 Goldman(1981)에 의하면,이슈에 한 여도가 높

을수록 사람들은 메시지 내용에 집 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련되지 않은 것보다 련된 것에 해 더

잘 발달된 스키마(schem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정보들을 새 정보를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그

리고 사람들은 이슈가 자기와 하게 연 될수록 메시지 내용을 세심

하게 살피게끔 동기화된다.이슈와 련된 이야기들 이치와 사실에

맞는 의견을 찾아내는 일이 요해지기 때문이다. 한 인지 숙고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슈에 한 개인 련성이 높을 때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은 수용자가 메시지에 해 주의 깊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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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도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이 행동에 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

고 주장한다.즉 수용자에 의해 메시지의 내용이 주의 깊게 고려될 때,

메시지 내용이 행동에 향을 미치기 쉽고 그로 인한 태도 변화의 효과

도 지속 이고 안정 이라는 것이다(장하용과 제방훈,2009,p.80).

김효숙과 조경희(2014)는 쟁 에 한 개인 여도가 문제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을 확인하 다.즉 18 선,무상보육

단 기,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우리 사회의 쟁 에 해 평상시부터

흥미가 있고 해당 쟁 이 자신과 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참가자일수록

그 문제가 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자주 생각한다고 답하 다.

특히 동조합기본법 발효와 같이 매스 미디어에 의해 부각되지 않은 쟁

의 경우에도 개인 여도가 높을수록 쟁 에 한 문제의식을 더 크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Celsi와 Olson(1988)도 제품에 한 높은 여도가 사람들을 해당 제

품에 더 주목하게 하고 그 제품을 이해하기 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

든다는 사실을 밝 냈다.연구자들은 우선 실험 참가자들에게 테니스 용

품(라켓,신발, ) 고가 들어가 있는 소책자를 주고 참가자들이 고

를 읽는데 들이는 시간을 측정하여 제품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를 측정

하 다.그 결과, 고 메시지가 자신에게 요하고 자신의 욕구와 련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참가자일수록 고를 읽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 테니스 용품에 한 여도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그 지 않은 참가자들보다 고에서 본 테니스 용품에 한 정보를 더

많이 생각해내고 었다.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제품 여도가 높을수록

사람들이 해당 제품과 련된 메시지를 이해하기 해 더 많은 인지

노력을 기울인다는 을 확인하 다.

Maheswaran과 Meyers-Levy(1990)는 학생들을 상으로 건강 련

이슈에 한 여도를 조작한 후 인지 반응과 정보의 기억 정도, 련

행동의도를 측정하 다.한 집단에는 25세 이하에서도 심장병 발병 험

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알려주어 이슈에 한 여도를 높게 조작하고,

다른 집단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심장병 발생 험이 높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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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들려주어 이슈 여도를 낮게 조작하 다.그 후 심장병의 원인

이 되는 콜 스테롤 수치를 측정해 심장병 발병 험 정도를 알려주는

액 검사를 장려하는 메시지를 읽게 하 다.실험 결과, 여도를 낮게

조작한 집단보다 높게 조작한 집단에서 메시지와 련된 생각을 더 많이

었고,메시지와 련된 정보들을 더 많이 기억해냈으며, 액 검사를

하겠다는 행동의도도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arley와 Lim(1991)은 음주 운 을 주제로 여도에 따라 메시지 수

용자의 이슈에 한 태도와 행동의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주정부의 강력한 음주 운 방 정책

을 소개하는 1분짜리 라디오 공익 고를 들려 후,앞으로 음주 운

을 할 것인지,그리고 술에 취해 운 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그를 제지할

것인지를 물었다.이때 한쪽 집단에는 이 정책이 피험자가 사는 주에서

곧 실시되어 그들도 이 정책의 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어 여

도를 높게 조작하고,다른 쪽 집단에는 이 정책이 다른 주에서 실시될

정이라고 말해 여도를 낮게 조작하 다.실험 결과,이슈에 한

여도가 높은 실험 참가자들이 여도가 낮은 참가자들보다 음주 운 에

한 이슈를 더 긴 하고 박한 문제로 여기고 있었고,음주 운 행동

의도도 더 낮게 나타났다.연구자들은 이 발견 결과를 근거로 고에서

달하려는 이슈와 고를 보는 사람과의 련성을 강조하는 것이 공익

고 효과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일이라고 주장하 다.

남인용(2001)은 쓰 기 분리수거 실천을 장려하는 공익 고에서 수용

자의 고 주제에 한 여도 수 은 고 메시지의 유형에 상 없이

쓰 기 분리수거 태도,분리수거 의도와 정 상 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즉 정 메시지와 부정 메시지라는 고 메시지 유형에

계없이 고 주제에 한 수용자의 여도가 높을수록 고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이미나(2011)의 연구에서도 환경행동의도에 향을 다고 설정한 모

든 변인을 모델에 넣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도 변인은 실험 참

가자들의 환경행동의도에 유의하게 압도 으로 큰 향을 미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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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 기후 변화 문제에 한 학습자들의 여도는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한 환경보호행동의 수행의도를 측하는데 있어 통계 유의

도를 확보하고 있었다.

정재선과 이동훈(2012)의 연구에서도 여도는 건강 련 보도 기사의

임 종류에 계없이,건강 증진을 한 행동 변화를 야기하는 정보

처리 동기로서 건강 신념,인지 욕구,사 지식 요인을 제치고 가장 큰

향력을 가진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즉 암 방 행동을 유도하는 보도

기사가 어떤 임으로 작성되었는가와 상 없이 자신과 보도 기사와의

련성,보도 기사의 요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암 방을 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거나 정기 검진을 받는 등 암 방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기부 의사를 높일 수 있는 효과 인 설득 메시지 요인에 해 알아본

박장원과 박 순(2007)의 연구에서도 기부에 한 여도가 클수록 설득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즉 기부에 한 심이 많고 기부의 요성에

한 인식이 높은 실험 참가자일수록 더 높은 기부 의사를 나타냈다.

최성인(2013)에 의하면 정서 반응도 메시지에 한 여도가 높은

이용자가 여도가 낮은 이용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즉 학교 폭력

과 련된 온라인 뉴스 기사를 한 후 느낀 부정 인 감정의 정도를 측

정한 결과, 임 종류나 기사에 인용된 정보원이 구인가와 상 없이,

학교 폭력 문제에 한 심이 많고 요성을 크게 인식하는 실험 참가

자일수록 학교 폭력 뉴스 기사를 보고 화가 난다거나 안타깝다거나 걱정

이 된다는 등의 더 높은 정서 반응을 보 다.

이창원과 김 수(2014)는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 하나인 높

은 자살률 문제를 가지고 여도가 문제 해결 동기에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연구 결과, 여도는 문제 해결 동기에 유의하게 정(+)의 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문제 해결 동기는 문제 해결을 해 일하는

비 리단체에 한 기부 의도와도 정(+)의 계에 있었다.

장기 기증 서약 의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해 알아본 유성신과

그의 동료들(2015)의 연구에서도 역시 장기 기증 이슈에 한 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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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장기 기증 서약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즉 장기 기증이 자신과

련이 있다거나 자신에게 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

은 장기 기증 의사를 보 다.특히 여도는 자기 효능감,장기 기증에

한 지식 등 장기 기증 서약 의도를 측할 수 있는 8가지 변인 가

장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 ,이진균과 임연수(2015)의 연구에서도 이슈 여도가 높은 집단

이 여도가 낮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캠페인 참여 의도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기후 변화 방지 캠페인이 자신과 련이 있고

요하다고 느끼는 참가자일수록 기후 변화 방지 노력에 동참을 호소하

는 메시지를 읽은 후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더 많이 표했다.

이제까지 살펴봤듯이, 여도에 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 정교화 가능

성 모델(ELM)에 따르면,메시지 수용자들이 메시지 내용을 자신과 련

이 있거나 요하다고 여기게 되면 정보 탐색에 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메시지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해 극 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반면 메시지 내용이 자신과 련이 없거나

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메시지의 주장에 해 충분히 생각하도록

동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메시지의 내용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따라서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빈곤 문제에 있어서도 여

도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빈곤 문제 텍스트의 내용에 주목하고 텍스트에

서 언 하고 있는 빈곤 문제 해결에 해 극 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상해 볼 수 있다.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2>:“빈곤 문제 여도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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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감과 친사회 행동

(1)공감의 정의

“공감(empathy)”에 한 개념화 작업은 20세기 ,독일 심리학자

TheodorLipps와 미국 심리학자 EdwardTichener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찰하고 모방(imitation)하는 심리 상

에 심을 가지고 있었다.이 상을 설명하기 해 TheodorLipps는 독

일어 “Einfűhlung”를 사용하 고, 이를 Edward Tichener가 어

“empathy”로 번역하면서 “공감(empathy)”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Einfűhlung”는 “안에 들어가서 느낀다(in-feeling,감정이입).”는 뜻이다.

이들은 공감을 타인을 수동 으로 반 (reflection)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 그를 이해하려는 극 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것으

로 생각하 다(Gerdes,Lietz& Segal,2011,p.84).

이후 공감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공감에 해 조 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분이 동의하는 이 두 가지

있다.하나는 공감이 인지 (cognitive)측면과 정서 (affective)측면,

이 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공감의 정서

측면은 고통받는 상을 보고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요한 감정 반

응들(emotionalresponses)을 포함한다는 것이다(Davisetal.,1999,p.

471).즉 공감은 인지 으로는 상 방이 느끼는 바에 해 “알고”,그가

그 게 느끼는 이유에 해서도 “알거나 이해”하는 것이고,정서 으로

는 어떤 상황에 처한 상 방의 반응에 해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느끼

는”것이다(박성희,2004,p.47). 를 들어 인지 공감은 “나는 그가

요즘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안다.”로,정서 공감은 “나는 그의

괴로움을 느낀다.”로 표 할 수 있다(박민,2012,p.392).그리고 공감에

서 인지 해석과 정서 경험은 보통 동시에 일어난다(김정식과 김완

석,2007,p.58).

공감의 두 가지 요소인 인지 공감(cognitiveempathy)과 정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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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emotionalempathy)사이의 가장 큰 차이 은 인지 공감이 타인의

을 인지 으로 이해하는 것인데 반해,정서 공감은 감정의 공유까

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그래서 인지 공감에는 타인의 바람,의도와

같은 마음 상태를 추론하는 능력이,정서 공감에는 타인의 마음 상태

를 자신의 마음 상태와 일치시켜 표상해보는 시뮬 이션 과정이 더 많이

여한다(박민,2012,p.389).

공감을 연구한 표 학자인 Davis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을 검토

한 결과,공감을 단일한 개념으로 악하기 보다는 인지와 정서 두 차원

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 다.그리고 공감의

핵심 인 구성 요소들을 공감 염려(empathicconcern),개인 고통

(personaldistress),상상하기(fantasy), 취하기(perspective-taking),

이 게 네 가지로 구분하 다.공감 염려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성향”,개인 고통은 “타인의 고통에

한 반응으로서 고통과 불편함을 경험하는 성향”을 뜻한다.상상하기는

“상상에 의해 가상의 상황에 자신을 옮길 수 있는 성향”, 취하기는

“일상에서 자발 으로 다른 사람의 을 취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Davis,1994;Einolf,2007,p.1268에서 재인용).이 상상하기와

취하기는 공감의 인지 측면과,공감 염려와 개인 고통은 공감의

정서 측면과 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최근에는 상상하기가

공감의 인지 특성보다 정의 특성과 더 높은 상 을 갖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박성희,2004,pp.65-66).

공감을 인지 측면과 정서 측면으로 나 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Blair(2005)에 의하면 사이코

패시(psychopathy)의 경우,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욕구,의도와 같은 마

음 상태를 읽는 인지 공감 능력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하지만 정서

공감 능력,특히 공포와 슬픔의 감정 표 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를 보 다. 등학교 5,6학년 아동을 상으로 인지 공감

과 정서 공감이 래 괴롭힘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김혜리

(2013)의 연구에서도 괴롭힘에 가담하는 아동의 경우 인지 공감 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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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만 정서 공감 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듯 공감의 두 측면

은 한 개인 안에서도 서로 다른 수 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문은옥과 그의 동료들(2014)의 연구에서도 공격성 등의 품행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인지 공감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서 공감

능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지 공감은 사람의 정서를 가장 잘

달하는 표정에서 정서를 읽는 능력으로,정서 공감은 정서를 표

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찰한 후 동일한 표정을 짓는 안면 모방

정도로 측정하 다.연구 결과,일반 청소년들과 품행 문제를 가진 청소

년들 간의 표정 읽기 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품행 문제

를 가진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달리,웃는 표정의 동 상을 보면

서 웃는 반응을 분명하게 보이지 않고,슬 표정의 동 상을 볼 때는

오히려 웃는 반응을 보이는 등 상 방과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는 정서

공감 능력에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fMRI를 이용한 뇌 상 연구들은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에 여

하는 우리의 뇌 역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보여주었다.인지 공감

이 일어날 때는 내측 두회(medialfrontalgyrus)와 측 상회

(anteriorcingulategyrus)를 포함하는 두 피질 역,후부 상측두구

(posteriorsuperiortemporalsulcus),측두-두정 연 부(temporo-parietal

junction)등의 역이,정서 공감이 일어날 때는 섬(insula),편도체

(amygdala),하 두회(inferiorfrontalgyrus)등의 부 가 여한다(박

민,2012,p.389).

Sagi와 Hoffman(1976)에 의하면 태어난 지 1일에서 2일된 신생아들도

다른 신생아들이 울 때 이에 반응해서 같이 운다.Hoffman(1981)은 이런

신생아들의 반응이 그들이 다른 신생아들의 고통을 같이 느 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감 각성(empathicarousal)이 선천 인 인간

고유의 본성일 수 있다고 주장하 다.

공감 능력을 인간의 본성으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은 바로 1996년 “거울 뉴런(mirrorneuron)”의 발견이다.거울 뉴런은 타

인의 행 와 감정에 해 동일한 반응을 하는 뇌의 신경 세포를 일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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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거울 뉴런은 인간이 선천 으로 타인의 행 를 모방하거나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 났음을 증명하는 과학 증거로서

자주 활용된다(소병일,2014,p.200).

거울 뉴런들은 우리 뇌의 하 두회,하두정엽(inferiorparietallobule)

에 존재하는데,이 부분을 거울 뉴런계(mirrorneuronsystem)라고 말한

다.여기에 측두엽(temporallobe)의 후부 상측두구와 두엽 부분이 함

께 작용하여 복잡한 거울 뉴런 반응이 일어난다.그리고 이 거울 뉴런들

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찰하기만 해도 자신이 그 행 를 직 할 때와

같이 활성화된다.그래서 우리는 거울 뉴런계를 통해 타인의 행동을

찰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행동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장

익,2012,p.43).

공감의 신경학 인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해 10세 아동들을 상 로

뇌 상 연구를 한 Pfeifer와 그의 동료들(2008)에 의하면,성인들을 상

으로 한 연구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공감이 거울 뉴런계의 활동과 실제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화남,두려

움,행복함,슬픔의 감정이 담긴 얼굴 표정과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얼굴

을 각각 찰하게 하거나 표정을 따라 해보게 하면서 fMRI로 참가자들

의 뇌 활동을 측정하 다.그 결과,감정이 드러난 얼굴 표정을 찰하고

따라하게 했을 때 거울 뉴런계와 련된 뇌 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

인하 다.그리고 이런 뇌의 활동과 Davis가 개발한 인 계 반응성 지

수(IRI,InterpersonalReactivityIndex)로 측정한 아동들의 공감 능력이

서로 련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다.즉 높은 공감 성향을 보이는 아

동일수록 감정을 드러낸 얼굴 표정을 찰하게 했을 때 거울 뉴런계에

속하는 하 두회를 비롯한 뇌 역이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감이 감정 추인 변연계(limbicsystem)와 련된다는 사실도 뇌

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감정을 표 하는 얼굴을 보는 동안 찰

자의 뇌 안에서 거울 뉴런계,섬(insula),변연계가 동시에 활성화되는 것

이 밝 진 것이다.즉 우리가 타인의 얼굴을 찰하면 거울 뉴런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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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얼굴을 모사하고,그 신호가 섬을 거쳐 변연계로 해지면서 타

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장 익,2012,pp.46-47).

단,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 있다.그것은 공감(empathy)과 동

정심(sympathy)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사람들은 흔히 공감

을 동정심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공감이 다른 사

람의 감정을 제 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Loewenstein& Small,2007,p.115),동정심은 고통스러워하거나 도움

이 필요한 타인에 한 염려의 감정(Einolf,2007,p.1268)을 뜻한다.단,

동정심은 공감에 바탕을 둘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도 있다(박성희,

2004,p.42).그리고 동정심이라는 감정은 “우리”와 “그들”사이의 구분

을 허물어뜨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자비심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

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Gilovichetal.,2013,p.199).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도우려

는 행동이 직선 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은 공감과 동

정심을 구분하게 되었다.하지만 Batson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공감과

동정심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공감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동정심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공감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동정심이 뒤따

른다고 보기 때문이다(박성희,2004,p.42).실제로 공감은 많은 경우 동

정심을 불러일으킨다. 부분의 경우 상 방을 정 으로 생각하는 마

음이 있다면(최소한 그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상 방의 부정 인

감정 상태에 공감하는 것은 그를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이다

(Loewenstein& Small,2007,p.1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어떤 상황에서 타인이 느 을 감정 상태

를 이해하고 그것을 공유함으로써 생겨나는 감정 반응”이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공감에 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공감을 연구한

학자들 부분이 공감을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가 느 을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 측면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감정들을 경험하는 정서

측면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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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감과 도움 행동

많은 연구자들은 공감이 공격성이나 반사회 행동의 감소를 가져오고

동,사회성,친사회 행동과 높은 정 상 계를 가지며 남을 도와

주려는 이타 행동을 발시키는 요한 정서 기제라는 에 해서 일

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강은경,2006,p.16).특히 연민(compassion)이

나 염려(concern),따뜻함(tenderness)을 포함하는 감정 인 반응으로서

의 공감이 도움 행동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한 연구들(Batson,1998;

Dovidio,Allen& Schroeder,1990;Schroederetal.,1988)은 공통 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게 되면,도움 행동에 한 물

질 ,사회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도움 행동을 하게 된다

고 이야기한다(Stürmer,Synder& Omoto,2005,p.533에서 재인용).

Batson,Hoffman과 같은 여러 학자들은 이런 공감 감정(empathic

emotion)이 다른 사람의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이타 인 동기와

직 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이와 같은 주장을 우리는 “공감-이

타주의 가설(empathy-altruism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Batsonetal.,

1981;Fultzetal.,1986,pp.761-762).공감-이타주의 가설에 따르면,우

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겪은 일과 감정들을 그 사람

처럼 경험하게 되면,우리가 얻는 이득과는 무 하게 그 사람을 순수하

게 이타 인 동기에서 돕게 된다.심지어 우리가 얻는 것이 없어도,비용

이 드는 일이어도 말이다.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에게 공감하지 못할 때

는 비용과 이익 같은 사회 교환 계에 한 심이 작동하기 시작하

여,이타 행동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단되는 경우에만 이

타 행동을 하게 된다(Aronson,Wilson& Akert,2010,p.328).

Fultz와 그의 동료들(1986)은 공감이 상 방의 고통을 여주고자 하

는 이타 인 동기에서 남을 돕는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실험을 통

해 확인하 다.연구자들은 먼 실험 참가자들에게 집을 떠나 혼자 생

활하며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학생 Janet에 한 이야기를 읽게 한 후

그녀와 친구가 되어 함께 시간을 보낼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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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에 사용된 메시지 달 기법에 집 ”하도록 하여 공감이 일어나

기 힘들도록 조작한 집단보다 “Janet의 입장에서 그녀가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게 하여 공감을 유도한 집단에서 Janet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왔다.그리고 참가자들의 답을 다

른 사람들이 알 수 없게 하여 자신들의 행동에 한 사회 평가(social

evaluation)의 압력이 없도록 했을 때에도,공감이 일어나기 힘들게 만든

조건보다 Janet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한 조건에서 더 높은 도움 의

사가 나타났다.이는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면,남을 돕지

않는 행동에 한 사회의 부정 인 평가를 피하기 한 이기 인 동기에

서가 아니라,순수하게 그의 고통을 여주기 한 이타 인 동기에서

남을 돕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주장하 다.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기 한 효과 인 교수ㆍ학습 방안에 해 연구

한 권은주(2013)도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 한 높은 공

감을 경험하게 했을 때 도움행동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연

구자는 아이티의 식량 부족 문제를 소재로 텍스트를 구성하고 공감이 식

량 문제 해결을 한 도움행동의도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텍스트를 읽으면서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최 한 객 인

을 유지하도록 한 집단보다 주인공이 겪고 있는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상상하고 느끼도록 유도한 집단이 더 높은 공감 수 을 나타내며 아이티

의 상황에 가슴 아 했고,주변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알리거나 이들을

돕도록 권유하고 문제 해결을 한 사 활동에 자원 사자로 직 참여

하겠다는 등의 더 높은 도움행동의사를 보 다.

한편 남을 돕는 행동의 동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 심

과 함께 돕는 사람 본인의 감정 상태에 한 고려와도 련이 있다

(Dickert,Sagara & Slovic,2011,p.362).부정 상태 감소 가설

(negativestatereliefhypothesis)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상에 공감

하게 되면 슬퍼지고 우울해지는데 자신의 이런 기분을 좋게 만들기 해

남을 돕는 행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Schaller& Cialdini,1988,p.

164).즉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이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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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한 감정들을 감소시키려는 욕구에서 남을 돕기도 한다는 것이다.

돕기 상황에서는 특히 공감 염려와 개인 고통과 같은 공감의 정서

측면이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공감 염려와 개

인 고통 모두 고통받는 상에 한 찰자의 특별한 감정 반응을

뜻하는데,공감 염려는 그 감정이 타인을 향한 것이고,개인 고통은

그 감정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즉 공감 염려는

고통받는 상을 보고 찰자가 그에게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을 경험하

는 것인 반면,개인 고통은 고통받는 상을 보고 찰자 본인이 경험

하는 염려와 근심,유쾌하지 않고 불편한 감정을 의미한다(Davisetal.,

1999,p.471).

Davis(1994)는 타인을 돕는 행동과 실제로 련되는 것은 인지 공감

이 아니라 정서 공감이라고 주장하 다(강은경,2006,p.18에서 재인

용).인지 공감은 친사회 행동을 반드시 보장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반사회 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다른 선행

연구들도 공감의 구성 요소 정서 공감이 기부나 도움 행동과 같은

친사회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보고 있다.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머리로는 이해하더라도 그 고통을 마음으로 느낄 수 없다면 그를

염려하는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다.

Einolf(2007)는 미국의 2002일반사회여론조사(GeneralSocialSurvey)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 공감의 구성 요소인 공감 염려가 14개의 친사

회 행동과 어떤 상 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그 결과 공감 염려

는 망에 빠진 사람들을 로해주거나 거리의 노숙자에게 즉흥 으로

돈을 주는 행 와 같이 자발 으로 타인을 돕는 몇 개의 행동들과 강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dele,Dziobek과 Keller(2013)는 공감과 이타 행동에 한 부분의

선행 연구들(Bekkers,2006;Davis,Hall& Meyer,2003;Einolf,2008)이

방법론 으로 사회 바람직성의 향을 받을 험이 있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에 의존하 다는 문제 을 지 하며,실험 경제학에서 자주 활용

되는 독재자 게임을 이용하여 이 연구들과 다른 방식으로 공감과 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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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의 계를 연구하 다.독재자 게임에서는 피험자가 일정액의

돈을 배분할 권한을 가지고 상 방에게 자기가 주고 싶은 액을

마음 로 결정해서 다.연구자들은 독재자 게임에서 피험자가 상 방

에게 배분하는 돈의 액수로 이타 행동 수 을 측정하 다.실험 결과

인지 공감과 이타 행동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상 계가 발견되지

않았고,정서 공감이 이타 행동을 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밝 졌다.

강지 (2002)은 인권에 한 인지 능력과 정서 공감 어느 변인이

인권옹호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이에 따르면 인권에

한 지식과 인권 상황에서의 단력보다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서 공감이 인권옹호행동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김용훈,류리나와 한성열(2012)의 연구에서도 정서 공감은 도움행동

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한쪽 다리

에 깁스를 하여 목발을 짚고 계단을 오르는 사람이 한 손에 짐을 들고

있는 상황을 제시한 후 “당신이라면 의 사람을 돕겠습니까?”라고 물었

을 때,정서 공감 수 이 낮은 집단보다 정서 공감 수 이 높은 집

단에서 도움행동의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왔다.

권주 과 박 신(2013)은 4세,6세와 8세 아동들을 상으로 독재자

게임을 활용하여 타인의 마음에 한 이해와 정서 공감이 친사회 행

동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보았다.실험 결과,마음의 이해와 정서 공

감 모두 다른 친구와 사탕을 나 는 친사회 행동과 유의한 상 계가

있었다.즉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정서 공감을 잘하는 아동일수

록 더 친사회 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마음의 이해보다

는 정서 공감이 친사회 행동과 더 깊은 상 계가 있었다. 계

회귀분석 결과,1단계에서 연령과 성별은 아동의 친사회 행동을 11%

설명하고 있었고,2단계에서 투입된 마음의 이해는 추가 인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하지만 3단계에서 투입된 정서 공감은 2단계보다 친사회

행동을 35% 더 설명하고 있었다.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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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있어서 마음의 이해보다는 정서 공감이 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 다.

래 괴롭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역할 유형에 따라 인지 공감과 정서

공감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김혜리(2013)의 연구에서도 피해 아동을

돕는 방어자 집단의 정서 공감 수는 래 괴롭힘 상황에 무 심하고

여하지 않는 방 자 집단과 가해 아동을 돕는 동조자 집단보다 유의하

게 더 높게 나타났다.이에 반해 방어자 집단과 가해자 집단,방 자 집

단,동조자 집단 간의 인지 공감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연구자

들은 방 자 집단의 아동들은 피해 아동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서 인 공감이 되지 않아 피해 아동의 고통을 외면하는 반면,방어자

집단의 아동들은 피해 아동의 기분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 아동의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친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친구 편에 서서 그를

돕는 것이라고 해석하 다.

설선혜,이민우와 김학진(2014)의 연구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정서 으

로 공감을 잘 하는 참가자일수록 타인의 안녕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타인의 안녕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이타 행동

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연구자들은 이타 강화 학습 과제를 이용해 실

험 참가자들의 공감 능력에 따라 타인의 안녕에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는지를 측정하 다.실험에서는 자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조건,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조건,타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조건

을 각각 학습할 수 있는 세 의 그림 자극을 제시하고 공감 성향에 따

라 참가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았다.실험 결과,공감의 정서

요인에 해당하는 개인 고통 수가 높은 참가자일수록 자신과 상

방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공동 보상 조건과 상 방에게만 보상이 주어지

는 타인 보상 조건에서 높은 수행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서

공감의 나머지 요인인 공감 염려 성향이 높은 참가자일수록 타인 보상

조건에서 더 나은 수행을 보 다.반면 공감의 인지 측면을 나타내는

상상력과 취하기는 이타 강화 학습 과제 수행과 련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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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움 행동에서 공감의 인지 요소가 갖는 요성을 간과해서

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공감의 인지 요소란 취하기나 상상하

기처럼 공감 정서를 이끌어내는 지 인 기제나 작용을 의미한다.공감

의 고유한 특성을 정서 인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인지 기능이 공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요한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박성희,1996,

p.149).박성희(1996)가 공감의 인지 요소와 정서 요소가 각각 도움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정서 요소의 향력이 인

지 요소에 비해 반 으로 더 컸으나 인지 요소의 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감의 인지 요소인 취하기와 상상하

기는 직 으로 는 공감의 정서 요소인 공감 각성과 공감 염려

에 향을 으로써 간 으로 도움 행동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

강지 (2002),Einolf(2007),Edele,Dziobek과 Keller(2013),권주 과

박 신(2013),김혜리(2013),설선혜,이민우와 김학진(2014)은 공감을 두

가지 측면으로 나 어 봤을 때 특히 정서 공감이 친사회 행동과 더

높은 상 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물론 정서 공감이 일어나기

해서는 타인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 공감도 필요하다.

하지만 인지 공감만 가지고는 도움 행동이 일어나게 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

고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서 끝나버린다면 공감이 실제 도움 행동으로 이

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정서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에

한 반응으로서 남을 도울 때 요한 동기가 되는 연민이나 동정심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하는 것이다.따라서 정서 공감 능력이 높은 학습

자일수록,즉 동정심과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성향이 뛰어날수록 빈곤

문제 해결을 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공감의 정서 측면에

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 다.

<가설 3>:“정서 공감 능력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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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설계

1.연구 가설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지 까지의 논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연구 가

설과 1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이들 가설과 연구 문제의 검증을

통해 학습자들을 빈곤 문제 해결을 한 행동에 나서도록 설득하는데 효

과 인 사회과 텍스트 구성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가설 1>:이성 이 vs.감성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

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이 효과에 한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의 인지와 선택은 메시지

가 제시되는 방식에 크게 향을 받는다.따라서 빈곤 문제라는 동일한

주제라도 그것을 텍스트에서 어떻게 표 하느냐에 따라 학습자들의 생각

과 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상해 볼 수 있다.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처럼 도덕 의무로 여겨지는 행동의 실천을 유도하기

해서는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일이 필요하다.인간은 이성과 감성

을 함께 가진 존재이며,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감정이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기부나 장기 기증,도움 행동과 같

은 친사회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는 통계나 논리로 이성에 호소하는 것

보다 감성 으로 근하는 것이 설득 효과 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다.그래서 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놓

고 보면 빈곤 문제를 감성 으로 이 했을 때가 이성 으로 이

했을 때보다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가져오는데 더 효과 일 것이

라고 생각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성 vs.감성 이 방식에

따라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사에 정말 차이가 있는지 실험을 통해 검

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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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내집단 이 vs.외집단 이 에 따라 빈곤

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날 것인가?

사회 정체성 이론이나 실 집단 갈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기

가 속해 있는 내집단을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외집단보다 더 정 으

로 평가하고 편애할 수밖에 없다.그리고 우리는 내집단 구성원처럼 자

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더 쉽게 공감한다.공감은 유사성의 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이에 따른다면 빈곤층을 외집단으로 이 했을 때보

다 내집단으로 이 했을 때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측해 볼 수 있다.하지만 이와는 다른 결과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해석 수 이론에 의하면 심리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

은 상 수 의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즉 빈곤층을 공간 거리나

사회 거리가 먼 외집단으로 이 한 경우,학습자들이 행 의 목

이나 바람직성을 고려하여 원칙 으로 단하여 외집단이지만 어려운 그

들을 돕겠다고 응답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그리고 일반

으로 내집단에 비해 외집단에 해서는 공감이 일어나기 힘들지만,외집

단의 경제 지 가 낮거나 외집단을 정 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사

람들의 공감을 쉽게 끌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이 듯 지

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도움을 받는 상의 내집단,외집단 여부가 도움

행동의도에 미치는 향에 해 일 된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그래

서 이 문제에 해 경험 검증을 해보려고 한다.

<가설 2> :빈곤 문제 여도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을 비롯하여 설득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

인들에 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메시지 수용자의 높은 이슈 여도는

설득 효과를 높이는 요한 변수이다.즉 사람들은 이슈와 자신과의

련성,이슈의 요성을 크게 인식할수록 해당 이슈를 다루고 있는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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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집 하고 그것에 해 깊게 생각하며 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

다.그것이 자신에게 요한 일이기 때문이다.반면 이슈에 한 련성

이나 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메시지 내용을 주의 깊게 처리하고자 하

는 동기가 생기기 힘들다.따라서 빈곤 문제에 한 여도 수 이 높은

학습자들일수록 빈곤 문제 텍스트에 더 주목하고 문제의식을 크게 느낄

것이기 때문에 빈곤 문제 해결을 한 행동에 더 극 일 것이라고 추

론해 볼 수 있다.

<가설 3> :정서 공감 능력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공감-이타주의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 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고통받는 타인에게 공감하게 되면 순수하게 이타 인 동기에서 그

를 돕게 된다.공감은 인지 ,정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그 에서도 특히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고 불행한

타인에 해 감정 으로 반응하는 정서 공감이 친사회 행동과 더 깊

은 련이 있다고 이야기한다.정서 공감으로 경험하게 되는 동정심과

같은 감정들은 사람들로 하여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는 등

더 이타 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따라서 정서 공감 능력

이 높은 학습자들일수록 텍스트에 제시된 빈곤층의 상황에 감정 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들을 향한 동정심이나 개인 고통을 더 많이

느껴 보다 높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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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변인과 조사 도구

(1)종속 변인

사람의 행동에 한 연구들의 경우,실제 행동 찰에는 실 인 어

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 행동의도를 측정해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김용

훈,류리나와 한성열,2012,p.350).“행동의도(intentiontoperform)”란

행동에 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으로,“어떤 행동을 얼마나 자발 으

로 하려고 하는지,그 행동을 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지에 한 개인의 의사”를 의미한다(Ajzen,1991,p.181).합리 행동

이론(TRA:TheoryofReasonedAction)에 따르면,행동에 한 태도와

그 행동에 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고,행동

의도가 형성되면 이것이 행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높은 행동의도는 행

동의 수행 가능성을 높여 다고 본다(유성신과 그의 동료들,2015,p.

46).따라서 도움행동의도가 있다면 행동의도가 없는 경우보다 도움행동

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3개의 가설과 1개의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라는 종속 변인을 설정하고,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한 응답을 통해 빈곤문제해결 행동 수 을 측하는 방식

을 사용하 다.

빈곤 문제 해결은 빈곤을 양산하는 경제 구조의 개 과 노동 시장 정

책의 변화 등이 함께 수반되어야 가능하다.하지만 최 임 제나 사회

안 망 확충 등 빈곤층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운 하고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는 일도 개인들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성공

할 수 있다.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 문제 해결을 해서는 개인 인

차원에서 사회 각 구성원들의 도움과 참여가 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종속 변인인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개인들이 “기부와 자원 사 등

을 통해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의사”와 “빈곤층을 돕는 정부 정책에

한 찬성 의사”로 정의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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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학습자들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측정하기 해 박장원과

박 순(2007),이미나(2012),이서진(2012)의 질문지들을 참고하여 총 여

섯 문항을 만들고,5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한 후 총 을 계산하

다.각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① 제시문을 읽고 빈곤층을 돕기 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찬성하고 싶어졌다.② 제시문을 읽고 빈곤층을

돕는 단체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다.③ 제시문을 읽고 가

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 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④ 제시문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캠페인에 참여

하라고 권하고 싶어졌다.⑤ 제시문을 읽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빈곤층

돕기 성 모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⑥ 제시문을 읽고

1분 내외의 빈곤층 돕기 캠페인 련 상을 보면 빈곤층에게 자동으로

100원이 기부되는 무료 어 을 다운받고 싶어졌다.

(2)독립 변인

(2-1) 이 에서의 처치 변인

본 연구의 처치 변인은 텍스트 이 방식으로,<가설 1>에서는

이성 /감성 이 ,<연구 문제 1>에서는 내집단/외집단 이

이다.빈곤 문제 텍스트의 기본 인 내용은 빈곤층의 실에 한 신문

기사와 KBS TV 로그램 “ 장 르포 동행”에 소개된 사연을 토 로

하여 만들었다.그리고 텍스트에서 이 방식의 처치를 해 사용한

단어나 사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은 최 한 같게 하여 가외 변인이 종속

변인에 향을 미치는 것을 통제하 다.

이성 /감성 이 은 Kopfman과 그의 동료들(1998),Small,

Loewenstein과 Slovic(2007),박장원과 박 순(2007),백혜림과 이승조

(2014)의 실험 자극물들을 참고하 다.이성 이 텍스트는 체

빈곤층의 실에 한 일반 인 통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

를 논리 으로 제시하여 이성에 호소하는 형태로 제작하 다([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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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참조).그리고 감성 이 텍스트는 빈곤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한 사람의 구체 인 이야기를 제시하여 빈곤층에 한 연민이나 동

정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 다.성 신과 그의 동료들(2007)에

의하면 사람들은 모델이 느끼는 정서의 원인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원인과 상황에 한 정보가 구체 으로 주어진 경우에 모델이 표 하는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픔의 감정을 최 한 달

하기 해 물을 닦고 있는 주인공의 얼굴 표정이 담긴 사진을 함께 제

시하 다([부록 3],[부록 4]참조).

내집단/외집단 이 은 Kogut과 Ritov(2007),박하연(2011)의 실험

자극물과 이서진(2012)의 연구를 참고하 다.국 을 기 으로,내집단

이 텍스트에서는 빈곤층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표 하 고([부록

1],[부록 3]참조),외집단 이 텍스트에서는 빈곤층을 일본 사람으

로 제시하 다([부록 2],[부록 4]참조).

(2-2) 여도,공감 능력에서의 독립 변인

먼 <가설 2>에서는 빈곤 문제 여도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 다.

고학 연구들에 의하면 메시지 주제에 한 수용자의 여도 수 은 설

득 효과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다.빈곤 문제 여도는 Celsi와

Olson(1988),이미나(2012)의 질문지 등을 참고하여 다음 세 문항을 5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 다.① 나는 빈곤 문제에 해 자주 생각

한다.② 나는 평소 빈곤 문제에 해 심이 많다.③ 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삶에 향을 다고 생각한다.

<가설 3>과 련해서는 정서 공감 능력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

다.정서 공감 능력은 이타 행동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정서 공감 능력은 Mehrabian과 Epstein(1972),강은경

(2006),김성일(2010)의 공감 능력 검사 문항 등을 참고하여 다음 다섯

개의 문항을 5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 다.① 나는 슬 화

를 볼 때 거의 울지 않는다.② 나는 책이나 화 속 등장인물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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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게 느끼기 어렵다.③ 나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

면 마음이 아 다.④ 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걱정하

는 마음이 생긴다.⑤ 나는 군가가 억울하게 취 당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처지가 별로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이때 ①,②,⑤번 질문

은 역코딩하여 총 을 계산하 다.

여기에 성별,가정의 경제 수 ,가장인 아버지의 학력이 “빈곤 문제

여도와 정서 공감 능력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검

증을 한 회귀분석”에서 통제 변인으로 사용되었다.먼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한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친사회 행동을 더 많이 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하다는 선행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타인에 한 심을 더 나타내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유성신과 그의 동료들,2015,p.54).

안아림과 민동원(2013)의 연구에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제품 구매액의 일

부가 기부되는 공익 연계 마 메시지에 더 정 인 반응을 나타냈

고,메시지에 한 공감 처리가 이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

는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에게 더 잘 공감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보를 처

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다.그리고 가정의 경제

수 과 가장인 아버지의 학력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한 이유는 성별과 함

께 소득 수 이 기부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

기 때문이다.강철희,구지윤과 박소 (2011)에 의하면 여성일수록,연가

구 소득이 많을수록,국내와 해외에 한 기부 확률이 모두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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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설계와 표집

빈곤 문제 텍스트의 이 방식(이성 vs.감성 ,내집단 vs.외

집단)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실험 연

구를 설계하 다.실험은 독립 변인 두 개의 효과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2(이성 /감성 이 )×2(내집단/외집단 이 )요인 설계

방식을 따랐다.

처치는 처치 변인(빈곤 문제 텍스트의 이 방식)에 따라 총 네

가지 방식(이성 ×내집단,이성 ×외집단,감성 ×내집단,감성

×외집단)으로 이루어졌다.처치 조건에 따른 집단별 사례 수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처치 조건에 따른 집단별 사례 수

구분

텍스트 이 방식

합계

내집단 외집단

텍스트

이

방식

이성 126명 119명 245명

감성 128명 122명 250명

합계 254명 241명 495명

실험에 사용된 설문지는 빈곤 문제 텍스트(네 가지 이 방식

하나가 제시된)와 텍스트의 조작도 검증을 한 질문,빈곤 문제 여도

를 묻는 문항,정서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빈곤문제해결 행동의

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 다.이밖에도 응답자들의 배경 변인을

묻는 질문들을 추가하 다.

측정 도구의 구인 타당도를 높이기 해 일럿 조사(pilotsurve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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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거쳤다. 일럿 조사는 2014년 6월 3일 실시하 고,문항에 한 응답들

을 검토하여 텍스트와 설문지 문항들을 수정하 다.그리고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해 한 구인을 여러 항목으로 측정하 다.이성 /감

성 이 ,내집단/외집단 이 조작도는 각각 4개,빈곤 문제

여도는 3개,정서 공감 능력은 5개,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는 6개 항

목으로 물었다.크론바흐 알 계수(Cronbach’s α)를 추출하여 문항간

신뢰도를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다.

표집은 서울과 경기도의 5개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600명을

편의 표집한 후,네 가지 처치(이성 ×내집단,이성 ×외집단,감성

×내집단,감성 ×외집단)별로 무선 할당(random assignment)하고,

이들을 상으로 2014년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

하 다.고등학교 1학년을 연구 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고등학생들에게

효과 인 빈곤 문제 텍스트를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행 사회과

교육과정에 의하면,빈곤 문제는 개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사

회ㆍ문화 과목의 사회 계층과 불평등 단원에서 자세히 학습하게 된다.

사 학습이 혼란 요인(confoundingfactor)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은 표집 상에서 제외하 다.

이 효과와 련한 실험 연구의 내 타당도를 높이기 해 처치

별로 무선 할당을 하여 처치 변인 이외에 종속 변인에 향을 수 있

는 외부 요인들을 통제하 다.그리고 연구 결과의 외 타당도를 높이

기 해서는 서울시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경기도 농 지역의 남녀공

학 고등학교에서 각 1개교씩 총 3개교,경기도 도시 지역의 남녀공학 고

등학교에서 2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의 모든 차는 서울 학교 생명윤리심의 원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설문에 응답하는데 따른 부작용이나 험은 없었고,연

구 목 에 해 충분히 안내한 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설문을 강

요하지 않았으며,참여 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 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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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거한 설문지는 552부 으며,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

통계 결론의 타당도를 높이기 해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질문과 상

없이 일 되게 응답한 학생들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495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243명(49.1%),여학생이 252

명(50.9%)이었고,처치 조건에 따른 응답자 수는 앞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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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 방법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해 크론바흐 알 계수(Cronbach’s

α)를 추출하 다.Cronbach’sα는 각각 이성 /감성 이 조작도

측정 도구가 .697,내집단/외집단 이 조작도 측정 도구는 .881,

여도 측정 도구는 .823,정서 공감 능력 측정 도구는 .736,빈곤문제해

결 행동의도 측정 도구가 .823로 나타났다.크론바흐 알 계수가 모두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 도구의 문항들

간 내 일 성은 신뢰할 만하다고 단된다.그리고 텍스트가 연구자가

의도한 로 연구 상자들에게 각각 이성 /감성 ,내집단/외집단

이 으로 처치되었는지 알아보기 해 t검증을 실시하 다.

<가설 1>에서 이성 vs.감성 이 방식이 빈곤문제해결 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연구 문제 1>에서 내집단 vs.외집단 이

방식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일원

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그 후 텍스트 이 방

식에 따른 집단간(이성 vs.감성 ,내집단 vs.외집단)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확인하 다.텍스트

이 처치는 혼란 요인들이 이미 통제되어 있는 무선 할당 방식을 사

용하 기 때문에 통제 변인을 따로 모델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원변량분

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

<가설 2>에서 빈곤 문제 여도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가설 3>에서 정서 공감 능력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는 혼란 요인들을 통계 으로 통제하는 회

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 다.<가설 2>와 <가설 3>을 검증하는 과

정에서는 독립 변인인 학습자들의 빈곤 문제 여도와 정서 공감 능력

이외에 종속 변인인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향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의도 으로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통제 변인으로는 텍스

트의 이성 vs.감성 이 방식,내집단 vs.외집단 이 방

식과 배경 변인으로 물었던 성별,가정의 경제 수 ,가장의 학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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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회귀분석 방법으로는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이 서열 척도의 속성을 가지

고 있다는 을 반 하여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 다.일반 인 선형 회귀분석(linearregression)에

서는 종속 변인을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가정한다.즉 종속 변인 y

=0과 y=1간의 차이와 y=1과 y=2간의 차이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여 분

석을 하는 것이다(한은진과 문혜리,2013,p.302).그런데 본 연구의 종

속 변인인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는 “ 아니다=1,아니다=2,보통이

다=3,그 다=4,매우 그 다=5”와 같은 5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

하 다.이때 y=1과 y=2간의 차이와 y=2와 y=3간의 차이는 항상 동일하

다고 볼 수 없다.즉,엄 히 말해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보다 서열 척도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이처럼 순서는

있지만 순서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종속 변인을 다룰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형이 순서화 로짓 모형(OrderedLogit

Model)이다.

순서화 로짓 모형은 종속 변수가 리커트(Likert)척도와 같이 몇 개의

항목으로 나 어지고 이 항목들이 순서화된 값을 가진 경우 선형 회귀분

석보다 더 정확한 추정치를 제시해 다. 한 기존 모형들은 순서화된

응답을 다룰 때 단순히 평균을 구하거나 응답 번호를 그 로 회귀식에

응용하기 때문에 응답을 “매우 불만=1,불만=2,보통=3”으로 지정해서

평균이 2.5가 나온 경우,응답자들의 성향이 불만인지 아니면 보통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었다.그러나 순서화 로짓 모형

은 이를 확률(prob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처리하여 응답의 의미를 해석

한다(김호정,2007,p.98).

<가설 2>와 <가설 3>을 검증하기 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은 다음과 같다.로지스틱(logistic)이라는 용어는 로짓(logit)이라고도 하

며 로그 오즈(logodds)의 임말로 오즈(odds)에 로그(log)를 취해 값

을 추정한다.오즈(odds)는 우리말로 승산이라고도 하는데,승산은 “사건

이 발생할 확률(P)/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1-P)”로 정의된다.즉



-89-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비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태근,2006,p.267).

log






 


 =a+b1X1+b2X2+b3X3+b4X4+b5X5+b6X6+b7X7

P: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높아질 확률

a:상수

X1:빈곤 문제 여도

X2:정서 공감 능력

X3:이성 vs.감성 이 방식(감성 =1)

X4:내집단 vs.외집단 이 방식(내집단=1)

X5:성별(여성=1)

X6:가정의 경제 수

X7:가장의 학력

통계 분석을 한 도구는 SPSSforWindows(Ver.18.0)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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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텍스트의 조작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가설 1>과 <연구 문제 1>은 텍스트의 이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이때 실험 상자들이 텍스트를 연구자가 의도한

이 으로 받아들여야 실험 결과를 이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그

래서 처치 변인 설문에 해 t검증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의도한 로 텍

스트가 조작되어 실험 상자들에게 처치되었는지 확인하 다.

빈곤 문제 텍스트의 이성 /감성 이 조작도는 다음 네 문항들

을 5 리커트(Likert)척도로 측정하 다.① 제시문을 읽고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의 숫자를 알게 다.② 제시문을 읽고 정부

가 빈곤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게 다.③ 제

시문을 읽고 빈곤층의 고통이 느껴졌다.④ 제시문을 읽고 빈곤층의 모

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이때 ③,④번 문항은 역코딩하여 수를 산

출하 다.

빈곤 문제 텍스트의 내집단/외집단 이 조작도는 다음 네 개 문

항을 리커트(Likert)5 척도로 측정하 다.① 제시문의 내용은 내가

살고 있는,우리나라에 한 것이다.② 제시문의 내용은 나나 내 친구와

같은,우리나라 사람들에 한 것이다.③ 제시문의 내용은 내가 살고 있

지 않은,외국에 한 것이다.④ 제시문의 내용은 나나 내 친구와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외국 사람들에 한 것이다.이때 ③,④번 질문

은 역코딩하 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 결과,p<.05이어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t검

증 결과를 보았다.t검증 결과,이성 이 처치 조건과 감성

이 처치 조건의 평균 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t(df=482.702)=22.774,p=.000).[표 2]는 빈곤 문제 텍스트의 이성 /감성

이 조작도 검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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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이성 /감성 이 의 조작도 검증 결과

처치 조건 평균 t값 df 유의확률

이성

이
13.09

22.774 482.702 .000***

감성

이
8.25

*p<.05,**p<.01,***p<.001

[표 3]은 빈곤 문제 텍스트의 내집단/외집단 이 조작도 검증 결

과이다.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p<.05이었기 때문에 등분산이 가정되

지 않은 t검증 값을 사용하 다.t검증 결과,내집단 이 처치 조건

과 외집단 이 처치 조건의 평균 수 차이 역시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t(df=370.797)=17.299,p=.000).

[표 3]내집단/외집단 이 의 조작도 검증 결과

처치 조건 평균 t값 df 유의확률

내집단

이
16.09

17.299 370.797 .000***

외집단

이
10.50

*p<.05,**p<.01,***p<.001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빈곤 문제 텍스트는 연구자가 의도한 로

잘 조작되어 실험 상자들에게 작동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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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발견 결과

먼 <가설 1>에서 제기한 “이성 vs.감성 이 방식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를 알아보기 해 일원

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검증 결과는 [표 4]에 나타

난 바와 같다.

감성 이 방식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평균값(21.58)이 이성

이 방식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평균값(19.86)보다 높게 나

타났다.그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는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 다

(F(df=1,493)=16.573,p=.000).즉 빈곤 문제 텍스트를 이성 으로 이

했을 때보다 감성 으로 이 했을 때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유

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표 4]이성 vs.감성 이 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65.544 1 365.544 16.573 .000***

집단내 10874.182 493 22.057

합계 11239.725 494

*p<.05,**p<.01,***p<.001

다음으로 <연구 문제 1>에서 제기한 “내집단 vs.외집단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날 것인가?”에 답하기 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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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그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내집단 이 방식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평균값(20.99)이 외집

단 이 방식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평균값(20.45)보다 높게 나

타났다.그러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유의도를 확보하는 데는 실

패하 다(F(df=1,493)=1.586,p=.209).즉 내집단과 외집단 이 방식에

따른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5]내집단 vs.외집단 이 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집단간 36.040 1 36.040 1.586 .209

집단내 11203.685 493 22.726

합계 11239.725 494

*p<.05,**p<.01,***p<.001

<가설 2>인 “빈곤 문제 여도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와 <가설 3>의 “정서 공감 능력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해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이성 vs.감성 이 방식,내집단 vs.외집단 이 방식,성

별과 가정의 경제 수 ,가장의 학력이라는 통제 변인을 첨가한 순서화

로짓 모형으로 분석하고,빈곤 문제 여도와 정서 공감 능력 변인이

통계 유의도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 다.

이때 독립 변인들 사이에 다 공선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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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귀모형에 포함되는 독립 변인들 사이에 강한 상 계가 존재하면

각 독립 변인들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향을 구분하기 어려워 회귀계수

를 신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독립

변인간 Pearson상 계수 댓값이 모두 .60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

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종속 변인인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향을 다고 본

변인들을 모델에 넣고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6]에 나

타난 바와 같다.통계 유의도를 확보하고 있는 변인은 빈곤 문제 여

도(p=.000),정서 공감 능력(p=.000),이성 vs.감성 이 방식

(p=.000)이었다.내집단 vs.외집단 이 방식과 성별,가정의 경제

수 ,가장의 학력 변인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

지 못하고 있었다.따라서 <가설 2>와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먼 여도는 p<.001에서 통계 유의도를 확보하고 있었다(p=.000).

즉 다른 변인들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할 때,빈곤 문제 여도가 높을수

록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정서 공감

능력 한 통계 유의도를 확보하고 있었다(p=.000).즉 다른 변인들의

효과가 같다고 할 때,p<.001에서 정서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빈곤문

제해결 행동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텍스트의 이성 vs.감성 이 방식도 통계 으로 유

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p=.000).이는 종속 변인에 향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도 이성 vs.감성 이 처치가 빈곤문제

해결 행동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다른 변

인들의 효과가 같다고 가정할 때,p<.001에서 감성 이 방식이

이성 이 방식보다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설 1>의 일원

변량분석(One-WayANOVA)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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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도와 정서 공감 능력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변인 B 표 오차 Exp(B) 유의확률

여도 .246 .035 1.279 .000***

정서 공감 .139 .027 1.150 .000***

이 (감성 =1) .681 .160 1.975 .000***

이 (내집단=1) .213 .157 1.238 .175

성별(여=1) .076 .178 1.079 .669

가정의 경제 수 .210 .111 1.234 .059

가장 학력 .046 .106 1.047 .665

유사(Pseudo)-R2
3)

.046

합계 495

*p<.05,**p<.01,***p<.001

[표 6]에서 B는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회귀계수로,

독립 변인이 1단 증가할 때 변화하는 종속 변인의 로그 오즈(log

odds)를 의미한다. 를 들어 여도의 회귀계수 B가 .246이라는 것은

3)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도 선형 회귀분석에서 모형의 설명력을 의미하는 결

정계수 R2값과 유사한 Pseudo-R2값을 제공해 다.하지만 이는 엄 한 의미

에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라고 해석해 수 없다(김태근,

2006,p.317).선형 회귀분석 결과,이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모델은 빈곤문제해

결 행동의도를 23.5% 설명하고 있었고,이 모델의 설명량은 p<.001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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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가 1단 증가할 때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높아질 로그 오즈

(logodds)가 .246만큼 변한다는 것이다.그러나 로그 오즈(logodds)가

.246만큼 변한다는 것이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직 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그래서 이를 보다 알기 쉽게 해석하기 해 로그(log)를 제거

한 값을 구하는데,각 독립 변인들의 회귀계수 B에 익스포넨셜(Exp)을

취해주면 된다.이 게 해서 얻은 Exp(B)값은 “승산(odds)의 변화율

(percentchange)”,즉 승산비(oddsratio)를 의미한다.이는 “독립 변인

이 1단 증가할 때 종속 변인의 오즈(odds)의 변화율(%)”, 는 독립

변인이 질 변인일 때는 “집단간 오즈(odds)의 비”로 해석한다(김태근,

2006,pp.296-298).

이를 바탕으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다른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먼 여도가 1단 증가하면 빈곤문

제해결 행동의도가 높아질 오즈(odds)는 27.9% 증가한다.그리고 정서

공감 능력이 1단 증가하는 경우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커질 오즈

(odds)는 15.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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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1.요약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고질 문제 하나인 빈곤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학교 시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과 교육이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을 공

동체의 빈곤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다.그 고민으로부터 얻은 답 하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빈곤 문제 해결에 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

다.”는 메시지를 제 로 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그리고 이를

해서는 가장 먼 교수ㆍ학습 활동의 기본이 되는 텍스트를 효과 으

로 제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결국 본 연구는 효과

인 빈곤 문제 텍스트 구성 방안을 알아보려는데 목 을 두게 되었다.

이에 고학과 심리학 분야의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텍스트 이

방식과 여도,정서 공감 능력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의 주제는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향상을 한 사회과 텍스트

구성 방안”이다.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높이기 해서 어떤 측면에

을 맞추어 사회과 텍스트를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연구 가설과 1개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

다.

<가설 1>:이성 이 vs.감성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

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연구 문제 1> :내집단 이 vs.외집단 이 에 따라 빈곤

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날 것인가?

<가설 2> :빈곤 문제 여도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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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3> :정서 공감 능력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연구 가설들과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600명을 편의 표집한 후,텍스트 이 방식

에 따라 네 가지 처치(이성 ×내집단,이성 ×외집단,감성 ×내

집단,감성 ×외집단)별로 무선 할당하고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 다.

<가설 1>에서 이성 vs.감성 이 방식에 따른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차이와 <연구 문제 1>에서 내집단 vs.외집단 이 방식

에 따른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 차이를 알아보기 해서는 일원변량분석

을 실시하 고,<가설 2>에서 빈곤 문제 여도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

도에 미치는 효과와 <가설 3>의 정서 공감 능력이 빈곤문제해결 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서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7]연구 결과 요약

가설

연구 문제
내용 결과

1
이성 이 vs.감성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다를 것이다.
채택

1
내집단 이 vs.외집단 이 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날 것인가?
차이 없음

2
빈곤 문제 여도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

의도가 다를 것이다.
채택

3
정서 공감 능력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

의도가 다를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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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가설 1>의 이성 vs.감성 이 방식 어떤 이

방식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높이는데 더 효과 인지 알아보기 한

실험 연구에서는 이성 vs.감성 이 방식에 따른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가설 1>은

채택되었다.그리고 <연구 문제 1>의 내집단 vs.외집단 이 방식

에 따라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 실험 연구에서

는 내집단 vs.외집단 이 방식에 따른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가설 2>에서 빈곤 문제 여도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와 <가설 3>에서 정서 공감 능력이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서 실시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가설 2>와 <가설 3>이 모두 채택되었다.즉 학습자의 빈곤 문제 여

도와 정서 공감 능력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모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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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논의

여기서는 연구의 발견 결과들을 토 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성 이 처치 집단과 감성

이 처치 집단 간에는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즉 감성 이 텍스트를 읽은 집단에서 이성

이 텍스트를 읽은 집단보다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더 높게

나왔다.이는 감정이 도움행동의도를 이끌어내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는 사실을 밝힌 박장원과 박 순(2007),김소윤과 이 우(2007),Studts와

그의 동료들(2010),김충 과 도은혜(2015)의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본 연구에서도 통계 자료와 논리를 동원해 빈곤 문제를 이성

으로 이 한 텍스트보다 빈곤층 한 개인의 이야기를 구체 이고 감

성 으로 이 한 텍스트가 동정심과 같은 피험자들의 감정을 즉각

으로 더 잘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나 동정심

등의 감정들은 남을 돕는 행동과 같은 친사회 행동을 가져오는 요한

기제라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감정은 이성에 비되는 것으로서 변덕스럽고 충동 이며 합리

인 단을 방해하는 부정 인 것으로만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다.하지

만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없어 정상 인 사회생

활을 할 수도 없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지 까지 사회과는 주로 인지 측면의 근 방법을 많이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제 사회과에서도 감성 요소를 교육 으로 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를 들어 빈곤 문제 텍스트를 제작할 때 빈곤

문제에 한 객 인 사실과 논리만을 달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

야 한다.”는 당 진술에서만 끝내지 말고,빈곤층이 처한 힘든 상황에

감성 으로도 근하자는 것이다.물론 학생들이 빈곤 문제에 한 합리

인 해결책을 생각해 내도록 하는 것도 요하기 때문에 이성 인 근

방식도 필요하다.하지만 사회과 빈곤 문제 수업의 궁극 인 목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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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을 실제로 빈곤 문제 해결을 한 실천에 나서게 만드는 것이다.그

리고 이를 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우리가 실생

활에서 도덕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도덕에 한 지식이나

단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럴 마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이다(김해성,

1990,p.210).그래서 빈곤층을 돕는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는 빈곤 문제

텍스트에서는 더더욱 감성 근 방식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표 5]에서 보듯이 내집단 이 텍스트를 읽은 집단과 외집

단 이 텍스트를 읽은 집단은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서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즉 텍스트에서 국 을 기 으로 빈곤

층을 내집단으로 이 했는가,외집단으로 이 했는가는 학습

자들의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는 앞으로 빈곤층의 국 에 구애 받지 않고 다양한 소재를 사

용하여 빈곤 문제 텍스트를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발견 결과는 사람들이 무의식 으로 내집단 구성원을 외집단 구성

원보다 더 좋아하고 돕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을 확인한 Levin과 그의

동료들(2005),Baron과 Banagi(2006),Kogut과 Ritov(2007),방희정,노경

란과 정수진(2010),이서진(2012),Buttelmann과 Böhm(2014),설선혜,이

민우와 김학진(2014)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라 흥미롭다.그러

나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돕는 상의 내집단,외집단 여부가 도움

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Stürmer와 그의

동료들(2006),박하연(2011),박하연,성 신과 김지연(2013)의 연구들도

존재한다.

특히 박하연(2011),박하연,성 신과 김지연(2013)은 자신들의 연구에

서 돕는 상의 내집단,외집단 이 이 도움행동의도에 유의미한 차

이를 가져오지 않은 이유에 해 외집단 구성원을 평상시 미디어에서

하기 쉬운 빈곤한 나라의 아동으로 제시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하

다.이로 인해 돕는 상에 한 메시지 수용자들의 심리 거리감이

고 동정심이 유발되어 내집단 편향 효과가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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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하지만 외집단 구성원을 빈곤한 나라의 아동도 아니고 평소 미

디어를 통해서도 하기 힘든 일본의 빈곤층으로 설정한 본 연구에서도

같이 내집단 vs.외집단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다른 이

유들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먼 해석 수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상의 공간 거리나

사회 거리가 멀어지면 그 상의 가장 요한 특징이나 행 의 목 ,

바람직성에 주목하여 좀 더 원칙 으로 해석하고 단하는 경향이 있다.

공간 으로나 사회 으로 멀리 떨어진 상에 해서는 구체 인 맥락이

나 부차 인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해석 수 이론을 빌

려 발견 결과를 설명하자면,본 연구의 피험자들도 공간 거리와 사

회 거리가 먼 외집단인 일본의 빈곤층을 보고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는 도덕 원칙에 따라 단했을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실험 결과가

나온 후 진행한 실험 참가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응답자들은 공통

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나라를 구분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반응을

보 다.즉 해석 수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외집단 이 처치

조건의 피험자들도 일본 빈곤층의 상황을 한 후 “어려운 사람이니 도

와야 한다.”고 원칙 으로 단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이는 사람들

이 자신과 유사하지 않은 타인의 행동에 해 상 수 의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Liviatan,Trope과 Liberman(2008)의 연구나 공간 거리

가 멀어지면 학습자들이 해당 사건을 좀 더 추상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강효선(2014)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Hein과 그의 동료들(2010)은 실험을 통해

사람들이 외집단과 내집단 구성원에 해 내리는 평가와 그들이 고통스

러워하는 내집단과 외집단 구성원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역이 서로

어떻게 련되는지 알아보았다.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외

집단 구성원을 정 으로 평가하고 있다면 공감 염려의 감정이 일어

나 그를 돕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외집단 구성원을

부정 으로 평가할수록 공감과 련된 피험자들의 뇌 역 활동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따라서 만약 외집단 구성원이 정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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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의 고통도 도움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요한 역

할을 하는 공감과 련된 뇌 역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즉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돕는 상의 내집단,외집

단에 한 정보 외에,도움이 필요한 외집단 구성원을 정 으로 평가

할 수 있고,그에 한 염려의 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추가 인 정보

들을 제시한다면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외집단 구성원을 냉담하게 하

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자극물에는 빈곤층이 속한 집단(내집단,외

집단)을 악할 수 있는 정보 외에도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여

러 정보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따라서 이 추가 정보들이 외집단 구

성원에 한 부정 인 평가를 내리기 힘들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끼기 마련이

다.더욱이 그 사람이 빈곤한 이유가 재해나 질병,실직,불운과 같은 개

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 때문이라면 그를 부정 으로 평가하

기는 더 힘들 것이다.이와 같이 본 연구의 피험자들도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로 인해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일본의

빈곤층에 해 부정 인 평가를 내리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그래서 일본의 빈곤층이 외집단이기는 하지만 이 추가 정보들을

통해 그의 상황에 공감하게 되면서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Mashuri,Zaduqisti와 Supriyono(2012)의 연구에 의하면 외집

단의 경제 지 가 내집단보다 낮을 때 사람들은 외집단을 돕겠다는 의

사를 더 많이 표했다.이들의 해석을 본 연구에 용해본다면 실험 참가

자들은 경제 으로 어렵게 사는 외집단 구성원을 보고 이를 내집단에

한 경제 으로 느끼지 못했을 수 있다.그래서 외집단에 해

감을 갖기 보다는 외집단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면서 동정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Mashuri,Hasanah와 Rahmawati(2013)의 연구에서

도 외집단의 낮은 경제 지 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유도해 냄으로써 외

집단에 한 도움행동의사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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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풀이도 가능하다.Stürmer와 그의 동료들(2006),Wilhelm과

Bekkers(2010)가 지 했듯이 학습자들의 도덕 규범에 한 고려가 외집

단 구성원을 돕겠다는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즉 본 연

구의 피험자들도 “어려운 사람은 도와야 한다.”고 자신들이 지속 으로

교육 받아왔던 것처럼 “어려운 사람은 국 에 상 없이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단했을 수 있다.이는 이 에 언 했듯이 실험 이후 면담 과

정에서 보인 응답자들의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이 두 번째 발견 결과는 이 효과와 해석 수 이론

의 실 합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공간 거리나 사회 거

리 이 이 해석 수 에 향을 주어 사람들의 무의식 인 내집단 편

향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피험자들의 생각과 선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앞으로 사회과 교사들은

이 효과와 해석 수 이론이 발견한 사실들을 토 로 학습자들의 인지

과정에 해 이해한 후 텍스트를 제작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즉 학습

자들이 어떤 사건이나 상의 심리 거리(시간 거리,공간 거리,사

회 거리)를 가깝게 인식할 경우에는 행 의 방법과 실행 가능성,지엽

인 속성에 주목하고,심리 거리를 멀게 느낄 때는 행 의 목 과 바

람직성,본질 인 속성을 시하여 단을 내린다는 에 착안하여,텍스

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례를 교사가 의도하는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이 하여 제시한다면,민주 시민성과 련된 학습

자들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자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

셋째,[표 6]에서 보는 것처럼 빈곤 문제에 한 높은 여도는 낮은

여도보다 더 효과 으로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를 증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슈에 한 여도가 높을수록 련 행동의도가 높게

나타났던 Maheswaran과 Meyers-Levy(1990),Darley와 Lim(1991),남인

용(2001),박장원과 박 순(2007),이미나(2011),유성신과 그의 동료들

(2015),이기 ,이진균과 임연수(2015)의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것

이다. 한 정교화 가능성 모델(ELM)에 의하면 메시지에 한 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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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사람들은 심부 루트를 통해 메시지를 처리하는데, 심부 루

트를 통한 처리는 메시지 내용이 주의 깊게 고려되기 때문에 설득 효과

가 강력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한다.

이 발견 결과는 빈곤 문제에 한 학습자들의 여도를 높일 수 있도

록 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다.즉 텍스트를 만들 때 학습

자들이 빈곤 문제를 “자신과 련이 많은”,“ 요한”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련 부분의 분량을 늘리고 세심하게 서술하는 일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사회 문제에 해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하지 않는 이유 하

나는 그 문제가 자신과 련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미나(2011)가 지 한 것처럼,텍스트 구성시 빈곤 문제의 원인과 해결

책을 소개하는 데에만 치 할 것이 아니라,빈곤 문제가 자신에게 얼마

나 큰 향을 미치는 요한 문제인지 학습자들이 알 수 있도록 텍스트

도입 부분의 서술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넷째,[표 6]에서 보듯이 정서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빈곤문제해결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Fultz와 그의 동료들(1986),

김용훈,류리나와 한성열(2012),Edele,Dziobek과 Keller(2013),권은주

(2013),권주 과 박 신(2013),이승조와 정다운(2014)등의 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정서 공감 능력이 도움 행동과 같은 친사회 행동과 련이

있음을 보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우선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한 학습자들의 정서 공감

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빈곤 문제 텍스트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다.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빈곤 문제에 한 공감 능력,특히 정서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 요하다는 사실도 알려 다.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내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도덕 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장 익,

2012,p.47).따라서 앞으로 사회과에서는 빈곤 문제에 한 학생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한 방안을 극 으로 강구해야 한다.홍미화(2013)

에 의하면 그동안 사회과 교육은 실의 삶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학

생들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담기보다는 정보와 개념의 나열,설명의 방식

을 지나치게 강조한 경향이 없지 않았다.김문석(2002)의 주장처럼 이제



-106-

사회과에서도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감정이입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

시켜주고 감정이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을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다. 를 들면 빈곤층이 겪는 어려움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를 통

해 학생들이 빈곤층의 고통에 감정이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다.먼 빈곤층이 처한 상황에 한 이해가 있어야 빈곤층에 한 정서

공감이 일어나기 쉽게 때문이다.텍스트에서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

는 문학 작품이나 사진,그림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다면 빈곤

층에 한 학생들의 공감을 좀 더 쉽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한 교

사가 질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빈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감

정을 상상해보게 하고 그것에 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도 학생들의 공

감 능력을 계발하는 유익한 방법일 수 있다.공감 능력은 개인 차원에서

사람 사이의 계를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한 자질이다.그리고 사회과 수업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반응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일은 빈곤 문제

해결을 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이기 이 되

어가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단,여기서 주의할 이 있다.소병일(2014)의 주장처럼 공감은 말 그

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함께 느끼는 능력일 뿐,그 자체만으로

타인을 고통으로부터 구하려는 윤리 단이나 그에 상응하는 선한 행

를 하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공감이 연민과 같은 도덕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증오나 감과 연결되어 집단 학살

이나 인종 학살처럼 오히려 반윤리 인 행 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그의

지 은 새겨들을 만하다.따라서 앞으로 사회과에서는 교육을 통해 공감

이 타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한 행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과 공감의 상을 자기 집단 이외의 역에까지 확장시키는 일에도 신

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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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의 한계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을 갖는다.

첫째,본 연구는 외 타당도를 높이기 해 표본 선정시 지역 요소를

고려하 다.하지만 연구 상을 서울,경기 지역의 고등학생들로 한정하

고 편의 표집을 하 으므로, 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합리 행동 이론에 근거해 도움행동의도가 도움

행동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가정하 다.하지만 참가자들이 응답한 도움

행동의도가 실제로 도움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행동의

도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후속 연구에 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이성 이 과 감성 이 의 설득 효과가 시간이 경과

한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 빈

곤문제해결 행동의도는 텍스트를 읽은 직후의 즉각 인 반응을 측정한

것이었다.이 처리 모델에 의하면 우리의 감정 체계는 의식 인 노력

없이도 신속하게 작동한다.그래서 단기 인 설득 효과를 봤을 때 감성

근 방식이 이성 근 방식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보 을 수 있

다.그러나 텍스트를 읽은 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도 감성 이

에 의한 설득 효과가 지속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김주원과 김용 (2008)

에 의하면 실제로 자선 단체에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부

행동에는 동정심과 같은 감성 인 측면보다는 자선 단체의 비 이나 기

부 사용이 가져오는 바람직한 결과와 변화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이성

인 측면이 더 크게 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 동정심을 유발하여 이

루어진 기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면 그 감정이 식기 때문에 장기

인 기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기 인 일회성 기부로 끝나는 문제

을 갖고 있다고 한다.Kopfman과 그의 동료들(1998),박하연,성 신

과 김지연(2013)도 감정이 기부 행동을 가져오는 강력한 결정 요인이지

만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진다는 에서 언제나 최선책일 수는 없다고 지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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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이성 이 텍스트의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해서 설득 효과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성 이 텍스트는

빈곤층과 련된 통계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일반 인 수

에서 진술한 것이었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행 연구들은

여도를 인식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나 행동에 많은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따라서 빈곤 문제가 학습자 본인과 얼마나 련이 많고

요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논리 으로 서술한 텍스트의 설득 효과

를 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것이다.그리고 사람들은 기본 으로 공정

해지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세상을 정의롭다고 믿으려 하며 정의를 유

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Learner,1980;김용훈,류리나와 한성열,

2012,p.353에서 재인용).김용훈,류리나와 한성열(2012)의 연구에서도

개인들의 공정성 수 은 도움행동의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즉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우해야 하고 구든지 노력에

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에서

불공정한 우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경향이 더 높게 나

타났다.이는 공정성 수 이 높을수록 공정하지 않은 행 에 해 부정

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불공정한 사회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층과 정의의 문제를 강조한 이성 이 텍스트를 만들어 설득

효과를 검토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셋째,빈곤 문제 텍스트를 이성 ,감성 ,이성과 감성 방식의 혼합,

이 게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다르게 이 한 후 설득 효과와 설득

효과의 지속력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특히 이성과 감성 근 방식

의 혼합은 학습자들의 이성과 감성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수 있는 좋

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지 까지 사회과 교육은 사회과학 지식 달이

라는 인지 측면을 더 강조해온 측면이 있다.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정도 이성 못지않게 요하며 우리가 교육을 통해 키우고자

하는 인 인간은 이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발 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설득 효과를 오래도록 지속시키는 일은

매우 요한데,Baesler와 Burgoon(1994)에 의하면 이성과 감성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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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혼합했을 때 설득 효과가 가장 길게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따

라서 빈곤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 구조 인 원인에 해서는 이성 으로

근해 학습자들의 성찰과 비 인식을 유도하고,동시에 빈곤 문제로

고통받는 개인의 삶에 해서는 감성 으로 근하여 학습자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텍스트를 구성하여 설득 효과를 보았으면 한다.이러한

근 방식은 학습자들이 빈곤 문제에 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합리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하며 아울러 빈곤 문제에 한 해결 의지를 내면

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해석 수 이론을 사회과 교육에 더 극 으로 목시켜 볼 필

요가 있다.해석 수 이론은 이미 고,마 과 련된 역에서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그러나 아직 교과 교육학 분야에서는 해석 수 이론

과 련된 연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지리 교육 분야에서 지역 학습에

해석 수 이론의 용 가능성을 탐색한 강효선(2014)의 연구 정도가 있

을 뿐이다.이제 사회과에서도 해석 수 이론을 용해 보았으면 한다.

를 들어 빈곤 문제 이외에도 환경 문제,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

제와 련하여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성과 련된 가치나 태도를 학습시

키고자 할 때,텍스트에서 상과 사건의 시간 거리,공간 거리,사

회 거리와 같은 심리 거리를 다양하게 조작해보고 가장 효과 인

이 방식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이다.이는 연구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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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이성 /내집단 이 텍스트 설문지>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연

구에 응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빈곤 문제 읽기 자료 구성 방식이 학습자에게 미치

는 향을 알아보는 연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본 연구는 빈곤 문제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그 각각에

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제시되어 있는 질문의

순서 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을 응답하는데 걸리는 총시간은 10분 내외로 상됩니다.

이 설문을 응답하시는데 따른 부작용이나 험은 없습니

다.그 더라도 만약 참여 도 에 그만 두고 싶으시다면 어떤

불이익도 없이 언제든지 단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의 질문은 정답이 없습니다.여러분이 느낀 로 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입니다.그리고 연구 결과를 정확하

게 낼 수 있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자료는 철 히 연구 목 을 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여러분의 답변 내용이나 신상 정보는 100%

비 이 보장됩니다.

응답에 참여하신다고 해서 별도의 가를 지불하지는 못합니

다. 신 좋은 논문을 쓰기 해 노력함으로써 조 이나마 보답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력에 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7월 서울 학교 사회교육과 박사과정 최 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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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다음 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평등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어떤 사람은 출발부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치에 서 있다. 요한 사실은 이

러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주변에서 함께 노

력해주지 않는다면 보장받기 어렵다.

빈곤은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빈곤은 양 상태,주거,

의료, 생,교육,문화 경험 등의 결핍을 가져와 건강이나 생

명을 하고 직업 선택이나 사회 응을 어렵게 만들어 인간

이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만든다.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회는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가난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최근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기존

의 빈곤층 외에도 비정규직 임 노동자들이 늘면서 아무

리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소득이 어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빈곤층(기 생활수 자)은 135만여 명이나

된다.정부가 빈곤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쓰는 돈도 약 9조

원에 이른다.

한 빈곤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 인 선택을 하거나,가난에서 오는 스트

스가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 로 이어지고,다른 사람만큼 잘

살 수 없다는 상 박탈감에서 오는 좌 과 불만이 범죄로 나

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 구나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사회

를 만들고,우리 사회의 분열을 막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해서는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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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제시문을 읽고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

받는 빈곤층의 숫자를 알게 다.
① ② ③ ④ ⑤

2.제시문을 읽고 정부가 빈곤층의 생계비

를 지원하는데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

게 다.

① ② ③ ④ ⑤

3.제시문을 읽고 빈곤층의 고통이 느껴졌

다.
① ② ③ ④ ⑤

4.제시문을 읽고 빈곤층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① ② ③ ④ ⑤

5.제시문의 내용은 내가 살고 있는,우리

나라에 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제시문의 내용은 나나 내 친구와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에 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제시문의 내용은 내가 살고 있지 않은,

외국에 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제시문의 내용은 나나 내 친구와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외국 사람들에

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제시문을 읽고 빈곤층을 돕기 해 정

부가 내놓은 정책에 찬성하고 싶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0.제시문을 읽고 빈곤층을 돕는 단체에

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졌

다.

① ② ③ ④ ⑤

11.제시문을 읽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에서 자원 사를 하고 싶다는 마

음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12.제시문을 읽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

한 사람들을 돕는 캠페인에 참여하라

고 권하고 싶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3.제시문을 읽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빈

곤층 돕기 성 모 운동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4.제시문을 읽고 1분 내외의 빈곤층 돕

기 캠페인 련 상을 보면 빈곤층에

게 자동으로 100원이 기부되는 무료

어 을 다운받고 싶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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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나는 빈곤 문제에 해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나는 평소 빈곤 문제에 해 심이 많

다.
① ② ③ ④ ⑤

3.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삶에 향을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나는 슬 화를 볼 때 거의 울지 않

는다.
① ② ③ ④ ⑤

5.나는 책이나 화 속 등장인물의 감정

을 비슷하게 느끼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나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 다.
① ② ③ ④ ⑤

7.나는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그

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8.나는 군가가 억울하게 취 당하는 것

을 볼 때 그들의 처지가 별로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Ⅱ.다음 문장을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Ⅲ.다음은 여러분에 한 간단한 질문입니다.자신이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1.성별은?① 남 ② 여

2.여러분의 가정 상황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경제 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행이나 문화생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②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다.

③ 기본 생활은 하지만 부모님이 돈 걱정을 자주 하신다.

④ 생계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3.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① 등학교 는 학교 졸업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문 는 학교 졸업 ④ 학원 졸업

**감사합니다.혹시 응답이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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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이성 /외집단 이 텍스트 설문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하지만 선진국이라는 일본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모두 평등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어

떤 사람은 출발부터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불리한 치에 서 있

다. 요한 사실은 이러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다

운 삶을 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권

리는 주변에서 함께 노력해주지 않는다면 보장받기 어렵다.

빈곤은 일본 안의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기 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빈곤은 양 상태,주

거,의료, 생,교육,문화 경험 등의 결핍을 가져와 건강이나

생명을 하고 직업 선택이나 사회 응을 어렵게 만들어 인

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게 만든다.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없는 사회는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에는 가난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최근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기존의 빈

곤층 외에도 비정규직 임 노동자들이 늘면서 아무리 일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소득이 어 일본 정부에서 생

활비를 지원받는 빈곤층(생활보호 상자)은 220만여 명이나 된

다.일본 정부가 빈곤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쓰는 돈도 약 3

조엔(약 40조원)에 이른다.

한 빈곤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 인 선택을 하거나,가난에서 오는 스트

스가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 로 이어지고,다른 사람만큼 잘

살 수 없다는 상 박탈감에서 오는 좌 과 불만이 범죄로 나

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국민 구나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좋은 사회

를 만들고,일본 사회의 분열을 막아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해서는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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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감성 /내집단 이 텍스트 설문지>

“행복했던 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엄마, 학생, 등학생 두 동생과 함께 사는 고등학교 1학년

지수.돈 문제로 자주 다투던 부모님이 4년 이혼하고 나서부

터 가난은 생활의 일부가 다.사업 실패로 상당한 빚만 남긴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어졌고 어머니는 정부 지원 과 식당 아르

바이트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지수 어머니가 새벽 1~2시까

지 식당에서 일해 버는 돈은 한 달에 100만원 남짓이다. 축은

꿈꾸지도 못한다.월세로 30만원,아 막내 동생 병원비를 쪼개

내고 나면 생활비가 늘 부족하다.네 식구의 보 자리는 경기도

○○시의 다세 주택 반지하 단칸방.방 안에는 한 기운과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다.지수는 한 번도 자기만의 방을 가져본

이 없다.불편한 건 있다.집에서 50m 떨어진 공동 화장

실.화장실에 가려고 을 선다.지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보다 추운 날 씻는 게 더 곤욕이다.바자회에서 3천원에 구입한

교복을 입고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약 1시간.최근에는 버

스 타는 날보다 걷는 날이 훨씬 더 많아졌다.

지수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하

지만 최근 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 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 돈을 벌어 아 동생 병원비도 보태고 힘든 어머니

를 돕고 싶다.

지수는 “어머니가 하루 벌

어 하루를 사는 탓에 제 로

돌 주지 못하는데도 희 삼

남매가 바르게 잘 커줘 고맙

고 견스럽다고 하시면서도,

부모로서 못 해주는 게 많다

고 희들에게 늘 미안해하신

다.”며 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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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감성 /외집단 이 텍스트 설문지>

“행복했던 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고등학생, 학생, 등학생 세 자녀와 함께 사는 요시코.돈

문제로 자주 다투던 남편과 4년 이혼하고 나서부터 가난은

생활의 일부가 다.사업 실패로 상당한 빚만 남긴 남편과는

연락이 끊어졌고 일본 정부의 지원 과 식당 아르바이트로 세

자녀를 키우고 있다.요시코가 새벽 1~2시까지 식당에서 일해

버는 돈은 한 달에 10만엔(약 100만원)남짓이다. 축은 꿈꾸지

도 못한다.월세로 3만엔(약 30만원),아 막내 병원비를 쪼개

내고 나면 생활비가 늘 부족하다.네 식구의 보 자리는 일본

오사카시의 다세 주택 반지하 단칸방.방 안에는 한 기운

과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다.요시코는 한 번도 자기만의 방을

가져본 이 없다.불편한 건 있다.집에서 50m 떨어진 공동

화장실.화장실에 가려고 을 선다.요시코는 지나가는 사람들

의 시선보다 추운 날 씻는 게 더 곤욕이다.바자회에서 3백엔

(약 3천원)에 구입한 옷을 입고 집에서 식당까지는 걸어서 약 1

시간.최근에는 버스 타는 날보다 걷는 날이 훨씬 더 많아졌다.

요시코의 장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

이었다.하지만 최근 학 가는 것을 포기했다. 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 돈을 벌어 아 동생 병원비도 보태고 힘

든 요시코를 돕고 싶다고 한다.

요시코는 “제가 하루 벌

어 하루를 사는 탓에 제

로 돌 주지 못하는데도 아

이들이 바르게 잘 커줘 고

맙고 견스럽지만,부모로

서 못 해주는 게 많아 아이

들에겐 늘 미안한 마음뿐”

이라며 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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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development

insocialstudiesforpromotion

ofbehavioralin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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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Advisor:Mi-NaLee,Ed.D.

Povertyisasocialissuethatrequiresanurgentsolution.Poverty

endangers human dignity formany peopleand also begets other

numerousproblemssuchasfamilybreakdownandcrimes,ultimately

hampering socialsolidarity and undermining democracy.Recently,

however,therehavebeenvarioussocietalchangesthatcanaggravate

poverty.

In ordertoalleviatepoverty,itwillbeofmostimportancefor

socialstudies to foster citizens who engage in addressing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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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oftheircommunity.Thefirststepwillbetodeveloptexts

forsocialstudiesclassesthatcanencouragestudentstopaymore

attention totheissueofpoverty aswellastotakeinitiativein

solving this issue.Againstthis backdrop,this study intended to

conductresearchoneffectivedevelopmentmethodsofthetextsthat

canincreasebehavioralintentionofthestudentsinsocialstudiesto

reducepoverty.

Forthisstudy,threeresearchhypothesesandoneresearchquestion

wereproposedinregardstotextdevelopment.

<Hypothesis 1> :Behavioralintention to reduce poverty willbe

differentdependingonrationalframingversusemotionalframing.

<Researchquestion1> :Willbehavioralintentiontoreducepoverty

bedifferentdependingoningroupframingversusoutgroupframing?

<Hypothesis 2> :Behavioralintention to reduce poverty willbe

differentdependingoninvolvementintheissueofpoverty.

<Hypothesis 3> :Behavioralintention to reduce poverty willbe

differentdependingonemotionalempathycapability.

In order to testthese hypotheses and research question,600

first-yearhigh-schoolstudentswererecrui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inSeoulcityandGyeonggiprovinceandrandomlyassigned

tofourframings(rational×ingroup,rational×outgroup,emotional×

ingroup,emotional× outgroup).Experimentaltreatmentandsurvey

wereconductedontheparticipantsinJuly2014,andanalysiswas

carried out on the data collected from total 495 respondents.

<Hypothesis 1> and <Research question 1> weretested through

One-WayANOVA,while<Hypothesis2>and<Hypothesis3> were

testedthoughordinallogistic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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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sultsoftheanalysisareasfollowing.First,thegroupwho

readtheemotionalframingtextwassignificantlyhigherinbehavioral

intention toreducepoverty than thegroup whoreadtherational

framingtext.Second,therewasno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

in behavioralintention toreducepoverty between ingroupframing

andoutgroupframing.Third,thehighertheinvolvementintheissue

ofpovertywas,thehigherbehavioralintentiontoreducepovertywas

shown.Fourth,emotionalempathy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higherbehavioralintentiontoreducepoverty.

Theseresultssuggestthefollowing implicationswithregardsto

developmentofsocialstudiestextsinordertopromotebehavioral

intentiontoreducepovertyamongthestudents.

First,dueattentionshouldbegiventonotonlyrationalbutalso

emotionalapproach.As a matteroffact,in orderto encourage

studentstoactontheissueofpoverty reduction,theyshouldbe

emotionally engaged first.To this end,emotionalframing ofthe

hardshipsthepoorarefacedwith can bean effectivemethodto

ensurethatstudentscanfeelcompassionandsympathyforthepoor

andhavestrongmotivationstotakeactiontohelpthem.

Second,textscanbeproducedbasedonvariouscasesregardlessof

thenationalityofthepoormentioned.Eveninthecasewherethe

poordescribedinthetextareoutgroup,studentscanbeeffectively

inducedtopayattentiontothesufferingsofthisoutgroupandhelp

them onlyiftherelevantinformationisprovidedtothestudentsto

havethem evaluatepositively aboutthecaseand empathizewith

them.

Third,itisessentialtoincreasetheinvolvementofthestudentsin

theissueofpoverty.Thus,whenthetextsaredeveloped,theyshould

providenotonlyexplanationsonthecauseandpotentialsolution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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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erty butampleinformation and descriptions,especially forthe

introduction partofthe texts,so as to makestudentsrecognize

povertyasa"relevant"and"important"issueforthemselves.

Fourth,textsshould bedeveloped with thepurposeofinducing

emotionalempathy ofthe students forthe issue ofpoverty.By

actively utilizing literary works,photos,and paintings with the

subjectofpoverty,studentscanbeinducedtorelatetothesufferings

ofthepoor.Alongwiththat,itwillalsobeaneffectivemethodto

encourage students to imagine the feelings and emotions ofthe

peoplewhoaresufferingfrom povertyandhavediscussionstogether

soastoraisetheirempathyforthepoor.

keywords:poverty,framingeffect,rationalframing,

emotionalframing,ingroupbias,

construalleveltheory,involvement,empathy

StudentNumber:2009-3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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