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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공격적 반응과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

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낮춤으로써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상담 개입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지

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9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학교폭

력 가해경험이 없는 학생 17명, 불성실 응답자 4명, 조작확인에서 2명을

제외한 75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75명의 평균 연령은 12.4세(SD =

.26)이며 성별은 남자 39명(52%), 여자 36명(48%)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는 사전에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정도 및 또래 폭력 허용

도를 자기보고식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한 후 컴퓨터 게임 형식의 공

격적 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 처치, 정서전염 처치,

무처치 통제집단의 세 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각 집단별로 동영상을 시청

하게 되는데, 동영상의 구성은 각 집단별로 상이하다. 학교폭력 피해아동

의 인터뷰 장면은 세 집단이 모두 동일하지만,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

치 집단은 동영상 시작 전과 중간에 관점채택을 유도하는 지시문인 “만

약 당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며 보세요.”라는 자막이

나오며 동영상 후반부의 인터뷰 도중 주인공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제

시된다. 정서전염 처치의 경우,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과는 다르

게 지시문이 제시되지 않지만 동영상 인터뷰 내용과 후반부의 눈물 흘리

는 장면은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과 동일하다. 무처치 통제 집

단과 같은 경우는 동영상 전과 중간에 지시문이 나오지 않고, 후반부의

눈물 흘리는 장면 대신 문장으로 장면을 묘사하여 주인공의 슬픈 표정이

연구 참여자에게 정서전염 되는 것을 방지하게끔 설계하였다. 이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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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반응, 또래폭력 허용도, 공감의 정도 등을 측정한다. 실험이 끝나고

약 3주가 지난 뒤 실험 직후부터 추수(follow-up)검사를 하는 시점까지

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정도와 또래폭력 허용도를 재측정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및 정서전염 처치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통제 집단)에 비해 공격적 반응이 줄어들

것이다.

가설 2.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및 정서전염 처치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통제 집단)에 비해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도

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정서전염 집단, 통제 집단)에 비해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도

및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것이다.

위의 가설과 같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한 경험이 있는 초등학생에

게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가 얼마나 효과적이며 지속적인지를 확인하

기 위하여 종속변인으로 공격적 반응, 또래폭력 허용도, 학교폭력 가해행

동을 사전, 사후, 추수(follow-up)의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사전과 사후의 공격적 반응, 사전과 추수(follow-up)

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그리고 사전 사후 추수 측정에서의 또래폭력 허

용도를 측정한 뒤 공변량 분석(ANCOVA) 및 Bonferroni 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도와 효과크기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공격적 반응에서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이 정서전염 처치 집단 및 무처치 통제집

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성립함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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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래폭력 허용도의 경우,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 집단 및 정서전염

처치집단이 무처치 통제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나 가설 2를 통

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리고 약 3주가 지난 후 또래폭력 허용도 및 학

교폭력 가해경험을 재측정했을 때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 집단이 다른

두 집단(정서전염 처치집단 및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공감을 세분화하여 관점채택(perspective taking)을 통한

공감의 효과성을 입증했으며,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약 3주의

시간간격을 두고 추수(follow-up) 측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첫째, 초등학생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둘

째, 공감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이 영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집중도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셋째,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자

기 보고식으로 측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담실 의뢰 건이나 또래지명법

등의 방법보다 주관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후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첫째, 가해 가해피해 피해아동 등 대

상을 분류하여 각 집단별로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의 효과성을 검증하거

나, 둘째, 공감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을 학교폭력 가해아동들

이 실제로 자주 괴롭히는 아동으로 설정하도록 하여 그 효과성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본다.

주요어: 공감, 관점채택, 학교폭력, 공격적 반응, 또래폭력 허용도

학 번: 2011-2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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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장소이자, 학습 및 사회성 등의 인지·정서·행동의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1차 교육 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학교 내에서 또래간의 학교폭력 및 집

단 괴롭힘이 증가하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에서는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범정부

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학교

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

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

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린다(법률 제

11690호).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학교폭력 실

태 조사에서는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가 2008년 28.6%에서,

2009년 32.8%, 2010년 38.1%, 2011년 41.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

년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 내용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초·

중·고 학생의 72.9%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

답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2003)의 학교 급별 실태 비교 조사를 보

면, 초등학교 35.0%, 중학교 27.4%, 고등학교 14.6%로 나타나 점차 학교

폭력 가해·피해 연령이 적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은 자아개

념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경험으로 인해 폭력 성향이 형

성될 경우 성인기까지 지속된다(Olweus, 1997). 그러므로 초등학교 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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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아동에게 학교폭력 경험을 줄이고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의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실태조사(홍종관, 2012; 정

우일, 2012; Espelage & Swearer, 2003; Hawker & Boulton, 2000) 및

요인 연구(신나민, 2012; Williams & Guerra, 2007),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아동의 특성연구(김순혜, 2012; Kaltiala-Heino et al., 2000) 등이 주

를 이루었다. 학교폭력 가해아동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은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인 공

격성과 충동성, 가정폭력과 같은 불안정한 양육환경, 낮은 학업성취, 대

인관계 기술 및 타인에 대한 공감이해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위험요인들

을 가지고 있다(Cook et al., 2010). 이러한 학교폭력 가해아동의 여러 특

성들이 학교폭력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홍종관, 2009b; 홍종관, 2012).

위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아동의 공통적인 특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정도와 더불어 공격적 반응과 또래폭력 허용

도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공격적 반응이란 공격성이 즉시적인 반

응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공격성은 타인이나 특정 대상

에 해를 입히려는 의도 및 행동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높은 공격

성을 학교폭력 가해아동의 개인·심리적 요인 중 공통적이고 대표되는 특

성으로 지목하고 있다(Hazler, Green, Powell, Green, & Jolly, 1997). 또

래폭력 허용도는 또래 간에 발생하는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허용하는 정

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또래폭력 허용도가 낮을수록 신체적 폭력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선행연구가 있다(염영미, 2011; 신혜섭, 양혜원, 2005;

Heather & Vangie, 1997).

국내의 학교폭력의 감소를 위한 개입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한 선행연

구는 주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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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치료기법의 예방 프로그램(이

춘정 외 2인, 2010), 가해행동 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김지

영, 정정숙, 2011), 체육활동 상호작용적 영화 등을 통한 가해아동의 공

격성 감소 프로그램(이상진, 홍춘표, 2005; 김하강, 2011)등이다. 각 프로

그램의 공통적인 하위 요인으로는 학교폭력의 개념 이해, 관점채택

(perspective taking) 훈련, 정서표현 및 대처행동 훈련 등이 있으나 선행

연구에서는 약 5주에서 10주 사이의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사전 사후의

측정이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하위 구성요인을 알기 어렵다는 제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

소시키기 위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상담 및 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실증적

인 방법으로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아동이 공통적으로 높은 공격성

과 낮은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한종철, 김인경, 2000; Olweus,

1984),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감은 매우 효과적

인 요인이다. 공감(empathy)이란, 다른 사람의 내적 준거를 그 의미와

더불어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as if) 지각하고 느끼는 상태

(Rogers, 1957)를 의미한다. 공감은 타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능력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줄어들거나

멈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Moore, 1990; Marshall, 1995).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하며

(Christmas, 2002) 가해아동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이 피해아동들에게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Briggs, Doyle, Gooch, & Kennington, 1998).

공감과 가해 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범죄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다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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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ez & Marshall, 2003; Scully, 1988; Marshall, Hudson, &

Jones, 1995) 학교폭력의 경우도 신나민(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

생들의 개인적·환경적 배경변인보다 공감변인이 또래 괴롭힘을 설명하는

데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오인수(2010)는 학교폭력 장면을 목격한 초

등학생 중 공감능력이 높고 공격성이 낮을수록 학교폭력 피해 아동을 보

호하는 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위와 같이 이전까지의 공감에 대한 연구는 공감의 세부요소를 구분

짓지 않고, 광범위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감을 인지적·정

의적 의사소통적 요소로 구분하며, 각 요소별로 더 효과적인 변인을 탐

색하는 실증적인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감은 타인을

관찰할 때 이를 모방하려는 비자발적이고 자동적인 신체적 반응과 타인

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의도하는 자발적 인지적 반응, 이 둘을 모두 포괄

하는 다차원적인 개념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특히 공감을 ‘정의적

공감(affective empathy)’과 ‘인지적 공감(cognitive empathy)’으로 나눌

때(Davis, 1980), 비자발적이고 자동적인 특성으로서의 정서전염

(emotional contagion)과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특성으로서의 관점채택

(perspective taking)의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전염이

란, 인지적 해석 과정이 개입되지 않은 보다 순수한 정서의 전이 과정

(Hess, Blairy, & Philippoe, 1998)을 뜻하며, 전조작적이고 자동적으로

대상의 표정이나 눈물 등을 봄으로써 감정이 전이되는 것을 뜻한다. 관

점채택은 정서전염과 달리 인지적이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역할과

상태를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경험할 것 같은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과 관련하여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

은향(2012)의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다문화 아동에 대한 편견 감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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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실험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

이 낮아졌고, 특히 일정 기간이 지난 추수 검사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를 받은 집단만이 편견 감소 수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었다. 성

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력 향상을 위한 고정애

(200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게 공감을 인지적 요소인

관점채택(perspective taking), 정서적 요인인 정서관심 등으로 분류하여

각 요소를 고르게 포함시킨 10주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공감력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불안을 낮추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공감의 요소별로 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다음

과 같다. 국내의 경우, 공감의 인지적 요소인 관점채택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아동에게 도움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신나민, 2012),

공격성의 예측력은 인지적 공감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정미, 2009)

는 선행연구가 있다. 국외의 경우, 독일의 평균 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비 실태연구 결과,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가해

학생들은 관점채택의 인지적 공감 능력이 낮으며 관계적 공격성이 평균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Anja & Herbert, 2009). 공격적 반응을 제지하

는 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이나 동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채택하는 인지적 능력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다수 있다(Richardson

& Green, 1994).

관점채택의 인지적 공감은 비자발적이고 자동적이고, 원초적인 정서

전염과 달리 더 상위의 자발적이고 학습 가능한 공감의 차원이므로, 그

효과성이나 지속성에 있어서 정서전염과 차이를 이룰 것이라고 예상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 정서전염 집단, 무처

치 통제집단으로 비교하였으며 개입 직후의 즉시적인 효과와 추후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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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지난 후 효과의 지속성을 집단 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연

구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처치 직후의 단기적인 효과가 있었으며,

이후 약 3주의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공격적 반응 및 폭력에 대한 허용

적인 태도를 낮추는데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는 처치 직후에 단기적으로 또래폭력 허용도가 낮아진 정서전염과는

구별되는 개입의 효과이다. 본 연구는 개입 효과의 지속성도 함께 측정

함으로써 추후 학교폭력 가해아동과의 상담과정에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급경영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

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를 받은 초등학생 집단은 정서전염

처치집단과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공격적 반응,

또래폭력 허용도,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가?

가설1.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및 정서전염 처치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통제 집단)에 비해 공격적 반응이 줄어들

것이다.

가설2.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및 정서전염 처치를 받은 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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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집단(통제 집단)에 비해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도

가 낮아질 것이다.

가설3.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를 받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정서전염 집단, 통제집단)에 비해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도 및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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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

1) 공감의 개념

공감(empathy)의 어원은 ‘in-feeling’, 즉 타인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는 것을 의미하며(Gerdex, Lietz, & Segal, 2011), 19세기 미학에서 사용

되다가 1873년 미학심리학과 형태지각에 관한 논의를 전개할 때 비쉐

(Vischer)가 독일어의 Einfühlung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박성희,

2004). 이후 실험심리학,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 사회심리학, 발달 심리

학 등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었고, 학자 및 학파마다 용어의 재정의

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실험심리학에서는 1950~60년대 심리 상담 과정에서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의 공감을 강조하였다(Rogers, 1951). 공

감은 상담자가 내담자 혹은 타인의 태도로 살아가며 느끼게 되는 감정의

공유를 의미한다. 이후 공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대부

분 상담기법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정신분석학적 심리치료에서는 Freud(1960)가 상담기법 중의 하나로

유머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공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공감이란 자아가

낯선 다른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프

로이트는 공감이란 말하는 상대방의 정신적 상태를 고려해, 우리 자신을

그 속에 넣어 비교함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라고 개념화하였

다. 이후 Kohut(1971, 1984)은 공감은 복합적인 심리적 사실들을 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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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조율된 하나의 인지양식이며, 사람들 사이를 정서적으로 강력하

게 결합시키는 접착제라고 하였다.

사회심리학 영역에서는 공감을 정의할 때, 타인 혹은 타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인지적 요소를 첨가하였다. 즉, 공감

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취하거나, 입장에 처해보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Mead, 1934). 이후 여러 학자들이(Dymond, 1949; Coutu,

1951; Katz, 1963; Bachrach, 1976) 상상적 전위(imaginative

transposing), 일시적 가장(momentary pretending), 다른 사람 내사하기

(introjection of the other), 다른 사람의 준거 틀 채용하기(adopting the

other’s fram of reference) 등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아동들의 관점 채택 능력의 발달을 논하며 이를

‘탈 중심화’라는 개념과 연결 지었다(Piaget & Inhelder, 1963). 즉, 아동

이 성장하면서 더 상위의 공감 능력인 관점채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다. 또한 공감 능력이 성별, 발달 단계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척도를 개발하는 등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감의 개념이 학파 및 시대에 따라 다양해짐에 따라 공감의 종류

및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공감을 행동으로 보

는 관점, 성격으로 보는 관점, 체험된 정서라고 보는 관점 등 공감의 성

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Mackay, 1990). 또한 특성 공감과 상태 공

감으로 나누어 특정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가변적인 행동으로서의 공감,

지속적이고 변하지 않는 성격적인 특성으로서의 공감으로 구분지어 설명

하기도 한다(Steibe & Lee, 1979; Feshbach, 1978).

공감의 다양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각기 구분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학자마다 더욱 강조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으나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가 공감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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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일반적이다(박성희, 2004).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여 공감을 설명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Mead(1934)를 들 수 있다. 그는 공감을 타인의 역할을 취해보고 대안적

인 조망을 취해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았으며, 역할놀이(roleplaying)

을 통해 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공감이란 공유된 느낌이며 이는 인지적 능력보다는 상대방의

몸짓, 표정, 자세 등에 의해 작동적으로 모방하게 되어 이를 통해 일치된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는 정의적 관점이 있다. 특히 신생아와

어머니와의 원시적 정서감염(emotional contagion)이 공감의 원초적인 형

태라고 설명하고 있다(Sullivan, 1953; Fairbaim, 1952, Winnicott, 1965;

Mahler et al., 1975).

또한 공감을 정의할 때 의사소통적 요소를 강조하는 관점이 있는데,

공유된 감정에 대해서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 또한 공감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여 상호작용을 강조한다(Rogers, 1951; Danish & Kagan, 1971;

Truax & Carkhuff, 1967).

이와 같이 인지적 정의적 의사소통적 요소로 분리하여 정의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공감은 단일 차원으로 개념화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차원의

것이다(Borke, 1971). 본 연구에서는 공감을 상대방의 심리상태를 공유하

고 이해하는 내적인 체험(Stotland et al., 1978)이라고 정의내리고자 한

다.

2)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과 정서전염

공감을 구성하는 요소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한 Stephanie와

Frans(2002)는 [그림 1]과 같이 공감의 구성요소를 설명하였다. 정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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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감의 구성 개념 (Stepanie & Fran, 2002)

요소로서의 정서전염(emotional contagion)과 인지적 요소로서의 관점채

택(perspective taking)이 공감의 핵심 요소이자 개념으로서 포함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를 이루는 정서전염과 관점채택의 공감의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서전염(emotional

contagion)은 상대방의 표정 몸짓 태도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유하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정서전염은 인지적 해석 과정이 개입되지 않은

보다 순수한 정서의 전이 과정이다(Hess, Blairy, & Philippoe, 1998).

Hoffman(1977)은 이 개념을 포함시켜서 공감을 “비자발적으로, 때로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타자의 감정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

다. 정서전염 현상은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되는데 간접적으로 정

서전염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작모방(motor mimicry)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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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모방이란 거의 반사적으로 상대방의 몸짓이나 얼굴표정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운동경기를 관람하면서 운동선수와

마찬가지로 어금니를 악 물거나 주먹을 쥐는 등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즉시적 공감(presentative empathy), 낮은 등

급의 유사 공감(low grade pseudo empathy)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인지

적 능력이나 반성적 사고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 혹은 감정을 표현하는

관찰대상의 자기감정평가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점

에서 원시적이고 전조적이고 준공감적이다(박성희, 2004).

Hoffman(1977)은 초기의 공감은 무의식적인 정서감염에 의해 정서

의 공유로서 이루어지지만, 아동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역할수용

(role-taking)의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이는 공감이 더욱 성숙한

형태를 보이게 됨을 뜻한다고 하였다. 관점채택(perspective taking)은 정

서전염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비자동적이고, 자연적이지 않다는 것에서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감의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학자인 Mead(1934)는 공감을 상대방

의 관점을 수용하는 능력으로서 정의 내렸다. 더 자발적이고 적응적인

공감의 형태로서 인지적 측면의 공감 중 관점채택(perspective taking)을

강조하였다. 관점채택은 역할 채택(role-taking)이라고도 하며, 상대방의

역할과 상태를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경험할 것 같은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을 말한다. Mead(1934)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채택하여 사고하

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타인의 행동을 잘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상효작용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하였다.

Bryant(1987)는 사회적 관접취하기 즉, 관점채택은 다른 사람의 느

낌과 동기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수반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도구

적 기능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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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김

은향(2012)의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다문화 아동에 대한 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 실험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를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다문화 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

이 낮았다. 특히 비공감 처치 통제집단과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약 한 달 뒤의 추수검사에도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를 받은

집단만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편견 감소 수준이 안정적으로 지속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채택을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정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림으로써 자동적으로 전

이되는 정서적 공감, 즉 정서전염과 구분 짓기로 한다.

3)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고통을 정상적으로 느끼거나 예상하지 않는

공감능력의 결여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구본용, 1997). 이에 Gordon과

Green(2008)은 ROE(roots of empathy)라는 공감 능력 향상 교실프로그

램을 개발하였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교폭력과 공격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공감 능력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2012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의

피해학생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17.9%, ‘그런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가 6.2%,

‘힘들지 않았을 것 같다.’가 5.9%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

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또한 피해학생의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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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감정이나 생각을 고려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

을 알 수 있다. 공감 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

방의 경험이 마치 내 경험인 것처럼 여길 줄 아는 인지적 요소, 즉 관점

채택(perspective taking)이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신나민(2012)은 학생들의 배경 변인보다 공감 변인이 또래 괴롭힘을

유의미하게 설명함을 밝혔고, 공감 능력 가운데서도 특히 관점 취하기

능력이 가해동조자 및 피해방어자와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관점 취하기 능력이 높으면 피해 방어자(따돌림 당하는 피해아동을 옹호

하고 도와주는)유형이 되며, 관점 취하기 능력이 낮으면 가해 동조자(학

교폭력 가해아동의 따돌림 행동을 돕는)유형이 된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

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의 관점 취하기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인

관점채택(perspective taking)과 동일한 개념이다.

2. 공격적 반응(aggressive response)

1) 공격적 반응의 개념

공격적 반응(aggressive response)이란, 기저의 공격성 혹은 자극에

대한 일시적인 공격성을 행동으로 즉시 보이는 것을 뜻한다. 이때 공격

성(aggression)이란 타인이나 대상에 해나 피해를 주려는 의도나 행동으

로서 학교폭력의 집적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학생

의 여러 개인·심리적 특성 중 공격성은 가장 지배적인 특성이라고 보고

있다(Hazler, 1997).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발원, 의도성, 표현방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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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정의를 내리는데, 예를 들어 Buss와 Perry(1992)는 인간 사이의 상

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자극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하였으

며, Zillmann(1979)은 상대에게 실제로 해를 입히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Buss(1961)는 공격성의 표현방식에 따라 직접적 공격, 간접적 공격

으로 분류하였고, 표현 형태에 따라 물리적 공격, 언어적 공격 등으로 나

누어 정의하였다. 공격성을 외현적인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으로 나누

어 정의한 학자도 있는데, 외현적 공격성이란 누구를 치거나 미는 행동

같은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이고, 관계적 공격성은 주로 사회적인 상

호작용 속에서 관계에 초점을 두어 집단 따돌림과 같은 형태를 띄는 것

을 말한다(Crick & Grotpeter, 1995). 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공격성

은 ‘타인을 해치려고 하는 직접적인 의도를 가진 다양한 양식의 행동

(Baron, Richardson, 2004)’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을 측정하고자, Noise-Blast 게

임(Noise-Blast Game for Aggression; Bushman & Saults, 2006)을 통

해 기저의 공격적 반응, 유발된 공격적 반응의 크기를 측정하게 되며, 사

전과 사후의 공격적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

다.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 반응이 낮을 경우, 또래에 대한 신체적․정서

적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2) 공격적 반응과 공감

김은하, 김창대(2013)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 경험 이후에 유

발된 부정 정서가 공감적 언어 반응이 상위 단계일수록 긍정적으로 정서

가 회복되었는데, 이때 공격적 반응 또한 상위의 공감적 언어반응을 받

은 집단일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감과 공격적 반응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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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집단이 피해학생집단보다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

는 국내(조학래, 2002)와 국외(Owleus, 1993) 다수의 선행 연구가 있다.

공격성의 예측력은 인지적 공감능력이 가장 높으며(김정미, 2009), 공격

적 반응을 제지하는 데는 다른 사람에 대한 돌봄이나 동정이 아니라 다

른 사람의 관점을 채택하는 인지적 능력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

(Richardson & Green, 1994).

공격성이 높은 학생들은 일반학생들에 비해 상황을 적대적으로 해석

하여 공격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Criock &

Dodge, 1994), 학교생활에서 폭력적 성향을 띄고 괴롭힘 행동을 할 가능

성이 높다(이명신, 2000). 학교폭력을 목격한 주변인 유형의 학생들 중에

서도 공격성향이 높을 경우 학교폭력 행위를 동조 하거나 괴롭힘을 강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오인수, 2010).

3. 또래폭력 허용도

1) 또래 폭력 허용도의 개념

폭력 허용도란 폭력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으로 생각하는가의 정도를

의미하며,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는 실제로 폭력을 사용한 학생들에게

서 더 많이 나타나며 폭력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신혜섭, 양혜원, 2005; Heather & Vangie, 1997). 즉, 청소년의

폭력을 설명하는 주요한 변인 중 하나로 폭력의 허용적 태도를 들고 있

는데(염영미, 2011) 폭력을 얼마나 허용적으로 보는가는 폭력적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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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인지양식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공

격성을 학습하여 내재화한 사람의 경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연

스럽게 공격적 행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Berstein & Watson, 1997).

어떤 상황에서 폭력과 비폭력 중 어떤 행동을 택하는가에 영향을 줌

으로써 폭력행위와 관련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도 있

다(이예성, 2003; 김준호, 1992). Wolfgang과 Ferracuti(1967)는 미국의

남부가 다른 지방에 비해 폭력범죄가 많은 이유를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높은 하위문화로 설명하였다. 청소년들 간의 사이버 폭력과 관련

한 매개효과를 연구한 김경은, 윤혜미(2012)는 연구에서 사이버폭력 용인

태도가 가해행동에 대해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행동의 실행 여

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추론할 수 있다.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도는 약한 학생들에 대한 거부감, 또래폭력 현

상에 대한 수용, 피해학생에 대한 지지적 태도 등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또래 폭력 허용도와 공감

Rigby와 Slee(1991)는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도, 피해아동에 대한 공

감의 정도를 통해 또래 괴롭힘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또래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또래압력을 이용

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또래 괴롭힘의 인식

을 사전에 조사했는데, '그 누구도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좋아하지 않는

다.'가 약 30%, '다른 아이의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는 것쯤은 괜찮다.'가

약 22%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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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20)의 초등학생의 또래 괴롭힘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의 자기보고식 조사 결과 공격성과 가해경

험 정도가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4. 학교폭력 가해경험

1) 학교폭력의 개념

2013년 3월 23일 시행 공포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

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법률 제11690호). 본 연구에서는 법률상의 정의를 기초로 하여,

또래 괴롭힘, 집단 따돌림,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학교폭력’을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은 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게 정서적 두려움 및 실질

적인 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격 및 위협을 가하며 힘을 남용하

는 행위((Baldry & Farrington, 2000; Smith & Brain, 2000; Smith,

1997)라고 볼 수 있으며, 피해학생을 동일인으로 삼아 지속적이고 반복

적으로 행한다(Kumpulainen, Rasanen, & Puura, 2001)는 특징이 있다.

학교폭력은 사춘기 비행, 반사회적 행동, 또는 폭력범죄에 심각한 영

향을 주며(Andershed, Kerr, & Stattin, 2001; Wong, 2004), 특히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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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령기의 아동에게는 자기개념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폭력 성향을 인지할 경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성이 있다(Olweus,

1997). 또한 학교폭력은 발생하는 장소가 학교라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고,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

써, 학업․사회성․또래압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의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

책을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실시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참여자 379만 명(초등학교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 전체 학생의 약 73.7%) 중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약 8.5%이며,

피해학생의 약 46.4%가 피해 경험 이후 ‘힘들었다.’고 응답했다.

그동안의 학교폭력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발생 비율 및 유형에 대한

실태연구(홍종관, 2012; 정우일, 2012; 이상원, 이승철, 2006), 교사 및 부

모의 인식도 조사 연구 ,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폭력 등의 개인적․환경

적 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요인연구(신나민, 2012), 학교폭력 피

해 가해 피해가해 아동에 대한 특성 연구(김순혜, 2012) 등이 주를 이루

었다.

2) 학교폭력 가해경험

2013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해학생’

이란 가해자 중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

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최근 한 달 이

내에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경험을 총칭하기로 한다.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은 충동성과 공격성, 지배욕이 높고, 공감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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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는 것이 기존 선행연구의 공통된 견해이다(Marano, 1995; Olweus,

1980). 또래 괴롭힘을 포함한 학교폭력 발생빈도는 초등학교 고학년시기

와 중학교 초반에 정점에 달했다가 언어적․비폭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익히면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동 또한 적극적인 가해자로

서 기능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Ambert, 1994), 학교폭력 가해아동에 대

한 치료적 개입 모색이 시급하다. 특히 아동은 자아 중심성 때문에 관점

수용 능력이 부족하므로(Piaget, 1932) 타인에 대한 공감을 높이기 위해

서는 관점채택을 습득해야 한다.

독일의 평균 14.0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폭력 예비 실태

연구의 결과를 보면, 사이버 폭력(cyber-bullying) 가해 학생들은 관점채

택의 인지적 공감 능력이 낮으며, 관계적 공격성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Anja & Herbert, 2009).

학교폭력 가해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학교폭력 가

해아동의 선별방법은 대표적으로 또래 지명법, 자가 보고식 척도, 상담의

뢰 내용에 의한 것이 있다. 첫째, 또래 지명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김종미, 정정분(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형 또래지명 검사(K-PNI)

를 실시하여 동료들의 지명에 의해 가해자로 지명된 아동 10명을 선정하

였고, 이명신(2002)은 가해자의 특성과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조사

를 통해 학급 친구 중 가해학생을 지목하도록 하여 중복하여 제시된 학

생을 가해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자가 보고식 척도법에는 신동업

(2012)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 설문지에서 한번이라도 학교 내에서 가해

경험이 있다고 할 경우를 가해학생으로 명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

선애(2003)와 염영미(2011)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경험 척도에서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통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요인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셋째로 상담의뢰 내용에 의해서는, 시립 보호 관찰소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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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청소년 상담센터에 학교폭력으로 의뢰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도 한다(김하강, 2012).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실 의뢰가 극

히 제한적이고, 또래 지명일 경우 이로 인한 연구 참여가 비자발적일 가

능성이 높고, 학급에서 낙인 효과 등의 비교육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보고식 학교폭력 가해경험 척도를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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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며, 사전에

학급 게시판의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을 보고 참여희망 의사를 밝힌 학

생들에게 연구 설명문 및 학부모 동의서를 제공했다. 이 중 학부모 동의

서를 받아온 참여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약 2~3주가 지난 후, 실험

이 끝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학교생활 및 또래폭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추수(follow-up) 설문지를 재 작성하도록 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연구 참

여 학생에게는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간식을 제공하였다.

학년 및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비율이 감소한

다는 국외의 선행연구(Olweus, 1993)와 최근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

에서 초등학생의 피해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초등학생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아동일 것이라는 낙인효과를 만

들어내지 않기 위해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아동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없어도 모두 동일하게 실험에 참여하였고, 결과 평정 과정에서 배제하였

다. 총 참여한 98명의 학생 중,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없는 아동 17명이

제외되었다.

조작확인 과정에서 동영상을 이미 본 적이 있는 학생 2명, 불성실하

게 응답한 학생 4명을 제외하고 분석에는 75명이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39명(52%), 여자 36명(48%)으로 분포되

어 있으며, 모든 연구 참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며, 평균 연

령은 12.4세(SD = .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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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은 관점채택의 공감처치, 정서전염, 통제 집단으로 구성되었

으며, 각 집단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각 집단별 연구 참여자는 <표 1>

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집단별

성별

관점채택의 공감

집단

정서전염

집단

통제

집단

남자 13 13 13

여자 12 12 12

총계 25 25 25

<표 1> 실험 집단별 연구 참여자 구성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모두 동영상 시청 및 집단별 개입 처치

이전에 학교폭력 가해경험, 공격적 반응 및 또래폭력 허용도를 측정하였

다. 이후 공격적 반응 및 또래폭력 허용도를 재측정 하였다. 처치의 지속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이 끝나고 약 3주가 지난 뒤 학교폭력 가해경

험과 또래폭력 허용도를 재점검하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격적 반응

공격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Noise-Blast 게임(Noise-Blast

Game for Aggression; Bushman & Saults, 2006)을 사용하였다.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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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서울 소재의 다른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게임을 한다고 안

내받지만 실제로 이 게임의 결과는 컴퓨터로 조작되어 있다. 각각의 시

도에서 버튼을 먼저 누르는 사람이 이기게 되며, 질 경우 각자의 상대방

이 사전에 설정한 소음의 강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진 사람이 듣게 된다

고 안내받는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상대방에게 벌칙으로 들려줄 소음을

먼저 설정하게 되는데 소음의 강도(0에서 10)와 지속 시간(0에서 5)을

매 시도마다 설정하게 된다. 맨 처음의 시도에서는 유발되지 않은 공격

성을 측정하게 되며(Bushman & Baumeister, 1998), 그 이후에는 상대방

의 소음에 따라 유발된 공격성을 측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이

전과 이후 모두 기저공격성과 유발된 공격성의 총 평균값을 전체 공격적

반응의 크기로 보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또래폭력 허용도

집단별 개입 이전과 이후, 그리고 약 3주 이후의 추수(follow-up)측

정에서 또래폭력 허용도를 측정한다. 또래폭력 허용도란 또래 간에 일어

나는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의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폭력 허용도

라는 용어는 폭력에 대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수용하려는 태도로서

Rigby와 Slee(1993)의 선행 연구가 있다.

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igby와 Slee(1993)의 폭력 허용

척도를 Perry와 동료들(1986)이 번안한 내용을 김예성(2000)이 한국의

초등학생 대상으로 재구성한 또래 괴롭힘에 대한 허용도 척도를 사용하

였다. 또래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내용으로는 ‘다른 친구의 별

명을 부르거나 놀리는 것쯤은 괜찮은 일이다.’, ‘다른 친구를 괴롭힘으로

써 친구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그로 인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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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Likert식 4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긍정 응답 문항(4,5,6번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669 로 나타났다.

3) 학교폭력 가해 경험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시청 및 집단별 개입에 앞서, 연구 참여자의

최근 한 달 동안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측정하였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및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5)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

서적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없다(1점)에서 자주 있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

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해경험이 많음을 뜻하며 가해 경험 여부의

문항 중 한 문항 이상에서 ‘드물게 있다(2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학

교폭력 가해경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다. 실험이 끝나고

약 3주가 지난 뒤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수(follow-up)측정을 하

는데 이때 실험이 끝난 직후부터 추수측정을 하는데 까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Alpha)는 .847 이다.

4) 조작 확인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로 공감처치가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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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처치가 잘 되었는지를 실험 직후에 점검하였다. “동영상을 보는 동안

주인공이 느꼈을 감정(기분)을 얼마나 함께 느끼며 시청했나요?”의 문항

으로 이루어졌으며, 1점(영화나 TV 보듯이 봤다)에서 6점(마치 내 일처

럼 마음이 아팠다)까지의 Likert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했다.

이전의 동영상 시청 여부는 “실험 과정에서의 동영상을 과거에 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으며, 1점(예, 본 적이 있습니다), 2점(아니오, 본

적이 없습니다)으로 구분하였고,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 분석에서 제

외하였다.

연구진행에 대하여 집중하여 성실하게 하였는지의 여부는 “어느 정

도 집중하여 지시에 따라 동영상을 시청했나요?”와 “이 설문에 대해 성

실하게 응답했다.”를 5점 척도(1=전혀 집중하지 않았다, 5=집중하며 열심

히 보았다) 및 4점 척도(1=항상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로 측정했

다. 그 결과 두 문항 중 한 문항이라도 1점(전혀 집중하지 않았다, 항상

그렇지 않다)이 나오는 경우 평정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가 정서전염처치나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학교폭력 가해행동, 공격적 반응, 또래폭력 허용도의 정도

및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절차의 개요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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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절차 개요

첫째, 자발적인 연구 참여 학생을 연구 참여 모집문건 및 구두 홍보

로 모집하고, 학부모 설명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지

면으로 제공하였다. 학생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받은

학생에 한하여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둘째, 사전 측정을 위해 학교

폭력 가해경험, 공격적 반응, 또래폭력 허용도를 자기보고식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사 검사로 측정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는 관점채택

을 통한 공감 집단, 정서전염 집단, 무처치 통제집단의 세 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배치되며 각 집단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지시에 따라 시청하였

다. 넷째, 동영상시청 및 집단별 개입 이후 사후 측정으로 공격적 반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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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폭력 허용도에 대해 재측정하게 된다. 다섯째, 약 3주가 지난 뒤 추

수(follow-up)측정을 하게 되는데 실험이 끝난 직후부터 약 3주간의 학

교폭력 가해경험에 대해 재차 자기보고 측정을 하였다. 그리고 또래폭력

허용도도 재검사를 하여 집단별 차이를 비교 확인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모집

각 학교의 담임교사에게 연구 진행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구하고,

학급 게시판에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을 약 2주 동안 게시하였다. 또한

6학년 학급을 찾아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의 간단한 설명과 홍보가

있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을 보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학

생들은 따로 모집하여 연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학부모 동의서를 제공

하였고, 이후 학부모 동의서에 확인을 받아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주제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가제)”으로 나갔다. 최소한의 주제를 제공하여 미리 연구 참여자가

연구 과정이나 결과를 예측하지 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연구

방법 및 연구참여자 모집문건, 동의서, 사전 사후 추수 설문지 등은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이후 사용되었다(IRB No. 1305/001-021).

2) 사전 측정

연구 참여자는 실험 참여 전날 혹은 당일 오전에 학교폭력 가해경험

질문지 및 또래폭력 허용도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담임교사가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 보장의 원칙을 안내 받은 뒤 설문지를 작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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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설문지에는 실명을 적지 않고, 연구 참여용 ID가 제공되며, ID는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유추할만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연구 참여자는 처음에 제공받은 개인 ID를 가지고

추수(follow-up)측정까지 이름 대신 사용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는 미리 준비된 실험실로 안내되며, 컴퓨터 앞에 앉아

진행 순서를 안내 받는다. 실험실에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이외의 학

교 교사나 학생이 동행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 참여자의 실험 집중도를

높이고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연구 참여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간단한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될 것

이며,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현재 같은 시각에 컴퓨터 게임 참여를 하고

있고, 상대와 1:1로 게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안내받는다. 헤드셋을 통

해 음량을 확인한 후, 연구자는 모니터의 맞은편으로 자리를 옮겨 모니

터 화면을 보고 있지 않을 것임을 연구 참여자에게 상기시키고, 게임 시

작을 안내한다. 연구 참여자는 26회의 시도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공격

적 반응(세팅하는 소음의 크기와 정도)이 측정되며 평균 소요 시간은

7~10분이다. 본 게임은 공격적 반응을 알 수 있는 투사적 공격성 검사인

Noise-Blast Game(Noise-Blast Game for Aggression; Bushman &

Saults, 2006)이다.

3) 동영상 시청 및 집단별 개입

컴퓨터 게임 형식의 공격적 반응(공격성) 검사가 끝난 이후에는 무

선 할당으로 집단이 배정되어 각 집단별로 각기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 동영상은 EBS 다큐 프라임 중 ‘학교폭력-제3부 교실 평화 프로젝

트: 초등학교’ (2013년 2월 20일 방영분)의 학교폭력 피해 장면 및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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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아동의 인터뷰 장면을 재편집한 내용을 사용하였다.

동영상의 총 재생시간은 약 3분 40초이며, 집단별 시간 오차는 3초

이내이다.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내용은, 친구들이 자신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장

면을 맞은편 칸에서 핸드폰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다른 학급 친구들에

게 돌려가며 보여주는 등의 괴롭힘을 당했고, 그때의 심정과 상황을 설

명하는 내용이다. 이후 다른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나와서 자신이 이

름 때문에 친구들에게 별명을 불러 놀리고, 그걸 계기로 계속적인 집단

괴롭힘을 당했음을 이야기하는 인터뷰 장면이 나오고, 그 상황을 이야기

할 때 후반부에 눈물을 흘리고, 마지막에는 쓸쓸하고 외로웠다는 감정을

말하며, 눈물을 닦는다.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 집단의 경우, 관점채택을 안내하는 지시문이

동영상 시작 전과 중간에 나오는데 지시문 자막의 내용은 “영상 속의 주

인공이 되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며 보세요.”, “당신이 실제로 이런 일

을 겪는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등이다. 동영상 후반부에 학교폭력 피해

아동이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닦는 장면도 함께 제시된다.

정서전염 집단의 경우, 관점채택을 유도하는 지시문이 제시되지 않으나

인터뷰 장면 및 눈물을 흘리는 영상 등은 관점채택의 집단과 동일하게

모두 시청하게 된다. 무처치 통제집단 또한 관점채택을 안내하는 지시문

이 없다. 그리고 후반부에 영상의 주인공이 우는 표정을 직접적으로 보

여주지 않고 화면에 자막으로 “주인공은 인터뷰 도중 쓸쓸하고 외롭다고

말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는다.”라는 문장으로 보여준다. 이는 영상 속의

주인공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봄으로써 정서전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정서전염처치, 무처치 통제

집단의 영상 구성요소 및 특성은 김은향(2012)의 연구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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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집단별 개입 구성을 요약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관점채택의 지시문 인터뷰 장면
우는 표정의

장면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 집단

동영상 시작 전과

중간에 있음
있 음 있 음

정서전염 집단 없 음 있 음 있 음

무처치 통제

집단
없 음 있 음 없음(자막)

<표 2> 집단별 개입 구성

4) 사후 측정

동영상 시청 이후 약간의 시간(약 1분 전후)동안 마음을 가라앉히고

동영상 내용을 정리할 시간을 모든 집단에게 동일하게 준 이후, 조작 확

인을 위한 조작 확인 질문지 및 또래폭력 허용도의 질문지를 작성한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전 실험 참여자와는 다른 학생임

을 안내하고 사전 측정을 했을 때와 방법은 동일하다. 사후 측정이 모두

끝난 뒤에는 디브리핑을 통해 연구 참여자가 실시한 컴퓨터 게임이 공격

적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였으며 간혹 불쾌감이 유발됐을 수 있는

데, 만약 지속될 경우 연구자에게 알릴 것과 실험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연구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을 안내한다. 또한 약 3주 이후에 간단

한 설문지를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간단한 간식을 제공한다.

5) 추수(Follow-up)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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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끝나고 약 3주가 지난 뒤, 실험 직후부터 추수(follow-up)측

정을 하는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여부 및 정도에 대해서 자기

보고식으로 작성하도록 하며, 또래폭력 허용도에 대한 질문지도 작성하

였다. 사전 사후 측정과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자는 따로 제공된 공간에

서 설문지를 작성함으로써 담임교사 혹은 또래 압박 없이 솔직하게 답하

도록 비밀보장의 환경을 마련하였다. 설문지를 모두 작성한 뒤 연구 전

체에 대한 디브리핑 후 감사의 표시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

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학교폭력 가해아동이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의

개입을 하였을 경우 공격적 반응, 또래폭력 허용도, 학교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격성과 또래폭력 허용도,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통제하고 각각의 종속변인

에 대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으며 Bonferroni 사후검증을

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SPSS 20.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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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조작 확인 결과

자료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의도대로 잘

조작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1) 몰입 정도 확인

연구 참여자가 동영상을 얼마나 집중하여 시청하였는지를 5점 척도

로 평정한 결과, 동영상에 대한 이입 정도는 평균 4.76점(SD = .39)이었

고, 성별·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전에 동영상

을 시청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2명은 평정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표시했거나 실험

과정에서 지시에 따르기가 어렵고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

4명 또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 학교폭력 가해경험 확인

연구 참여자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묻는 사전 설문지에서 모든 문

항에 “전혀 없다(0점)”로 응답한 학생의 경우는 연구절차에 동일하게 참

여하되, 이후 결과 평정에서 제외하였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여부를 통해

연구자를 선별하여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암묵적으로 연구 참여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아동”이라는 낙인이 학교·급 내에 남아, 학교생활 적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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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학

교폭력 가해경험을 묻는 10문항 중 모두 “전혀 없다(0점).”로 표시하여

결과 평정에서 제외된 연구 참여자는 모두 17명이다. 분석에 사용된 총

75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사전 학교폭력 가해행동척도 평균은 7.73점

(SD = 4.52)이다.

3) 공감 처치 확인

본 연구에서는 공감처치가 잘 되었는지를 실험 직후에 6점 척도(1=

TV나 영화 보듯이 봤다, 6=마치 내 일처럼 마음이 아팠다.)로 측정하였

다. 영상을 보며 주인공에 대해 공감하려고 노력한 정도를 자기보고식으

로 점검하였는데, 그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집단의 평균은 4.52(SD

= .87)이고, 정서전염 집단의 평균은 3.28(SD = .93), 무처치 통제집단의

평균은 2.6(SD = 1.04)으로 집단 간 처치가 유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

다.

2. 공격적 반응의 변화

집단별 처치를 하기 전 연구 참여자들의 또래에 대한 공격적 반응을

측정하였고, 동영상 시청 및 집단별 개입 이후 사후 공격적 반응을 재측

정 하였다. 공격적 반응은 Noise-Blast Game(Noise-Blast Game for

Aggression; Bushman & Saults, 2006)에서 소음의 강도와 지속시간으로

나누어 기록되며, 두 점수의 합이 공격적 반응의 합계 점수이다. 집단별

사전, 사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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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채택의 공감

집단(n=25)

정서전염집단

(n=25)

무처치 통제집단

(n=2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소음

강도

M 7.44 5.47 8.26 6.79 7.63 6.95

SD 2.31 3.31 2.32 2.67 1.79 2.85

소음

지속시간

M 3.48 2.37 3.58 2.99 3.65 3.91

SD 1.12 1.30 1.48 2.01 2.46 2.90

공격적

반응의

합계

M 10.92 7.84 11.84 9.78 11.28 10.86

SD 3.31 4.28 3.13 3.46 3.07 2.92

<표 3> 집단 간 소음 강도·지속시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림 3] 집단 간 사전·사후 공격적 반응의 평균 비교

위의 사전·사후 공격적 반응 점수의 평균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아래

의 [그림 3]과 같다.

집단별로 사후 공격적 반응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사전 공격적 반응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공변량 분석(ANCOVA) 결과 및 각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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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사전 공격적 반응 255.19 1 255.19 26.77**

공감처치 98.31 2 49.15 5.16**

오차 676.81 71 9.53

합계 7807.1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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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공격적 반응의 공변량 분석 결과

공감처치

사전 사후 보정평균
Bonferroni

검증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11.57 2.76 7.84 4.28 8.09 .619

관점채택

> 통제*
정서전염처치 12.73 2.28 9.78 3.46 9.49 .620

통제(무처치) 10.52 2.94 10.86 3.76 10.90 .618

기술통계는 <표 4>와 <표 5>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5> 집단 간 사전 사후 공격적 반응의 평균 및 보정평균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F(1, 71) =

26.77, p = .008), 이는 관점채택의 공감처치 집단이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가짐을 의미한다.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과

무처치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p < .01)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

나, 관점채택의 공감처치 집단과 정서전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은 무처치 통

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공격적 반응이 감소하였으나, 정서전염 집단과

무처치 통제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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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집단 간 공격적 반응 점수의 공변량 분석결과 비교

가설 1이 부분적으로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은 무처치 통제집단과 정서전염 집단

보다 사후 공격적 반응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정서전염 집단은

공격적 반응이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지 않았음

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공격적 반응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를 그래프

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3. 또래폭력 허용도 변화

연구 참여자는 집단별 개입 이전과 이후에 또래폭력 허용도를 측정

하고, 실험이 끝나고 약 3주가 지난 뒤 추수(follow-up)검사에서 또래폭

력 허용도를 재측정하여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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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사전 또래폭력 허용도 6.01 1 6.01 110.21***

공감처치 1.03 2 .51 9.42**

오차 3.87 71 .06

합계 195.64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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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또래폭력 허용도 점수의 공변량 분석 결과

공감처치

사전 사후 보정평균
Bonferroni

검증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평균

표준편

차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1.72 0.41 1.47 0.35 1.46 .047 관점채택

> 통제*,

정서전염

> 통제*

정서전염처치 1.75 0.35 1.56 0.30 1.52 .047

통제(무처치) 1.63 0.41 1.68 0.45 1.74 .047

먼저, 동영상 시청 및 집단별 개입 이전과 이후의 또래폭력 허용도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사전 또래폭력 허용도 점수를 공변량으로

두고 사후 또래폭력 허용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치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F(1, 71) = 110.21, p < .01).

<표 7> 집단 간 또래폭력 허용도의 사전 사후 평균 및 보정평균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

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집단은 무처치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또래폭력 허용도를 보였고(p < .05), 정서전염 집단 또한 통제집단에 비

해 유의미하게 낮은 또래폭력 허용도를 보였다(p < .05). 따라서 관점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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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후 또래폭력허용도 점수의 공변량 분석결과 비교

택을 통한 공감 처치 집단과 정서전염 집단이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또래

폭력 허용도가 유의미하게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 본 연구의 가설 2가 성

립함을 알 수 있다.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5]와

같다.

각 집단 별로 또래폭력 허용도에 대한 변화가 지속되는지의 여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이 끝난 이후, 약 3주가 지난 뒤 추수

(follow-up)측정을 하였다. 사전과 추수(follow-up)에 측정된 또래폭력

허용도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보정평균의 값은 아래의 <표 8>, <표

9>와 같다. 사전 또래폭력 허용도를 공변량으로 두고, 추수 또래폭력 허

용도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두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F(1, 71) = 21.07, p < .05). 공변량 분

석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비교해보면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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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처치
사전 추수(Follow-up) 보정평균 Bonferroni

검증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1.72 0.41 1.46 0.42 1.45 .069  관점채택

 >통제*, 
 관점채택
>정서전염*

정서전염처치 1.75 0.35 1.68 0.35 1.65 .069

통제(무처치) 1.63 0.41 1.70 0.39 1.73 .070

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사전 또래폭력 허용도 2.518 1 2.518 21.073***

공감처치 1.086 2 .543 4.545*

오차 8.482 71 .119

합계 207.67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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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추수 또래폭력 허용도의 공변량 분석 결과

<표 9> 또래폭력 허용도의 사전·추수 평균 및 보정평균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Bonferroni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점채

택을 통한 공감집단은 무처치 통제집단뿐 아니라 정서전염 집단과도 유

의미하게 낮은 또래폭력 허용도 수준을 보였다(p < .05).

즉, 실험처치 이후 약 3주가 지난 뒤 학교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

도를 측정한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은 사전 또래폭력 허용

도 점수와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가 나온 반면 정서

전염 처치 및 통제 집단은 다시 또래폭력 허용도가 회복되거나 오히려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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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추수 또래폭력허용도 점수의 공변량 분석결과 비교  

이를 종합해 보면,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은 사전에 비해

또래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낮아졌으며, 이는 3주 이후의 추수 측정

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전염 처치집단은 추수 또래폭력

허용도 점수의 평균(1.68)이 사전 평균 점수(1.75)보다는 낮으나, 사후의

또래폭력 허용도 평균 점수(1.56)에서 다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무처치 통제 집단은 오히려 사전보다 또래폭력 허용도가 더 높아

졌다. 즉, 본 연구의 가설 3인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정서전염 및 통제 집단)보다 또래폭력 허용도가 낮게 지속될

것이다.’는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학교폭력 가해경험 변화

연구 참여자는 집단별 개입 이전에 학교폭력 가해경험 질문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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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Ⅲ 유형

제곱합
자유도(df) 평균제곱(MS) F

사전 학교폭력가해경험 556.164 1 556.164 58.235***

공감처치 190.350 2 95.175 9.966***

오차 678.076 71 9.550

합계 1411.38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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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집단 간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공변량 분석 결과

공감처치
사전 추수(Follow-up) 보정평균 Bonferroni

검증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7.88 4.64 3.68 1.87 3.59 .618  관점채택

 >통제**, 
 관점채택
>정서전염*

정서전염처치 7.60 4.21 6.52 4.88 6.60 .618

통제(무처치) 7.72 4.87 7.24 4.91 7.25 .618

해 그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실험이 끝나고 약 3주가 지난 뒤 실험이 끝

난 직후부터 추수(follow-up) 측정을 하는 시점까지의 학교생활에서 학

교폭력 가해경험의 정도를 재측정 하였다.

먼저, 동영상 시청 및 집단별 개입 이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 점수

와 추수 학교폭력 가해경험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

해경험 점수를 공변량으로 두고 추수 학교폭력 가해경험 점수를 종속변

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의미한 차

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1, 71) = 58.24, p < .001).

<표 11> 학교폭력 가해경험 평균 및 보정평균

집단별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Bonferroni 검증을 한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이 무처치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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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교폭력 가해경험 점수의 공변량 분석결과 비교

이를 보였고(p < .05), 정서전염 집단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이 정서전염 및 통제 집단보다 학교

폭력 가해행동 경험이 지속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3이 성

립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지속적으로 줄이는데 효과적인 개

입이 정서전염과는 차별화되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임을 지지해 준

다.

학교폭력 가해경험 점수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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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아동을 대상으로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가 공격적 반응, 또래폭력 허용도,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정서전염 및 무처치 통제 집단과 비교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일한 동영상을 시청한 경험이 있는 2명, 불성실 응답자 4명을 제외하

고, 각 영상에 대한 몰입도는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M = 4.76,

SD = .39). 연구 참여자 중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묻는 10문항에 모두

“전혀 없다(0점).”로 표시하여 제외된 연구 참여자는 17명이다. 연구 분

석에 사용된 연구 참여자는 총 75명이다(남=52%, 여=48%).

개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공격적 반응의 변화, 또래폭력 허용

도의 변화,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정도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첫째로, 사

전과 사후에 측정한 공격적 반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공격적 반응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사후 공

격적 반응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관점채택의 공감처치 집단이 무처치 통제집단보다

공격적 반응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짐을 의미한다(F(1,71)= 26.77,

p = .008). 사후(Bonferroni)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

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p < .01), 정서전염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즉,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정서전염 집단, 무

처치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공격적 반응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의적 공감영역과 유사한 정서전염이 초등학생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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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 반응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무처치 통제집

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수준의 정서적 공감이 낮은 인지적 공감과는 다르게 범죄행동에 대하여

약한 상관을 보였으며(Jolliffe & Farrington, 2004), 정서적 공감수준보다

는 인지적 공감수준이 높은 아동들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이 낮게 나타

났다는 연구결과(Kaukiainen et al., 1999)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는 집단별 개입 이전과 이후, 그리고 실험이 끝나

고 약 3주가 지난 뒤 추수follow-up)에서 또래폭력 허용도를 재측정 하

여 사전·사후, 사전·추수 점수를 비교하였다. 사전 또래폭력 허용도 점수

를 공변량으로 두고, 사후 또래폭력 허용도 점수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

처치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F(1,71) = 110.21, p <

.01). Bonferroni 검증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집단은 무처치 집

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또래폭력 허용도를 보였다. 결과 관점채택을 통

한 공감처치 집단과 무처치 통제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p < .01)가

있었으나 관점채택의 공감처치 집단과 정서전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관점

채택을 통한 공감처치는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경향성을 가지지만(p

= .05) 정서전염과 무처치 통제집단과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p =

.05). 본 연구에서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 처치 집단이 정서전염과 무처

치 통제집단보다 또래폭력 허용도가 유의미하게 낮을 것이라고 예상한

가설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실험이 끝난 이후 약 3주가 지난 뒤의 또래 폭력 허용도 추수 점수

를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집단 간의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F(1,71)= 21.07, p < .05). 이는 본 연구의

가설 3이 성립함을 의미한다. 즉,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이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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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집단과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Bonferroni 사후

검증을 통해 확인된 바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김은향(2012)의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다문화가

정 아동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관점채택의 공감 및 정서전염 모두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편견이 단기

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추수측정에서는 관점채택의 공감을 한 집단만이

낮은 편견, 즉 다문화 수용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세 집단 간의 또래폭력 허용도의 변화를 측정 비교함으로써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이는

정서전염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셋째로, 학교폭력 가해행동 사전점수와 추수점수의 변화를 집단 간

비교하였다.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두고, 추수 학교폭력 가해경험 점수

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

처치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짐을 알 수 있었다(F(1,71)= 58.24, p <

.001). 또한 집단별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한 결과,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이 무처치 통제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p = .003), 정서전염 처치집단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p = .003).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 집단이 정서전염 및 통제 집단

보다 학교폭력 가해행동 경험이 지속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

설3이 성립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지속적으로 줄이는데 효과

적인 개입이 정서전염과는 차별화되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임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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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

기 위한 교육적 상담 개입 요소로서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을 선정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통합적이고 다양한 회기별 목표가 혼재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본 연구의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처치는 일회적인 긍

정적 효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개입임을 알 수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공감수준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법으로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을 활용한다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학급경영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

력 가해청소년을 위한 상담 등을 개발 운영할 때 관점채택의 공감적 요

소를 포함시킨다면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는ㄷ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관점채택(perspective taking)을 통한 공감이 자동적

이고 자연적인 정서전염과 비교하였을 경우, 지속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 3주의 시간 간격을 두고 추수측정을 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효과를 비교 검증함으로써 중장기적이고 교육적인 효과를

원하는 학교 프로그램에 적합함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반응을 자기보고식의 공격성 척도를 통

해 측정하지 않고, Noise-Blast Game의 투사적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더 세밀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투사적 검사는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인 검사목적의 예측, 학습효과, 피검자가 검사에

임하는 태도 및 집중도 등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므로 더욱 정밀한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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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본 연구는 개입(실험) 전과 이후의 유사한 시간 간격(약 한

달)을 두어 실제 학교생활에서의 가해 행동의 정도를 비교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전과 이후의 학교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행동 자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자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개인 심리적

요인 및 학교폭력 대처 유형 등으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학군의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하였기 때문에 개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집단의 동질성을 암묵적으로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생 각각의 효과적인 개입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

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가해 가

해피해 피해 아동 등으로 대상을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염

영미, 2011; Toblin et al., 2005), 후속 연구에서는 유형별 관점채택을 통

한 공감의 효과성을 비교 분석한다면 대상에 따른 상담기법을 구체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인권 보호와 실험과정에

서의 자극의 표준화를 위해 공감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을

TV 프로그램 출연자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의 사례로 대입

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학교폭력 가해아동이

평소 자주 괴롭히는 학생이나 학급 교우로 공감 대상을 변경하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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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할 경우, 연구 참여자의 공감능력 향상에 더욱 직접적인 도움이 되

고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변화가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

구도 가능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 중 하나인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자기

보고식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교사의 관찰평가 혹은 또래 평정도

함께 시도된다면 변화를 나타내는 더욱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학

교폭력 가해행동을 점검할 때, 평가 및 정보의 노출에 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허위로 내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 및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에 대한 세밀한 점검도 함께

시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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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Noise-Blast 게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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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정인
연구주제명: 관점채택의 공감이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가제)

<부록 2> 연구 참여자 모집문건

< 참 여 자 모 집 안 내 >

○○○ 초등학교 6학년 ( )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 )초등학교 교사이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육상담을 공부하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6학년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선생님의 연락처로 연락주면

됩니다.

< 중요한 약속 >

- 선생님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어 참여를 원치

않는다면 중간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 그 어떤 학생도 강제로 연구에 꼭 참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연구에 참여하

는 학생 혹은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절대 차별적인 행위가 가지 않습니다.

- 연구 과정에서 학생은 익명(실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실시되며, 검사 내

용이 연구자 선생님 , 담임선생님 , 학부모를 비롯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절대로 공개되는 일이 없습니다.

<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

- 선생님과 방과 후 만날 수 있는 시간 약속을 합니다.

- 연구는 약 20~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 연구에 참여해도 좋다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 옵니다.

- 연구 과정 중에는 약 3분 정도의 동영상(EBS 방영분)을 시청하게 되며, 컴

퓨터 게임 형식의 활동 및 설문지 등을 하게 됩니다.

- 약 한달 이후에 간단한 설문지(약 3~5분 정도 소요)를 할 수 있습니다.

- 연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간단한 간식과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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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명 :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가제)

연구책임자명:

이 정 인 (***초 교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사과정)

<부록 3> 아동용 설명문 및 동의서

< 학생용 설명문 및 학부모 동의서 >

1. 이 연구는 어떤 건가요?

이 연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구이며,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생활하고,

폭력이나 따돌림이 없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연구에 대한 내용을 잘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은 후 참여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2. 꼭 참여해야 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약 130명이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6학년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4. 참여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학교생활과 관련한 간단한 설문지를 한 뒤 그 날, 혹은 다음 날 선생님과

약속을 정해서 방과 후에 만납니다. 약 3분 정도의 동영상(EBS 방송분)을 시청

하고, “동영상을 보세요.”, “다음의 문항들에 답해 주세요.” 등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학부모님(보호자)께서 허락하시고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이나 정보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진짜 이름이 아닌 ID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담임선생님이나 학부모님에게도

알려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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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이 연구는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해주었을 경우 감사의 뜻으로 선생님이 간단한 간식과 문화상품권(5

천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6.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연구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여쭤보세요. 원한다면 “학부모용 설명문”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보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선생님이 복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혹은 법정 대리인)께서 함께

동의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면 서명해 주세요.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원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아동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법정대리인 명(연구 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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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부모 안내문

< 학 부 모 안 내 문 >

( )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 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상담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학위논문을

위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참여가 필요하여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설명을 드리고

아동의 연구 참여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연구에 대한 아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보시고, 연구 참여를 허락하시면 동

봉된 “아동용 설명문 및 동의서” 하단에 서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구 목적이 무엇인가요?

본 연구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초등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

향(가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즉,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들 수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떠올려볼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더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실험으로 검증하

고자 합니다.

2. 아동이 참여하게 될 내용은 무엇인가요?

아동이 실험에 참여하게 되면, 약 3분 정도의 영상(EBS 다큐프라임 상영분)을

시청하게 되고 중간에 간단한 지시문(주인공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세요. 등)

이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게

임 형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기 전과 보고 난 후에 간단한

설문지를 하게 됩니다.

3.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나요?

본 연구는 신상도 초등학교와는 전혀 무관하며 교사 개인에 의해 이루어집

니다. 즉, 아동이 연구에 참여해야하는 의무나 강제성은 전혀 없으며, 참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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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그 어떤 직접적, 간접적 차별 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참여할 경우의 혜택은?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후속연구나 상담 프로그램 개발, 초등학

교 내의 학급 생활지도에 대한 방향성 제시에 도움을 주어, 앞으로의 초등학생

들의 교육 및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연구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간단한 간식과 소정의 문화상품권(5천원

상당)을 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5. 참여 여부를 중간에 취소해도 되나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불편해하거나 어려워할 경우 언제든지 중간

에 멈출 수 있으며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참여의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경

우, 아동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지 않게 되며 이에 대한 일말의 불이익이 학생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6. 개인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아동의 개인정보나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익명(개인의 고유 ID사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자도 아동의 개인 정보 및 연구결과를 알 수 없으며,

연구 결과는 연구 책임자 본인의 하드디스크에 보관되며, 연구결과 및 해석이

마무리되는 6월에 관련 자료를 전체 영구 삭제할 예정입니다. 연구 결과 및

해석은 개개인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를 해석하게 되며, 논문 내용의 어

디에도 참여 아동을 예상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은 첨부되지 않습니다.

7. 참여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본 연구는 사전연구에 의해서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검사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상 내용 또한 아동이 시청할 수 있는 내용(EBS 방영분)으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맞추어 준비되었으며 심의에 통과된 내용임을

밝히며, 연구의 과정과 결과의 해석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김창대 교수님의

지도를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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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디브리핑문

< 연구 이후 안내문 >

방과 후 시간을 내어 연구에 참여해주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거예

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며,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1. 어떤 연구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참여한 연구는 “관점채택을 통한 공감이 초등학생에게 미치는 영

향(가제)”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즉, 학교폭력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의

입장이 되어 느끼거나 생각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사회성 높게 행

동하고 공격성(누군가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싶고 화나는 마음)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것입니다.

2. 영상에 나온 아이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본 영상은 EBS 다큐프라임에서 상영한 내용입니다. 영상 앞과 뒤

에 안내문(주인공이라고 상상하며 봅시다 등)이 나왔을 수도 있고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안내문이 들어간 영상을 볼지에 대해서는 제비뽑기

를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영상에 나온 것처럼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은 절대로 따라 해서는 안 되겠죠?

영상에서 괴롭힘을 당한 친구는 엄청 속상해 했고, 나중에 괴롭힌 친구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를 했답니다. 사이좋은 친구 사이가 됐다고 하네요.

3. 제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요.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많은 문제를 읽고 답을 표시 했고, 또 신기한 게임도

했으니 그 결과가 충분히 궁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실험에 참여

했을 때 부여받은 개인ID에 따라 익명으로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선생님도 누가

한 결과인지 한 눈에 알 수가 없어요. 시험처럼 점수가 나오거나 어떤 점수가

좋고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결과가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혹시라도 유출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니 이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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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님이나 담임선생님은 아시나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정보나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구별 짓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당연히 부모님, 담임선생님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여

러분에게 한 약속이니 믿고 마음 놓아도 됩니다.

5. 컴퓨터 게임을 하고나서 계속 기분이 불쾌해요.

여러분이 한 컴퓨터 게임은 공격성 검사예요. 상대방이 더 시끄러운 소리를

길게 내도록 했다는 것을 알면 기분이 불쾌해지겠죠? 그리고 이기기 위해 게임을

하는 동안 긴장하였을 것이고, 중간 중간 시끄러운 소리를 몇 번 들었기 때문

에 기분이 상했을 수 있어요. 이는 마치 게임에서 반복해서 졌을 때의 불쾌함

과 같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 화가 난다면 선생님에게 꼭 연락해서

알려주세요.

6.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해요.

연구를 참여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한 내용을 빼고 싶다면

선생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은 연구 참여를 취소하

고, 연구 결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는 절대 없을

거예요.

7. 나중에 궁금한 게 또 생기면?

언제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연구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선생님은 5월까지 여러 6학년 학생들과 같은 연구를 할 계획이 예요. 연구를

참여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나 곧 연구에 참여할 친구들에게 연구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비밀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영상

내용이나 컴퓨터 게임형식의 활동 등을 알게 될 경우에는 그 친구가 순수하게

설문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꼭 비밀을

지켜주길 부탁할게요. 6월 이후에는 연구 내용이나 연구 참여 경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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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 혀 
없 다

드물게 
있다

가 끔 
있 다

자 주 
있 다

1 다른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2 다른 아이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3 다른 아이를 강제로 부려먹은 적이 
있다. 1 2 3 4

4 다른 아이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
으면 패준다고 한 적이 있다. 1 2 3 4

5 다른 아이를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6
어떤 친구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트
려,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
도록 한 적이 있다.

1 2 3 4

7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서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1 2 3 4

8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놀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

1 2 3 4

9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서 그 애를 
무시한 적이 있다. 1 2 3 4

10
학교에서 활동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특정한 아이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 

1 2 3 4

<부록 6> 사전설문지

ID:           .

학 교 생 활  설 문 지

  다음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

안(2013년 3월 4일 ~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한 적이 있는지 각

각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 표 해주세요. ID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 답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도 절대 알려지

지 않으니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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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
항 상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 렇 다

항상
그 렇 다

1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방
어하지 못하는 약한 아이와는 친구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2 다른 친구의 별명을 부르거나 놀
리는 것쯤은 괜찮은 일이다. 1 2 3 4

3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그것을 남
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참아야 한
다. 

1 2 3 4

4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아
이는 벌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아무런 이유없이 괴롭힘 당하는 친
구를 보면 화가 난다. 1 2 3 4

6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1 2 3 4

7 그 누구도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8 놀림 당한 아이가 곤란해 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 1 2 3 4

9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은 그 
자신이 당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2 3 4

10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어른들
로부터 야단맞지는 않을 것이다. 1 2 3 4

11
내가 먼저 다른 아이를 괴롭히면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
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12
괴롭힘 행위 후에는 돈 또는 물
건이 생기거나, 속이 시원해질 것
이다.

1 2 3 4

13 다른 아이들을 괴롭힘으로써 친
구들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1 2 3 4

14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그로 인
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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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항 상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대체로
그 렇 다

항상
그 렇 다

1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방어하
지 못하는 약한 아이와는 친구하고 싶
지 않다.

1 2 3 4

2 다른 친구의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는 
것쯤은 괜찮은 일이다. 1 2 3 4

3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1 2 3 4

4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는 벌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아무런 이유 없이 괴롭힘 당하는 친구
를 보면 화가 난다. 1 2 3 4

6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이를 도
와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1 2 3 4

7 그 누구도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좋
아하지 않는다. 1 2 3 4

8 놀림 당한 아이가 곤란해 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 1 2 3 4

9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은 그 자신
이 당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1 2 3 4

10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어른들로
부터 야단맞지는 않을 것이다. 1 2 3 4

11
내가 먼저 다른 아이를 괴롭히면 다
른 아이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부록 7> 사후설문지

ID:           .

사 후 설 문 지

※ 아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숫자에 ○ 표해 

주세요. ID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은 공개되지 않으며,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도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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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항 상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대체로
그 렇 다

항상
그 렇 다

12 괴롭힘 행위 후에는 돈 또는 물건이 
생기거나,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 1 2 3 4

13 다른 아이들을 괴롭힘으로써 친구들
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1 2 3 4

14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그로 인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 것
이다. 

1 2 3 4

15 이 설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했다. 1 2 3 4

영화나 TV 
보듯이 봤다

약간 주인공의 
기분을 느꼈다

마치 내 일처럼 
마음이 아팠다. 

1 2 3 4 5 6

전혀 집중하지 
않았다.

보통이다
집중하며 
열심히 봤다.

1 2 3 4 5

※ 아래의 문항에 답해 주세요. 

1. 실험 과정에서의 동영상을 과거에 본 적이 있나요? ⋯⋯⋯⋯⋯ (   )  

① 예, 본 적이 있습니다.      ② 아니오, 본 적이 없습니다.

2. 어느 정도 집중하여 지시에 따라 동영상을 시청했나요?

   가까운 숫자에 동그라미 (○) 표시 해주세요. 

3. 동영상을 보는 동안 주인공이 느꼈을 감정(기분)을 얼마나 함께 느끼며 

  시청했나요? 가까운 숫자에 동그라미 (○) 표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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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 혀 
없 다

드 물 게 
있 다

가 끔 
있 다

자 주 
있 다

1 다른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2 다른 아이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3 다른 아이를 강제로 부려먹은 적이 
있다. 1 2 3 4

4 다른 아이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
으면 패준다고 한 적이 있다. 1 2 3 4

5 다른 아이를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6
어떤 친구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트
려,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싫어하
도록 한 적이 있다.

1 2 3 4

7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서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1 2 3 4

8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에게 놀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다.

1 2 3 4

9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서 그 애를 무
시한 적이 있다. 1 2 3 4

10
학교에서 활동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특정한 아이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 

1 2 3 4

<부록 8> 추수(follow-up) 설문지

ID:           .

학 교 생 활 설 문 지

  다음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에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은 실험(연구)이 

끝나고 약 한 달 동안(2013년 5월 ~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한 

적이 있는지 각각의 질문을 읽고 해당되는 칸에  ○ 표 해주세요. ID를 사용하

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담임선생님이나 부모님에

게도 절대 알려지지 않으니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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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항
항 상 

그 렇 지 
않 다

대 체 로 
그 렇 지 
않 다

대체로
그 렇 다

항상
그 렇 다

1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자기를 방어하
지 못하는 약한 아이와는 친구하고 
싶지 않다.

1 2 3 4

2 다른 친구의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
는 것쯤은 괜찮은 일이다. 1 2 3 4

3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그것을 남에
게 이야기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1 2 3 4

4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는 벌을 받아야 한다. 1 2 3 4

5 아무런 이유없이 괴롭힘 당하는 친구
를 보면 화가 난다. 1 2 3 4

6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이를 도
와주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1 2 3 4

7 그 누구도 괴롭힘 당하는 아이는 좋
아하지 않는다. 1 2 3 4

8 놀림 당한 아이가 곤란해 하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 1 2 3 4

9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은 그 자신
이 당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2 3 4

10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해서 어른들로
부터 야단맞지는 않을 것이다. 1 2 3 4

11
내가 먼저 다른 아이를 괴롭히면 다
른 아이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1 2 3 4

12 괴롭힘 행위 후에는 돈 또는 물건이 
생기거나, 속이 시원해질 것이다. 1 2 3 4

13 다른 아이들을 괴롭힘으로써 친구들
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1 2 3 4

14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는 그로 인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15 이 설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했다. 1 2 3 4

※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곳에 ○ 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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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mpathic perspective-taking

in reducing aggressive responses and

permissive attitude for the bullying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Lee, Jung-I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rough the experiment

the effect of educational intervention of counseling which can reduce

the violent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continually

lowering their aggressive response and reducing permissive attitudes

for the bullying. Seventy five 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Before the intervention, the participants performed the 4 point

self-report Likert scale to measure the degree of permissiv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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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ullying and the degree of offending experience in school.

Then, they performed the aggressive response test, which was a type

of computer game. Each participant was randomly assigned into one

of the three groups;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group, emotion

contagion group, and control group, and was shown the video which

was different for each group. As for the video, the scene of interview

for the bullied child was included for every group but in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group, there appeared the caption that

said “Imagine what you would feel if you were the main character”

before the video started and halfway through the video. Also, there

was scene that the bullied child, a main character, cried at the latter

half of the video. In the emotion contagion group, unlike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group, the caption was not provided but

the content of interview and the scene that the bullied child cried

was same. In the control group, the caption was not provided and the

scene that the child cried was replaced with the sentences that

described it in order to prevent the participants from the emotion

contagion. After that, measured were the participants' aggressive

response, a permissive attitude for the bullying and degree of

empathy. About 3 weeks later after the experiment, the degree of

offending experience in school and the degree of permissive attitude

for the bullying were remeasured as follow-up test and were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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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below:

Hypothesis 1.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group and the

emotion contagion group will show less aggressive response than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2.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group and the

emotion-contagion group will show the lower degree of permissive

attitude for bullying than the control group.

Hypothesis 3.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group will

continually show less offending experience in school and lower degree

of permissive attitude for the bullying than the emotion contagion

group and the control group.

Like the hypothesis above, the aggressive response, the degree of

permissive attitude for the bullying and offending behavior in school

were measured as dependent variables in pre, post and follow-up test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would be

effective for the elementary students who had shown the offending

behavior in school.

For the analysis, measured were the aggressive response in pre

and post test, the offending experience in pre and follow-up test, the

degree of permissive attitude for the bullying in pre, post, and

follow-up test. Then, ANCOVA and Bonferroni analysis was

performed to obtai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the effect size. As

a result,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group showed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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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 aggressive response than the emotion contagion group and the

control group so that the hypothesis 1 was partially proved. In

addition,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and the emotion contagion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degree of permissive attitude for the

bullying than the control group which statistically supported the

hypothesis 2. In regard to the result of follow-up test performed after

3 weeks,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group continually showed

lower degree of permissive attitude for the bullying and less

offending experience in school than the emotion contagion and the

control group.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having proven the effect of

empathy through the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and having

performed the follow-up test to measure the durability of effect.

However, this study has following limitation. First, the subjects

was limited to the elementary students. Second, since the offending

behavior was measured in self-report scale, it could be more

subjective compared to when the peer notified the offending behavior

or case about offending behavior was requested in counseling center.

Third, since the bullied child was shown in the video as subject for

empathy, not only the degree of concentration might be limited but

also the application of the result in real life could not be confirmed.

The future study will b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can be verified in each group after

dividing the subjects into offending child, offending and bullied child,

and victims. Second, the effect of empathetic perspective-taking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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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compared when the bullied child as the subject of empathy was

replaced with the child who got frequently bullied in real life by the

offending children.

Key words: empathy, perspective-taking, aggression, permissive

attitude, bullying

Student number: 2011-2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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