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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진화적으로 상황에 

따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학생들 역시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을 통해 많은 환경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행동을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다. 따라서 환경행동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직관적 판단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측면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

  인간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자신과 타인을 다르게 평가한

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귀인은 추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환경행동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행동 측면에서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인간행동에 주목하였다. 

  그간의 선행된 연구들은 귀인 편향에서 문화, 연령의 요인에 대해 연

구하였으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의 초기 청소년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

감에 따라 환경행동을 회피하는 결정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귀인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해석수준이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

호작용으로 인해 귀인 편향 현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전조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

운 환경행동으로 나타난 환경단체 기부행동을 바탕으로 홍보포스터를 제

작하였으며, 포스터는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행

위자가 환경단체에 기부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환경행동 회피 결

정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방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사

회적 거리감(나 vs. 친한 친구 vs. 어떤 아이)이 귀인방식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였고, 연구 2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학생들의 해석수준(상위 vs. 

하위)에 의해 귀인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효과를 귀인방식, 내적 귀인, 

외적 귀인으로 나누어 검증하였으며, 연구 3에서는 연구 2의 해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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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점화를 통해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상대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귀인을 질적 변수로 측정하여 사회

적 거리감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연구 1) 귀인이 사회적 거리감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분형 로지스틱 회

귀분석 결과 개인의 해석수준은 귀인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나,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

다. 

  이어서 귀인을 양적변수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연구 2, 연구 

3). 종속변인으로 귀인방식(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차)으로 설정한 후 

분석한 결과는 학생들이 환경행동 회피 결정의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

이 멀수록 내적 귀인을 하며, 가까울수록 외적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어떤 아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친한 친구’의 행동에 대해서는 외적 귀인을 보였다. 귀인방식을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내적 귀인에서만 사회적 거

리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종속변인을 내적 귀인으로 설정한 경우에서만 

어느 정도 유의함(p<.10)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연구 2, 연구 3), 단

순주효과 분석결과 이는 상위수준해석 집단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

수록 내적 귀인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귀인 이론과 해석수준이

론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탐색했다는 점, 인간의 비합리적 행동 

경향이 학생들의 환경행동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환경교육자와 후속연

구자들이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귀인 편향,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이론, 환경행동

학 번 : 2014-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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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주변에서 쉽

게 접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부터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

험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는 인간의 생활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

는 실정이다. 다양한 환경 위험 중에서 최근 유엔기후변화국제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5차 기후변

화보고서(2013)에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경

고하였다. 또한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 것을 예견하며, 인간의 환경 친화적 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즉, 이제 환경을 고려한 행동은 선택의 문제 차원을 넘어 당

위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책임 

있는 환경행동(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 REB)을 증진시

키기 위해(최돈형 외 3인, 2007; Hungerford et al., 1998), 학교를 포

함한 사회의 각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태도 및 행동 변

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교

육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에 관한 지식적 측면을 높였음에도 일상생활에

서 학생들의 친환경 행동을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환경문

제와 같은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에 있어서 자신이 참여한다고 해도 타인

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사회의 이익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신만 소외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Wiener & Doescher, 1991). 결국, 학생들은 타인이 자신과 같이 행

동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는 환경오염의 결과

지각에서 오는 심리적 거리감을 들 수 있다(김종흠, 2013).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환경오염의 결과는 장기간의 결과물이며, 가정적일

뿐 아니라 불확실하다(Johnson & Levin, 2009). 따라서 학생들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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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잠정적인 결과를 이해하고 수용해야 한다. 현

재 발생한 결과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행동에 따른 

예측이 쉽기 때문에 환경행동에 대한 동의를 얻기가 쉽다. 하지만 먼 미

래의 예측된 결과는 학생들에게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오며, 결과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됨으로, 학생들의 환경행동에 대한 동의를 얻

어내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먼 미래의 부정적인 결

과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현재의 

환경행동 실행에 대해 학생들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김종흠, 

2013). 

  따라서 환경교육을 함에 있어서 환경행동 실천을 증진시키기 위한 세

심한 전략으로 인간의 심리적 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이성

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육을 받지만, 진화적으로 볼 때 상황에 따라 직관

적으로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이남석, 2013). 또한 인

간은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진 인지 

필터에 의해 대상과 상황을 해석하여 받아들인다(Nisbett & Ross, 

1980). 결국 환경행동에 관한 정보를 수용 및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고과정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기보다는 직관적

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받아들여 정보를 해석하고 처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인간행동의 연구에 주목하게 되

었다. 인간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게 평가하

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평가한다. 또한 맡겨진 일에 대해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Fiske & Taylor, 

2007). 이러한 현상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귀인 편향과 관련이 깊

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행동을 상황적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내부적, 기질적 관점에서 바라본

다(Jones & Nisbett, 1972). 즉, 행동에 있어서 주체의 입장인지, 관찰

자의 입장인지에 따라 행동을 추론하고 평가하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도 환경에 해가 되는 행위를 자신이 할 경

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요인에서 이유를 설명하려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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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다른 학생이 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품, 인격에 

관한 내부적, 기질적 요인으로 행위의 이유를 설명할 것이다. 

  귀인에 대한 연구는 추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한규석, 2012). 즉,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다른 학생에 대

해 기질적으로 판단할 경우 관찰자는 비난의 태도를 보일 수 있지만, 환

경행동을 하지 않는 다른 학생을 맥락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행동을 

하게 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환경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

동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에서 귀인에 대한 연구는 교사가 환

경과 관련된 행동의 귀인을 파악함으로써, 학생의 추후 행동을 미리 예

측하고 환경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귀인 편향 현상은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그 대상

에 대한 해석이 다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과 관련이 있다(Trope & Liberman, 2003). 해

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감에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발생

확률적 거리감이 있으며(Trope & Liberman, 2010), 심리적 거리가 가

까운 자신의 행위는 하위수준(low-level construal)으로 해석되어 구체

적, 맥락적, 상황적으로 표상한다. 반면, 자신과 심리적 거리가 먼 타인

의 행위는 상위수준(high-level construal)으로 해석되어 평가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추상적 속성에 근거하여 추론을 이끌어 낸다. 즉, 

귀인 편향에서의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심리적 거리

감 중 나와 타인의 심리적 차이의 지각을 의미하는 사회적 거리감에 따

라 생기는 것이다.

  환경행동에 관한 지금까지의 심리학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주제가 소비자행동 분야, 공익광고 분야인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귀인

에 관한 연구는 환경행동에 관한 주제로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 동안 수

십 년에 걸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아동 대상의 경험 연구가 부족

하여 귀인 응답의 결론이 불명확한 상황이다(Campbell & Sedikides, 

1999; Johnston & Lee, 2005). 그리고 최근 들어 귀인 편향에 있어서 

사람들이 범하는 보편적 오류인지에 대한 주장에 학자들 간의 의견이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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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고 있다(박재진, 2012). 왜냐하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귀인 편향

현상이 현저히 적게 나타나기 때문이다(Norenzayan, Choi, & Nisbett, 

2002).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환경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 즉 환경행동을 회피하는 결

정에 대해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속하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사회적 거

리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귀인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를 개인의 해석

수준이 조절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귀인 편향이 초등학생들에

게 나타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환경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에 대

해 상황적, 맥락적 귀인으로 추론할 것이고, 자신과 사회적 거리감이 먼 

학생에 대해서는 기질적으로 귀인하는 편향적인 판단을 강하게 할 것이

다. 그리고 이는 개인의 해석수준에 따라 그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귀인 편향 현상과 사회적 거리감의 관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연구 1). 이를 통해, 귀인 편향이 사회적 거리감

의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석수준이론의 추상성(abstraction)과

도 상호관련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심리적 거리감과 해석수준 사이

의 관계는 양방향적이기 때문이다(Trope, Liberman, & Wakslak,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귀인 편향 현상이 해석수준이론의 추상성

과 상호작용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연구 2). 만약 상호작용이 있다면, 

상위수준해석의 추상성은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기질적 귀인을 더

욱 강하게 할 것이며, 하위수준해석의 구체성은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

수록 상황적, 맥락적 귀인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개인 해석수

준의 추상성을 조작하는 점화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 거리감과의 상호작

용이 귀인 편향 현상을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연구 3).

  본 연구의 결과는 환경행동에서 초등학생들의 귀인에 영향을 주는 해

석수준이론의 역할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환경행동 방향성을 이해하고 예측

함으로써 환경교육 차원에서의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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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감은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개인 해석수준의 추상

성과의 상호작용이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귀인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

 셋째,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개인 해석수준의 추상

성을 점화1)한 것과의 상호작용이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귀

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환경행동에서의 귀인 편향 및 해석수준이론에 관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의 방향과 틀을 설정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실천하기 쉬운 환경행동과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행동을 조사하고 분석한 

후, 실험물을 제작하였다.

  이후, 세 개의 하위 연구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이 해석수준에 따라 환

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초등학생의 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

고자 실험설계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는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행위자와 관찰자 귀인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두 

번째 연구는 환경행동 회피 결정 상황에서 학생 개인이 가진 해석수준의 

추상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세 

번째 연구는 구체적, 추상적 수준의 해석수준을 학생들에게 점화시킨 

후, 환경행동 회피 결정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해석수준의 점화에 

따라 귀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귀인의 변화와 관련한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1) Fiske와 Taylor(2007)에 따르면 점화는 최근 또는 빈번하게 활성화된 개념 또는 

범주가 추후의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조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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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기 위해서 각 연구의 측정방식을 달리하였다. 각기 다른 측정방식에

도 불구하고 결과가 일관되게 나온다면 일반화된 결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귀인 방식을 선택하는 항목을 범주형으로 

측정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연구에서는 척도형으로 측정하였을 뿐 아

니라, 종속변수를 귀인방식(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차), 내적 귀인, 외

적 귀인의 세 가지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구 분 내 용

문헌연구

‣ 귀인 이론과 귀인 편향에 관한 문헌고찰

‣ 해석수준이론에 관한 문헌 고찰

‣ 환경행동에 관한 문헌 고찰

실험물 

제작

‣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실천하기 쉬운 환경행동과 어려

운 환경행동 분석

‣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을 토대로 실험 자료 구성

연구 1
‣ 환경행동 회피 결정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관찰자의 귀

인과의 관계 검증

연구 2

‣ 환경행동 회피결정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방식, 내

적 귀인, 외적 귀인에 미치는 영향 검증

‣ 환경행동 회피결정 상황에서 학생 개인 해석수준의 추상성

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방식, 내적 귀인, 외적 귀인

에 미치는 영향 검증

연구 3

‣ 환경행동 회피결정 상황에서 해석수준의 점화에 따라 사회

적 거리감이 귀인방식, 내적 귀인, 외적 귀인에 미치는 영

향 검증

결과

및 논의

‣ 연구1, 연구 2, 연구 3의 연구 결과

‣ 논의 및 교육적 시사점 도출

결론

및 제언

‣ 연구 결과 요약 및 결론

‣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 제언

<표 1> 연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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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귀인 이론과 귀인 편향

  귀인이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사회관계

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대응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버스에 앉아 있는 매력적인 이성이 나

를 보며, 미소를 짓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 이성은 앞으로 다

가올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거나 과거의 재미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얼굴

에 미소를 나타냈거나 또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서 내가 ‘그 이성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고 있

다.’라고 해석한다면, 추후 나의 행동은 적극적인 구애로 진행할 수 있

을 것이지만, 바람 때문에 눈을 찡긋하였다고 해석한다면, 나의 행동은 

현 상황에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학

생들의 학교생활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 추론하

게 되며, 그 추론의 방향은 추후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귀인에 대해 살펴보고 귀인처리 과정에서 비합리

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을 설명하는 귀인 편향 중 기본적 귀인오류와 

행위자-관찰자 편향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귀인이 인간의 다양한 행동

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와 귀인 편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가. 귀인 이론

  귀인(attribution)은 관찰을 통해 사건이나 행동의 결과에 대한 원인

을 판단하고 추론하는 인과추론과정을 의미하며(Mizerski, Golden, & 

Kernan, 1979), 귀인 이론(attribution theory)은 사람이 타인의 행동

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이론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

을 설명하는지를 분석한다(Myer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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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그들이 가진 기질 혹은 외부상황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귀

인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가진 기질이나 외부 상황 중 더 강조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된다(Gilbert & Malone, 1995). 즉, 누

군가가 의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때로 그 사람의 행

동을 내적 원인(ex. 성격)에, 때로는 외적 원인(ex. 그 사람의 상황)에 

귀인한다는 것이다(Myers, 2013).

  이러한 귀인 이론은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지각된 이유를 바탕으로 한 

인과론적 설명과 관련이 있다(Weiner, 1985). Jone와 Davis(1965)는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 추리와 관찰

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행위자의 외적 행동이 

보여주는 간접적 정보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결과를 가

지고 원인을 추론하고 행위자가 결과를 미리 예측할 능력이 있었는지 생

각하면서 행위자의 행동의도를 추적한다. 또한 이를 통해 행위자의 내적 

소인을 예측한다(홍성열, 2004). 즉, 우리는 타인을 지각함에 있어서 한

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내부 상태에 대한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

므로 귀인 이론이란 관찰된 행동의 원인을 추론해 낼 목적으로 지각된 

행동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인간의 동기에 대해 탐구하는 인지적 접근

이라고 볼 수 있다(공옥례, 2007). 결국, 귀인 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이

나 타인의 관찰된 행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인과적으로 연결 

짓는 사고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귀인 이론은 모든 사람들은 주변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건의 

의미를 추론하고 설명하기 위한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소박한 심리

학(naive psychology)을 주장한 Heider(1958)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특정 행동의 이유를 찾는 것의 근본은 그 사람

의 내부에 있는 것인지, 외부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또는 둘 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것에 있다. 이러한 Heider의 초기 업적에 자극된 사회심

리학자들은 인간이 자신 또는 타인의 성공이나 실패를 설명하는 과정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Martinko, 1995). 이후, 타인의 성향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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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를 대응시켜 성향을 추론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한 Jones와 

Davis(1965)의 대응추리 이론(correspondent inference theory), 사

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을 때, 특이성(distinctiveness), 일관성

(consistency), 합의성(consensus)의 정보를 고려하여 귀인을 한다는 

Kelly(1967)의 공변 모형(covariance model)으로 발전하였다. 

  Heider의 관심이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 측면에서 나타나는 

귀인에 있었던 반면, 대응추리이론과 공변모형은 제 3자의 관점에서 행

위자의 행동을 목격한 후 나타나는 귀인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Malle, 2008). 이에 본 연구는 제 3자의 관점이 아니라, 행동

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측면에서 연구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나. 귀인 편향

  (1) 기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

  귀인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은 관찰자가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

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한규석, 2012; Tal-Or & Papirman, 2007). 하지만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은 합리성보다 능률성을 더욱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며(한규석, 

2012), 이 과정에서 편향된 판단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편향된 판단 중, 관찰자들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상황적 영

향을 과소 추정하고 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내적속성으로 귀인 하는 경

향을 기본적 귀인오류(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라 한다. 또한 그

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관찰되는 행동이 행위자의 성향과 일치한다고 

보기 때문에 대응편향(correspondence bias)이라고도 한다(Gilbert & 

Malone, 1995; Myers, 2013; Ross, 1977).

  상황의 영향을 과소 추정하는 인간의 편향성은 여러 실험에서 확인되

었다. Jones와 Harris(1967: 홍성열, 2004에서 재인용)는 실험참가자

들에게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읽게 한 

후, 그 글의 작성자가 카스트로 정권에 대해 갖는 태도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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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가자들의 절반은 글 작성자가 글을 작성하기 전에 카스트로 정권

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진술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

구하고, 글에 나타난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태도가 글 작성자의 실제 의

견이 반영된 것이라 믿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글쓴이에게 가해진 외

부의 압력을 참가자가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상황적 귀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기질적 귀인을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귀인오류는 TV드라마 주인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

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Tal-Or와 Papirman(2007)은 사람들이 이미 

드라마 속 배우들이 주어진 배역의 대본에 따라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드라마 속 인물의 성향을 배우들의 실제 성향으로 착각하

는 경향을 밝혀냈다. 

  박재진(2010)은 기자가 제품에 대한 퍼블리시티2)를 작성하는데 있

어, 외부 압력 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

라는 점을 연구 참가자들에게 알렸으나, 참가자들은 기자가 실제로 해당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기본적 귀인오류 현상의 발생에 대해 그간의 연구결과들은 상대방이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나타남을 시

사한다(Gilbert & Krull, 1988; Trope, 1986). 이러한 기질적 귀인 양

상은 사람들이 인지적으로 바쁠 경우, 자신의 앞일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때 잘 나타난다. 왜냐하면 

인지적으로 바쁜 관찰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욱 현저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며, 고정관념에 의존한 정보처리를 하기 때문이다(한규석, 

2012). 

  환경행동을 관찰하는 경우에서도 이를 목격한 관찰자의 행위자에 대한 

판단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관찰자가 행위자의 환경행동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2) 퍼블리시티는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뉴스미디어에 뉴스 가치가 있는 

조직이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Yale,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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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행위자-관찰자 편향(actor-observer effect)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도청행위에 대해 닉슨과 범행

참여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외적 귀인을 하였으

나, 언론은 부패한 정권, 권력욕 등의 내적 귀인을 하였다(Wegner & 

Vallacher, 1977: 한규석, 2012에서 재인용). 즉, 행위자와는 달리, 관

찰자는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기질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기본적 귀인

오류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상황적 요인으로,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내적 요인으로 특정한 

행동, 사건이나 상황의 원인을 찾으려는 현상을 행위자-관찰자 편향

(actor-observer effect)이라고 한다(Nisbett et al., 1973).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찰할 때와 

타인을 관찰할 때 다른 조망을 취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Jones & 

Nisbett, 1972).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의 주의는 환경으로 향하지만,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볼 때는 초점이 행위자에 맞추어지게 되어, 행위

자가 처한 상황은 상대적으로 눈에 덜 들어오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행위자와 관찰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Pronin, 

2008). 즉, 행위자는 스스로가 어떠한 상황에서 행위를 취하게 되었는

지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외적 귀인을 하게 

되지만, 관찰자는 행위자의 상황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행위자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게 된다. 

  따라서 행위자-관찰자 편향은 행위자와 관찰자의 조망의 차이에 따른 

지각적 현저성이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각적 현저성은 행위의 의도성이나 관찰자의 시각적 관점

에 따라 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Malle & Knobe, 1997). 

또한 행위 자체가 가지는 사회적 비바람직성(social undesirability)도 

행위자-관찰자 편향 효과를 두드러지게 한다(Green et al., 1985). 즉,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 행위자는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를 상황적인 

요인에서 찾는 반면에, 행위자를 바라본 관찰자는 행위자의 성향적, 기

질적 요인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다.(이재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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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행위자-관찰자 편향과 관련한 연구로 이재식(2014)은 성향요

인이 강조된 끼어들기 상황과 상황요인이 강조된 급정거 상황에서 행위

자와 관찰자 관점에 따른 운전자의 운전분노 수준차이에 대해 알아보았

다. 그 결과 상황변인(ex. 도로여건)이 더 강조된 급정거 상황보다 상대 

운전자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끼어들기 상황에서 행위자-관찰자 편

향이 주로 관찰되었다. 

  일선 학교에서 환경행동은 학생들이 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으로 교육

된다. 따라서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적 비바람직성을 높인

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을 제시하는 방

향으로 실험을 설계하여 사회적 비바람직성을 바탕으로 귀인 편향 현상

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다. 귀인과 행동

  귀인은 사람들이 발생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당사자에 대해 갖는 느낌

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Weiner, 1985). 귀인분야 연

구를 시작한 Heider(1958)는 인간은 자신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

은 사건들에 관해 왜 그렇게 되었으며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그 원인을 

추론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타인 행위의 지각자는 그 행위가 행

위자의 내면적 속성(능력, 노력, 태도, 의도 등)때문인지 행위자가 처한 

상황(난이도, 운, 역할 등)때문인지를 판단하려고 하며,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동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이러한 귀인과 행동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경성과 

한덕웅(2001)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배우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의 미래 행동의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종국

에는 이혼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승영(2013)은 카

지노고객 불량행동이 종사원의 감정부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

과, 귀인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지욱과 유요섭

(2011)은 카지노에서 패배 했을 때 귀인의 소재가 공격적 감정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상태분노와 상태적대감에 대한 귀인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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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귀인을 했을 때보다 외적 귀인을 할수록 더 크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귀인이 과제 만족과 재수행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연구(이병관·이국희, 2013)에서 ‘좋음’피드백을 받은 조건의 경

우, 노력 귀인 점화 참가자들에게서 재수행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나

쁨’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우연 귀인 점화 참가자들이 재수행의도

가 높았다. 

  교육적인 측면의 귀인연구는 학생의 학습 및 행동과 관련한 귀인을 학

생 스스로 어디에 두는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최예은

(2014)은 경쟁과 비경쟁 악기 연주상황에서의 귀인에 대한 연구에서 자

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의 경우, 비경쟁 연주상황보다 경쟁 연주상황에서 

실패 결과를 능력과 타인에게 더 많이 귀인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광

응 등(2001)은 경도 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귀인훈련을 한 결과, 학

습의 실패상황에서 실패의 원인을 능력에 귀인하는 아동을 노력에 귀인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학습된 무력감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밝혔

다. 또한 아동의 공격행동에 대한 귀인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적대적 

귀인오류가 아동의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국내외 연구에서 

검증되었다(홍상황·이경연, 2013; Mathieson et al., 2011).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귀인을 어디로 두는가에 따라 인간은 상

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그것은 행동으로 표출된다. 그런 의미

에서 행위에 대한 귀인의 차원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 연구물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귀

인을 하는 주체 및 귀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주로 자신의 입장에서 연

구되어졌고, 연구의 주제가 대부분 인지 및 학습 심리학 연구에 한정되

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아닌 상대의 행위 및 그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

한 귀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아동이 생활 속에서 보이는 행동

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행동과 귀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환경행동을 주제로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대한 

아동의 귀인현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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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귀인 편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동의 원인에 대해 귀인하려는 인간의 사고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고려하지 못하는 편향적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기본적 귀인오류

가 단지 타인의 행위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한다는 점이 항상 잘못된 것이

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힘을 당

연히 고려해야 함에도 간과시 한다는 점에서 오류라고 하는 것이다(한규

석, 2012). 

  이러한 귀인 편향 현상은 사람들이 행동에 대한 상황적 요소를 과소 

추정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써 그동안 연구자들에게 인식되어 왔지만

(Fiske & Taylor, 2007), 이러한 현상이 정의된 것처럼 간단하고 명확

하지 않다(Langdridge & Butt, 2004). 우선, 기본적 귀인오류는 학습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귀인 오류를 하는 대신에, 

상황적인 요인에 집중을 하지만, 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사건에 대한 기

질적 귀인을 하기 시작한다(White, 1988). 둘째로, 문화적인 요인에서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서구인들은 시간과 주의의 여

유가 있거나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상황정보를 고려하여 성향 귀인

을 수정하는 반면에, 동아시아인들은 상황 정보의 효과를 자동적으로 고

려하는 것으로 보인다(Norenzayan, Choi & Nisbett, 2002). 이러한 

차이의 이유 중 하나는 집단주의적 동아시아 문화가 보다 상호의존적이

며, 서구인들에 비해서 자신의 행동을 상황적 규범에 맞추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Fiske & Taylor, 2007). 그러나 한편으로 Krull 등

(1999)의 연구에서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동양(중국, 인도, 대

만)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모두 귀인 편향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문화 

간 차이에 따른 귀인 편향 현상이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

째, 개인적인 차이로 인해 귀인오류 현상이 조절될 수 있다. 

Forgas(1998)는 기분의 조절효과로 인해, 행복한 기분(happy mood)

의 상태에 있을수록 귀인오류가 더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Fein(2001)은 의심을 잘하는 관찰자는 귀인오류 현상이 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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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넷째, 메시지 프레이밍이 귀인성향을 조절할 

수 있다. 부경희(2001)는 신뢰와 같은 추상적 가치의 캠페인은 귀인의 

영향요인에 따라 긍정/부정, 자기/타인 중심적, 감성/이성 등의 특정 프

레이밍 전략이 효과적임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귀인 편향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근 들어 계속 

밝혀짐에 따라, 학자들 간에 이러한 귀인 편향 현상들이 보편적이라 말

할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박재진, 2012). 이는 이

와 관련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살핀 귀인 편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는 귀인이 잘 나타나지 않는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그리고 상

황적 요인에 집중하는 성향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귀인 편향이 나타나

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연구와 비교하여 문화권의 차이

가 나타나는지와 귀인 편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 연령대에서도 일관되게 

귀인 편향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귀인 편향 현상을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과 

연결하여 개인이 가진 해석수준의 추상성(abstraction)이 귀인 편향 현

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해석수준이론

  Trope와 Liberman(2003)에 의해 제안된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CLT)은 심리적인 거리감이 개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얼

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론이다. 해석수준이론은 상위수준과 하

위수준의 2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상위수준해석(high-level 

construal)은 심리적으로 먼 사건과 관련이 있고 목적 지향적 특성으로 

설명되어지는 반면에, 하위수준해석(low-level construal)은 심리적으

로 가까운 거리의 사건과 관련이 있고 과정적인 특성으로 설명된다. 즉, 

상위수준해석은 대상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 속성에 근거하여 대상에 대

해 특정한 추론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구조적, 탈맥락적, 포괄적인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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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하위수준해석은 대상에 대한 구체적 속성에 근거

하여 특정한 추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비구조적, 맥락적, 부차적, 종속

적 속성을 중요시한다(Trope et al., 2007). 그렇기 때문에 상위수준해

석을 사용하게 되면 대상의 바람직성(desirability)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위수준해석을 사용하면 대상의 실현가능성(feasibility)에 초점을 맞춘

다(Trope & Liberman, 2003). 이와 같은 상위수준해석과 하위수준해

석의 차이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Trope & Liberman, 2003). 

  해석수준이론은 초기에 심리적 거리를 시간적 거리 차원에서 살펴보는 

시간해석이론으로 사용되어 왔다(Liberman & Trope, 1998). 이후 진

행된 후속 연구들에서 심리적 거리를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공간

적, 사회적, 발생확률적 거리 등에서도 시간적 거리와 동일한 결과가 나

타났다(Fujita et al., 2006; Liviatan et al., 2008; Wakslak et al., 

2006). Trope과 Liberman(2007)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간, 

공간, 사회, 발생확률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거리감의 개념을 포괄하는 

해석수준이론을 완성하였다.

상위수준해석

(High-level construals)

하위수준해석

(Low-level construals)

추상적인(Abstract)

단순한(Simple)

구조화된, 일관된

(Structured, coherent)

주요한, 핵심적인(Primacy, core)

상위의(Superordinate)

목적과 관련있는(Goal relevant)

구체적인(concrete)

복잡한(Complex)

비구조화된, 비일관된

(Unstructured, incoherent)

부차적, 피상적(Secondary, surface)

하위의(Subordinate)

목적과 관련없는(Goal irrelevant)

출처 : Trope & Liberman(2003)

<표 2> 상위수준해석과 하위수준해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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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 거리는 시간적 거리(가까운 미래 vs. 먼 미래), 공간적 거리

(가까운 곳 vs. 먼 곳), 사회적 거리(가까운 관계 vs. 먼 관계), 발생확

률적 거리(가능성 높음 vs. 가능성 낮음)의 네 개 차원으로 나누어지며, 

각 차원의 거리에 따른 해석수준의 변화 방향은 모두 동일하다. 즉, 시

간, 공간, 사회, 발생확률적 거리가 먼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상위수

준의 해석이 발생하고, 가까운 대상 및 사건에 대해서는 하위수준의 해

석이 발생한다(Trope et al., 2007).

  최근 진행되는 연구에서 해석수준은 개인의 심리적 표상 및 대상에 대

한 평가,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har와 

Kim(2007)은 광고물에서의 지각된 심리적 거리감이 멀수록 제품의 중

심 단서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효과적이며,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제품의 주변 단서를 나타내는 메시지가 더 효과적임을 밝힌바 있다. 또

한 Fujita 등(2006)은 공간적 거리에 따른 피험자의 해석수준을 검토하

였다. 피험자들에게 두 명의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의 비디오를 보여

주고 이들의 활동을 기술하도록 한 결과, 비디오에 등장하는 학생들이 

먼 거리로 조건화된 경우, 피험자들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하

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생확률적 거리감에서도 나타났는데, Wakslak 

등(2006)은 가능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조작된 4개의 시나리오를 피험

자에게 읽게 한 후, 각 시나리오와 관련된 단어들을 제시하고 범주화하

게 하였다. 그 결과 발생가능성이 낮은 조건의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에

서 추상적인 범주화를 한 반면, 발생가능성이 높은 조건의 시나리오 집

단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주화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발생가능성이 낮

은 조건은 심리적 거리를 멀게 하고 이는 상위수준의 해석을 발생시켜 

추상적인 범주화로 이끈 것이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 거리감과 개인의 추상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

펴보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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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거리감

  인간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과 자신이 유사한지 다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는 나와 타인의 심리적 차이의 지각을 의미한다(곽정인, 

2009). 해석수준이론에서는 사회적 거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사

성과 권력을 들어 설명한다(Trope, Liberman, & Wakslak, 2007). 

  Liviatan, Trope와 Liberman(2008)이 사회적 거리의 한 형태인 유

사성(similarity)과 관련한 해석수준 효과를 검토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

과 유사할수록 사회적으로 더 가깝다고 느끼는 반면 유사하지 않을수록 

사회적으로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느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

험자들은 자신과 덜 유사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하위수준보다는 상위수

준의 행동개념화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유사성에 있어서 

Tesser와 Campbell(1980)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성별, 

나이, 성격 등과 같은 기준이 가까울 때 유사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권력에 대한 연구로 Smith와 Trope(2006)는 권력의 증가가 사람들

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느끼는지에 대해 검토하

였다. 그 결과 높은 권력의 수준으로 점화된 피험자가 낮은 권력 수준으

로 점화된 피험자에 비해 더 추상적인 사고과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나

타났다. 즉, 높은 권력을 가진다는 것은 타인들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감을 멀게 느끼게 하며, 이로 인해 낮은 권

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보다 추론적 과정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어떤 대상이 나 자신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

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귀인 편향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Trope & Liberman, 2010). 귀인을 연구한 Nisbett 등

(1973)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상황 요인을 고

려하는 반면, 타인의 행동을 해석할 때는 기질적 요인을 강조한다. 이는 

해석수준이론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가까울수록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구

체적,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멀수록 추상적, 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일치한다. 즉, 귀인 편향을 사회적 거리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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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검토만을 제안하였을 뿐, 사례연구

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인 편향에서의 행위 주체

를 사회적 거리감의 유사성을 근거로 ‘나’, ‘친구’, ‘어떤 아이’로 

설정한 후,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귀인 편향 현상이 설명되는지 확인하

고자 한다. 

나. 추상(abstraction)과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과 해석수준 사이의 관계가 더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양방향적이어야 한다(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즉, 거리감이 해석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해석수준을 조작

하는 것 역시 거리감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Liberman, McCrea와 Sherman(2007)은 실험참여자들에게 특정한 

인물이 은행계좌를 만들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적(why)과 방

법(how)을 나타내는 질문을 각각 제시하고 생각하게 했다. 그 후, 각 

조건의 집단에게 그 인물이 실제로 행동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를 추측하도록 했다. 그 결과, 목적 조건의 집단에서 방법 조건의 집단

에 비해 더 먼 시간을 제시하였다. 행동의 목적을 생각하는 것은 상위수

준해석에 속하므로 이러한 실험결과는 해석수준이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Wakslak과 Trope(2009)는 추상적 해석이 활성화될 경우, 사람

들로 하여금 사건 발생의 불가능성이 부각되어 사건에 대한 확률적 추정

을 줄이지만, 구체적 해석이 활성화 될 경우에는 사건의 가능성과 근접

성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가진 해석수준의 추상성이 사회적 거리감

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의 관계에 미치는 

해석수준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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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행동

  환경행동(environmental behavior)은 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물질 
또는 에너지의 이용가능성을 변화시키거나 생태계 및 생물권 자체의 구
조, 역학을 바꾸는 직·간접적인 모든 유형의 행동으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Steg & Vlek, 2009; Stern, 2000). 즉, 환경행동은 결과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인 또는 집단의 결정, 계획, 실행, 반영을 포

함한 숙고된 전략이다(Emmons, 1997). 

  직접적인 환경행동은 숲을 깨끗이 하거나 가정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환경적으로 직접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행동을 의미하며(Stern, Young, 
& Druckman, 1991), 간접적 환경행동은 국제적인 발전 정책, 국가적 

환경정책 등과 같이 사람들이 직접적인 환경행동을 하도록 하는 맥락

(context)을 구성하는 것이다(Rosa & Dietz, 1998; Stern, 2000). 또

한 환경행동을 개인적 행동과 집합적 행동으로 나누어 보면, 개인적 행

동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거나 재활용하는 행동, 물, 목재와 같은 자원

의 절약, 전기 에너지 절약, 환경 친화적 상품의 구매 및 사용 등 개인

적 차원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집

합적 행동은 주로 전문 환경단체에 가입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거나 환

경보호운동 등의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양종회·김두식, 

2004). 결론적으로 환경행동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환경행동 구성요소를 초등학교 수준에서 나눈 금지헌(2011)은 환경행

동을 소비자행동, 육체적 행동, 학습행동, 상호작용 행동의 네 가지로 구

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 행동은 친환경 물품을 사용하려는 행동, 

육체적 행동은 비금전적인 환경 실천 행동, 학습 행동은 환경 관련 정보

를 습득하려는 행동, 상호작용 행동은 주변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대화하

려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동안 환경행동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대체로 환경의식이 환경행동을 

결정한다는 선형적 관계를 전제해왔다(박진홍·박희제, 2012). 

Stern(2000)은 가치가 신념에 영향을 주고 신념은 다시 개인의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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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영향을 미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Dunlap과 York(2008)는 국가 간 자료 분석 결과에서 환경행동의 인과

요인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강조했다. 한편 Brand(1997)는 환경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지식이나 태도보다 규범의 가치, 책임이 어디로 귀

속되는가 등과 같은 조절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과정을 전제하는 상황에서 환경행동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 환경행동에 대한 연구에

서 벗어나 비합리성을 전제로 한 무의식적 환경행동 결정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상황을 설정하는데 있어, 초등학생 

수준에서의 환경행동 수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종회와 김두식(2004)이 

이야기한 개인적 행동 차원에서 물 절약, 자원 재활용, 환경보호단체 기

부행위 등을 환경행동으로 정의한다. 또한 그와 같은 환경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결정을 환경행동을 회피하는 것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환경행동 회피 결정 상황은 앞 절에서 

살펴본 귀인 편향현상이 일어나는 조건, 즉 바람직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설정한 것으로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환

경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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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환경교육의 목적은 책임있는 환경행동(REB)을 개발하고 증진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적 노력은 일반적으로 인지적 영역(지식), 정의적 

영역(태도), 함축적 영역(행동) 간에 선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해 왔다(최돈형 외 3인, 2007). 행동을 위해서는 지식이 선행되어

야 한다는 가정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비판받아왔으며, 이에 Ajen과 

Fishbein(1980)은 계획된 행동이론 모델을 제시하며, 행동에 있어 태도

가 주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앞선 행동모델들은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간의 행동은 합리성을 벗어난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김

문식·김남조, 2013).

  합리성이 결여된 인간의 환경행동에 대해서 본 연구는 심리적 편향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심리적 편향은 인간이 기대가치, 대안적 선택의 가

능성, 이익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선택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 choice theory)에 따라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방해한다(Johnson & Levin, 2009). 이러한 심리적 편향은 인간의 실

수, 정책 실패, 경제적 결정 실패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밝혀

져 왔다(Sears, Huddy, & Jervis, 2003). 

  심리적 편향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을 

평가하고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귀인 이론을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환경행동에 관한 측면에서 보자면, 인간은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은 다른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음을 설명할 

것이지만, 타인의 동일한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 탓이라 생각할 것이다. 

  귀인을 어디로 하는가는 사람들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행위자에 대

한 인상을 형성하고 추후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Weiner, 1985).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 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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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적인 요인으로 바라본다면 관찰자는 타인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게 되어 추후 행동에 반영될 것이지만, 상황적인 요인으로 해석할 

경우 그 사람이 환경행동을 하지 못한 요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주려는 

행위를 보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귀인 편향 현상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행동, 즉 행위

주체가 다른 행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귀인 편향은 인간이 자신과 유

사할수록 사회적으로 더 가깝게 느끼고, 유사하지 않을수록 사회적으로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느낀다고 보는 해석수준이론(CLT)에서의 사회적 

거리감과 연결이 될 수 있다(Trope & Liberman, 2010). 따라서 귀인 

편향 현상은 해석수준이론의 사회적 거리감이 달라짐으로 인해 행위 관

찰자의 귀인방식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 편향이 서로 연결되는 관계가 있다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자

신이 행위자인 경우 하위수준해석을 활성화 시키게 된다. 이러한 하위수

준해석의 활성화는 관찰자로 하여금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고하게 

할 뿐 아니라, 상황적인 요인으로 귀인을 하게 한다. 반면, 다른 사람이 

행위자인 경우는 관찰자인 나와 사회적 거리감이 멀기 때문에 상위수준

해석을 활성화시켜 추상적이고 목적적인 측면에서 행위를 바라보게 된다

(Trope & Liberman, 2007). 따라서 환경행동을 회피하는 결정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자신의 행위를 평가할 경우는 그러한 행동을 하

게 된 원인에 대해 외적 귀인을 하게 되어 행동에 대해 상황적이고 맥락

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이와 달리 타인이 환경행동을 회피하는 

결정에 대해 평가할 경우는 관찰자가 내적 귀인을 하게 되어 행동의 목

적에 더 관심을 가지고 행위자의 기질적 요인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귀인을 측정하는데 있어, 관찰자가 어떤 귀인방식

을 추론하는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귀인방식이 내적 귀인의 변화 때

문인지 외적 귀인의 변화 때문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여 가설을 다음과 같

이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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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1.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귀인방식이 다를 것이다. 

      1-1.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외적 귀인이 증가할 것이다.

      1-2.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내적 귀인이 증가할 것이다.

  심리적 거리감이 개인의 해석수준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Trope et 

al., 2007), 해석수준의 추상성(abstraction)도 역으로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준다(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즉, 이는 추상성이 

높은 상위수준해석이 심리적 거리감을 더 멀게 하고, 상대적으로 구체성

이 높은 하위수준해석은 심리적 거리감을 가깝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Trope & Liberman, 2010). 그동

안의 귀인 편향 연구에서는 문화, 연령, 기분, 의심, 메시지 프레이밍 등

의 요인이 귀인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경희, 2001; 

Fein, 2001; Forgas, 1998; Norenzayan, Choi & Nisbett, 2002; 

White, 1988).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 편향에 영향을 준다면, 개인의 해

석수준이 이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므로, 개인의 해석수준은 

귀인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위해석수준 집단은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하위해석수준 집단에 비해 

내적 귀인 성향을 더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하위해석수준 집단

은 가까운 사회적 거리감과 서로 연관되어 외적 귀인을 한층 더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2.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개인 해석수준의 추

상성은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2-1. 하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은 상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

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더 높은 외적 귀인을 

보일 것이다.

      2-2. 상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은 하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

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더 높은 내적 귀인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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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해석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진다면, 해석수준을 조작하는 것 역시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석수준이 심리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Liberman, McCrea, & Sherman, 2007; 

Wakslak & Trope, 2009)는 추상적 해석과 구체적 해석을 점화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 만약 점화의 영향이 있다면, 상위수

준해석을 하도록 점화된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하위수준

해석으로 점화된 학생들보다 더 높은 내적 귀인을 보일 것이고 하위수준

해석으로 점화된 학생들은 상위수준해석으로 점화된 학생들보다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더 높은 외적 귀인을 보일 것이다. 이에 따른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3.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점화된 개인 해석수

준의 추상성은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3-1. 하위수준해석 점화 조건에서는 상위수준해석 점화 조건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더 높은 외적 귀인을 보

일 것이다.

      3-2. 상위수준해석 점화 조건에서는 하위수준해석 점화 조건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더 높은 내적 귀인을 보일 

것이다.

  앞서 제시한 가설에 따른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 모형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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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계획

가. 연구 흐름

  본 연구는 3개의 하위 연구를 통해, 해석수준이론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초등학생의 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실시하기 전,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

한 실험물을 제작하기 위해 학생들이 가장 실천하기 힘든 환경행동과 실

천하기 쉬운 환경행동을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가장 

실천하기 힘든 환경행동이라고 나타는 바를 토대로 실험물을 제작하였다.

  연구 1에서는 귀인 편향 현상이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

인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과의 관

계에 대한 실험연구가 거의 실행되지 않았으며, 귀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논의 정도만 제시하였다(Trope & Liberman, 

2010). 따라서 연구 1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나’, ‘친한 친구’, 

‘어떤 아이’로 구분하여 집단 처치를 한 후, 귀인과 관계가 있는지 확

인하였다. 귀인 편향은 즉각적인 직관을 통해 발생하므로(Myers, 2013)  

연구 1에서는 귀인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을 범주변인으로 구성하여 학생

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타난 응답을 교차

분석을 통해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였으며, 

변수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사회적 거

리감이 귀인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의 해석수준은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영향을 

억제한 결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

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연구 2

에서는 연구 1과 달리 범주변인으로 측정된 귀인방식을 5점 척도를 활용

한 양적변수로 사용하였다. 한편 귀인방식만 종속변인으로 설정할 경우, 

귀인의 변화가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중 어떤 귀인의 영향을 더 받아 나

타나는 결과인지 알 수 없다. 즉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내적 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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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내적 귀인만 변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외적 귀인만 변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또는 둘 다 변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 2에서는 종속변인으로 귀인

방식(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차), 내적 귀인, 외적 귀인을 설정하고 연

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해석수준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학생 

개인의 해석수준(고 vs. 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만약 개인 해석수준이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면, 

해석수준을 조작하는 것 역시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 3에서는 해석수준의 점화(상위해석 vs. 하

위해석)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으

며, 분석방법으로 이원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각 연구별 주제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연구별 소주제 도구
설계 및 분석 

방법

주목표 

가설

연구 1

: 환경행동 회피결

정에서 사회적 거리

감과 귀인방식과의 

관계

·귀인방식 측정문항

 (폐쇄형, 개방형)

·3집단 설계

·교차분석 및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가설 1

가설 1-1

가설 1-2

연구 2

: 환경행동 회피결정

에서 해석수준에 따

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

·귀인방식 측정문항

 (내적 귀인 및 외적 귀인

 각 4문항, 5점척도)

·환경지식수준

 (4문항, 5점척도)

 해석수준측정문항(BIF척도)

·2(해석수준)×

 3(사회적 거리감)

 요인설계

·분산분석 및

 단순주효과분석

가설 2

가설 2-1

가설 2-2

연구 3

: 환경행동 회피결

정에서 해석수준 점

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

치는 영향

·해석수준 점화도구

·연구 2의 측정도구

·2(해석수준점화)

 ×3(사회적 거리감)

 요인설계

·분산분석 및

 단순주효과분석

가설 3

가설 3-1

가설 3-2

<표 3> 각 연구별 설계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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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로 

하였다. 귀인을 추론하는 것의 대부분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행동을 나타내는지 등에 초점을 맞춘다(Fiske & 

Taylor, 2007). 아동은 2세만 되면 다른 사람의 목표, 지각, 정서에 대

한 추리시스템이 발달하고, 4세경에는 다른 사람의 신념 내용을 표상하

는 시스템이 발달한다(Saxe, Carey, & Kanwisher, 2004). 이러한 발

달적 측면으로 어린 아동들은 상황적 요인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이 있

고, 이는 아동 단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사건에 대한 내적 귀인을 하

기 시작한다는 것이다(White, 1988).

  Mezulis 등(2004)은 자기위주 귀인 편향(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es)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귀인 편향 자체가 전 연령에 걸쳐 상당히 

큰 수준임을 밝혔으며, 이는 Malle(2006)의 행위자-관찰자 편향 연구

에서도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이 나타났다. 반면, White(1988)는 

아동들이 귀인오류를 하지 않고 상황적 요인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하였으

며, Miller(1984)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만 8

세~15세)의 경우 속한 문화에 상관없이 성향적이기보다는 상황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우, 귀인 편향의 발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에게서 귀인 편향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실험물 제작

  귀인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사건의 유인가가 긍정적일 때보다는 

부정적일 때 행위자와 관찰자의 인식 차이가 잘 드러나며(Malle, 

2006),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부정적 사건에의 귀인이 더 

내적(internal)이고 안정적(stable)인 경향을 가진다고 하였다(Mezu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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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행동을 회피하는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초등학생들

의 귀인에 차이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험물 제작을 위한 환경행동을 선택하는데 있어 고려한 점은 실천가

능성 여부이다. 관찰자가 생각하기에 실천하기 쉬운 환경행동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감이 먼 타인의 경

우 그 행동을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 관찰자로 하여금 행위자에 대한 내

적 귀인을 할 확률이 높다. 반면, 관찰자가 생각하기에 실천하기 힘든 

환경행동은 비록 타인이 실천하지 않더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적, 

맥락적 요인을 고려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만약 본 실험의 대상인 초등

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생각에 가장 실천하기 힘든 환경행동을 제시하였

음에도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귀인 편향 현상이 나타난다면, 대부분의 

환경행동에서 귀인 편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을 것이다. 

  실험물 제작을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행동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

다. 설문은 서울 및 경기 소재 D, J, K, S, S, Y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 및 초등학

생 대상 환경도서 ‘지구사용설명서’(환경운동연합 · 환경교육센터, 

2011)에 나온 환경행동을 바탕으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 3인의 검토를 

통해 <표 4>와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10가지 환

경행동을 선택하였다. 조사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10가지 환경행동 목

록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행동 2가지와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 2

가지를 선택하였으며, 실천하기에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행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 한편, 학생에 따라 실천하기 쉬운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천하기 쉬운 환경행동의 

선택 빈도는 –1점, 실천하기 어려운 행동의 선택 빈도를 +1점으로 점수

를 부과하여, 환경행동 실천 난이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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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물 아껴쓰기                          ② 자원 재활용하기

③ 녹색 식물 기르기                     ④ 쓰레기 버리지 않기

⑤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⑥ 전기 에너지 절약하기

⑦ 잔반 남기지 않고 다 먹기             ⑧ 환경단체에 용돈 기부하기

⑨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⑩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표 4> 환경행동 선택 목록

  <표 5>와 같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생각하는 실천하기 쉬운 환

경행동으로는 물 아껴쓰기(45.9%),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기(45.0%), 

쓰레기 분리수거하기(32.8%)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

행동으로는 환경단체에 용돈기부하기(48.9%),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33.2%), 쓰레기 버리지 않기(29.7%) 순으로 나타났다. 실천하기 쉬운 

행동과 어려운 행동을 종합하여 환경행동 난이도를 산출한 후 나타난 실

천하기 가장 어려운 행동은 환경단체에 용돈 기부하기(+112)였으며, 실

천하기 가장 쉬운 행동은 물 아껴쓰기(-91)로 나타났다.

환경행동
쉬운 행동(A) 어려운 행동(B) 환경행동

난이도 (B-A)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물 아껴쓰기 105 45.9 14 6.1 -91

자원 재활용하기 8 3.5 39 17.0 31

녹색 식물 기르기 26 11.4 37 16.2 11

쓰레기 버리지 않기 17 7.4 68 29.7 51

쓰레기 분리수거 하기 75 32.8 5 2.2 -70

전기 에너지 절약하기 39 17.0 27 11.8 -12

잔반 남기지 않고 다먹기 51 22.3 66 28.8 15

환경단체에 용돈 기부하기 0 0.0 112 48.9 112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103 45.0 14 6.1 -89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34 14.8 76 33.2 42

계 458 458

주. 초등학생 229명이 참여하여 실천하기 쉬운 행동, 어려운 행동을 각 2가지씩 선택함

<표 5> 환경행동 실천 난이도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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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환경오염으로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 용돈 기부를 요청

하는 포스터를 SK C&C에서 제작한 기존의 기부 홍보 포스터3)를 바탕

으로 초등학생 수준에서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홍보 포스터의 세부 내용

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피해를 설명하며 기부 동참을 호소하는 글이

다.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 실험물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실험물 :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

3) SK C&C 주식회사(2012.05.24.). SK C&C가 전하는 Hapy Funding 캠페인 2
탄!!![인터넷 블로그] http://blog.skcc.com/582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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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1 :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방식과의 관계

가. 실험 설계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경행동 회피 결정의 상황을 제시함에 있어,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를 사용하였다. 환경단체 기부행동은 앞선 조사 연구에

서 학생들이 가장 실천하기 힘든 환경행동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환경단체 기부행동을 실험물 주제로 사용한 이유는 학생들 대부분이 실

천하기 쉽다고 인식하는 환경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신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실천하지 않을 경우, 내적 귀인을 하게 될 경향이 높지만, 자

신도 실천하기 힘들다고 인식하는 환경행동을 다른 학생들도 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경우, 행위에 대해 외적 귀인을 더 많이 할 확률이 높기 때

문이다. 

  앞서 제시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은 사회적 거리감(나 

vs. 친한 친구 vs. 어떤 아이)을 고려하여 3개 집단 간 실험으로 설계하

였다. 구체적으로는 ‘나의 상황’, ‘친한 친구의 상황’ 그리고 ‘어

떤 아이의 상황’을 제시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처치하였다. 친구의 상황

을 제시한 문장의 경우, 괄호를 주어로 제시하고 그 안에 가장 친한 친

구의 이름을 적게 하여 피험자의 상황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고자 하였

다. 실험참여자는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를 보고 ‘나’, ‘친구’, 

‘어떤 아이’가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으로 분류된 8개의 응답 중 하나를 고르거나 1개의 개방형 응답을 하였

다. 그리고 해석수준이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Trope 

& Liberman, 2007), 개인해석수준이 귀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실험참여자들의 해석수준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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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절차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Y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선정하였다. 또

한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방식과의 교차분석을 위한 대상자수는 유의수준 

.05, 심리학 분야에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검출을 목표하는 것을 고려

하여(Funder et al, 2014) 교차분석에서의 중간 효과크기인 .3, 

Cohen(1988)이 제안한 검정력 .8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수를 G

power3(Faul et al., 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108

명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기 위한 대상자수

는 최소 100명 이상을 필요하다는 Long(1997)의 제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 30%정도를 고려하여 139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

나, 이 중 불성실한 설문 응답자 5명을 제외한 134명을 최종 분석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Mezulis 등(2004)의 귀인 편향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

에서 아동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남녀 비율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남학생 69명(51.5%), 여학생 65명

(48.5%)로 나타났다. 각 실험참여자들은 사회적 거리감의 각 셀에 무작

위로 할당되었으며, 할당된 실험참여자 수는 <표 6>과 같다.

나 친한 친구 어떤 아이 전체

남성 21 27 21 69

여성 21 21 23 65

총 계 42 48 44 134

<표 6> 실험참여자의 사회적 거리감 조건별 분포(연구 1)

  사전 조사에서 학생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학생들은 ‘환경’이라는 

주제가 도덕적인 것과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

적 바람직성의 효과를 최대한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실험을 

실시하기 전, 본 실험이 환경에 대한 바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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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실험이라는 점과 실험 결과가 익명으로 처리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

다. 그 후 실험참여자들은 개인이 가진 해석수준 측정 설문에 응답을 하

였고, 사전조사를 통해 제작된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를 본 후, 무작

위로 할당된 사회적 거리감 조건별로 귀인 측정에 관한 설문에 응답하였

다. 마지막으로 학년과 성별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설문을 작성한 뒤, 

실험이 마무리 되었다. 

다. 측정도구 설정 및 조작

(1) 독립변인 :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제시된 설문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하였다. 가까

운 사회적 거리의 경우, 시나리오 상황 제시에서 행위자가 ‘나’로 제

시되었으며, 조금 먼 사회적 거리의 경우, 상황 제시문의 주어를 괄호로 

비워 놓고, 실험참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그 안에 적도록 하였

다. 가장 먼 사회적 거리의 경우는 행위자를 ‘어떤 아이’로 제시하였

으며, 관찰자인 실험참여자는 행위자인 ‘어떤 아이’를 전혀 모르는 상

황이라는 점을 밝혔다. 각 상황제시 시나리오는 <표 7>과 같다.

거리감 제시 상황

나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 앞의 환경단체 기부 홍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환경단체 홍보물을 받고 나서, 기부를 하지 않고 그

냥 지나쳐 갔습니다.

친한

친구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던 (         )(이)가 앞의 환경단체 기부 

홍보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         )(이)는 홍보물

을 받고 나서, 기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어떤

아이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던 어떤 아이가 앞의 환경단체 기부 홍보물

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

데 그 아이는 홍보물을 받고 나서, 기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주. 친한 친구 조건은 괄호 안에 실험참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게 함

<표 7>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상황제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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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행위에 대한 귀인은 8개의 폐쇄형 응답

(closed-ended scale)과 1개의 개방형 응답(open-ended scale), 총 

9개의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조작된 행위자가 환

경행동을 회피하는 상황을 실험참여자가 파악한 후, 실험참여자는 행위

자의 그렇게 행동을 한 이유 1가지를 선택하였다. 폐쇄형 응답에서 해당

하는 대답이 없을 경우, 실험참여자들은 개방형 응답에 직접 작성하였

다. 폐쇄형의 8가지 응답에 나타난 귀인방식은 Weiner(1985)가 제시한 

원인의 소재(locus of causality) 측면의 귀인 분류에 따라 내적

(internal) 차원, 외적(external) 차원으로 구분한 기준을 사용하여, <표 

8>과 같이 내적 귀인 4가지, 외적 귀인 4가지로 구성하였다. 제시 순서

는 내적 귀인 응답과 외적 귀인 응답이 교차하여 나타나도록 구성하였

다. 인과적 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Heider, 1958; Malle, 

2006; Weiner, 1985; Wolfson & Salancik, 1977),  응답지의 내적 

귀인은 기질적 귀인으로 성격, 태도, 정서, 능력에 관한 항목으로 제시되

었으며, 외적 귀인은 상황적 귀인으로 운, 동조, 상황적 압력, 타인에 관

한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Miller 등(1981)이 귀인 측정 도구에 관한 연구에서 개방형 질문의 

데이터가 실험참여자의 응답과 일치하는 경향으로 코딩되었을 때 폐쇄형 

질문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시한 바를 바탕으로 하여, 본 실험에서

도 개방형 답변의 코딩의 범주가 폐쇄형 척도의 범주와 일관되도록 코딩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간의 신념, 특질, 자질과 같은 성향에 관련

되는 것은 내적 귀인으로, 주변 상황에 관련되는 것은 외적 귀인으로 코

딩하였다. 예를 들어, 제시된 답변 중 ‘거의 난 기부를 하지 않아서’, 

‘기부에 관심이 없어서’ 등은 내적 귀인으로, ‘환경단체를 못 믿어

서’, ‘돈이 없어서’ 등은 외적 귀인으로 범주화하였다. 개방형 답변

을 선택한 인원은 총 9명이었으며, 2명의 대학원생이 범주화한 결과 9

개 개방형 답변의 범주화가 모두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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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인 : 해석수준

  학생 개인의 해석수준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특정 행동을 인식할 때 

개인의 차이를 확인하도록 고안된 Vallacher와 Wegner(1989)의 행동

정체성 척도(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 BIF)을 사용하였다. 

행동정체성 척도는 특정 행동을 설명하는 방식을 물어보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의 선택지는 특정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추상적인 설명을 나타내는 2가지 응답지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투표를 한다’는 문항에서 ‘투표용지에 마킹을 한다’는 구체적 행위

를 나타내는 응답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추상적 행위를 나타

내는 응답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안된 행동정체성 척도에서 ‘군대

에 간다’ 등과 같이 초등학생과 관련이 없는 행동을 제외하였고 이미 

제시된 설명 중 구체적, 추상적 행위가 초등학생 수준에서 어렵게 설명

된 것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4명, 현직 교사 2명과 함께 수정, 검토하

였다. 그리고 전문가 1인의 검토를 거쳐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

체적인 설명을 제시한 보기를 선택할 경우 1점, 추상적인 설명을 제시한 

보기를 선택할 경우 2점을 부과하여, 해석수준의 점수는 10점에서 20점

까지 분포하도록 하였고, 20점에 가까울수록 상위수준해석을 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귀인 속성 응 답

내적 

귀인

성격 마음이 착한편이 아니라서

정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여서

태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능력 환경오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외적 

귀인

상황적 압력 바쁘게 가야할 곳이 있어서

운 그날따라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동조 주위 친구들 대부분 기부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타인 부모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표 8> 귀인 응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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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2 :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해석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

가. 실험 설계 및 측정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환경행동 회피 결정의 상황으로 연구 1에서 사용한 환

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를 실험물로 사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은 3(사회적 거리감: 

나 vs. 친한 친구 vs. 어떤 아이) × 2(해석수준 : 상위수준 vs. 하위수

준)의 요인설계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집단 간 설계로 구성

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자신, 친한 친구, 어떤 아이가 

주체가 된 행동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귀인

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연구 1과는 달리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에 해당

하는 8개 항목에 대해 실험참여자가 5점 척도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해

석수준은 연구 1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인으로 환경지식수준을 추가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실험 절차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B, J, S, P 초등학교 5, 6학년 17개 반 학

생을 선정하였다. 또한 분산분석을 위한 대상자수는 유의수준 .05, 선행

연구의 효과크기 .22(Funder et al., 2014), 검정력 .8을 유지하기 위

한 표본수를 Gpower3(Faul et al., 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을 때 203명이 산출되었다. 이를 위해 해석수준을 4분위 수에 따른 

상위, 하위 집단 분류 및 설문 탈락률 30%정도를 고려하여, 462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35명이 최종 분석대상

자이며, 남학생은 159명(47.5%), 여학생은 176명(52.5%)으로 나타났

다. 실험참여자들은 사회적 거리감의 각 셀에 무작위 할당되었으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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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된 실험참여자 수는 <표 9>와 같다. 이 중에서 분산분석을 위해 상위, 

하위해석수준 집단을 추출한 후의 참여대상자는 중간집단을 제외한 199

명이었으며, 남학생은 90명(45.2%), 여학생은 109명(54.8%)으로 나타

났다.

사회적 거리감 나 친한 친구 어떤 아이 계

인원 115 111 109 335

<표 9> 실험에 할당된 참여대상자 수(연구 2)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실험참여자들에게 본 실험이 초등학생들의 솔직

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이라는 점을 알린 후, 각 학생들의 해석수

준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실험참여자들은 연구 1에서 제시하였던 환경단

체 기부 홍보포스터를 본 후, 무작위로 할당된 사회적 거리감 조건에 따

라 각 4개 항목으로 제시된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항목에 거짓문항 1

개를 포함한 총 9개 항목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홍보포스터에 제시된 

기후변화 내용에 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년과 성별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설문을 작성한 뒤, 실험이 마무리 되

었다. 

다. 측정도구 설정 및 조작

(1) 독립 변인

(가) 사회적 거리감

  연구 1에서와 같이 사회적 거리감은 제시된 상황에서 행위자가 

‘나’, ‘친한 친구’, ‘어떤 아이’인 3가지 경우를 설문지의 시나리

오를 통해 조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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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수준

  연구 1에서 사용하였던 Vallacher와 Wegner(1989)의 행동 정체성 

척도(BIF)를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수정한 것을 연구 2에서도 사용하였

다. 연구 2에서는 해석수준의 차이에 따른 종속변인의 차이를 분석하고

자 하여 해석수준의 합을 4분위 수로 나누어 상위 25%에 해당하는 18

점 이상은 상위수준해석 집단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14점 이하는 

하위수준해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종속 변인

  연구 2에서의 종속변인으로 연구 1에서 제시하였던 내적 귀인, 외적 

귀인의 항목을 5점 Likert 척도로 제시하였다. 실험물인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를 본 실험참여자들에게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여러분(친구

/그 아이)은(는) 왜 기부를 하지 않았을지에 대해 여러분(친구/그 아

이)(이)의 상황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표 하시오.”라는 지시문

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내적 귀인 4항목, 외적 귀인 4항목, 

거짓 문항 1항목(ex.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서), 총 9개 항목을 

5점 척도(1점-매우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상에서 응답하였다. 

내적 귀인 항목의 신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값이 .6에 미치지 

못하는 .571로 나와 내적 귀인의 3번째 항목인 기분 속성을 제외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에 따라 분석에 활용한 항목은 내적 귀인 3항목

(성격, 정서, 능력), 외적 귀인 4항목(운, 동조, 상황적 압력, 타인)이며, 

Cronbach’s 값은 내적 귀인 .690, 외적 귀인 .612로 탐색적 연구목

적에 만족하는 수준인 .60 이상4)으로 나와 분석에 활용하는데 있어 문

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에 해당하는 값을 통계분석을 위

해 척도치를 평균화 하였으며, 귀인방식(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차), 

4)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Cronbach’s 계수 값이 .6이상이면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본다(성도경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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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귀인, 외적 귀인을 각각 종속변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통제 변인

  연구에서 제시된 실험물인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의 세부 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광고물의 경우 관찰자의 주제

지식 수준에 따라 광고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이명천 외 2인, 

2012). 즉, 기후변화의 지식수준에 따라 홍보 포스터의 설득력이 달라

져 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식수준

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환경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환경부(2008)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민 인식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한 천현정 등 3

인(2010)의 기후변화 지식수준 측정문항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문항 목

록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내용은 <표 10>과 같이 기후변화현상

에 대한 지식,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 기후변화문제 관련 정보, 기후변

화 예방에 대한 지식수준이며,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

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식수준 측정 문항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값은 .836로 나타나 분석을 진행하는데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문 항 M(SD)

1.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3.72(1.032)

2. 현재 기후변화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4.12( .848)

3.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등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3.16(1.085)

4.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3.28(1.181)

Cronbach’s  .836

<표 10> 기후변화 관련 환경지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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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 3 :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해석수준 점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

가. 실험 설계 및 측정 방법

  연구 3에서도 환경행동 회피 결정의 상황으로 연구 1과 2에서 사용한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를 실험물로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은 3(사회적 거리감: 나 vs. 친한 

친구 vs. 어떤 아이) × 2(해석수준 점화 : 상위수준 vs. 하위수준)의 

요인설계로 구성하였으며, 사회적 거리감은 집단간 설계로 구성하여 진

행하였다.

  사회적 거리감은 연구 1, 2와 마찬가지로 자신, 친한 친구, 어떤 아이

가 주체가 된 행동에 대한 상황을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귀인을 측정하

는데 있어서도 연구 2와 동일하게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에 해당하는 8

개 항목을 실험참여자가 5점 척도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해석수준 점화

의 방법은 특정한 주제를 제시한 후, 상위수준해석 점화집단은 이유

(why)를 쓰도록 하였고, 하위수준해석 점화집단은 방법(how)을 쓰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의 내용인 기후변화와 관련한 환

경지식을 측정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통제

변인으로 설정한 환경지식수준은 연구 1과 2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실험 절차

  연구 대상은 경기도 소재 P, S 초등학교 5, 6학년 20개 반 학생을 선

정하였다. 또한 분산분석을 위한 대상자수는 유의수준 .05, 선행연구의 

효과크기 .22(Funder et al., 2014), 검정력 .8을 유지하기 위한 표본

수를 Gpower3(Faul et al., 200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 203명이 나왔으나, 연구 2에서와 같이 해석수준점수를 고려한 집단 

구분 및 설문 탈락률 30%정도를 고려하여, 554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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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59명이 해석수준 점화조건에서의 분석대

상자이다. 실험참여자들은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점화 조건의 각 셀

에 무작위 할당되었으며, 이 중에서 남학생은 163명(45.4%), 여학생은 

196명(54.6%)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2에서의 검증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2의 해석수준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하위 수준 집단을 추출한 후

의 참여대상자는 중간집단을 제외한 204명이었으며, 남학생은 93명

(45.6%), 여학생은 111명(54.4%)으로 나타났다. 

  연구 2와 마찬가지로 본 실험이 초등학생들의 솔직한 생각을 알아보

기 위한 설문이라는 점을 알린 후, 학생들의 해석수준을 추상성과 구체

성 조건에 따라 점화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였다. 그리고 점화의 조작점검

을 위해 학생들의 해석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후 학생들은 연구 1에서 

제시되었던 환경단체 기부 홍보포스터를 본 후, 무작위로 할당된 사회적 

거리감 및 해석수준 점화 조건 상황에 따라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에 해

당하는 8개 항목과 거짓 문항 1개를 포함한 총 9개 항목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홍보포스터 내용으로 제시된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수준을 측정

하는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학년과 성별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설문을 

작성한 후, 실험이 마무리 되었다. 

다. 측정도구 설정 및 조작

(1) 독립 변인

(가)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은 행위자가 ‘나’, ‘친한 친구’, ‘어떤 아이’인 3

가지 경우로 설정하였으며, 연구 2와 같이 설문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조

작하였다. 

(나) 해석수준 점화 및 조작 점검

  본 연구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의 해석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점화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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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ing effect)를 사용하였다. 해석수준을 점화하기 위해 Freitas, 

Gollwitzer와 Trope(2004)의 실험에서 추상적인 사고방식(abstract 

mindset)과 구체적인 사고방식(concrete mindset)을 각각 점화하기 위

해 사용하였던 도표(diagram)를 초등학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부록 6 참조>. 

  상위수준해석의 점화를 위해, 행동의 목적이나 이유를 생각하여 실험

참여자들이 적도록 하였으며, 하위수준해석의 점화를 위해, 제시된 행동

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위해석수준 점화는 

‘친구와 잘 지내야 하는 목적(이유)’, ‘건강해져야 하는 목적(이

유)’를 각각 적도록 하였다. 반면, 하위수준해석의 점화는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을 적도록 하였다. 응답지는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는 8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공적인 

점화를 위해 응답지에 최대한 많이 기입할 것을 실험참여자들에게 안내

하였다. 그러나 초등학생들의 과제 집중도 및 과제 난이도를 고려하여, 

실제 실험에서는 각 항목별로 최소 4칸 이상만 채우도록 안내하였다. 

  해석수준 점화가 제대로 조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 1, 2

에서 사용하였던 행동정체성 척도(BIF)를 연구 3에서도 사용하였다. 상

위수준해석으로 점화된 실험참여자들의 경우, 문항별로 제시된 행동을 

목적이나 의미와 관련이 있는 추상 수준에서 설명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하위수준해석으로 점화된 실험참여자들은 문항별로 제시된 행동에 대해

서 행동에 관한 방법이나 수단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 수준에서 설명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2) 종속 변인

  연구 3에서의 종속변인은 연구 2에서 제시하였던 귀인 측정 항목을 

사용했다. 연구 3에서도 연구 2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적 귀인 항목의 신

뢰도 검사 결과 Cronbach’s 값이 .6에 미치지 못하는 .575로 나와 

연구 2와 같이 내적 귀인의 기분 속성을 제외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에 따라 분석에 활용한 항목은 내적 귀인 3항목(성격, 정서, 능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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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귀인 4항목(운, 동조, 상황적 압력, 타인)이며, Cronbach’s 값은 

내적 귀인 .621, 외적 귀인 .606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3에서도 연구 2

와 같이,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에 해당하는 값은 통계분석을 위해 척도

치를 평균화 하였으며, 귀인방식(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차), 내적 귀

인, 외적 귀인을 각각 종속변인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통제 변인

  연구 2와 마찬가지로 환경지식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로 

인한 영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험참여자의 환경지식수준 측정도구는 

연구 2에서 사용하였던 측정도구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의 환경지식수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값은 .828로 나타나 분석

에 필요한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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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결과

가. 연구 1 결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는 <표 11>과 같다. 환경행동 회피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관찰자의 귀인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

과 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df=2)=13.337, p<.001, Cohen’s 

=.315).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관찰자의 귀인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내적 귀인으로 원인을 찾는 경우, 사회적 거리

감이 가장 먼 어떤 아이(27명, 50.0%)가 행동했을 때 관찰자가 내적 

귀인하는 정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행위자가 친구(17명, 

31.5%)인 경우가 다음이었으며, 행위자가 나(10명, 18.5%)인 경우는 

가장 적은 숫자로 나타났다. 외적 귀인으로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행

동 원인을 찾는 경우는 행위자가 나(32명, 40.0%)인 경우가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친구(31명, 38.8%)의 경우였고, 어떤 아이(17명, 

21.3%)가 행위자인 경우는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이 ‘나’인 경우, 내적 귀인이 10명, 외적 귀인이 

32명으로 외적 귀인을 하는 실험참여자가 많았고 ‘친구’의 경우도 내

적 귀인이 17명, 외적 귀인이 31명으로 외적 귀인을 하는 실험참여자가 

많은 반면에, ‘어떤 아이’로 사회적 거리감이 처치된 경우는 내적 귀

인이 27명, 외적 귀인이 17명으로 환경행동 회피 결정 상황에서 관찰자

가 행위자에 대해 내적 귀인을 하는 실험참여자가 더 많았다. 즉, 학생

들은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외적 귀인을 하고 사회적 거리감이 멀

수록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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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거리감

전체 df  p 
나 친구 어떤 아이

귀인

내적

귀인

10 17 27 54

2 13.337 .001 .315

(18.5%) (31.5%) (50.0%) (100.0%)

외적

귀인

32 31 17 82

(40.0%) (38.8%) (21.3%) (100.0%)

전체
42 48 44 134

(31.3%) (35.8%) (32.8%) (100.0%)

주.  : Cohen’s 로 효과크기를 나타냄5)

<표 11>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방식과의 교차분석 검정 결과

  추가적으로 관찰자의 해석수준 영향을 통제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

과 해석수준이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관찰자의 귀인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한 관찰자의 귀인 방식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Hosmer-Lemeshow 통계량은 

(df=8)=6.273, p=.617으로 유의수준 .05보다 크게 나타나,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3>과 같이,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력은 전체 67.2%인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을 독립변수로 하고 귀인방식 중 내적 귀인을 0, 외적 

귀인을 1로 설정하여 종속변수 처리한 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행위자와 관찰자가 동일한 ‘나’(B=1.624, p<.01)로 거리

감이 조작된 경우는 행위자가 ‘어떤 아이’인 경우보다 외적 귀인을 할 

확률이 5.07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B=1.049. p<.05)가 

행위자인 경우는 ‘어떤 아이’의 경우보다 외적 귀인을 할 확률이 

2.85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실험참여자의 

해석수준(B=-.031, p=.693)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5) Cohen(1988)은 의 추정 값에서 .01은 작은 효과로, .03은 중간 효과로, 

.5 이상은 큰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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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관찰자의 귀인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워짐에 따라 외적 귀인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내적 귀인을 할 확률이 높

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해석수준은 귀인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감이 개인 해석수

준과 양방향적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귀인에 주는 영향에서는 사회적 

거리감만이 주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환경행

동 회피 결정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외적 귀인을 하고 

멀어질수록 내적 귀인을 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Wald 자유도 p Exp(B)

사회적

거리감

어떤 아이 12.494 2 .002

나 1.624 .477 11.595 1 .001 5.072

친구 1.049 .434 5.852 1 .016 2.856

해석수준 -.031 .080 .155 1 .693 .969

상수항 .026 1.276 .000 1 .984 1.026

주. 종속변수 - 내적 귀인=0, 외적 귀인=1로 코딩

<표 12> 귀인방식 추정에 관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요약

예측

귀인성향
합계 정확도(%)

내적귀인 외적귀인

귀인성향
내적귀인 27 27 54 50.0

외적귀인 17 63 80 78.8

전체 퍼센트 67.2

<표 13>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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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2 결과

  우선,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환경지식수준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표 14>와 같이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분석에서 환경지식수준 

변인을 제외하였다(F =2.006, p=.137). 

  다음으로 사회적 거리감이 해석수준에 따라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3(사회적 거리감: 나 vs. 친한 친구 vs. 어떤 아이) × 2

(해석수준 : 상위 vs. 하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인
집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환경

지식

수준

나 70 13.64 3.388 43.383 2 21.692 2.006 .137

친구 69 14.51 3.266

어떤 

아이
60 14.72 3.195

<표 14>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환경지식수준의 일원분산분석 결과(연구 2)

(1) 귀인방식을 종속변인으로 둔 경우

  우선,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중 어떤 귀인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측정 결과의 평균을 산

출한 후, 내적 귀인 평균에서 외적 귀인 평균을 뺀 값을 종속변인인 귀

인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차가 (-)을 

가지면 외적 귀인 성향이 높음을 나타내고, (+)값을 가지면 내적 귀인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먼저,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에 따른 각 집

단별 귀인방식의 평균 및 편차는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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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수준

거리감
전체

나 친구 어떤 아이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하위수준
.08

(1.23)
39

-.51

(.94)
35

.20

(1.24)
33

-.08

(1.18)
107

상위수준
-.73

(.79)
31

-.25

(1.14)
34

.09

(.96)
27

-.31

(1.03)
92

전체
-.28

(1.13)
70

-.39

(1.04)
69

.15

(1.12)
60

-.19

(1.11)
199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15>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귀인방식의 평균, 표준편차(연구 2)

  Levene 검정으로 종속변인인 귀인방식(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차)

의 분산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으며(F(5,193)=1.951, p=.088), F 통계

량을 살펴본 결과, <표 16>에서 보듯이 해석수준(F =2.084, 

p=.150. 
=.01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거리감(F =4.569, p<.05, 
=.045)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의 경우, ‘나’(M=-.28)와 ‘친

구’(M=-.39)가 행위자인 경우 외적 귀인을 나타냈으나, ‘어떤 아

이’(M=.15)가 행위자인 경우 내적 귀인을 나타내어 가설 1을 지지하

였다.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Scheffe

test
사회적 

거리감(A)
10.538 2 5.269 4.569 .012 .045 1,2<1,3

해석수준(B) 2.404 1 2.404 2.084 .150 .011

A * B 10.245 2 5.123 4.442 .013 .044

오차 222.560 193 1.153

수정 합계 245.545 198

 주. 1)나 2)친구 3)어떤 아이, 
 : 부분에타제곱

<표 16>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귀인방식의 분산분석 결과(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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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이 귀인방식에 미치는 영향(연구2)

  한편,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효과(F =4.442, 

p<.05, 
=.044)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관련한 그래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단순주효과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하위해석수준

으로 사고할 경우, 거리감에 따른 귀인방식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

하였으나(F =4.428, p<.05, 
=.044), 행위자가 ‘나’인 경우 관

찰자의 귀인이(M=.08) ‘친구’의 경우보다(M=-.51) 더 내적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하위해석수준에서 거리감이‘나’로 배정된 집단의 실험참여자들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이 편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상위 

수준 해석으로 사고할 경우, 거리감에 따른 귀인방식의 차이가 .05수준

에서 유의하였으며(F =4.332, p<.05, 
=.043),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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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73), ‘친구’(M=-.25)인 경우는 외적 귀인으로 원인을 

찾는 반면, ‘어떤 아이’(M=.09)는 내적 귀인으로 원인을 찾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2-2을 지지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표 17>에 제

시하였다.

변량원 나 친구
어떤 

아이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사회적 

거리감

at 하위수준

M .08 -.51 .20

10.212 2 5.106 4.428 .013 .044

SE .172 .182 .187

사회적 

거리감

at 상위수준

M -.73 -.25 .09

9.990 2 4.995 4.332 .014 .043

SE .193 .184 .207

주. M : 평균, SE : 표준오차, 
 : 부분에타제곱

<표 17> 해석수준별 사회적 거리감의 귀인방식 차이 단순주효과검증(연구 2)

(2) 내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둔 경우

  다음으로 내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

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에 따른 각 집단별 내적 귀인의 평균 및 편차는 

<표 18>과 같다.

해석수준

거리감
전체

나 친구 어떤 아이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하위수준
2.80

(.83)
39

2.63

(.80)
35

3.11

(.85)
33

2.84

(.84)
107

상위수준
2.10

(.84)
31

2.43

(.97)
34

3.06

(.85)
27

2.50

(.97)
92

전체
2.49

(.90)
70

2.53

(.89)
69

3.09

(.84)
60

2.69

(.91)
199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18>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내적 귀인의 평균, 표준편차(연구 2)



- 52 -

  분석에 앞서, Levene 검정으로 내적 귀인 차이의 분산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으며(F(5,193)=.959, p=.444), 분석 결과, <표 19>에서 보듯이 

사회적 거리감(F =10.191, p<0.001, 
=.096)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 결과, 행위자

가 ‘나’(M=2.49)인 경우는 ‘친구’(M=2.53)인 경우와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어떤 아이’(M=3.09)인 경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리감이 멀수록 내적 귀인이 높아졌

으며, 이는 가설 1-2를 지지한다. 한편, 해석수준(F =6.741, 

p<.05, 
=.034)의 주효과 역시 나타났는데, 상위수준해석 집단의 학생

(M=2.50)은 하위수준해석 집단(M=2.84)보다 내적 귀인 성향이 더 작

았으나, 효과 크기(
=.034)6)가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효과(F =2.667, p=.072, 


=.027)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10 수준에

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그래프는 <그림 4>에 제시

하였다.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Scheffe

test
사회적 

거리감(A)
14.994 2 7.497 10.191 .000 .096 1,2<3

해석수준(B) 4.959 1 4.959 6.741 .010 .034

A * B 3.924 2 1.962 2.667 .072 .027

오차 141.981 193 .736

수정 합계 165.377 198

주. 1)나 2)친구 3)어떤 아이, 
 : 부분에타제곱

<표 19>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내적 귀인의 분산분석 결과(연구 2)

6) Cohen(1988)은 의 추정 값에서 .01은 작은 효과로, .06은 중간 효과로, 

.14 이상이면 큰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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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이 내적귀인에 미치는 영향(연구2)

  비록 상호작용 효과가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느 

정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7),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

하였다. 하위수준해석 집단에서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내적 귀인의 차이

는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F =2.747, 

p=.067, 
=.028), 상위수준해석 집단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차

이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 =9.324, p<.001, 
=.088). 

상위수준해석 집단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가장 먼 조건인 행위자가 

‘어떤 아이’(M=3.06)인 경우가 가장 높은 내적 귀인을 보였으며, 다

음으로 ‘친구’(M=2.43), ‘나’(M=2.10) 순으로 나타나, 가설 2-2

를 지지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20>에 정리하였다.

7) Eyal 등(2004)의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구의 목적에 따라 유의수준을 

완화하여 사용한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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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나 친구
어떤 

아이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사회적 

거리감

at 하위수준

M 2.80 2.63 3.11
4.042 2 2.021 2.747 .067 .028

SE .137 .145 .149

사회적 

거리감

at 상위수준

M 2.10 2.43 3.06
13.719 2 6.859 9.324 .000 .088

SE .154 .147 .165

주. M : 평균, SE : 표준오차, 
 : 부분에타제곱

<표 20> 해석수준별 사회적 거리감의 내적 귀인 차이 단순주효과 검증(연구 2)

(3) 외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둔 경우

  다음으로 외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Levene 검정으로 외적 귀인 차이의 분산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

(F(5,193)=1.299, p=.266).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감(F =.698, 

p=.499, 
=.007) 및 해석수준(F =.631, p=.428, 

=.003)의 주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F

 =2.309, p=.102, 
=.023)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관

한 결과는 <표 21>에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가설 1-1과 2-1

은 기각되었다.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회적 

거리감(A)
1.014 2 .507 .698 .499 .007

해석수준(B) .458 1 .458 .631 .428 .003

A * B 3.352 2 1.676 2.309 .102 .023

오차 140.116 193 .726

수정 합계 145.107 198

주. 
 : 부분에타제곱

<표 21>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외적 귀인의 분산분석 결과(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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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3 결과

  사회적 거리감이 해석수준 점화에 따라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3(사회적 거리감: 나 vs. 친한 친구 vs. 어떤 아이) × 2(해석

수준 점화 : 상위수준 vs. 하위수준)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1) 조작점검 결과

  행동식별 질문지 10문항에서 제시된 각각의 행동을 나타내는 2가지 

설명 중, 구체적 행동과 관련한 보기를 선택할 경우 1점, 추상적 행동과 

관련한 보기를 선택할 경우 2점을 부과하여 평정한 점수의 합계에서 조

건 간에 차이가 있는지 t-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해석수준 

점화 조건에 따라, 상위수준해석 조건과 하위수준해석 조건의 행동식별

점수 평균이 .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수준에서는 유의하였다(t(df=357)=-1.831, p=.068). 구체적으로 <표 

22>에서 보듯이, 하위수준해석 조건(M=15.83)보다 상위수준해석 조건

(M=16.28)에서 해석수준 평정점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환경지식수준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표 23>과 같이 집단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 =1.315, p=.270).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환경지식수준을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구분 인원 평균 표준편차 t p

BIF

하위수준 195 15.83 2.366

-1.831 .068

상위수준 164 16.28 2.320

<표 22> 해석수준 점화 조건에 따른 행동식별점수(BIF) t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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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변인
집단 인원 평균

표준

편차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환경

지식

수준

나 125 15.51 3.347 27.016 2 13.508 1.315 .270

친구 121 15.09 3.000

어떤 

아이
113 15.76 3.258

<표 23>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환경지식수준의 일원분산분석 결과(연구 3)

(2) 귀인방식을 종속변인으로 둔 경우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 중 어떤 방식으로 귀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측정결과의 평균을 산출한 후, 내적 귀인에서 

외적 귀인을 뺀 값을 종속변인인 귀인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귀인

방식이 (-)을 가지면 외적 귀인 성향 높음을 나타내고, (+)값을 가지

면, 내적 귀인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먼저,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

에 따른 각 집단별 귀인방식의 평균 및 편차는 <표 24>와 같다.

해석수준

점화

거리감
전체

나 친구 어떤아이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하위수준
-.66

(1.04)
66

-.60

(1.09)
62

.13

(1.25)
67

-.37

(1.18)
195

상위수준
-.82

(1.02)
59

-.65

(1.08)
59

.22

(.85)
46

-.47

(1.09)
164

전체
-.74

(1.03)
125

-.62

(1.08)
121

.17

(1.10)
113

-.41

(1.14)
359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24>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 점화에 따른 귀인방식의 평균, 표준편차(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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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Levene 검정으로 귀인방식 차이의 분산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

으며(F(5,353)=.942, p=.454),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 점화에 따른 귀

인방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25>에서 보듯이, 사회적 거리감의 주효과

(F =24.559, p<0.001, 
=.122)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사회적 거리감은 ‘나’(M=-.74), ‘친

구’(M=-.62)가 행위자인 경우에 외적 귀인이 나타났으나, ‘어떤 아

이’(M=.17)가 행위자인 경우 내적 귀인이 나타나 가설 1을 지지하였

다. 한편, 해석수준 점화(F =.137, p=.711, 
=.000)의 주효과와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 점화의 상호작용 효과(F =.400, p=.671 


=.00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내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둔 경우

  다음으로 내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산분석을 하였다. 사

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 점화에 따른 각 집단별 내적 귀인의 평균 및 편

차는 <표 26>과 같다.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Scheffe

test
사회적 

거리감(A)
56.574 2 28.287 24.559 .000 .122 1,2<3

해석수준점화(B) .158 1 .158 .137 .711 .000

A × B .922 2 .461 .400 .671 .002

오차 406.581 353 1.152

수정 전체 464.225 358

주. 1)나 2)친구 3)어떤 아이, 
 : 부분에타제곱

<표 25>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 점화에 따른 귀인방식의 분산분석 결과(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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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 앞서, Levene 검정으로 내적 귀인 차이의 분산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F(5,353)=.746, p=.590). 분석 결과, <표 27>에서 보듯이 사

회적 거리감(F =46.488, p<0.001, 
=.208)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사회적 거리감은 

‘나’(M=2.07), ‘친구’(M=2.19)가 행위자인 경우와 ‘어떤 아

이’(M=3.01)가 행위자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가설 1-2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해석수준 점화(F 

=.161, p=.688, 
=.000)의 주효과 및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 점

화의 상호작용 효과(F =2.213, p=.111 
=.012)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아,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Scheffe

test

사회적 

거리감(A)
60.659 2 30.330 46.488 .000 .208 1,2<3

해석수준점화(B) .105 1 .105 .161 .688 .000

A × B 2.888 2 1.444 2.213 .111 .012

오차 230.303 353 .652

수정 전체 294.117 358

주. 1)나 2)친구 3)어떤 아이, 
 : 부분에타제곱

<표 27>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 점화에 따른 내적 귀인의 분산분석 결과

해석수준

점화

거리감
전체

나 친구 어떤 아이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하위수준
2.04

(.82)
66

2.33

(.77)
62

2.97

(.81)
67

2.45

(.89)
195

상위수준
2.11

(.84)
59

2.04

(.85)
59

3.07

(.73)
46

2.36

(.93)
164

전체
2.07

(.82)
125

2.19

(.82)
121

3.01

(.78)
113

2.41

(.91)
359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26>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 점화에 따른 내적 귀인의 평균,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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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둔 경우

  다음으로 종속변인을 외적 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Levene 

검정으로 외적 귀인 차이의 분산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으나

(F(5,353)=1.509, p=.186),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감(F =.056, 

p=.946, 
=.000) 및 해석수준 점화(F =.008, p=.931, 

=.000)

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F =2.522, p=.082, 
=.014) 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1과 3-1는 기각되었다. 이에 관한 결과는 <표 28>에 정리하였다.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회적 

거리감(A)
.080 2 .040 .056 .946 .000

해석수준점화(B) .005 1 .005 .008 .931 .000

A × B 3.603 2 1.801 2.522 .082 .014

오차 252.167 353 .714

수정 전체 255.856 358

주. 
 : 부분에타제곱

<표 28>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 점화에 따른 외적 귀인의 분산분석 결과

(5) 추가 분석

  해석수준을 점화한 효과가 해석수준 조작에 있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으로 연구 2의 결과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연구 2의 해석수준 구분을 바탕으로 해석수준점수가 18점 이상은 상위

수준해석 집단으로, 14점 이하는 하위수준해석 집단으로 구분하여 3(사

회적 거리감: 나 vs. 친구 vs. 어떤 아이) × 2(해석수준 : 상위 vs. 하

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종속변인도 연구 2에서와 같이 귀

인방식, 내적 귀인, 외적 귀인의 3가지로 측정하였다. 

  우선 귀인방식(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차)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했을 

경우,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에 따른 각 집단별 귀인방식의 평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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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는 <표 29>와 같으며, Levene 검정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이 동질적

이었다(F(5,198)=.726, p=.605). 분석 결과는 <표 30>에서 보듯이 사회

적 거리감(F =12.881, p<0.001, 
=.115)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사회적 거리감은 ‘나’(M=-.75), 

‘친구’(M=-.57)가 행위자인 경우와 ‘어떤 아이’(M=.16)가 행위자

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

적 거리감이 가까운 ‘나’, ‘친구’의 경우는 외적 귀인을 하고 사회

적 거리감이 먼 ‘어떤 아이’ 조건에서 내적 귀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해석수준(F =1.831, p=.178, 
=.009)의 주효과 및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F =1.854, p=.159, 


=.018)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해석

수준

거리감
전체

나 친구 어떤 아이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하위

수준

-.67

(1.12)
36

-.69

(1.12)
30

-.14

(1.19)
30

-.51

(1.16)
96

상위

수준

-.83

(.86)
37

-.46

(1.06)
33

.39

(1.08)
38

-.28

(1.12)
108

전체
-.75

(.99)
73

-.57

(1.09)
63

.16

(1.15)
68

-.39

(1.14)
204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29>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귀인방식의 평균, 표준편차(연구 3)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Scheffe

test
사회적 

거리감(A)
29.510 2 14.755 12.881 .000 .115 1,2<3

해석수준(B) 2.097 1 2.097 1.831 .178 .009

A * B 4.248 2 2.124 1.854 .159 .018

오차 226.804 198 1.145

수정 합계 264.952 203

 주. 1)나 2)친구 3)어떤 아이, 
 : 부분에타제곱

<표 30>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귀인방식의 분산분석 결과(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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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내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

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에 따른 각 집단별 내적 귀인의 평균 및 편차는 

<표 31>과 같다.

해석

수준

거리감
전체

나 친구 어떤 아이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하위

수준

2.30

(.85)
36

2.32

(.85)
30

2.88

(.92)
30

2.49

(.90)
96

상위

수준

1.90

(.76)
37

2.14

(.85)
33

3.08

(.70)
38

2.39

(.92)
108

전체
2.10

(.82)
73

2.23

(.85)
63

2.99

(.80)
68

2.43

(.91)
204

주. 괄호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표 31>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내적 귀인의 평균, 표준편차(연구 3)

  분석에 앞서, Levene 검정으로 내적 귀인 차이의 분산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F(5,198)=1.564, p=.172). 분석 결과, <표 32>에서 보듯이 

사회적 거리감(F =22.907, p<0.001, 
=.188)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Scheffe 사후검정 결과, 행위자

가 ‘나’(M=2.10)인 경우는 ‘친구’(M=2.23)인 경우와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나, ‘어떤 아이’(M=2.99)인 경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리감이 멀수록 내적 귀인이 높아지며, 이는 

가설 1-2를 지지한다. 그러나 해석수준(F =1.181, p=.279, 


=.006)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효과(F =2.365, p=.097, 


=.023)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10 수준에

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해석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한 결과, 하위 수준 해석집단에서(F 

=5.011, p<.01, =.048) 사회적 거리감의 주효과, 상위 수준 해석집

단에서(F =21.620, p<.001, =.179) 사회적 거리감의 주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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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나타났으나, 상위수준해석 집단의 효과크기가 하위 수준 해석 집단

에 비해 큰 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위수준해석 집단에서 ‘나’ 조

건(M=2.30)과 ‘어떤 아이’ 조건(M=2.88)의 내적 귀인 평균차이는 

0.58이었으나, 상위수준해석 집단에서는 ‘나’(M=1.90)와 ‘어떤 아

이’(M=3.08)의 내적 귀인 평균차이가 1.18로 더 커진 것으로 확인되

었으며, 상위수준해석 집단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내적 귀인이 커

질 것이라는 가설 2-2를 지지하였다. 이와 관련된 결과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변량원 나 친구
어떤 

아이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사회적 

거리감

at 하위수준

M 2.30 2.32 2.88

6.705 2 3.352 5.011 .008 .048

SE .136 .149 .149

사회적 

거리감

at 상위수준

M 1.90 2.14 3.08

28.927 2 14.463 21.620 .000 .179

SE .134 .142 .133

주. M : 평균, SE : 표준오차, 
 : 부분에타제곱

<표 33> 해석수준별 사회적 거리감의 내적 귀인 차이 단순주효과 검증(연구 3)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Scheffe

test
사회적 

거리감(A)
30.649 2 15.325 22.907 .000 .188 1,2<3

해석수준(B) .790 1 .790 1.181 .279 .006

A * B 3.164 2 1.582 2.365 .097 .023

오차 132.461 198 .669

수정 합계 168.573 203

주. 1)나 2)친구 3)어떤 아이

<표 32>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내적 귀인의 분산분석 결과(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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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이 내적귀인에 미치는 영향(연구 3)

  다음으로 외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Levene 검정으로 외적 귀인 차이의 분산이 동질적임을 확인하였다

(F(5,198)=.602, p=.698).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감(F =.049, 

p=.952, 
=.000)의 주효과 및 사회적 거리감과 해석수준의 상호작용

(F =.188, p=.828, 
=.002) 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가설 1-1과 

2-1은 기각되었다.  한편, 해석수준(F =7.263, p=.008, 
=.035)

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표 34 참조>, 구체적으로, 상위수

준해석 집단(M=2.67)에 비해 하위수준해석 집단(M=3.00)의 외적 귀

인 평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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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가설별 검증 결과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설 검증 결과를 소연구별로 제시하면 <표 

35>와 같다.

가   설
채택여부

연구1 연구2 연구3

1.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환경

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귀인방식이 다를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1-1.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외적 귀인이 증가할 

것이다.8)
채택 기각 기각

 1-2.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내적 귀인이 증가할 

것이다.
채택 채택 채택

<표 35> 연구별 가설 검증 결과

8) 종속변인을 질적 변수로 하여 비모수통계 방법을 사용한 연구 1에서는 가설 1이 모

두 지지되었다. 양적변수를 사용한 연구 2, 3에서 귀인방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할 경우 

연구 2, 3에서 가설 1이 모두 지지되었다. 그러나 종속변인을 내적 귀인, 외적 귀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외적 귀인이 종속변수인 경우, 연구 2와 3에서 가설 1-1이 모두 

기각되었다.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회적 

거리감(A)
.074 2 .037 .049 .952 .000

해석수준(B) 5.461 1 5.461 7.263 .008 .035

A * B .283 2 .142 .188 .828 .002

오차 148.878 198 .752

수정 합계 154.572 203

주. 
 : 부분에타제곱

<표 34> 사회적 거리감, 해석수준에 따른 외적 귀인의 분산분석 결과(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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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
채택여부

연구1 연구2 연구3

2.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개인 해석

수준의 추상성은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부분

채택

 2-1. 하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은 상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더 높은 외적 귀인을 보일 것이다.

기각 기각

 2-2. 상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은 하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더 

높은 내적 귀인을 보일 것이다.

채택 채택

3.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감과 점화된 개

인 해석수준의 추상성은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다.
기각

 3-1. 하위수준해석 점화 조건에서는 상위수준해석 점

화 조건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더 

높은 외적 귀인을 보일 것이다.

기각

 3-2. 상위수준해석 점화 조건에서는 하위수준해석 점

화 조건에 비해 사회적 거리감이 멀수록 더 높

은 내적 귀인을 보일 것이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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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본 연구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문제에

서 환경행동을 회피하는 결정에 대해 집단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한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귀인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이러한 귀인 편향 현상이 해석수준이론

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감과의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석수준이론에서의 개인 해석수준 추상성이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개인 해석수준을 점

화하는 방법으로 조작하였을 경우에 점화된 해석수준이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의 결

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논의하고자 한다.

가.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의 관계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방식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귀인방식을 질적 변수로 설정한 후(연구 1) 실시한 분석에서 사회

적 거리감과 귀인방식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

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방식을 예측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임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행위자와의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운 ‘나’의 상황

에서는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행위자가 ‘어떤 아이’

로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진 상황에서는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을 보였

다. 또한 귀인방식을 양적변수로 설정한 후(연구 2, 3) 실시한 분석에서

도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방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나, 학생들은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내적 귀인을 하고 멀수록 외적 귀인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종속변수를 질적 변수, 양적 변수로 설정한 

것과 관계없이 해석수준은 귀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인으로 확인

되었다. 결국, 사회적 거리감이 행위 관찰자의 귀인방식에 영향을 주어 

귀인 편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Trope과 Liberman(2010)이 귀

인 편향 현상을 사회적 거리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논의한 점을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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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황요인을 강

조하는 반면에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기질적 요인을 강조하여 상황이

나 사건을 해석하고자 하는 편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Nisbett et al., 

1973).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주도적인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며, 그

에 따른 배경 요인은 덜 현저하기 때문에 지각적 편향이 발생하게 되고 

특정 측면이 인과적으로 중요하다고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귀인 편향이 

발생하게 된다(Taylor & Fiske, 1975). 더불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상황에 따른 자기 행동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Trope & Liberman, 2010).

  둘째, 종속변인을 질적 변수로 측정한 연구(연구 1)와 양적 변수로 측

정한 연구(연구 2, 3)의 모든 결과에서  행위자가 ‘친한 친구’인 경

우는 행위자가 자신인 경우와 같이 내적 귀인에 비해 외적 귀인을 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들은 장차 그 사람과 접촉할 것이

라 기대함으로 인해 상황 추론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Fiske & 

Taylor, 2007). 본 연구에서 친한 친구를 설정함에 있어, 평소에 실험

참여자와 가장 친하다고 생각되는 친구의 이름을 적게 하고 실험을 진행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잘 어울려 다니는 친구의 

이름을 적고 그 학생의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귀인을 생각하였을 

것이며, 이는 추후 자신과의 접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상황 추론을 더 

많이 하게 하였을 것이다. 또한 문화적으로 살펴보자면, 본 연구의 대상

이 거주하는 지역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지역으로 ‘우리’라는 개념

이 빈번하게 사용이 된다. ‘우리’라는 단어는 그 안에 자신을 포함할 

뿐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가족 및 타인까지도 상황에 따라 모두 포괄한

다. 따라서 관찰자에게 있어 친한 친구는 ‘우리’의 개념 안에 포함이 

되었을 것이며, 잘 모르는 다른 아이에 비해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친한 친구의 행동에 

대해 귀인 편향이 일어나지 않는 결과는 또래 학생들 사이의 귀인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감을 가깝게 만들어줄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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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귀인방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연구 2, 3), 내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사

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내적 귀인이 높아졌다. 그러나 외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을 때는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귀인방식

이 내적 귀인을 보이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외적 귀인 변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내적 귀인의 영향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귀인 편향 현상이 외적 귀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내적 귀인에서만 

나타난 결과는 Jonse와 Nisbett(1972)이 제시한 행위자-관찰자 효과

(actor-observer effect)의 가정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며, 행

위자-관찰자 효과가 부정적 사건의 경우에서 내적 귀인에만 한정된다는 

메타연구 결과와 일치한다(Malle, 2006). 기질적인 속성을 다룬 내적 

귀인의 경우는 인간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한정됨에 반해, 상황적 속성

을 나타내는 외적 귀인의 경우 그 범위가 내적 귀인에 비해 더 광범위하

다. 따라서 외적 귀인에 비해 내적 귀인에서 귀인 편향 현상이 더 잘 나

타나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나.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개인 해석수준 및 점화된 해석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

  환경행동 회피 결정 상황에서 개인의 해석수준 및 점화된 해석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인 편향 현상은 종속변인을 내적 귀인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학생 개인이 가진 해석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2,  

3). 또한 이에 대한 단순주효과 검증을 통해 해석수준 요인 중 어떠한 

측면이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는가를 확인한 결과, 상위수준해석 집단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효과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즉, 상위수준해석을 하

는 학생은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내적 귀인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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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위수준해석을 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행동을 추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된다. 거기에 사회적 거리감까지 멀어지게 되면서 추

상적인 관점이 한층 강화되었을 수 있다. 또한 환경행동은 친사회적인 

속성을 가진 행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사회적인 바람직성을 요구

한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멀 경우 행동의 바람직성의 측면

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위를 하게 된 상황적이고 맥락

적인 요인들이 간과된 것이고(Liberman & Trope, 1998) 이는 다시 

상위수준해석과 맞물리며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고 해석된다. 

  한편, 귀인방식이나 외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경우는 개인 해

석수준이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요한 이유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귀인방식이 달라지는 주요한 원인이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내적 귀인의 차이에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개인 해석수

준은 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연구 2, 3). 따라서 

귀인방식이나 외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했을 경우, 개인 해석수준

과 사회적 거리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둘째, 점화를 통해 조작된 해석수준은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귀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연구 3). 이는 연구 2에서 내적 귀인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내적 귀인에 주는 영향

을 해석수준이 조절변인으로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수준 점화의 효과가 완전하게 학생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보인다. 연구 2의 경우 개인 해석수준 점수에서 4분위수를 기

준으로 상위 25%(18점 이상)는 상위수준해석 집단으로 하위 25%(14

점 이하)는 하위수준해석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연

구 3에서 상위수준해석으로 점화된 집단의 평균은 16.28점이었으며, 하

위수준해석으로 점화된 집단의 평균은 15.83으로 연구 2의 해석수준 구

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연구 3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 2에

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수준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연구 2와 거의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왔다. 따라서 점화된 해석수준은 해석수준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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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영향이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과의 관계에 조절효과로 작용될 만큼 

크지 않아 조절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된다. 

다. 환경행동 회피결정에서의 귀인 편향 연구가 주는 의의 및 교

육적 시사점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동아시아 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해

당하는 학생들이 환경행동 회피 결정의 상황에서 귀인 편향 현상을 보인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iller(1984)는 서구와 

아시아 문화권의 차이에서 비롯된 행동원인을 찾기 위해 연령대별로 실

시한 연구에서 8세에서 15세 집단의 아동들은 문화에 상관없이 상황적 

귀인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의 증가와 함께, 아시아권 문

화 집단에서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상황적 귀인, 즉 외적 귀인을 많이 

하는 반면, 서구 문화 집단에서는 내적 귀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보다 상호의존적이며, 서

구인들에 비해 행동을 상황적 규범에 맞추어 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이다(Fiske & Tailor, 2007).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 문화

를 가진 한국의 초기 청소년들에게 귀인 편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

유는 과거의 연구가 본 연구의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 한국 사회의 문화가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는 귀인 편향 현상이 문화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Choi와 

Nisbett(1998)은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 특정한 상황에 대해 성향 귀인

을 함이 나타났지만, 상황을 부각시키는 경험을 하게 한 후에는 한국인

들만 성향 귀인이 덜 나타났음을 밝힌바 있다. 즉, 문화에 관계없이 잘

못된 행동에 대해 성향 귀인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귀인방식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내적 귀인의 차이가 유의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점이

다. 이는 Malle(2006)의 메타연구에서 내적 귀인의 측면에서만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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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편향이 나타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행동의 원인을 추론하는데 있어 상황적 요인은 사회적 거리감에 따른 차

이가 없으므로, 귀인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감에 따라 달

리 평가되는 기질적 요인의 측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행위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경우는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친한 친구의 경우는 자신의 행동과 동일시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 아는 사람

의 행동에 대해서 성향 귀인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Fiske & Tailor, 2007). 상대방에 대한 친숙함은 상대방의 목표나 세

계관 같은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하며, 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추

상적 특질을 덜 사용하기 때문이다(Idson & Mischel, 2001). 본 연구

에서도 나와 친한 친구는 동일시 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앞

선 연구를 뒷받침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귀인 편향 현상의 행위자 주체를 심리적 거리

감의 사회적 거리감과 결부시켜 해석수준이론에서 설명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거리감은 해석수준이론의 다른 차원인 해석수

준의 추상성과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귀인 편향 현상이 해석수준이론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Trope과 

Liberman(2010)의 논의를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한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귀인을 연구하는 이유는 귀인에 따라 추후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규석, 2012). 예를 들어, 빈민가에 태어난 범죄자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귀인 하는가는 추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죄자의 성향

적 속성, 내적 속성으로 귀인을 하는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본성이 원

래 그렇기 때문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 강

력한 법집행을 요구하겠지만, 맥락적 속성을 지닌 외적 귀인을 하는 사

람의 경우, 빈민가의 환경에 대해 더 고려하고 빈민가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추후에 정책적인 지지를 보내는 결과를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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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환경교육의 상황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환경행동은 초등학교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도덕성 차원에서 해석이 되며,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한 것과 같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또래 학생이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에 대해 성향적 귀인, 내

적 귀인을 하게 될 경우, 대상 학생을 비난하는 행위를 나타낼 것이다. 

반면, 관찰하는 학생들이 외적 귀인을 할 경우, 학생들은 환경행동을 하

지 못하게 된 다른 원인이 있는가를 맥락적으로 찾게 될 것이며, 또래 

학생이 환경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을 조정하는 행위를 보

이게 될 것이다. 비난 또는 조력으로 이어지는 추후 행동은 학생들의 대

인관계 형성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이처럼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이 귀인을 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추후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환경 교육적으

로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또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속성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는 사고를 즐겨

하는 성향은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타인의 행동에 대해 내부적이고 성향

적인 귀인을 강하게 한다는 점에서 학생 지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을 함에 있어 목적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여 

환경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하여 타인의 행동에 대

해 내적 귀인을 하는 경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성향 귀인은 상대에 대한 예언을 생성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Fiske & Tailor, 2007), 과거의 행동을 통한 귀인이 미래의 

행동을 결정짓는 우를 범하게 된다. 상대가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

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피그말리온 효과를 불러일으키

게 되어 관찰자의 추후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의 바람

직하지 않은 환경행동에 대해 내부적, 성향적 귀인을 먼저 생성하기보

다,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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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귀인 편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환경행동 회피 결정, 즉 친환

경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누가(나, 친한 친구, 어떤 아이) 

하느냐에 따라 관찰자의 귀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

며, 학생 개인의 해석수준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리

감이 행동의 귀인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사회적 거리감과 귀인방식의 관계 분석 및 사회적 거리

감이 귀인방식을 예측하는지 확인하였고, 연구 2에서는 사회적 거리감이 

학생들의 해석수준(상위 vs. 하위)에 의해 귀인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효

과를 검증하였으며, 연구 3에서는 점화된 해석수준에 따라 사회적 거리

감이 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응답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 1에서는 교차분석 및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

구 2와 연구 3에서는 이원변량분석 및 단순주효과 검증을 사용하였다.

  환경행동 회피 결정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제시한 실험물은 사전조사

에서 학생들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워하는 환경행동으로 나타난 환경단체

에 기부를 요청하는 홍보포스터를 제작하여 실험하였으며, 홍보포스터 

내용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통제변인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수준을 측정하였으나,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연구 2

와 연구 3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해석수준 이론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한 귀인 편향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 대해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의 사회적 거

리감은 귀인에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관찰자의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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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내적 귀인을 하고 사회적 거리감이 가까울수록 외적 귀인을 하였

다. 이러한 귀인 편향 현상은 사회적 거리감이 외적 귀인보다는 내적 귀

인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둘째,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해석수준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절효과의 영향은 하위

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보다는 상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적 거

리감에 따라 내적 귀인을 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즉, 상위수준해석을 가진 학생들은 하위수준해석

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내적 귀인보다 사회적 거리

감이 먼 타인의 행동에 대한 내적 귀인을 더욱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점화된 해석수준은 환경행동 회피 결정에서 사회적 거리감이 귀

인에 주는 영향을 조절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는 점화의 방법

을 통해 해석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

석수준은 개인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본 연구의 점화의 

방법으로 인지적 요소를 변화시키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지적 경험

이 성인에 비해 작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점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상의 결론 내용으로 보아 환경행동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그 행위를 

관찰하는 학생들의 귀인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관찰자

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상위해석수

준의 고착화를 피하기 위해 환경문제에 대한 목적론적 방향에 대해 집중

하는 것을 삼가고 목적 뿐 아니라 방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바라보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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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및 제언

  본 연구가 가진 한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귀인을 Weiner(1985)가 제시

한 원인의 소재, 안정성, 통제 가능성 차원 중 원인의 소재 측면에만 한

정하였을 뿐 아니라, 내·외적 귀인의 다양한 속성 중, 선행 연구물을 

참조한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만 측정을 하였다. 그러나 환경행동에 있

어서 내적 귀인, 외적 귀인의 각 하위 속성별로 학생들에게 더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비록 본 연구에

서 외적 귀인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위 속성에 따라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안정성

과 통제 가능성 차원을 고려할 뿐 아니라, 내적 귀인과 외적 귀인의 하

위 속성을 환경행동과 관련하여 좀 더 세분화 하여 연구를 진행한 후, 

환경행동에 영향을 주는 세분화된 귀인 속성별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 귀인이 일어나는 상황은 과거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 즉, 환경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내린 후, 어떻게 

귀인 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역으로 귀인이 환경행

동의도를 증가시키는 예측변인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

다. 귀인을 해석수준에서 살펴보자면, 사회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심리

적 거리감을 멀게 하며, 이는 상위수준해석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한다. 

따라서 관찰되는 행위에 대해 행위의 목적의 측면(goal relevant), 추상

적인 측면(abstract), 핵심적인(core) 관점에서 해석하므로(Trope, 

Liberman, & Wakslak, 2007) 환경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 성향적으

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해석수준은 역으로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친다(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성향

적인 내적 귀인을 할 경우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할 가능성이 있고, 맥

락적인 외적 귀인을 할 경우 심리적 거리감을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이 귀인에 영향을 미쳤다면, 귀인을 어떻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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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는 다시 사회적 거리감을 포함한 심리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귀인 편향 현상은 해석수준이

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해석수준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절변인을 고려해볼 수 있을 뿐 아니

라, 귀인 편향에 영향을 주는 기분(Forgas, 1998), 행위 수행의 동기

(Fein, Hilton, & Miller, 1990) 등과 같은 요인이 해석수준의 측면과 

연계 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 환경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귀인 편향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으로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를 가진 국가로 귀인 편향 현상이 나타나기 

힘든 조건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가 한국 사회에서 과거의 집단

주의 문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퇴색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를 추가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해석수준 점화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수준만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단시간 동안 실시하는 방법으로는 초등

학생들의 사고 수준을 조작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또는 점화하는 방법

이 초등학생 수준에 맞지 않았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주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답변을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실험 후 초등학생들

이 점화조작을 위해 제시한 문항의 답변을 많이 생각하기가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수준에서 해석수준을 점화하는 방안을 재고안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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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연구 1, 2, 3 설문지 기본 양식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평소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심리 설문지이므로 정답이 없습니다. 설

문지에 쓴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제시된 상황을 잘 읽고, 앞에서부터 순

서대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총 (    )쪽이며, 소요 시간은 (      )분 정도입니다.

 설문에 거짓 없이 성실하고 솔직하게 참여하겠습니까?   예(       ),   아니오 (       )

  아래에는 각각의 행동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의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더 좋아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두 가지 중 여러분이 평소에 더 좋아하는 설명에 (∨) 표시해주세요. 

정답이 없으므로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답해주세요.

1. 운동을 한다

 ① 축구, 줄넘기, 달리기 등을 한다 (     )

 ② 건강을 좋게 한다 (     )

2. 수업에 참여한다

 ① 지식을 쌓는다 (     )

 ②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다 (     )

3. 빨래를 한다

 ① 옷을 깨끗하게 한다 (     )

 ② 세탁기에 옷을 넣고 돌린다 (     )

4. 시험을 본다

 ① 시험지 물음에 답한다 (     )

 ② 내가 얼마나 아는지 확인한다 (      )

5. 밥을 먹는다

 ① 영양분을 얻는다 (      )

 ② 밥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킨다 (      )

6. 교실 청소를 한다

 ① 교실을 깔끔하고 쾌적하게 한다 (     )

 ② 교실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는다  

                              (     )

7. 충치를 치료한다

 ① 치과에 가서 썩은 이를 치료한다

    (      )

 ② 이(이빨)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한다

    (      )

8. 교과서를 읽는다

 ① 교과서에 있는 글을 읽는다 (      )

 ②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      )

9. 물을 마신다

 ① 입에 물을 넣고 삼킨다 (     )

 ② 몸 안의 갈증을 해결한다 (     )

10. 집에 문을 잠근다

 ① 문에 있는 잠금장치를 눌러서 문이 안열

리게 한다 (      )

 ② 집을 보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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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홍보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환경보호단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기부를 요청하는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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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별 귀인측정 양식 제시

연구별 귀인측정 양식은

연구 1은 부록 2, 

연구 2와 3은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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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현재 여러분에 대한 문항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해주세요.

연구 2, 연구 3은 부록 6의 환경지식수준 측정문항을

본 칸에 삽입하여 사용하였음

▣ 지금까지 한 설문지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 하는 것인지 알 것 같나요?

  ① 잘 모르겠다.   ② 알 것 같다 ( 내용 :                                      )

   

▣ 몇 학년인가요?  (     ) 학년

▣ 성별은 무엇인가요?  ① 남학생  ② 여학생

- 지금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

습니다. 또한 개인 설문 결과는 연구하는 사람 이외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 설문지가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나요?    예 (     )     아니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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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연구 1의 귀인측정 양식

상황별 시나리오는 부록 3를 참조

    (원하는 대답이 1번~8번에 없을 경우 자신의 생각을 9번에 써주세요)

  ① 마음이 착한 편이 아니라서

  ② 바쁘게 가야할 곳이 있어서 

  ③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여서

  ④ 그날따라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⑤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⑥ 주위 친구들 대부분 기부를 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⑦ 환경오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⑧ 부모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⑨ 기타 의견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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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연구 1의 상황별 시나리오

◈ 시나리오 A – 행위자 : 나

◎ 다음이 나의 상황이라 생각하여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 앞의 환경단체 기부 홍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환경단체 홍보물을 받고 나서, 기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이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음에서 한 가지  

고르시오. ‥‥‥‥‥‥‥‥‥‥‥‥‥‥‥‥‥‥‥‥‥‥‥‥‥‥‥‥‥‥  (        )

◈ 시나리오 B – 행위자 : 친구

◎ 아래 괄호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던 (         )(이)가 앞의 환경단체 기부 홍보물을 받는 것

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         )(이)는 홍보물을 받고 나서, 기부를 하지 않고 그

냥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        )(이)가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

되는 것을 다음에서 한 가지 고르시오. ‥‥‥‥‥‥‥‥‥‥‥‥‥‥‥‥  (        )

◈ 시나리오 C – 행위자 : 어떤 아이

◎ 다음 상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던 어떤 아이가 앞의 환경단체 기부 홍보물을 받는 것을 보았

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홍보물을 받고 나서, 

기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아이가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것

을 다음에서 한 가지 고르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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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연구 2, 3의 귀인측정 양식

상황별 시나리오는 부록 5를 참조

항 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

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마음이 착한 편이 아니라서 5 4 3 2 1

2.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어서 5 4 3 2 1

3.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여서 5 4 3 2 1

4. 환경오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5 4 3 2 1

5. 그날따라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5 4 3 2 1

6. 주위 친구들 대부분 기부를 하지 않

는 분위기라서
5 4 3 2 1

7.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서 5 4 3 2 1

8. 바쁘게 가야할 곳이 있어서 5 4 3 2 1

9. 부모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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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연구 2, 3의 상황별 시나리오

◈ 시나리오 A – 행위자 : 나

◎ 다음이 나의 상황이라 생각하여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 앞의 환경단체 기부 홍보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은 환경단체 홍보물을 받고 나서, 기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부를 하지 않았을 지에 대해 여러분의 상황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각각 ○표 하시오.

◈ 시나리오 B – 행위자 : 친구

◎ 아래 괄호에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던 (         )(이)가 앞의 환경단체 기부 홍보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         )(이)는 홍보물을 받고 나서, 기부를 하지 않

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        )(이)가 왜 기부를 하지 않았을 지에 대해 (        )(이)의 상황이나 생

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각각 ○표 하시오.

◈ 시나리오 C – 행위자 : 어떤 아이

◎ 다음 상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길을 지나가던 어떤 아이가 앞의 환경단체 기부 홍보물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홍보물을 받고 

나서, 기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 아이가 왜 기부를 하지 않았을 지에 대해 그 아이의 상황이나 생각과 일치하

는 정도를 각각 ○표 하시오.



- 97 -

【부록 6】연구 2, 3의 환경지식수준 측정 설문

◎ 다음을 읽고 여러분이 해당하는 부분에 ○표 하시오.

항 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5 4 3 2 1

2. 현재 기후변화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5 4 3 2 1

3.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등 관련된 정보를

잘 알고 있다.
5 4 3 2 1

4.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

다.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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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연구 3의 해석수준 점화 설문지

◈ 상위수준해석 점화

◎ 다음 빈 칸에 각각의 이유를 최대한 많이 쓰시오.

친구와 잘 지내야 하는 이유 건강해져야 하는 이유

예) 친구와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1.

예) 아프지 않기 위해서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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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수준해석 점화

◎ 다음 빈 칸에 각각의 방법을 최대한 많이 쓰시오.

친구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예) 친구에게 기분 좋은 말하기

1.

예) 음식 골고루 먹기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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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ldren’s attribution bia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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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al Level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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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nvironment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ven though humans are educated to value rational thinking, they

evolutionally tend to judge and behave intuitionally depending on

situations. Due to this trait, students do not actively perform

environmental behavior although they accumulated environmental

knowledge through various types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practicing environmental behavior, we

need a strategy that considers the psychological aspect that affects

students’ intuitional judgment and action.

Humans evaluate others differently from themselves when it comes

to an undesirable behavior. The attribution originated from this

process affects future action and the same is true of environmental

behavior. Accordingly, the research focuses on huma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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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psychological distance in terms of environmental

behavior.

Preceding studies dealt with factors of culture and age in

attribution bias, but there is a great diversity of opinion about its

effect. Therefore, in the research, we tried to figure out in what

method Korean students attribute regarding decision to avoid

environmental behavior according to social distance. Also, it looks

into how individual construal level affects attribution bias through

interaction with social distance.

Before we begin our research, we made ad posters based on

charity activity for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with which students

have hard to practice the most and the posters consist of contents

about climate change. We set student’s decision not to donate to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as environmental behavioral avoidance

decision.

The first research studie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tance (me vs. close friend vs. unknown child) and attribution

method and if social distance predicts attribution method. The second

research examines if social distance changes with construal level

(high vs. low) of a student in three aspects: attribution method,

internal attribution and external attribution. The third research verifies

a relative effect about social distance by using method that

manipulates construal level through priming

First of all, it evaluated an attribution about environmental

behavioral avoidance decision with qualitative variable and as a

consequence of studying its relationship with social distance, it turned

out that attribution was meaningfully related with social distance

statistically, and from 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

found out that construal level of an individual didn’t affec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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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ribution, but social distance appeared a predicting variable that

statistically gives significant affect.

We continued our study estimating attribution with quantitative

variable (Study 2, 3). We set attribution method (gap between

internal attribution and external attribution analysi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was that students showed

internal attribution patterns as social distance was farther and when

students had closer social distance, they showed external attribution

patterns in a situation of avoidance decision. Students also showed

external attribution patterns about behavior of a ‘close friend’ whom

they have relatively closer distance with compared to a ‘unknown

child’. In the analysis with attribution methods divided into internal

attribution and external attribu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ppeared only in internal attribution according to social distance.

Interaction effect of social distance and construal level showed some

significance (p<.10) only when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internal

attribution constantly (Study 2, 3) and it was because as they have

farther social distance, it raises internal attribution according to

simple effect analysi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way that it explored students’ way

of thinking regarding those who didn’t show environmental behavior

based on attribution theory and construal level theory and emphasized

necessity of environmental educators and following researchers to

aware that human irrational behaviors appear in students’

environmental behaviors.

keywords : attribution bias, social distance, construal level

theory, environmental behavior

Student Number : 2014-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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