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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인지적, 정서적 공감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프로파일이 나타나는지, 

또 각 프로파일이 또래 괴롭힘 태도 및 방관, 가해-동조, 피해-방어 역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979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서적 공감, 또래 괴롭힘에 대한 

태도, 괴롭힘 참여 역할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적, 정서적 공감 수준이 상이한 6개 프로파일을 확인하였다. 

프로파일 별로 괴롭힘 태도와 참여 역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괴롭힘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적 공감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정서적 공감 수준이 다를 경우 

방관자 역할, 피해-방어자 역할, 가해-동조자 역할에 있어 차이를 보여, 괴롭힘 참여 역할에는 정서적 공감이 더 크게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또래 괴롭힘 이해 및 예방에 있어서 공감의 역할과 인지적, 정서적 

공감 간 구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균형 있게 고려한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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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개인 혹은 집단이 힘이 약한 개인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Hymel & Swearer, 2015; Olweus, 1993, 2013). 괴롭힘은 공격적 행동의 일종

으로 볼 수 있으나, 괴롭히는 사람 혹은 집단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

는 점에서 여타의 공격적 행동과는 구분된다(Hunter, Boyle, & Warden, 2007; Olweus, 1993). 괴

롭힘을 당하는 개인에게 괴롭힘 피해 경험이 미치는 악영향은 전방위적이다. 괴롭힘 피해 경험은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Bellmore, 2011; Schwarz, Gorman, Nakamoto, & Tobin, 

2005), 외로움(Junoven, Hishina, & Graham, 2000), 분노(Dill, Vernberg, Fonagy, Twemlow, & 

Gamm, 2004), 불안 및 우울(Averdijk, Eisner, & Ribeaud, 2014)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심리적 건강 

또한 위협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기 피해 경험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Sigurdson, 

Undheim, Wallander, Lydersen, & Sund, 2015)에서 아동 및 청소년기에 괴롭힘을 예방하는 일은 

중요하다.

괴롭힘 예방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주변 환경, 특히 괴롭힘을 지켜보는 주변인들의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서미정, 2008; Salmivalli. 2010). 괴롭힘에 대한 태도는 괴롭힘에 대한 

용인 정도를 뜻하는 것(Salmivalli & Voeten, 2004)으로, 일반적으로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괴롭힘에 덜 참여할 가능성 있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괴롭힘을 막는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런 점에서 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괴롭힘에 

대한 주변인의 참여 역할 간에는 구분이 필요하다. 주변인 참여 역할은 괴롭힘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주변인이 수행하는 역할로, 가해자를 직접 돕거나, 가해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냄으로써 가해 

행동을 돕는 가해-동조자 역할과 괴롭힘 상황을 지켜보거나 외면하는 방관자 역할, 그리고 피해자

를 편들거나, 피해자에게 위로 및 지지를 보내는 피해-방어자 역할 등이 있다(Salmivalli, 2010). 

괴롭힘을 지켜보는 주변인들의 태도가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이고, 가해-동조 및 방관자 역할을 

덜 하고, 피해-방어자 역할을 많이 할수록 괴롭힘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Lynn Hawkins, Pepler, 

& Craig, 2001; Salmivalli, Kärnä, & Poskiparta, 2010;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 이는 괴롭힘 가해자 또한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의 힘의 역학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괴롭힘 상황에서 괴롭힘 가해자는 또래 내 자신의 지위를 

고려하며 괴롭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반응이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괴롭히는 행동이 

집단 내에서 제지 받는 경우 괴롭힘을 표면적이라도 줄이게 된다(Salmivalli, 2010). 

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주변인들의 참여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은 개념은 공감이다. 공감

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유사하게 느끼는 능력으로(Cohen & Strayer, 1996; Davis, 1983), 공감

은 그 자체로 이타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이타적 행동을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의 감정을 



인지적·정서적 공감 프로파일에 따른 또래 괴롭힘 태도 및 주변인 참여 역할 차이  23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Eisenberg, 

2000). 이를 괴롭힘 상황에 적용하면, 공감 능력이 높을 경우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이

해하고 고통을 유사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괴롭힘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남미애, 홍봉선, 2013). 괴롭힘 예방 및 대처에 있어 공감의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어 왔으

며, 실제로 국내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다

양한 예방 프로그램들에는 공감 훈련을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예: 박효정, 한미영, 김

현진, 2016). 

그러나 실제 공감과 괴롭힘 간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이는 공감에 인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의에서도 나타나듯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인지적

인 요소와 타인의 감정을 유사하게 경험하는 정서적인 요소로 구분된다(Davis, 1983). 공감에 있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발휘되는 방식이 

상이하고, 또 이에 따라 각각을 신장시키는 전략 또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

는 것은 상대적으로 훈련이 용이하고 이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증거가 비교적 분명한 반면, 타인의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쉽게 훈련하기가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감정

을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다(Lam, Kolomitro, & Alamparambil, 2011). 

또한, 인지적 공감 수준이 높은 것이 반드시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때론 타인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것은 타인을 속이거나 괴롭

히는 데 이용될 수도 있는 등(Ding, Wellman, Wang, & Lee, 2015; Sutton, Smith, & Swettenham, 

1999) 인지적 공감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활용될 여지가 있다. 즉, 괴롭힘과 관련하여 공감의 어떤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공감의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괴롭힘 관련 개입에 있

어 특히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감 능력을 높임으로써 괴롭힘을 예방하고자 할 때, 자칫 

인지적 공감 능력과 같이 특정 공감 능력만 높일 경우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실제로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 괴롭힘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지적 공감과 정서

적 공감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서적 공감과 괴롭힘 사이에 부적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비교적 일관된 반면(Belacci & Farina, 2012; Stavirnides et al., 2010), 인지적 공감

의 경우 일부 연구에서는 괴롭힘 관련 행동과 부적 관련이 나타나지만(Belacchi & Farina, 2012; 

Gini, Albiero, Benelli, & Altoe, 2007; Poteat & Espelage, 2005), 괴롭힘 관련 행동과 무관하다는 

연구 또한 있으며(Jollife & Farrington, 2006; Stavrinides, Georgiou, & Theofanous, 2010), 연구 

대상에 따라서는 마음 읽기와 같은 인지적 공감이 괴롭힘 가해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 또한 보

고된 바 있는 등(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10)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괴롭힘 참여 

행동과 공감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40편을 개관한 연구(Van Noorden, Haselager, Cilles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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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kowski, 2014)에서도 인지적 공감의 경우 피해-방어자 역할과는 정적 관련이 있었지만, 방관의 

경우 정적 관련과 부적 관련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 또한 유사하다.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공감은 괴롭힘 관련 행동과 부적인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나지만(남미

애, 홍봉선, 2013; 서미정, 2015), 인지적, 정서적 공감을 구분할 경우 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괴롭힘 참여 행동과 공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신나민(2012)의 연

구에서는 관점 취하기와 같은 인지적 공감 요소가 높아지면 가해-동조자 역할이 감소하고, 피해-방

어자 역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정서적 공감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감정 전이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와 달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감과 괴롭힘 참여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오인수(2010)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공감과 피해 도움 행동 간에 관련성이 나타났고, 인지적 

공감과 피해 도움 행동 간의 관련은 여성에게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초등학교 5,6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감 능력과 괴롭힘 참여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혜리(2013)의 연구에서

도 가해자와 피해-방어자, 가해-동조자 간에 인지적 공감에 있어 차이는 없는 반면, 정서적 공감에 

있어서는 피해-방어자가 가해자, 가해-동조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 간에 비일관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로 선행 연구의 접근이 주로 변수 중심의 접근이었다

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인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내에

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즉, 개인 내에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개인 간에 독특한 질적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점을 고려할 때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 괴롭힘 간의 관련을 개인 중심 접근을 통해 살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 괴롭힘 간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살피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 접근을 활용하여 인지적-정서적 공감 수준에 있어 서로 다른 패턴

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인 간 인지적-정서적 공감 패턴에 따라 

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괴롭힘에 있어 주변인 참여 행동(방관자 역할, 피해-방어자 역할, 가해-동조

자 역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지적, 정서적 공감이 개인 내에 어떻

게 조합되는지 또 이 조합 양상에 따라 괴롭힘 관련 태도 및 주변인 역할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괴롭힘에 있어 공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괴

롭힘에 있어 주변인의 역할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은 제외하고, 주변인의 역할

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최근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피해 응답률을 나타내는 등(교육부, 2019) 초등학생

들의 괴롭힘에 대해 파악하고 개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발달적 관점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또래 관계가 본격적으로 중요해지는 시기로, 이 시기에 또래 괴롭힘 예방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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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1. 인지적, 정서적 공감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프로파일이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인지적-정서적 공감 프로파일에 따라 괴롭힘에 대한 태도, 괴롭힘에 있어 주변인 

참여 역할(방관자 역할, 피해-방어자 역할, 가해-동조자 역할)이 달라지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1개 광역시와 1개 도(道)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979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 중 여학생은 471명(48.1%), 남학생은 508명(51.9%)이었으며, 5학년은 485명(49.5%), 6

학년은 494명(50.5%)이었다. 5학년 중 남학생은 252명(51.96%), 여학생은 233명(48.04%)이었으

며, 6학년의 경우 남학생 256명(51.82%), 여학생 238명(48.18%)이었다.

2. 연구 도구

1)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의 경우 Bonino 외(1998)가 개발하고, 최병호(2017)가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공감 척도는 인지적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6개 문항(문항 예: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먼저 

어떤 사람의 기분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과 정서적 공감 능력을 측정하는 6개 문항(문

항 예: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면, 나 역시 울 것 같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를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인지

적 공감능력이 .83, 정서적 공감 능력이 .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2) 또래 괴롭힘에 대한 태도

또래 괴롭힘에 대한 태도는 Salmivalli와 Voeten(2004)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5

점 Likert 형식(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문항 예: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일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 문항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

으로 생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상이한 이해가 괴롭힘 측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선행 연구(이동형, 2014; Olweus, 2013)의 제안에 따라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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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기에 앞서 괴롭힘에 관한 정의를 간략히 설명한 후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절차를 따랐다. 

괴롭힘에 대한 태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3)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은 서미정(2008)이 개발한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 역할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또래 괴롭힘 참여 역할 중 가해자, 피해자 

관련 척도를 제외하고, 주변인 행동을 측정하는 방관자 역할 6문항(문항 예: 또래 괴롭힘 상황을 

보고 모른 체한다), 피해-방어자 역할 6문항(문항 예: 괴롭힘 당하는 아이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 

가해-동조행동 6문항(반 친구들이 한 아이를 괴롭힐 때 옆에서 부추긴다)을 활용하였다. 또래 괴롭

힘 태도 척도와 동일하게 측정에 앞서 괴롭힘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신뢰도(Cronbach's α)는 

방관자, 가해-동조자, 피해-방어자 각각 .87, .61, .81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인지적, 정서적 공감 수준에 따라 별도의 프로파일

이 나타나는지, 또 각 프로파일 별로 또래 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참여 역할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

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의 경우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잠

재 프로파일의 수를 점차 하나씩 늘려가면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상이한 모형간 비교에 있어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지수와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결과가 보다 타당도가 높다는 선행 연구(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에 근거하여 BIC 지수와 BLRT 결과를 바탕으로 잠재 프로파일 수를 판단하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따랐다.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 후

에는 Bakk 외에 의해 제안된 3단계 모형 방법(Baak, Tekle, & Vermunt, 2013)을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별로 또래 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참여 역할(방관자 역할, 피해-방어자 역할, 가해-동조자 

역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정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Latent Gold 5.10을 활

용하였으며, 기타 기술통계 및 신뢰도 등 분석은 Jamovi 1.0.5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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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은 괴롭힘 

태도 및 참여 역할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즉,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괴롭힘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이었고, 피해-방어자 역할은 높았으며 반대로 방관자 역할 및 가해-동조자 역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간 상관은 .48로 비교적 높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구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과 여타 변인 간의 관계를 보다 세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뜻한다. 

괴롭힘 태도와 괴롭힘 참여 역할 사이에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방관자 역할 및 가해-동조자 역할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피해-방어자 역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 참여 역할 간 관계를 살펴보면, 방관자 역할과 가해-동조자 역할 

간에는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방어자 역할과는 방관자 역할, 가해-동조자 역할 

모두 부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1 인지적 공감 -

2 정서적 공감  .48*** -

3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태도  .29***  .23*** -

4 방관자 역할 -.19*** -.19*** -.48*** -

5 피해-방어자 역할  .34***  .29***  .51*** -.49*** -

6 가해-동조자 역할 -.12*** -.10*** -.44***  .38*** -.17*** -

평균  3.28  3.82  4.20  2.11  3.40  1.65

표준편차  0.89  0.77  0.56  0.84  0.86  0.56

왜도 -0.36 -0.52 -0.73  0.47 -0.05  0.91

첨도 -0.30  0.21  0.31 -0.30 -0.37  0.66
* p < .05, ** p < .01, *** p < .001

2. 잠재 프로파일 분석: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 및 잠재 프로파일 특성 분석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절한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1개인 모형부터 하나씩 수를 늘려가며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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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BIC 값의 경우 프로파일 수가 4개일 때 가장 낮고,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RT 결과의 경우 프로파일 수가 6개일 때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지만, 7개일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IC 값의 변화가 프로파일 수가 3개 이상인 경

우부터 비교적 완만하고([그림 1] 참고), 연속 변수일 경우 프로파일 수 결정에 있어 BLRT 결과가 

비교적 타당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Nylund et al., 2017, p. 564), 본 연구에서는 프로파

일 수를 6개로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2>에 표시하였다.

<표 2> 잠재 프로파일 모형 적합도 비교

1 2 3 4 5 6 7

log likelihood -2399.49 -2259.13 -2191.65 -2156.5 -2139.45 -2129.77 -2126.23

AIC 4806.97 4536.26 4411.31 4351.01 4326.89 4317.55 4315.92

BIC 4826.51 4580.22 4479.69 4443.81 4444.12 4459.20 4484.53

BLRT - 280.72*** 134.95*** 34.17*** 34.12*** 19.34*** 9.09

AIC= 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LRT = 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잠재 프로파일 수에 따른 BIC 변화

6개 잠재 프로파일의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평균을 확인한 결과 각 프로파일 별로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87%를 차지한 6번 프로파일의 경우 

Wald 검정 결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수준 모두가 전체 참여자 중에서 가장 높은 프로파일로 

나타났다(모두 p < .05). 이에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1번, 

5번, 4번 프로파일은 6번 프로파일보다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수준이 낮고, 2번, 3번 프로파

일보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모두 p < .028) 집단별 특성

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1번과 4번 프로파일의 경우 인지적 공감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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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지만(p = .999), 정서적 공감에 있어서는 4번 프로파일이 1번 프로파일보다 높았다(p < .001). 

5번 프로파일의 경우 인지적 공감은 1번, 4번 프로파일보다 높았지만(모두 p < .001), 정서적 공감

은 4번 프로파일보다는 낮고 1번 집단보다는 높았다(모두 p < .001). 이에 1번 프로파일을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프로파일로, 4번 프로파일을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프로파

일', 5번 프로파일을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프로파일로 명명하였다. 1번, 4번, 5번, 6번 

프로파일보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모두 낮은 2번과 3번 프로파일의 경우, 둘을 비교했을 

때 인지적 공감 수준에 있어서는 2번 프로파일이 3번 프로파일보다 높았지만(모두 p < .001), 정서

적 공감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 = .720). 이에 2번 프로파일을 '인지적 공감 하-

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로, 3번 프로파일을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로 명

명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표 3> 잠재 프로파일 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평균

집단 집단 명 비율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1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31.90% 3.51 3.87

2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30.21% 2.97 3.26

3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11.46% 1.78 3.19

4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11.19% 3.51 4.73

5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9.36% 4.26 4.43

6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5.87% 4.61 4.96

[그림 2] 프로파일 별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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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재 프로파일에 따른 괴롭힘 태도 및 참여 역할 차이 분석

잠재 프로파일 별로 괴롭힘 태도 및 참여 역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3단계 모형을 활용하

여 분석하였다(Baak et al., 2013). 먼저 괴롭힘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중상-

정서적 공감 중',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집단 순

으로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Wald 검정 결과, '인지적 공감 상-정서

적 공감 중상'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프로파일 간 차이(p = .800),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프로파일 간 차이(p = 

.340),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

일 간 차이(p = .540)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 < .05). 즉 괴롭힘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

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프로파일이 괴롭힘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이 괴롭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인

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프로파일은 괴롭힘

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중간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괴롭힘 참여 역할 중 방관자 역할의 경우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인지적 공감 중상

-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프로파일 순으로 방관자 역할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d 검정 결과,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상-정

서적 공감 중상',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프로파일 간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모두 p > .05),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 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모두 p > .05). 그러나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의 경우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프로파일보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방관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모두 p < .001) 방관자 역할의 경우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프

로파일이 낮은 방관자 역할을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패턴을,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이 비교적 높은 

방관자 역할을 보이는 또 다른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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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방어자 역할의 경우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

상',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 순으로 피해-방어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ald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 중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프로파일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게 나타났으며(모두 p > .05), 이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5). 

즉,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

적 공감 최상' 프로파일이 유사하게 높은 피해-방어자 역할을 보였고, 이어서 '인지적 공감 중상-정

서적 공감 중',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순으로 피

해-방어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동조자 역할의 경우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프로파일 순으로 가해-동조자 역할을 많이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Wald 검정을 통해 프로파일 간 차이를 확인해 본 결과,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 간에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모두 p > .05),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인지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프로파일 간 차이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모두 p > .05).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인지

적 공감 최상-정서적 공감 최상' 프로파일은 '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

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보다 가해-동조자 역할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두 p < .001), '인

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의 경우 다른 프로파일들과 가해-동조자 역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와 [그림 3]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집단

1 2 3 4 5 6

‘인지적 
공감 중상-

정서적 
공감 중’

‘인지적 
공감 하-
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최하-

정서적 
공감 중하’

‘인지적 
공감 중상-

정서적 
공감 상’

‘인지적 
공감 상-
정서적 

공감 중상’

‘인지적 
공감 최상-

정서적 
공감 최상’

괴롭힘 부정적 태도 4.24b 4.02c 3.95c 4.31b 4.57a 4.54a

방관자 역할 2.18a 2.24a 2.23a 1.73b 1.79b 1.65b

피해-방어자 역할 3.44b 3.15c 2.86d 3.77a 3.92a 4.05a

가해-동조자 역할 1.68a 1.76a 1.66ab 1.51b 1.45b 1.46b

<표 4> 잠재 프로파일 별 괴롭힘 태도 및 괴롭힘 참여 역할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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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프로파일 별 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주변인 참여 역할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서적 공감 수준에 따라 프로파일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인지적-정서적 공감 프로파일 별로 또래 괴롭힘에 대한 태도, 괴롭힘 참여 역할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정서적 공감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6개의 프로파일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모두 가장 높은 1개 프로파일이 나타났으며, 이외에 인지적 공감

과 정서적 공감 수준에 따라 프로파일의 양상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인지적 공감

과 정서적 공감의 높낮이가 서로 다른 두 개 프로파일이 나타났으며('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프로파일), 또한 인지적 공감 수준이 유사하지만 

정서적 공감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중'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프로파일), 정서적 공감 수준은 유사하지만 인지적 공감 수준은 다른 프

로파일 또한 나타났다('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

감 중하' 프로파일). 비율로 보았을 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모두 높은 경우는 전체 5.87% 

정도였고, 나머지 94.13%의 참여자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서로 상이한 패턴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인지적 공감 수준은 유사하지만 정서적 공감 수준은 상이한 프로파일과 정서적 공감 수준

은 유사하지만 인지적 공감 수준은 다른 프로파일 또한 나타났다. 이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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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분되며, 독립적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aravita et al., 2009; Davis, 

1983).

둘째, 각 프로파일 별로 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괴롭힘 참여 역할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전체적으

로 인지 및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피해-방어자 역할이 높았

고, 방관자 역할과 가해-동조자 역할은 낮았다. 그러나 인지 및 정서적 공감의 조합 정도에 따른 

차이는 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괴롭힘 참여 역할 각각에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괴롭힘 태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인지적 공감 수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는 패턴을 보였다. 즉 정서적 공감이 

높고 인지적 공감이 낮은 집단보다, 정서적 공감이 낮고 인지적 공감이 높은 집단이 더 부정적인 

괴롭힘 태도를 보였다('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프로파일과 '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프로파일). 

그러나 괴롭힘 참여 역할의 경우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조합에 따른 차이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적 공감이 유사하더라도 정서적 공감이 다를 경우에 정서적 공감 수준에 

따라 괴롭힘 참여 역할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인지적 공감 상-정서적 공감 중상' 프로파일

과 '인지적 공감 중상-정서적 공감 상' 프로파일), 이 경우 정서적 공감 수준이 높을 경우에 피해-방

어자 역할을 더 많이 보였고, 방관자 역할과 가해-동조자 역할은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인지적 공감 수준이 낮더라도 정서적 공감 수준이 유사할 경우에 피해-방어자 역할을 제외한 

방관자 역할, 가해-동조자 역할에 있어 차이가 없었다('인지적 공감 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

과 '인지적 공감 최하-정서적 공감 중하' 프로파일). 

이를 종합해볼 때, 괴롭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인지적 공감이, 괴롭힘 참여 역할에 있어서는 

정서적 공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괴롭힘 참여 역할에 있어서 인지

적 공감보다는 정서적 공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김혜리, 2013; 오인수, 2010; 

Belacci & Farina, 2012; Stavirnides et al.,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이는 공격성에 있어서 

공격성에 대한 태도와 실제 공격적 행동 간에는 구분되는 관계가 존재한다는 Huessman과 

Guerra(1997)의 연구와도 맥을 함께한다. 특히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인지적, 정서적 공감은 상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괴롭힘에 대한 태도의 경우 괴롭힘에 대한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지적 공감처럼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괴롭힘 피해자를 방어하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하지 않는 데에는 인지적 공감만으로 충

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괴롭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

와 가해 행동을 지켜보는 주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괴롭힘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가급적 괴롭힘 상황에 개입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동조하는 모습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Juvonen & Graham, 2014; Juvonen & Galván, 2008). 이런 경우에는 인지적 공감만

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의 감정을 본인이 유사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인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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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감이 더 중요하게 기능할 수 있다(Jolliffe & Farrington, 2006) 

이를 통해 볼 때 괴롭힘과 관련하여 인지적 공감을 높이는 방식의 개입은 괴롭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높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괴롭힘 참여 역할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괴롭힘 참여 역할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정 인식, 타인의 마음 읽기 등과 같은 인지적 공감을 

높이는 개입에 더해 정서적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 전략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특히, 공감 

증진 프로그램들 다수가 인지적 공감 신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전

략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Lam et al., 2011), 향후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 중 하나는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구분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특정 

공감 프로그램이 어떤 공감 능력 신장에 효과적인지를 밝혀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 과정에서 

정서적 공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 전략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수준에 따라 상이한 패턴의 집단으로 구분되

며, 각 집단별로 괴롭힘에 대한 태도, 참여 역할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간의 관계는 한 요소가 높을 때 다른 요소도 함께 높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한 요소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을 보인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에서는 다른 수

준을 보일 수 있으며, 따라서 학생들에 따라 어떤 공감 요소가 부족한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괴롭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이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괴롭힘 참여 역할의 경우에는 정서적 

공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한 것도 이 연구의 의의로 볼 수 있다. 이는 괴롭힘 

예방에 있어서 정서적 공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주요 변수의 측정을 자기보고에만 의존하고 있다

는 점에서 가장 큰 한계가 있다. 주요 변수의 측정을 자기보고에만 의존할 경우 보고 방식의 동일함

으로 인해 변수 간의 관계를 과대 추정할 우려가 있으며, 괴롭힘 관련 측정 도구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응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Van de 

Mortel, 2008; cf. Olweus, 2013).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또래 지명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측정 방식으로 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해볼 필요가 있다. 가해

-동조자 역할의 경우 .61로 비교적 낮은 신뢰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해-동조자와 관련된 연구 결

과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이다. 가해-동조자 역할의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척도의 낮은 신뢰도가 사회적 바람직성 

때문은 아닌지 등에 대한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괴롭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괴롭힘에 대한 태도와 참여 역할

을 살펴보았지만, 괴롭힘의 양상은 누가, 어떤 형식으로 괴롭히는지에 따라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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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일례로 괴롭힘이 인기와 같이 지위 있는 친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의 반응은 구분되

며(최병호, 2017; 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10; Rodkin & Hodges, 2003), 괴롭힘의 

형식이 신체적 폭력을 동반하는 물리적인 형태인 경우와 관계적 괴롭힘인 경우가 다르게 나타난다

(Rivers & Smith, 1994). 향후 연구에서는 괴롭힘의 주체, 형태를 보다 다양화하여, 각 상황에서 인

지적, 공감적 수준이 상이한 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특히 

비교적 괴롭힘임을 알아차리기 쉬운 직접적 괴롭힘의 경우와 미묘하고, 알아차리기 어려운 간접적 

괴롭힘의 경우 각각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역할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일

은 각 공감 능력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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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s in Attitude and Participation Role in Bullying according 

to Cognitive-Affective Empathy Profiles
1)2)

Yeo, Taechul*

Kim, Myung-Seop**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in peer bullying attitude and participation role according 

to cognitive-affective empathy profil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Nine-hundred and 

seventy-nine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ir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attitude toward bullying and participation roles in bullying 

via self-report method.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x latent profiles with different levels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Bullying attitude and participation roles were also differed 

by latent profiles. Overall, the higher the level of cognitive empathy they had, the more negative 

attitude about bullying they showed. Bystander behaviors, however, were differed by their affective 

empathy. Based on the findings, the role of empathy in peer bullying and the importance of 

the distinction between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were discussed. 

Key words: empathy, cognitive empathy, affective empathy, school violence, bullying, bystander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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