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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Loneliness is an unpleasant experience due to the human need for social connection. Anthropomorphism is the 

attribution of human traits, emotions, and intentions to nonhuman entities. The inverse process of anthropomorphism 

is dehumanization in which individuals treat humans like animals or objects. Two studi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whether relationships exist among loneliness, anthropomorphism, and dehumanization. In Study 1, loneliness was 

measured via self-reports, and an anthropomorphism task was introduce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subjective 

experiences of loneliness related to the tendency to describe nonhuman agents with humanlik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results, lonelier participants attributed more humanlike capacities to computers and cats. Study 2 

examined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emerged in anthropomorphism and dehumanization between the experimental 

condition of loneliness and the control condition. After having been induced to the emotion of loneliness using an 

experimental writing task, the participants tended to perceive nonhuman agents to be more humanlike in the condition 

of loneliness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Moreover, there was a stronger tendency of dehumanization toward other 

humans in the condition of loneliness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 There was also higher levels of negatively biased 

perceptions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This scenario implies that anthropomorphism is related to sociality 

motivation, which is the need for social connection through establishing bonds with nonhumans, and may result 

in the dehumanization and emotional experiences of other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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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외로움은 사회  연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갖게 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의인화는 동물이나 무생물( : 컴퓨터)

에게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인데 비해, 비인간화(dehumanization)는 의인화와 반 되는 과정으로서, 인간을 동물이나 

무생물로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외로움, 사회  연결욕구  의인화의 계를 분석하고, 외로움이 의인화, 

외집단의 비인간화에 끼치는 향을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1에서는 외로움, 사회  연결욕구  의인화의 계를 분석하

고자 외로움 질문지와 의인화과제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참가자가 외로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컴퓨터와 동물에 한 

의인화의 경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실험상황에서 작문과제를 통해 연구참가자들에게 외로움의 정서를 

유도한 후, 통제조건에 비해 의인화, 비인간화의 경향  이웃에 한 신뢰감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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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외로움의 조건에서 통제조건보다 의인화, 비인간화  이웃에 한 부정  정서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동물과 무생물에 한 의인화는 외로움을 해결하기 한 사회  연결욕구와 계가 있으며, 외로움은 다른 

인간에 한 비인간화  이웃에 한 비호감에 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외로움, 의인화, 비인간화, 사회  연결 욕구

1. 서론

인간이라면 구나 외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외로움은 인간의 보편  정서다(Hawkley & Cacioppo, 

2010). 인간은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Cacioppo 등(2015)은 외로움을 자신에게 요한 

타인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사회집단과의 계가 어려

워질 때,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런 정서로서 정의한다. 

한 개인이 생각하는 사회  계의 이상  수 이 있

다면, 이 수 과 사회  계의 실제 수 과의 차이로 

인해 외로움이 발생한다(Peplau & Perlman, 1982). 이 

차이가 클수록 개인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되며, 이 수 의 차이를 감소시키려는 사회  

계의 동기를 갖게 된다(Epley, Waytz, & Cacioppo, 

2007). 과거에 비해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타인과

의 사회  연결이 강화되었지만, 개인 스스로가 지각하

는 외로움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Cacioppo, Grippo, 

London, Goosens, & Cacioppo, 2015). 따라서 사회  

연결의 기회가 양 으로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객

인 외로움(물리 인 사회  고립)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  연결욕구가 질 으로 충족되

지 못한다면, 사회  계의 단순한 양  증가는 한 개

인이 내 으로 경험하는, 주 인 외로움을 감소시키

는 것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

( : Hawkley & Cacioppo, 2010)에서는 물리 인 사회

 고립과 주  외로움의 상 계가 유의하지 않아

서, 서로 다른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자신의 

주변에 가족이 있고, 지인도 충분히 있어서, 사회 으

로 고립되지 않은 사람들도 강한 외로움을 경험하는 

이유를 설명해 다.

외로움은 격한 노화, 심장질환, 치매, 수면장애, 우

울증, 자살 등의 신체   심리 으로 부정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Cacioppo, Hughes, Waite, Hawkley, 

& Thisted, 2010; Hawkley & Cacioppo, 2010), 치료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왔다. 국내 선행연구에

서도 외로움과 인터넷 독(Lee & Lee, 2014), 인민감

(Koo et al., 2014), 과도한 물질주의 추구경향(Kim, 

Lim, & Suh, 2016), 학교부 응(Kim, 2001)과의 계를 

보고하면서, 외로움은 사회  심을 받아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외로움이 우울과 구분되는 측면은 외로움에는 사회

 계에 한 욕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Cacioppo et al., 2015; Powers, Worsham, Freeman, 

Wheatley, & Heatherton, 2012). 두 가지 정서 모두 고통

스럽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개인은 자신의 계욕구가 

충족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

다. 그러나 외로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극 으로 

찾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Kim 등(2016)은 외로운 사

람들이 외로움을 물질 인 것으로 채우려 한다는 결과

를 보고했다. 한 외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을 부정 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는 일상에서 하게 되는 문학작품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외로운 사람들은 타인에 한 부정 인 시각을 

갖고 있다. 선행연구(Cacioppo et al., 2015)에서도 외로

운 사람들은 사회  계를 원하고 있으나, 사회  

계에 해 부정 인 인식( : 상호작용을 통한 실망감, 

좌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변에서 다른 사람

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늘리거나, 사회성 향상

기술을 교육시켰을 때의 치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신 외로운 사람들에게 인간 계에 한 부정

인 인식을 바꾸게 하는 인지치료기법이 더 효과 이

었다. 그 다면, 외로운 사람이 사회  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지만, 인간에 한 부정 인 시각으로 인

해 일상에서 사회  계의 형성이 어려울 때, 어떤 방

1) 를 들어, ‘노르웨이의 숲’에서 주인공은 ‘우리는 외롭다고 

굳이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 그건 더 실망을 가져온다

는 걸 구나 다 알아’라는 말을 독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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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찾게 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는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무생물과 친 한 계를 맺

고,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의인화를 통해 사회  

계욕구를 충족시키는 경향을 강화시키는지의 질문에 

답하려 한다. 한 이러한 의인화를 통한 사회  계

의 충족이 자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해서는 

인간  속성을 배제하며, 비인간화하려는 경향과 연

되는지를 검증하려 한다.

2. 이론  배경
 

2.1. 의인화의 3요인 이론

 

Epley 등(2007)은 의인화(anthropomorphism)에 향

을 주는 세 가지 요인을 지식(knowledge), 효능성(effec-

tance)  사회성(sociality)으로 규정했다. 이 이론에 의

하면, 인간에게는 동물이나 무생물에게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상호작용을 최 화하고자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의인화의 경향이 있는데, 의인화는 개인이 사

회  계에 한 욕구를 갖고 있지만, 타인과의 사회

 계가 실패할 때 증가한다. 즉 인간은 동물이나 무

생물에 한 것보다 인간에 한 것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최 한 부여하여, 동물이나 무

생물을 이해하고 측하면서 상호작용을 최 화하는

데, 이 경향은 사회  계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

는 것이다. 를 들어, 사회  계에서 배제된 사람들

이 자신의 반려동물과 특히 친 한 계를 맺는다면

(Lee, 2019), 자신의 개를 행동  특성( : 나를 보면, 

꼬리를 흔드네!)으로 객 으로 기술하기 보다는 ‘내 

개는 공감능력이 아주 뛰어나’라고 말할 것이다. 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를 제품실용성의 측면( : 

속도가 빠르네)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책임감이 강한 

내 컴퓨터’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아닌 상

이 인간처럼 자신 고유의 목표, 자유의지와 정서를 갖

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화의 

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 사람의 사회  

계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더 많이 나타날 것을 

Epley 등(2007)의 의인화이론에서 측한다.

여기에서 요한 것은 동물과 무생물에 한 의인화

가 실제로 정확한지의 여부가 아니다. 주목할 것은 어

떤 개인  변인과 상황  변인이 한 개인에게 의인화

를 게 혹은 많이 하도록 동기화하는지의 문제다. 의

인화이론에서는 지식이 의인화에 한 인지  과정이

라면, 효능성  사회성이 의인화를 동기화하는 과정으

로 제하 다. Epley 등(2007)은 한 개인에게 동물이

나 무생물에 한 지식이 부족할수록, 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인화를 통해 추론한 결과의 효능성이 높을

수록 의인화경향이 높을 것이며, 의인화를 통해 사회  

계를 맺기가 수월할수록 의인화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을 측하 다.

지 까지 많은 선행연구( : Eyssel et al., 2012)에서 

인간에 한 지식( : 고정 념, 성격유형)을 컴퓨터에 

용하는 의인화를 보고하 다. 를 들어, Nass, Moon

과 Green(1997)에서는 연구참가자가 과제수행에 한 

피드백을 컴퓨터의 합성된 목소리로 들을 때, 성 고정

념을 용하는 경향을 보고하 다. 참가자들에게 이 

목소리가 실제 인간의 것이 아닌, 합성된 목소리임을 

사 에 설명했음에도 남성의 목소리 조건에서 여성의 

목소리 조건보다 피드백이 내용 으로 더 우수하고, 자

신감 있게 들린다는 반응을 하 다. 한 여성의 목소

리로 피드백을 권 , 지배 으로 제시하면 남성의 목

소리조건보다 더 부정 으로 평가하 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남성은 극 이고, 여성은 소극 이라는 고

정 념을 참가자들이 컴퓨터에게도 용시켜 인식한 

결과로 해석하 다. 이와 더불어, Nass와 Lee(2001)에

서는 연구참가자가 컴퓨터의 합성된 목소리를 특정한 

성격특징으로 단하여( : 외향성은 큰 목소리, 높은 

발화빈도, 높은 진동수), 외향성의 참가자일수록 외향

인 목소리로 합성된 컴퓨터에 더 호감을 갖는 경향

이 나타났다. 이 연구들은 컴퓨터에 인간에 한 지식

이 용되어, 인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각됨을 보여주

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무생물에 한 의인화

에서 인간에 한 지식을 용하는 보편  상을 보

고하 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의인화를 더 

많이 할 것인지에 해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 한 

컴퓨터 문가는 컴퓨터를 처음 본 사람보다 컴퓨터에 

한 실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를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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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인간에 한 지식을 용하는 의인화를 더 

게 할 것으로 측되지만, Kim과 Sundar(2012)에서

는 컴퓨터에 한 배경지식이 충분해도 의인화가 일반

으로 무의식 으로 나타남을 보고하 다. 이 게 자

신의 배경지식 여부에 계없이 의인화경향이 자동

으로 나타난다면, 이 과정을 의식 으로 조 하기 해 

의인화를 동기화하는 과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Epley 등(2008)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외부 세계에 한 

통제력 경험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잘 알지 못하는 

동물과 무생물에 한 의인화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어, 효능성이 의인화를 동기화시키는데 

향을 끼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장시키기 해 지식, 효능성  사회성의 요

소 에서 특히 사회성에 을 맞추어, 한 개인의 외

로움이 커질수록 사회  연결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동

기화되기 때문에 동물과 무생물에 한 의인화경향이 

높아지는지의 문제를 검증하려 한다. 한 실험상황에

서 외로움의 정서를 유도했을 때, 고양이와 컴퓨터에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증가하는지를 분석하

려 한다.

 

2.2. 외로움, 의인화  비인간화

 

동물과 무생물에 한 의인화를 통해 사회성욕구가 

충족된다면, 다른 인간에 한 사회  계 욕구는 어떻

게 달라질 것인가? 선행연구(Epley et al., 2007; Waytz 

et al., 2010; Waytz & Epley, 2012)에서는 인간을 동물

이나 무생물로 인식하는 비인간화(dehumanization)( : 

유 인을 해충이라고 말함, 국민을 개, 돼지로 지칭함)

는 사회  연결욕구의 측면에서 계가 있을 가능성을 

제안하 다. 를 들어, Waytz와 Epley(2012)는 연구참

가자에게 실험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와의 친 한 

경험을 떠올리며, 자신이 받았던 사회  지지를 통해 

사회  계를 맺고 있다는 감정을 유도하면, 사회  

계를 생각하지 않은 통제조건( :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가는 행인에 한 을 )보다 사회  낙인집단2)

2) 사회  낙인집단은 Fiske, Cuddy, Glick과 Xu(2002)에 따라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모두 낮은 집단으로 정의된다. 

를 들어, 산층 엘리트는 따뜻함과 유능함의 차원에서 모

두 높고, 장애인은 따뜻함의 차원에서는 높지만, 유능함의 차

( : 알콜 독자)을 기술할 때, 인간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 : 목표지향 , 고통을 느낌,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함)를 더 게 사용하는 경향을 찰하 다. 연구

자들은 이 결과를 자신의 내집단을 통해 사회  연결

욕구가 충족되면, 다른 외집단에 한 지각에서 인간을 

인간이 아닌 상으로 하는 비인간화가 증가하는 것

으로 설명하 다. 한 Matthews 등(2019)의 연구에서

는 학생들을 상으로 주 으로 경험된 외로움의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의 크기, 이웃에 한 

신뢰감, 물리   사회  이웃환경의 험성에 한 

지각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외로운 사람들일수록 자신

의 이웃을 가깝게 느끼기보다는 더 멀게 느끼며, 실제

보다 평가 하하는 지각편향( : 한 문제발생 시

에 도움이 안 되며, 신뢰가 가지 않고, 이웃 환경이 범

죄에 잘 노출되어 험하다고 평가함)이 나타남을 보

여주었다. 이 결과는 외로움과 타인에 한 지각이 

계가 있으며, 외로운 사람들이 타인을 자신과 유사한 

내집단보다는 자신과 연결되지 않는 외집단으로 인식

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 다. 따라서 외로운 사람

들이 타인을 신뢰하고, 친 한 계를 맺으며, 외로움

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타인에 한 부정  시각

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을 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인화와 비인간화가 사회  연결욕

구를 기반으로 한다면, 사회  연결욕구가 충족되지 못

해서 발생하는 외로움의 정서는 의인화  비인간화의 

경향에 향을 끼칠 가능성을 검증하려 한다. 지 까지 

선행연구들에서는 외로움의 상만을 기술하거나, 

는 의인화 는 비인간화의 상을 별도로 기술하는 

연구로 수행되고, 이 두 가지 상의 공통된 심리  기

제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의인화  비인간화의 계를 

Epley 등(2007)의 이론을 토 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로움

의 개인차는 의인화에 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에서

는 한 개인이 경험하는 외로움이 커질수록 사회  연

결 욕구의 충족을 해 의인화경향이 높아질 것을 

측한다. 둘째, 상황 으로 유도한 외로움은 의인화와 

원에서는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 고소득자는 유능함의 차원

에서는 높지만, 따뜻함의 차원에서는 낮은 것으로 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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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집단에 한 비인간화에 향을 끼치는가? 본 연구

에서는 외로움은 의인화와 외집단에 한 비인간화를 

증가시킬 것을 측한다.

3. 연구방법  차
 

3.1. 연구 1
 

참가자

4년제 학교의 학생 100명(남 = 65, 평균연령 만 

20.36세, 표 편차 = 1.37)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

시  공고를 통해 자발 으로 참가하 다. 연구 참가에

는 약 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오천

원 상당의 커피쿠폰 보상을 받았다.

 

연구도구  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는 우선 외로움 질문지에 응답하 다. 외로움 질

문지는 UCLA 외로움 척도(UCLA: Russell et al., 1980)

의 한국어 (Kim, 1997)을 사용하 다. 외로움척도는 

총 20개의 문항( : 내 주 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으로 구성되었다. 외로움척도에

는 참가자가 각 문항에 4  척도(1:  없다, 2: 거의 

안함, 3: 가끔, 4: 거의 언제나)에 따라 응답하며, 수

가 높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

한다. Kim(1997)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는 ⍺= .92

으며, 연구 1에서는 ⍺= .84로 나타났다. 이후 참가자는 

의인화과제를 수행하 다. 이 과제에서는 Epley 등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차를 토 로 연구참가자

에게 컴퓨터가 인간 고유의 속성과 연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평정하게 하 다. 인간 고유의 속성에

는 ‘자신 고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정도’, ‘자신의 목

표’, ‘자신의 의지’, ‘자신만의 정서’의 4개 속성이었으

며, 참가자는 자신의 생각을 7  척도에서 평정하 다. 

한 참가자는 컴퓨터를 인간의 속성과 연 되지 않은 

세 가지 측면( : 제품의 매력도, 효율성  견고함)에

서 7  척도에 따라 평정하 다. 의인화경향의 산출을 

해 참가자가 컴퓨터를 인간의 속성에 따라 평정한 

수의 평균  인간과 연 되지 않은, 제품의 질  측

면에서 평정한 수의 평균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 다. 

이 에서 인간 고유특성과 연 된 4개 속성에서 수

가 높을수록 의인화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 다. 연

구 1에서 컴퓨터에 한 의인화척도의 내  합치도는 

인간고유의 특성과 연 된 문항에 해 ⍺= .67, 비연

문항 3개에서 ⍺= .64 다.

컴퓨터에 한 평정이 종료되면, 참가자들은 동물에 

한 의인화과제를 수행하 다. 이 과제에서는 참가자

가 고양이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고양이와 연 된다

고 생각되는 3개의 속성을 제시된 12개의 형용사 에

서 선택하도록 하 다. 12개의 형용사는 Epley 등

(2008)의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들이며, 3개 하 역으

로 되어있다. 하 역은 타인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인간의 특성( : 공감해주는, 배려심이 많은, 생각이 깊

은), 공감이나 배려와 연 되지 않는, 인간의 특성( : 

창의 인)  인간/동물과 모두 연 된 행동특성( : 

민첩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양이에 한 의인화경

향을 산출하기 해 세 개의 각 하 역의 총 문항에

서 참가자가 선택한 문항의 비율을 계산하 다. 하

역 에서 공감하는 인간특성과 연 된 속성을 선택한 

문항비율이 높을수록 의인화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하 다.

 

연구 설계

연구 1은 주 으로 경험된 외로움과 의인화경향

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측정하여 이들 변인간의 계

를 분석하는 상 연구로 설계되었다.

 

분석 방법

연구 1에서는 외로움을 경험할수록 의인화경향 이 

높아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SPSS 18.0 

통계분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 분석을 

수행하 다.

 

3.2. 연구 2
 

참가자

4년제 학교의 학생 75명(남 = 33, 평균연령 만 

23.57세, 표 편차 = 2.53)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

시  공고를 통해 자발 으로 참가하 다. 연구에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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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오천원 상당

의 커피쿠폰의 보상을 받았다.

 

연구도구  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지를 기반으로 실시되었다. 

참가자는 우선 무선 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되어 작문

과제를 수행하 다. 이  한 집단은 외로움집단(n=38)

으로서 최근 3개월간 자신이 학생활에서 경험했던 

외로움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때 느낀 경험을 가능한 

생생하게 15문장 내외의 길이로 5분 동안 작성하 다

(부록 참조). 다른 집단은 통제집단(n=37)으로 자신의 

일상에 해 15문장 내외의 을 5분 동안 작성하는 

작문과제를 수행하 다. 선행연구(Campbell et al., 

2017; Waytz & Epley, 2012)에서는 작문과제를 통해 

연구참가자에게 특정 정서와 생각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고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

로 작문과제를 통해 연구참가자에게 외로움의 정서를 

유도하 다.

작문과제가 종료되면, 참가자는 연구 1과 동일한 외

로움 질문지에 응답하 다. 연구 2에서 외로움척도의 

내 합치도 ⍺= .74로 나타났다. 외로움질문지가 종료

된 후, 참가자는 의인화과제를 수행하 다. 연구 2의 

의인화과제는 연구 1과 동일하 다. 연구 2에서 컴퓨

터에 한 의인화척도의 내  합치도는 인간고유의 특

성과 연 된 4개 문항에 해 ⍺= .66 으며, 비연 문

항 3개에 해 ⍺= .62로 나타났다. 컴퓨터와 고양이에 

한 의인화과제 이후 참가자는 비인간화척도에 응답

하 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Waytz & Epley, 2012)를 

참조하여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 다. 비인간화척

도는 총 4개 문항( : 벌 같이 구는 사람은 아무 게

나 다루어도 괜찮다)이었으며, 참가자는 문항의 내용

에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7  척도에 따라 응답하

다. 비인간화척도의 내 합치도는 본 연구에서 ⍺= .63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는 자신의 이웃(자

신의 거주공간에 물리 으로 가깝게 살고 있으며, 상호

작용이 가능한 사람)에 한 신뢰감을 5개 문항( : 내 

이웃사람들은 서로에게 심이 있다)에서 5  척도에 

따라 응답하 다. 이웃 계에 한 척도는 선행연구

(Sampson, Raudenbush, & Earls, 1997)에서 사용한 척

도를 한국어로 번안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내

합치도⍺= .71로 나타나났다.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2(집단: 외로움 vs. 통제)이

며, 집단간 설계로 구성되었다. 측정변인은 경험된 외

로움, 사물과 동물에 한 의인화경향, 비인간화 경향 

 이웃에 한 신뢰 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의인화경향, 비인간화경향 

 이웃 계에 한 신뢰감에 향을 끼치는지를 검증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SPSS 18.0 통계분석 로그

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상 분석

을 수행하 다.

 

 

4. 연구 결과  논의
 

4.1. 연구 1
 

Table 1과 같이 연구참가자가 보고한 외로움의 정도

가 커질수록 컴퓨터를 인간 고유의 특성과 연결하는 

의인화의 경향이 높아졌다, r(100)=.256. p=.038. 한 

참가자가 응답한 외로움의 정도가 높을수록 고양이에 

해 인간의 공감/배려와 같은 사회  지지와 연결된 

속성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졌다, r(100)=.240. p=.049. 

반면 외로움은 의인화와 연 되지 않은, 컴퓨터의 특성

에 한 평정결과와 유의한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100)=.187. p=.112. 한 외로움은 사회  지지와 연

결되지 않은 고양이의 속성이나, r(100)=-.120. p=.332,  

고양이의 행동특성과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r(100)=-.042. p=.731. 이 결과는 외로움을 경험하

는 정도가 클수록 사물이나 동물을 인간과 유사한, 사

회  계의 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Epley 등(2007)의 의인화 이론과 일치한다. 연구 1에서

는 외로움과 의인화의 상 계만을 보여주었기 때문

에, 연구 2에서는 외로움의 정서를 유도하여, 외로움이 

의인화, 비인간화  이웃에 한 신뢰감에 끼치는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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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Correlations

Variables 2 3 4 5 6

1. loneliness 1.812(0.437) .256* .194 .240* .187 -.042

2. anthropomorphic ratings for computers 3.007(1.342) .117 .178 -.179 -.017

3. non-anthropomorphic ratings for 
computers

5.196(0.848) .121 -.015 -.027

4. social-connection traits for cats 0.083(0.210) -.258* -.455**

5. non-connection traits for cats 0.224(0.188). -.608**

6. behavioral traits for cats 0.254(0.127)

Note. Anthropomorphic/non-anthropomorphic ratings for computers are reported as average ratings for each individual item. The ratings 
for cats are reported as the proportion of traits selected out of the total number possible for the indicated category (four social connection 
traits, four non-connection traits, and four behavioral traits). *p < .05, **p < .01

Table 1.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loneliness and anthropomorphism regarding computers and cats (Study 1)

 

4.2. 연구 2
 

조작 검

연구 2에서는 작문과제를 통해 외로움의 정서를 참

가자에게 무의식 으로 유도하 다. 실험조작이 외로

움의 정서를 활성화시켰는지를 분석하기 해 실험조

건과 통제조건에서 참가자가 보고한 외로움의 정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실험집단(M =2.203, SD = .757)에

서는 통제집단(M = 1.789, SD = .553)보다 참가자가 

보고한 외로움의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t(73) = 

2.702, p = .009. 이 결과는 작문과제를 통한 실험조작

이 외로움의 정서에 향을 끼쳤음을 보여 다.

 

의인화 

Table 2와 같이 연구참가자의 의인화 경향을 각 조건

별로 분석하 다. 그 결과 외로움의 조건에서 통제조건

보다 컴퓨터를 인간고유의 특성과 연결시키는 의인화

경향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t(73) = 2.018, p = .049. 

한 고양이의 특성에 해서도 세 가지 하 역 

에서 사회  지지와 연결된 특성을 고르는 경향이 유

의하게 더 높았다, t(73)=2.142, p=.047. 반면 사회  지

지와 연 되지 않는 특성  행동특성에 해서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Table 3과 같이 외

로움은 컴퓨터를 의인화하는 경향, r(75)=.331, p=.049, 

고양이를 사회  지지와 연 시키는 의인화경향과 유

의한 상 계에 있었다, r(75)=.356, p=.043.

 

비인간화

Table 2와 같이 외로움의 조건에서 통제조건에 비해 

비인간화경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t(73)=2.036, p=.043. 

한 이웃에 한 신뢰감은 외로움의 조건에서 통제조

건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t(73)=-4.200, p=.025. Table 3과 같이 비인간화의 경

향은 컴퓨터  고양이를 의인화하는 경향과 유의한 

상 계에 있었다, r(75)=.268, p=.048. 이 결과는 의인

화와 비인간화가 외로움이라는, 공통된 심리  기제에 

기반할 가능성을 보여 다. 한 외로운 사람들이 다른 

인간이나 이웃 계를 통해 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동물을 통해 사회  지지를 얻고자 하는 경향

을 추정해볼 수 있다.

 

Variables
Conditions

loneliness control t p

loneliness ratings 2.203 1.789 2.702 .009

anthropomorphic 
ratings for 
computers

2.401 1.939 2.018 .049

social-connection  
traits for cats

0.652 0.523 2.142 .047

non-connection 
traits for cats

0.263 0.270 -.130 .892

behavioral traits 
for cats 

0.117 0.290 1.336 .107

dehumanization 
ratings

4.131 3.635 2.036 .043

neighborhood 
efficacy

2.662 3.833 -4.200 .025

Table 2. Mean comparisons betwee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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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D) Correlations

Variables 2 3 4 5 6 7

1. loneliness 1.999(0.692) .331* .356* -.172 .156 .342* -.343*

2. anthropomorphic ratings for computers 2.173(1.011) .071 -.056 -.032 .253* .179

3. social-connection traits for cats 0.591(0.166) -.162 -.380* .268* -.149

4. non-connection traits for cats 0.265(0.219) -.321* -.082 .197

5. behavioral traits for cats 0.203(0.302) .042 .238

6. dehumanization 3.887(1.189) -.011

7. neighborhood efficacy 3.13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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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Means and Correlations between loneliness, anthropomorphism, dehumanization and neighborhood efficacy (Study 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연구를 토 로 외로움의 정서

가 의인화  비인간화에 끼치는 향을 탐색하 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사물 

 동물에 한 의인화경향이 높아졌다. 한 연구 2에

서는 외로움의 정서를 유도했을 때, 비인간화의 경향이 

높아지고, 이웃 계에 한 신뢰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의인화와 비인간화 간의 유의한 상

계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의인화는 사회  계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에 기반한다는 Epley 등(2007)의 이

론을 지지한다. 한 동물과 사물을 통한 사회  계

욕구의 충족은 인간을 비인간화하거나 자신의 이웃에 

한 계욕구를 감소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결

과는 외로운 사람이 동물과 사물을 통해 자신과 공통

된 인간  특성을 발견하고, 사회  지지를 얻는 의인

화의 과정을 통해 다른 인간과의 계는 오히려 멀어

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는 연구참가자의 컴퓨터  고양이에 한 사  경험

을 조사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과 컴퓨터/

고양이에 한 의인화경향의 계가 유의하게 나타났

지만, 연구참가자의 컴퓨터 련 배경 지식이나 반려동

물과의 경험을 변인으로 측정하여 통제하지 않았기 때

문에, 본 연구결과의 해석에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연

구에서는 연구참가자의 개인  변인을 측정하여 외로

움, 의인화  비인간화의 계를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주로 

사용했는데, 종속변인의 측정에서 문제 이 나타났다. 

우선,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충분히 높지 않았

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문항 개수가 어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지만, 문항의 비일 성이나 내용에 

한 참가자의 오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비인간화의 측정에 다양한 척

도를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가 작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종속변인의 측정에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가 충분히 

높지 않았고, 문항개수가 어서 표 편차가 컸던 것과 

연 될 수 있다(Coe, 2002). 한 조건당 연구참가자수

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과 통제변인( : 참가자의 우울

성향, 동물과 컴퓨터에 한 호감정도)을 다양하게 고

려하지 않았던 것을 원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산출

한 결과에는 다른 변인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Beadle et al., 2012). 를 들어, 외로움을 표 하는 것

에는 성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Borys & Perlman, 

1985). 여성은 직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남성보

다 더 강한 외로움을 표 하는데 비해, 간 인 측정

도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수 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은 외로움

의 정서를 표 하는 것을 사회 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으로 인식하지만, 남성은 자신의 외로움을 표 하는 것

이 사회 으로 정 인 인상추구에 방해가 되는 것으

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자기보고식 질문지 이외에도 참가자가 의식

으로 반응을 조 할 수 없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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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인의 측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를 들어, Powers 등 (2014)은 참가자의 상지

각에 한 반응시간을 얼굴 단과제를 활용하여 사회

 계욕구를 측정하 는데, 참가자의 무의식 인 반

응을 수집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효

과 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의 심리  기제인 사회

 계욕구를 이해하고, 이것이 일상에서 다른 사람/

동물/사물과 어떤 계로 나타날 것인지를 탐색하 다. 

외로움의 심리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요하지만, 지

까지 외로움의 인지   동기  측면에 한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외로움에 한 직 인 

이해가 주도 이었다(Beadle, Brown, Keady, Tranel, & 

Paradiso, 2012). 한 외로움에 한 객   주  

인식의 차이, 외로운 사람들의 상지각과 의인화경향, 

외로운 사람들의 타인에 한 공감능력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충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 외로움이 의인화

경향  외집단에 한 비인간화경향과 계가 있다면, 

이것은 외로운 사람들이 인간에 한 부정 인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다. 따라서 외로운 사람들에

게 사람들을 많이 사귀라고 하는 것은 섭식장애가 있

는 사람에게 그냥 먹으라고 요청하고, 우울증환자에게 

힘내고, 활짝 웃으라고 지시하는 것처럼 매우 일방 이

고, 단순한 근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외로움이 

커질수록 사회  연결욕구가 강해지고, 이 연결욕구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무생물에게 이 향한다는 결

과가 도출되었다. 이것은 외로운 사람에게 실제 장에

서 가장 기본 으로 인간에 한 부정 인 을 수

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증거자

료를 제시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사회  연결욕구가 다

른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물과 무생물에 한 의

인화를 통해 충족될 때, 외집단에 한 비인간화의 경

향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외로

움의 문제가 과거에는 노인연령층을 심으로 찰되

었던 것에 비해 최근에는 은 연령층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며, 도시와 농 을 가리지 않고, 보편 인 상

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한 지 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사회  

연결이 정 인 것으로 주로 평가되었지만, 사회  

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외집단에 한 비인간

화를 증가시킬 험성도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Waytz  & Epley, 2012). 외집단에 한 비인간화는 반

드시 잔인한 신체  공격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하 집단에 한 마음지각의 미

세한 차이에서도 찰될 수 있다(Bain, Park, Kwok, & 

Haslam, 2009). Gray, Gray와 Wegner(2007)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경험성과 자기의지 로 활동을 수행하는 

주도성으로 인간의 마음을 정의하고, 사회  낙인집단

에게 경험성과 주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비

인간화의 경향을 보고하 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개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이나 컴퓨터를 인생의 원한 

친구로서 의인화하고, 사회  계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키면, 사회 으로 거리가 있는 다른 사람들에 

해 심을 갖거나, 계를 맺을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

며, 이들에 한 마음지각을 낮게 조정할 가능성을 생

각해볼 수 있다. 인간에게 인간의 속성을 부여하지 않

고,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지각하지 않는 것은 인간 으

로 해야 할 도덕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결과를 

래할 수 있다(Gray, Young, & Waytz, 2012).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외로운 사람들이 사회  계를 맺는 상

과 방식을 세분화하고, 사회  연결욕구의 충족이 사회

의 다양한 하 집단에 한 마음지각을 어떻게 편향시

키는지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재 한국 사회에는 외로움에 한 이해를 향

상시키는 것이 사회 으로 시 하다. 한국에서는 일인

가구가 증하고 있고, 혼밥과 혼술이 유행하며, 혼자 

사는 문화를 겨냥하는 마 도 증하고 있다. 혼자 

사는 문화와 외로움, 사회  계 욕구의 계를 분석

하는 것은 외로움의 심리  기제에 한 이해를 통해 

외로움으로 인한 신체   심리 인 부정  결과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

이 비인간화의 경향  이웃 계에 한 불신과 연결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외로움이 사

회  계를 형성하는데 장애물을 형성할 수 있는 인

지  측면과 동기  측면을 추가 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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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작문과제 지시문(연구 2)

1. 외로움 조건

최근 3개월간 학생활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이 

있습니까? 외로움을 느껴본 상황이 있다면, 가능한 구

체 으로 그때의 느낌과 장면을 가능한 생생하게 기록

해주십시오( : 수업이 끝나고 집에 혼자 돌아올 때, 

학생식당에서 밥을 혼자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이 을 

읽는다면, 이때 어떤 감정을 느 는지에 해 구체 으

로 상상할 수 있도록 생동감있게 사실 으로 어주세

요. 작성시간은 약 5분 정도, 15문장 내외로 기록해주

십시오.

2. 통제 조건

최근 3개월간 학생활에서 자신이 보내는 일상을 

가능한 생생하게 기록해주십시오( :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다른 사

람이 이 을 읽는다면, 이때 어떤 감정을 느 는지에 

해 구체 으로 상상할 수 있도록 생동감있게 사실

으로 어주세요. 작성시간은 약 5분 정도, 15문장 내

외로 기록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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