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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seeks to verify how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taking predict happiness by investiga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reappraisal. Online surveys about empathic concern, perspective-taking, cognitive 

reappraisal, and happiness were conducted by 336 adult subject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taking significantly predicted cognitive reappraisal and happiness, respectively. 

Second, cognitive reappraisal also significantly predicted happiness. Third, the cognitive reappraisal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and between perspective-taking and happiness. Specifically, 

people who emotionally and cognitively empathize with others reported higher levels of cognitive reappraisal, which 

allowed them to experience higher levels of happiness. These findings have confirmed that people can increase their 

happiness by enhancing cognitive reappraisal through emotional and cognitive empathy.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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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정서  인지  공감 요인으로서 공감  여와 조망수용이 행복감을 측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 인지  정서조  기제인 인지  재평가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있다. 336명의 한민국 성인 남녀를 

상으로 공감  여, 조망수용, 인지  재평가, 행복감을 포함한 설문을 진행하 다. 분석 결과, 공감  여와 조

망수용은 모두 인지  재평가, 행복감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고, 인지  재평가 역시 행복감과 유의한 정  상

을 보 다. 한 매개분석 결과, 인지  재평가는 공감  여와 행복감 간의 계는 물론 조망수용과 행복감 간의 

계 사이에서 유의한 수 으로 매개효과를 보 다. 구체 으로, 타인에게 정서 으로 공감하고 한 인지 으로 이

해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은 정서조  장면에서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다시 바라보고 재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궁극 으로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결과는 개인이 행복한 삶을 하기 해 삶을 넓은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여기에 타인에 한 공감이 기여하게 된다는 을 보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시사 과 

한계 이 함께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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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행복을 실 하기 한 일상 속 고민은 오랫동안 여

러 형태로 이어져왔다. 많은 학자들은 행복을 측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 으로 외향

인 태도를 갖거나(Costa & McCrae, 1980; Lucas et al., 

2008) 과제에 몰입하거나(Collins et al., 2009) 낙 성과 

통제감을 갖는 등(Caprara et al., 2017; Langer & Rodin, 

1976)의 내 인 힘을 키우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

나 인간이 사회  존재라는 제를 고려한다면 인간

의 행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계  차원의 요인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인간의 기본 인 욕구 계를 제

시한 Maslow(1943)는 인간의 소속감의 욕구(need for 

belonging)를 제시하면서 인간은 구나 타인과 함께 

존재해야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을 강조하 다. 

Maslow 연구 기에는 사회가 발달할수록 인구가 증

가하고 이에 따라 자연히 소속감의 욕구는 충족될 것

이라 제하 다. 그러나 물리 인 인구증가의 이면에

는 갈등 혹은 소통의 결핍에 따른 ‘군  속의 고독’과 

같은 단 된 외로움이 존재하고 이는 정서  상호작용

의 결핍에 의한 것이라는 에 주목하여, 이후 인간의 

소속감 욕구는 집단 안의 단순한 소속이 아닌 정서  

교감의 차원이라는 을 다시 강조하게 되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과 정서 인 유 감을 갖는 것

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동의하며 이해하

게 되면 자신이 타인과 정서 으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힘들어하는 경험을 볼 때 

왜 런지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자신이 주변 환경과 

동떨어진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타인

과의 정서  교감을 보여주는 개념이 공감이다. 

실제로 공감을 통한 정서  소통의 문제는 사회에

서 다방면으로 강조되고 있는 요한 주제이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업무처리 방식이 이해되지 않고 타인과의 

교류 장면에서 상 방이 느끼는 것을 제 로 느끼지 못할 

때 개인은 이질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계  차원에

서 소통의 문제에서부터(Arnetoli, 2002) 개인  차원에

서 삶의 질의 문제까지(Paro et al., 2014) 반 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 기 때문에 사회  존재로서 안정

되고 행복한 삶을 하기 한 충분조건을 제시하기 

해서는, 자기와 상황을 이해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소통과 계의 핵심 요인이 되는 공감과 그 기능을 살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감은 개인이 외부와 상호작용

하는 장면에서 타인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을 안정 이고 정 인 

상태로 만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인지  

차원에 주목하여 공감을 통한 인지  재평가가 행복을 

측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 다.

2. 이론  배경

2.1. 정서 ㆍ인지  공감

공감은 타인이 경험하는 생각과 느낌을 자신도 경험

하는 경향을 일컫는 개념으로(Decety & Lamm, 2006), 

주로 정서의 염을 통해 상 방의 감정을 경험하고 

타인의 을 수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움행동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는(Preston & de Waal, 2002) 인지, 

정서, 행동 차원에서의 포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

으로 공감은 정서  인지  공감의 두 가지 차원 상

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자는 공감  여 혹은 

공감  심(empathic concern)으로, 후자는 조망수용

(perspective taking)으로 설명되고 있다(Davis, 1983; 

Hoffman, 1977). 먼  정서  공감으로서 공감  여

는 상 가 경험하는 정서를 자신도 유사하게 느끼는 

차원의 공감을 일컫는다. 쉬운 로, 타인의 불행을 보

고 자신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불공평한 우를 

받는 사람을 보고 동정심이나 연민을 느끼는 등의 경

우를 가리킨다(Davis, 1983). 한편 인지  공감은 조망

수용(perspective taking)의 개념으로, 상 가 느끼고 경

험하는 것을 객 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일컫는데, 이를테면 타인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

의 입장을 상상해보려 한다든지, 타인의 에서 사물

을 보려고 한다든지 하는 등의 경우이다(Davis, 1983). 

종합해보면, 타인에게 공감한다는 것은 자기 심 인 

에서 벗어나 타인과 내면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역시 변화 혹

은 확장되어 폭넓은 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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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감과 행복감

특히 공감은 친사회  속성을 지닌 개념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행복의 제조건이 되고 있다. 개인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상 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소

통하면서 지속 으로 타인과 연결되어있다(Fosha et al., 

2009). 그 기 때문에 타인과의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

들은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고 있으며(Chang, 2017),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다 원만한 인 계를 지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다(So, 

2014). 실제로 공감은 타인과의 유 감을 진하고

(Zhou et al., 2003) 인 간 공격성을 감소시키며(Cho, 

2021), 이타행동이나 도움행동과 같은 타인에 한 직

인 친사회  행동을 강화한다(Batson, 1987; Batson 

et al., 2002; Grühn et al., 2008; Wilhelm & Bekkers, 

2010). 이는 공감을 잘하는 경우 자신에게로 몰입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타인에게로 확장됨으로써 사회 으

로 이로운 태도와 행동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효과는 궁극 으로 개인

의 행복감을 높인다. 사람들은 친사회 이고 이타 인 

행동을 통해 행복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자발 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타인을 돕는 

행동이 정  정서를 향상시키고 부정  정서를 감소

시키며(Lee, 2009), 스스로가 삶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하여 자신감을 높이고 정  자기신념을 

갖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Hamilton 

& Fenzel, 1988). 이러한 에서 타인과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상 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녕감과 행

복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공감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정서  인지  두 

차원 모두에서 확인되고 있다. 먼 , 정서  공감은 행

복의 요한 측변인이다. 교사를 상으로 살펴본 

Kim et al.(2017)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 상황에서 학생

들과 감성  공감 모듈(공감을 경험할 때 활용되는 틀)

을 갖고 학생들과 교류하는 교사들의 경우 행복도가 

높았다. 특히, 공감모듈을 감성형과 이성형으로 구분하

을 때(Kim et al., 2012), 감성형 공감모듈을 사용하는 

교사들이 이성형 공감모듈을 사용하는 교사들보다 행

복도가 더 높았다. 즉, 학생들과 정서 인 교류와 소통

을 활발히 하는 교사는 평소에도 정 인 감정을 갖

고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정서  

공감의 친사회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

는데, 거꾸로 반사회  장면에서의 공감의 역할을 살펴

본 Cho(2021)의 연구에 따르면,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공격성을 이는 과정에서 인지  공감보다 정서  공

감의 역할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를 다른 각도로 해석

해보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응 으로 생활하는 

데는 정서  측면에서의 공감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 으로 공감하는 것은 

개인이 덜 부정 이고 더 정 인 정서를 갖고 사는

데 요한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지  공감이 더 요한 경우도 확인되고 있

다. 청소년을 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정서  공감

과 인지  공감 모두가 래의 지지와 더불어 행복감을 

측하는 요인이었는데, 이  인지  공감의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확인되어 친구들의 상황을 객 으로 

잘 지각하며 사는 청소년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

고 있었다(Cho & Cho, 2021). 이러한 인지  공감의 정

서  효과는 성인에게서도 확인되고 있다. 련 연구에 

따르면, 노인을 보살피는 장면(elderly caregiving)에서 

인지  공감 수 이 높은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

과 비교했을 때 스트 스를 덜 받고 새로운 상황에 덜 

두려워하며 덜 우울하게 느끼면서 더 높은 삶의 만족을 

지각하고 있었다(Lee et al., 2001). 즉, 노인을 보살피는 

경우 자신이 보살피는 노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무엇

을 원하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등을 잘 알아차리는 것

은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경험할 수 있는 정서  

으로부터 안정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러한 인지  공감은 타인과의 갈등이나 스트 스 상황

에서 상 가 하는 행동을 그 사람 입장에서 객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다. 특히 인지  공감으로서 

조망수용은 높은 사회  유능감과 자존감을 측하면

서(Davis, 1983) 타인과의 계만족도(Martini et al., 

2001)는 물론 결혼만족도(Meeks et al., 1998; Long & 

Andrews, 1990; Long, 1993)까지 높이고, 넓게는 편견

과 집단갈등을 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Batson et 

al., 1997; Galinsky & Moskowitz, 2000). 이는 인지  

공감이 자아 심  태도를 이고 인교류 상황에서 

한 행동을 유도하여 만족스러운 인 계를 가능

하게 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Je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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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공감은 사회 으

로 정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속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 으로도 정 인 정서를 경험하도록 

하는 조건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2.3. 공감과 인지  재평가

그런데 이러한 공감은 행복과 같은 정서  차원뿐만 

아니라 인지 과정 자체에도 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

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과 비

교했을 때 상 의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상 방의 의

견에 가치를 많이 두는 경향이 있는데(Johnson, 1977), 

이는 공감이 자기 심  성격의 반 의 특성을 가지면

서(Blanchet, 2020) 개인으로 하여  종합 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Wiseman, 2007).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상황 혹은 자신의 내면의 상황에도 용된다. 

즉,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

신의 내면을 좀 더 응 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의 인지  효과를 보여주는 표

인 개념이 인지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이다. 정

서조  과정에서 개인은 일반 으로 정서를 억제하거

나(emotional suppression) 상황을 재평가하는(cognitive 

reappraisal) 등의 두 종류의 조  기제를 사용하는데

(Gross & John, 2003), 인지  재평가는 후자의 개념으

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다

시 평가하여 정서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인지  재평가는 인지  정서조  개념인 조망

수용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조망수용이 타인의 

을 알아차리고 이를 인지 으로 수용하는 개념인 

반면, 인지  재평가는 타인과 자신의 상황을 다른 각

도로 바라보는 개념이라는 에서 조망수용과는 차이

가 있다. 즉, 인지  재평가는 반드시 계 인 차원이 

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스트 스를 가라앉히는 방향

으로 생각하거나 부정  감정을 느낄 때 상황에 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과 같이 자기조 의 의미가 

강하다(Gross & John, 2003).

련 연구들에 따르면,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정서조  상황에서 인지  재평가 방략을 더 많이 사

용한다(Bae & Park, 2015; Hughes et al., 2011; Park, 

2012). 즉 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서 상황에서 상황을 다른 으로 생각하는 방향으

로 정서를 조 하는 것이다. Park(2012)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사용하는 정서조  략

이 달랐는데, 공감능력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 인지  

재평가를 주로 사용하는 반면, 공감능력이 낮은 아이들

은 정서표  억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공감

이 자기조 능력  행동 인 요인보다 인지 인 요인

과 높은 상 을 보인다는 결과를 뒷받침하면서(Park, 

2010), 공감이 정서  차원에서의 조  방략보다 인지

 차원에서의 조  방략을 더 활성화시킨다는 을 

통해 공감이 인지  정서조 을 측하는 강력한 요인

임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Bae & Park(2015)의 연구에

서는 아동의 부모와의 정서사회화 행동( 정  상호작

용)이 아동의 공감능력을 높여 이것이 정서조 이 필

요한 상황에서 인지  재평가 략을 사용하게 한다는 

을 제시하면서, 인지  재평가가 가능하기 해서는 

공감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감 능력은 부모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발달할 수 있다는 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들은 인간이 사회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명하게 다스리는 것이 공감을 통해 구  가능하다는 

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인지

 재평가가 공감  여와 조망수용에 의해 독립 으

로 향을 받는 양상을 보여  결과들은 아직 부족하

기 때문에 두 종류의 공감의 변별  효과를 구체 으

로 찰할 필요가 있다.

2.4. 인지  재평가와 행복감

특히 이러한 인지  재평가는 공감과 함께 행복을 

측하는 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응 인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건강하게 받아

들일 수 있다면 고통스러운 상황에 몰입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내  혼란을 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정서

조  장면에서 인지  과정은 스트 스 상황에서 자신

의 정서를 강하게 혹은 약하게 조 할 수 있도록 돕는 

요한 역할을 한다(Garnefski et al., 2001). 고등학생들

을 상으로 찰한 Garnefski et al.(2001)의 연구에 따

르면, 인지 인 처 과정은 부정 인 사건의 경험이 

우울이나 불안으로 이어지는 계를 약화시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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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 으로, 이나 스트 스와 같

은 경험을 하 을 때 이를 정 으로 재 화(positive 

refocusing)하거나 정 인 방향으로 재평가하는 방식

(positive reappraisal) 등의 응 인 인지 략을 구사

하는 학생들은 불안과 우울을 보고하는 경향이 낮았다. 

이는 인지 으로 응 인 각도로 생각을 환하는 노

력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인지  재평가는 개인으로 하여  스트 스 상

황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바꾸도록 하여 부정

인 감정을 이게 하고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여 정 인 감정을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Gross & John, 2003). 즉, 인지  재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상을 살면서 정  정서를 더 많이 경험

하는 반면, 부정 인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특히 인지  재평가를 통한 정서 인 혜택은 

높은 삶의 질을 측하는 요인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경

향이 있는데(Dryman & Heimberg, 2018), 연구들에 따

르면, 인지  재평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

감이 높을 뿐 아니라 자존감과 낙 성 수 이 높고, 자

신이 처한 환경을 더 잘 통제한다고 지각하는 경향

(environmental mastery)이 높았다(Brewer et al., 2016; 

Gross & John, 2003; Haga et al., 2009; Hu et al., 2014; 

Moore et al., 2008). 다시 말해, 이들은 정서를 잘 조

하고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Dryman 

& Heimberg, 2018). 그리고 이러한 인지  재평가를 

통한 효과는 개인의 정서를 보다 안정되고 안녕감 높

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Haga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노르웨이와 호주, 미국인들을 상으로 인

지  재평가가 문화를 월하여 개인의 안녕감을 측

하는 요인이라는 을 검증하 다. 연구에 따르면, 외

향성이나 신경증과 같이 개인의 안녕감에 강한 향을 

주는 성격 변인들(DeNeve 1999; Schimmack et al., 

2004)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인지  재평가가 정  

정서와 삶의 만족을 정 으로, 부정  정서를 부 으로 

측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지  재평가가 행복의 

요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문화를 월해서 개인이 

행복을 유지하도록 하는 삶의 지혜의 도구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 , 사회  장면에서 행복은 매 순간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응 으로 잘 다스리

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 특히 인지  차원에서의 정서

조 은 감정 인 반응을 객  단의 역으로 유도

함으로써 감정에 압도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3. 연구의 목 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 과 가설을 바탕으로 

공감이 행복감을 측하는 경로에서 인지  재평가가 

매개하는 과정을 검증해볼 것이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공감이 행복감을 측하는 

요한 요인이라는 을 재확인할 것이다. 사회  존재로

서 인간의 행복은 계  차원을 간과하고 고찰될 수 

없으며, 사회  장면에서 만족스러운 정서 생활이 가능

하기 해서는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 

역시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 ㆍ인지  

공감이 행복감을 측한다는 을 재확인함으로써 기

존의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공감이 인

계에서 작용하는 이타  기능 외에 개인의 정서에도 

정 으로 기능한다는 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공감이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인지과정

이 개입한다는 을 확인할 것이다. 행복의 조건으로서 

공감의 역할을 다룬 몇몇 연구에서는 단순히 정서 으

로 공감하고 인지 으로 수용하는 것이 정  정서와 

행복에 도움이 된다는 검증 결과를 공감과 행복 간의 

단순 계 상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

가 학술 ㆍ실용 으로 보다 구체 으로 다루어지고 

효율 으로 정착되기 해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심

리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공감과 행복 간의 계를 정 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인지  매개요인을 인지  정서조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셋째, 인지  재평가에 미치는 정서 ㆍ인지  공감

의 효과를 공감  여와 조망수용을 바탕으로 각각 

구분하여 확인할 것이다. 공감과 인지  재평가 간의 

계를 보여주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주로 공감을 

하나의 개념으로 보고 두 요인 간의 정 인 계를 제시

한 것이 부분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차원에서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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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서 ㆍ인지  차원에서 각각 처리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 역시 구분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두 차원이 인지  정서

조 에 미치는 향을 나 어서 제시해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과 연구

모형을 토 로 변인 간 계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가설 1. 공감  여는 행복감을 측할 것이다.

가설 2. 조망수용은 행복감을 측할 것이다.

가설 3. 인지  재평가는 공감  여와 행복감 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4. 인지  재평가는 조망수용과 행복감 간의 

계를 매개할 것이다.

Empathic

Concern

Perspective

Taking

Cognitive

Reappraisal
Happiness

Fig. 1. Expecting model  

4. 연구방법

4.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조사회사 엠 인을 통해 만 20 부

터 50  사이의 청장년층 336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

문을 실시하 다. 연령분포를 20 에서 50  사이로 

한정한 것은 만 20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기로 분류될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 경우 노년기로 분류되기 때문

에 이 두 연령  사이 구간에 분포한 인원들을 상으

로 조사하는 것이 일반 인 성인의 생활을 찰하고 

분석하는 데 더 타당할 것이라고 단했기 때문이다. 

수집된 자료의 연령은 최소 만 20세, 최고 만 59세, 평

균 39.75세(표 편차 11.25) 으며, 성별은 남녀 각각 

168명(50%)씩 동수로 수집되었다.

4.2. 측정 도구

4.2.1. 정서 ㆍ인지  공감

정서  공감과 인지  공감을 측정하기 해, Davis 

(1980, 1983)가 제작하고 Cho(2009)가 번안한 인 간 

반응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공감  

여와 조망수용 요인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두 요인 외에 공상과 개인  고통의 두 요인을 포함하여 

총 네 요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공감  여와 조망

수용은 각각 정서  인지  공감 경향을 확인하는 연구

에서 일반 으로 활용되고 있다(Eisenberg & Miller, 

1987). 여기서 공감  여는 타인에게 일어나는 상황

을 볼 때 마치 자신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

들에 해 꽤 감동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은 

나에게 그다지 크게 향을 끼치지 않는다(역 수 문

항).’ 등의 문항들로 이루어졌으며, 조망수용은 상 방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

으로, ‘나는 결정을 내리기 에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

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려고 한다.’,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에서 사물을 보는 게 어렵다

(역 수 문항).’ 등의 문항들로 구성되어있다. 두 요인은 

7개 문항씩 5  상에서 측정되었고(1 :  그 지 

않다, 5 : 매우 그 다), 문항 간 내 합치도는 각각 

공감  여 .687, 조망수용 .636이었다.

4.2.2. 인지  재평가

인지  재평가 측정을 해 Gross & John(2003)이 개발

한 정서조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를 

Shon(2005)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 다. 정서조  

질문지에서는 ‘인지  재평가(cognitive reappraisal)’과 ‘정

서표  억제(expressive suppression)’의 두 요인을 통해 

각각의 정서조  정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  인지  재평가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 다. 

인지  재평가 요인은 ‘ 정 인 감정을 더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하여 생각을 바꾼다.’, ‘스트 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

로 생각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6개 문항의 7  

척도로 되어있으며(1 :  그 지 않다, 7 : 매우 

그 다), 본 연구에서의 내 합치도는 .86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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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행복감

행복감 측정을 해 Suh & Koo(2011)가 개발한 단축

형 행복 척도(COMOSWB)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개

인 , 집단 , 계  측면에서의 만족도를 각각 보고하

여 더한 값으로 만족감 수를 구하고, 세 가지 정  

정서(즐거운, 행복한, 편안한)와 세 가지 부정  정서(짜

증나는, 부정 인, 무기력한)를 계산하여 정정서와 부

정정서 값을 각각 구한 후, 만족감과 정정서 값의 합에

서 부정정서 값을 뺀 값을 통해 행복감 수를 산출한다

(e.g., 정정서 + 만족감 － 부정정서). 본 척도에서 모든 

문항은 7  척도로 보고되었으며, 각 요인의 내 합치도

는 정정서 .904, 부정정서 .814, 만족감 .841이었다.

4.3. 자료분석

본 연구의 분석을 해 SPSS 26.0 통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일반  특성을 확인하고 상

분석을 통해 변인 간 계를 확인하 다. 한 결과 변

인인 행복감에 미치는 측변인들 간에 다 공선성이 

있는지를 보기 해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공차한계

(Tolerance)와 분산팽창계수(VIF)를 확인해보았다. 그

리고 매개분석을 통해 공감  여와 조망수용이 행복

감을 높이는 과정에서 인지  재평가가 매개효과를 보

이는지를 검증해보았다. 매개분석은 PROCESS Macro 

(Hayes, 2013) 4번 모델을 활용하 고, 이 과정에서 붓

스트래핑 무선표본추출 횟수를 5000으로 설정하고 신

뢰구간 95% 상에서 나타나는 상한값과 하한값을 기

으로 두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간 효과의 유의성을 단하 다.

5. 결과

5.1. 주요 변인들 간의 계

변인들 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Table 1), 독립변

인인 공감  여와 조망수용은 모두 종속변인인 행복

감과 유의한 수 에서 정 인 상 을 보여, 가설 1과 

2를 지지하 다(r공감 여 = .23, p < .01; r조망수용 = .22, 

p < .01). 즉, 정서 ㆍ인지 으로 공감을 많이 하는 사

람들이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개변인인 인지  재평가 역시 공감  여와 

조망수용과 유의한 수 에서 정 인 상 을 보 으며

(r공감 여 = .38 p < .01; r조망수용 = .48, p < .01), 행복감

과도 유의한 수 에서 정 인 상 을 보 다(r공감 여 

= .43, p < .01; r조망수용 = .22, p < .01). 이에 따라 정서

ㆍ인지 으로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지  재평가 

수 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 인지  

재평가 수 이 높은 사람들은 행복감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행복감을 종

속변인으로 투입하고 측변인인 공감  사고와 조망

수용, 인지  재평가, 성별, 연령을 독립변인에 투입하

여 다 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74∼.97), 분산팽창계수는 모두 10 이하(1.03

∼1.46)로 나타나 측변인들 간의 다 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다만, 성별과 연령의 경우 종속변인과의 유의

한 상 은 보이지 않으나 두 요인 모두 정서  공감요

인인 공감  여와 유의한 수 에서 정 으로 상 을 

보이고 있으며(r성별 = .14, p < .01; r연령 = .16, p < .01), 

연령의 경우 매개변인인 인지  재평가와도 유의한 수

에서 정 인 계를 보이고 있으므로(r = .15, p < 

.01), 여성이 정서  공감을 더 많이 하고, 연령이 높을

수록 정서  공감과 인지  재평가를 더 잘한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요인이 결

과 분석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기 해 성별과 연

령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실시하 다. 

1 2 3 4 5 6

1. Empathic 

Concern
1

2. Perspective 

Taking
.45** 1

3. Cognitive 

Reappraisal
.38** .48** 1

4. Happiness .23** .22** .43** 1

5. Gender .14** .05 .10 .08 1

6. Age .16** .08 .15** .01 -.03 1

Mean 3.34 3.28 4.65 14.57 1.50 39.75

SD .48 .44 .83 8.41 .50 11.25

Skewness .28 -.09 .37 -.60 0 -.01

Kurtosis -.18 .31 .21 .94 -2.01 -1.19

** p < .01

Table 1. Correlations (N=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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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지  재평가의 매개효과 검증

  

5.2.1. 공감  여와 행복감 간의 계에서의 매개효과

우선, 공감  여와 행복감 간의 계에서 인지  

재평가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가설 3 지지, 

Table 2 & Fig. 2). 구체 으로, 공감  여는 인지  

재평가를 측하 으며(B = .62, p < .001), 인지  재평

가 역시 행복감을 측하 다(B = 4.16, p < .001). 한 

공감  여가 행복감을 측하는 과정에서 인지  재

평가를 통제한 경우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B 

= 1.29, p = .174), 인지  재평가를 통제하지 않은 총효

과는 유의하 다(B = .18, p < .001). 아울러, 붓스트래

핑을 통해 간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한 결과, 95% 

신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B = 2.59, 

BootSE = .56, 95%CI[1.60, 3.79]). 

이 결과는 정서 으로 공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는데, 이는 특히 정서  공감

이 상황에 해 인지 으로 재평가하도록 하기 때문이

라는 을 보여  결과이다. 즉, 정서 으로 공감을 많

이 하는 것은 상황에 해 기존과 다른 각도로 바라보

게 하는 경향을 높여 이것이 궁극 으로 행복감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5.2.2. 조망수용과 행복감 간의 계에서의 매개효과

한, 조망수용과 행복감 간의 계에서 인지  재

평가의 유의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가설 4 지지, 

Table 3 & Fig. 2). 구체 으로, 조망수용은 인지  재

평가를 측하 으며(B = .88, p < .001), 인지  재평가 

역시 행복감을 측하 다(B = 4.37, p < .001). 한 

조망수용이 행복감을 측하는 과정에서 인지  재평

가를 통제한 경우 직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B 

= .22, p = .837), 인지  재평가를 통제하지 않은 총효

과는 유의하 다(B = 4.05, p < .001). 아울러, 붓스트래

핑을 통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95% 신

뢰구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

아 간 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B = 3.83, 

Path B SE t
95%CI

Lower Upper

Empathic Concern → Cognitive Reappraisal .62 .09 6.90*** .45 .80

Cognitive Reappraisal → Happiness 4.16 .54 7.70*** 3.10 5.22

(Direct) Empathic Concern → Happiness 1.29 .95 1.36 -.57 3.16

(Total) Empathic Concern → Happiness 3.89 .96 4.04*** 1.99 5.78

 *** p < .001

Control Variables: Gender, Age

Table 2. Th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concern and happiness

Direct = 1.29

Empathic

Concern

Perspective

Taking

Cognitive

Reappraisal
Happiness

Total = 3.89
***

Direct = .22

.62
***

Total = 4.05
***

.88
***

4.16
***

4.37
**

Fig. 2. The result model

Path B SE t
95%CI

Lower Upper

Perspective Taking → Cognitive Reappraisal .88 .09 9.73*** .70 1.06

Cognitive Reappraisal → Happiness 4.37 .57 7.61*** 3.24 5.49

(Direct) Perspective Taking → Happiness .22 1.07 .21 -1.88 2.33

(Total) Perspective Taking → Happiness 4.05 1.02 3.97*** 2.04 6.06

 *** p < .001

Control Variables: Gender, Age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pective taking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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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SE = .80, 95%CI [2.39, 5.49]).

이 결과는 조망수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경험하는데, 이는 인지  공감이 상황에 해 

다시 평가하고 해석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라

는 을 보여  결과이다. 즉, 인지  공감을 많이 하는 

것은 정서  공감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해 다른 방

식으로 바라보게 하는 경향을 높여서 이것이 행복감으

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6.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행복감을 높이는 요한 이유

가 정서 ㆍ인지  공감 요인으로서 공감  여와 조

망수용이 인지  재평가를 유도하기 때문이라는 을 

매개분석을 바탕으로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은 행복감을 측하 다. 

이는 공감과 행복 간의 계를 보여주는 다수의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Choi et al., 2016; Wei et 

al., 2011), 타인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정서 으로 같이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경향과 객 인 알아차림을 

통해 상 의 상황을 인지 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경향 모두가 개인의 삶에서 행복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을 보여  결과이다. 개인의 행복은 단순

히 매 순간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에 한 정 인 정

서에 따라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며 타인 혹은 상황

을 감정 인 차원에서 그리고 인지 인 차원에서 받아

들이는 과정으로부터도 실 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과

의 상호작용 장면에서 공감이 상 방에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정서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공감  여와 행복감 간의 계를 인지  재

평가가 매개하 다. 이 결과에서는 타인과 감정을 공유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자원

이 될 수 있다는 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신

의 기분을 더 좋게 하고 싶거나 부정  정서 상황에서 

기분이 덜 나쁘고 싶을 때 자신의 생각을 유연하게 바

꿀 수 있는 인지  략이 공감 능력을 통해 가능하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를 

추론해보면,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수용하는 개

념이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에

서 상황에 한 지식과 정보가 확장되기 때문에 이러

한 결과가 자기조  장면에서의 인지  자원이 되어 

자신의 정서를 정 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는 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서  공감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감정교류가 인지  차원에서 상황에 한 인지  재평

가 능력을 높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지  재평가는 조망수용과 행복감 간의 

계 역시 매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조망수용의 인지  

과정이 단순히 상 방의 입장을 객 으로 지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역할을 함으

로써 폭넓은 사고를 통해 정 인 정서를 이끌어낸다

는 을 보여주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인지  재평가

가 행복감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반복 으로 보고되고 있는데(Gross & John, 2003; Haga 

et al., 2009; Hu et al., 2014),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

한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인지  재평가가 조망수용을 

통해서도 구 이 가능하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로를 구체 으로 해석해보면, 조망수용은 상

방의 입장을 객 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뜻하

는데(Davis, 1994), 이러한 인지  공감 능력은 환경 혹

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장면에서 자기 심 인 경향에

서 벗어나게 함과 동시에(Jee, 2014) 공감  여와 마

찬가지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확장시킴으로써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해석해

보고 다른 각도로도 생각해보는 가능성을 함양하게 되

어, 이는 결국 개인의 안녕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 을 생각

해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공감이 행복과 같은 개

인의 내  요인에 미치는 인지  효과를 확인한 연구

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이 주는 효과에 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유 감(Zhou et al, 2003), 행복감(Choi et 

al., 2016; Wei et al., 2011), 만족감(Choi, 2005; Chun 

et al., 2017) 등과 같은 정서  결과 혹은 친사회  행

동(Batson et al, 2002)이나 이타행동(Batson, 1987), 도

움행동(Grühn et al., 2008; Wilhelm & Bekkers, 2010) 

등과 같은 행동  결과에 한 설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공감을 인지  과정의 차원에서 짚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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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일차 으로 공감의 인지과정 상의 효과를 확

인하 다는 측면에서 학술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감이 행복을 고양시키는 효과가 왜 일어나며 

이를 바탕으로 행복의 여러 역  인지  평가를 통

한 요인을 증 시키기 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제안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용 인 효과를 함께 고

려해볼 수 있다. 특히 일상 속에서 개인이 생각의 방향

을 바꾸는 것이 특정한 경험이나 특수한 상황에 따른 

깨달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타인과 정서  

인지 으로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본 연구를 통해 공감이 요한 이유가 원활한 

의사소통과 같은 친사회 인 측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

닌 궁극 으로 자신의 행복에도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감은 개념상 타인과의 상호작용 장면을 제

로 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술한 바와 같이 이타행동이

나 친사회  행동 등과 같은 계  장면에서의 정  

효과를 주로 기 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반

복 으로 검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은 타인에 

한 심과 수용의 태도를 통해 개인 내 으로도 더 

정 인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의 결과는 공감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을 보여  것으로, 공감을 

잘하는 것이 단순히 타인의 상황을 정서 ㆍ인지 으

로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까지 기여하는 확장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을 재확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인지  차원에서의 변화가 

개입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공감이 개인의 유연한 

사고와 련이 있고 이러한 인지  결과가 개인을 정

이게 만들어 정서 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여

건을 만들어 다는 을 제시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재검증된 인지  재평가의 정서

 효과는 스트 스에 취약한 사회에 실용  측면

에서의 요한 시사 을 갖는다. 사회를 사는 사람

들은 수많은 개인 ㆍ환경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스

트 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성숙한 방식의 

정서조 은 환경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며 안정된 삶

을 하는 데 특히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지  

정서조  방략으로서 인지  재평가의 정서  효과는 

이미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도 밝 진 바가 있으며

(Brewer et al., 2016; Dryman & Heimberg, 2018; Gross 

& John, 2003), 이러한 결과들은 공통 으로 우리 삶에

서 생각의 틀을 바꾸거나 확장하는 것이 정서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생각을 바꾸

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서 으로 더 나은 상태

를 만드는 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인지

 차원에서 다양한 을 취해보는 노력과 시도는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새로

운 시각을 열어주고 이를 통해 안정감과 통제감을 얻

고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과정과 정  정서 간의 계를 밝 온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맥을 같이하면서 인들이 자

신에게 부정 인 향을 주는 정서 사건에 압도되지 

않고 이를 지혜롭게 다루며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 들을 통해 추후 연

구의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지  재평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문 측정 방식이 타당하기는 하지

만 포 이고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한

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으로 다루는 것은 공감

의 정서 ㆍ인지  차원이 모두 인지과정에 향을 주

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해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

는 태도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용한 설문에서는 이러한 사고 변화 경향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단순히 ‘내 생각을 바꾼다’와 같은 다소 

포 인 용어가 측정을 해 제시되었기 때문에 참가

자의 반응이 다소 범 하고 모호할 수 있으며, 이에 

정교한 인지의 변화를 짚어내기가 어렵다. 즉,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지 혹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등의 

구체 인 인지과정에 한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스트

스 상황에서 을 써보게 하거나 생각나는 것들을 

말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실험 방식을 용하여 인

지  재평가 혹은 인지  변화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찰한 주요 변인들 간의 방향을 

좀 더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

이 인지  재평가를 유도하고 이것이 행복감으로 실

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감을 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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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인지  재평가 경향을 높인

다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 다. 그러나 공감이 인지에 

향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인지 인 패턴

이 공감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개인

에 따라 습 으로 자신의 을 고집하지 않거나 

덜 자기 심 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

러한 인지  습 에 의해 사회  장면에서 타인에게 

정서 ㆍ인지 으로 더 이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감과 인지  재평가의 계를 일방향 으로 규정하

기는 어려우며,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의 분석과 해석

을 통해 공감과 인지, 행복 간의 계와 방향에 한 

다방면의 고찰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감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매개변인을 인지  재평가 외에도 다양한 차원에서 탐

색해볼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인간의 기본 욕구 차원

에서 소속감의 욕구 혹은 애정 욕구는 히 충족되

어야 만족스러운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Maslow, 1943), 인 간 공감의 정서  결과를 측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감은 사회  장면에서 지혜

의 발 을 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의 지식에 한 겸손한 태도(Baltes & Smith, 2008)를 

고양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이 변

할 수 있다는 유동 인 신념(Kramer & Woodruff, 1986)

을 유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개인은 정

서  안정과 안녕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추

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감에 미치는 다양

한 요인들  계  장면에서 공감과 상 이 높은 변

인의 특성을 탐색한다면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과정

에서 공감 요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풍부하

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공감이 유도하는 인지  재평가의 결과 역시 

행복감 이외에 다양한 변인에서 찰해볼 필요가 있다. 

공감은 개념 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 장면을 제로 

하는 요인이므로, 공감의 인지  효과는 정서  행동  

차원에서 여러 정 인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차원에서 삶의 질의 고양은 물론 사회  

차원에서 도덕 행동까지 아우를 수 있을 것이라 추론

해볼 수 있다. 를 들어, 이타행동의 경우 공감과 직결

되는 표 인 행동 변인인데(Batson, 1987), 이는 공감

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더 

의미 있는 행동으로 여기고 더 정 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Grühn et al., 2008). 

따라서 이러한 공감과 이타성 간의 계에 인지  재

평가 요인이 개입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공감을 

하는 것이 왜 친사회 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효과

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외변인에 한 탐색이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를 들어 연령 혹은 세 차 변인

의 경우 공감이나 인지  재평가 정도에서 차이를 만

들어낼 수 있는 변인이다. 본 연구는 성인 일반을 상

으로 분석하면서 보통 일반의 내  경향성을 설명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노년층이나 아직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청소년 집단의 경

우, 공감 능력이 발달 정도에 따라 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지혜 요인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약 7세 정도까지는 자기 심  사고를 하

는 경향이 있고(Piaget, 1964), 이에 조망수용을 포함한 

공감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상되므로 추후 

연령 상의 공감 연구 결과는 공감 교육 시작의 

한 시 을 제시하는데 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노년층의 경우 역시 오랜 시간 축 된 다

양한 경험에 따른 지식이 공감 장면에서 나타나는 인

지  처리 과정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러한 여러 요인들의 향과의 상호작용을 함께 찰한

다면 보다 공고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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