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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와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우울과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계
-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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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가 한국인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특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감안
하여 한국에서 규명된 눈치 특성이 같은 집단주의 사회인 일본에도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집단주의 사회에 속하는 사회로서 서로 공유하는 특성도 있고, 개별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차이가 나는 특성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사회의 집단주의 특성으로 인해 한국에서 진행된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눈치가 일본 사회에서도 2요인 구조로 추출될 것으로 가정하였고, 눈치
와 안녕감, 우울과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계도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것
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두 사회는 거부민감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의 제안에 따라 거부민감
성에서는 두 사회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대학생 147
명(남: 26명, 여: 121명), 일본 대학생 117명(남: 21명, 여: 9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눈치 구조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 모두 2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눈치는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우울과 불안을 감
소시킨 반면, 대인관계는 자기존중감을 매개하지 않고 직접 설명하였다. 눈치와 대인관계의 관계에
서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눈치와 상호작용이 없었으나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상
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눈치, 자기존중감, 안녕감, 우울과 불안,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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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2018),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 문제를 감

서 론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재홍, 2014b). 이처럼
그동안 상담학계에서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상

한국 사회에서 눈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

담모형을 개발하거나 한국문화 특성과 상담이론

는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또는 모형을 접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이상민,

(허재홍, 2014a). 즉,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구성원

오인수, 서수현, 2007;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들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 남

2007; 장성숙, 2007; 주은선, 이혜경, 주은지,

을 배려하고(Hall, 1976),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2007). 이러한 노력과 함께 상담이론이나 모형의

하지 않기 위해서 간접 표현을 선호한다(Hall &

토대가 되는 한국인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도

Hall, 1990). 이러한 집단주의 사회 특성 때문에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김은미, 2007; 최상진, 2011;

구성원들은 상대방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말하

한민 외, 2008).

는 이의 의도를 읽어내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심리학계에서 실증 연구된 한국인의 특성으로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기술이 필요한

는 신명(한민, 2008), 겸손(김은미, 2007), 우리성,

데(Gudykunst et al., 1992; Gudykunst et al., 1996),

정, 체면, 눈치(최상진, 2011) 등 여러 가지가 있으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눈치라는 특성으로 나타

나,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눈치이다.

난다는 것이다(허재홍, 박원주, 2013).

눈치를 실증적으로 처음 연구한 것은 최상진과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눈치는 한국 사회에서

최연희의 연구(1989, 1990)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

대인관계와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심리문제를 감

는 개념 도출 과정과 척도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

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왔다.

어서 허재홍, 박원주, 그리고 김승주(2012)는 이들

그런데 여기서 검토해 볼 것은 눈치가 한국 사회

연구를 보완하여 눈치를 새로 개념화하였고 이

의 집단주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눈치는

개념을 토대로 허재홍과 박원주(2013)는 눈치 척

한국 사회뿐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에 속하는 동

도를 개발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눈치는 ‘상

아시아 사회에도 나타나는 특성일 수 있지 않겠

대방의 마음 또는 상황의 분위기를 파악하여 적

는가 하는 것이다. 언어표현에도 중국어에는 ‘칸

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눈치

옌쓰(看眼色: 얼굴빛을 살핀다)’라는 표현이 있고,

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의 분위

일본어에는 ‘키가 키쿠(気がきく: 생각이 잘 미치

기를 파악하는 ‘파악’ 요인과 상대방의 마음 또는

다)’나 ‘쿠우키오 요무(空気を読む: 공기를 읽는다)’

상황의 분위기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행동’

라는 표현이 있어서 한국에서 규명된 눈치 특성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국 사회뿐 아니라 집단주의 사회에 속하는

눈치와 관련된 실증 연구를 보면 눈치는 대인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는지 검토해

관계를 향상시키고(서현숙, 장미경, 2016; 이유진,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눈치와 유사한 개념에

2016; 최혜진, 심은정, 2019; 허재홍, 2014a; 허재

대한 연구가 되어 있고 한국과 비교 연구가 되어

홍, 2016; 허재홍, 박원주 2013; 허재홍, 오충광,

있는 일본 사회를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2018; 허재홍, 이재창, 2013), 주관적 안녕감을 향

일본에서 눈치와 유사한 표현인 ‘키가 키쿠’와

상시키거나(최혜진, 심은정, 2019; 허재홍, 2014a,

‘쿠우키오 요무’ 관련 연구를 보면 ‘키가 키쿠’는

2014b, 2016; 허재홍, 박원주, 2012; 허재홍, 오충

‘키가 키쿠’의 구성개념을 알아 본 연구(石松, 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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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 2016)가 있고 ‘쿠우키오 요무’는 ‘쿠우키오 요

구에서도 나타난다(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조선

무’의 표현 특징을 알아본 연구(日高, 小杉, 2012)

영 외, 2005).

가 있다. 먼저 ‘키가 키쿠’의 구성개념을 알아본

먼저 정을 예로 들면, ‘정’은 사람 간의 거리를

연구를 보면 ‘키가 키쿠’는 3요인으로 구성된 것

나타내는 경험속성인데(최상진, 2000), 이에 해당

으로 나타났는데, 1요인은 ‘상황파악’ 요인으로서

하는 일본인의 특성은 ‘아마에(甘え)’이다(이누미야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하는 행동과 관련

요시유키, 2003). 두 특성 모두 상대방에게 강한

되어 있었다(문항 예: ‘그룹활동할 때 그다지 발

애착을 보이면서, 공감적이고 친밀하면서 나와 너

언하지 않는다.’, ‘새로운 환경에서 중심인물을 찾

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관계 특성을 보이는 공

아내는 것을 잘한다.’). 2요인은 ‘타자 긍정’ 요인

통성이 있지만(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정이 자

으로서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과 관

신과 타인의 허물없는 관계 속에서 격의 없는 행

련이 있었고(문항 예: ‘늘 웃는 얼굴을 하려고 유

위를 허용하는 특성이 있다면, 아마에는 그 행위

의하고 있다.’, ‘칭찬을 잘 한다.’), 3요인은 ‘계획

를 허용하는 기준과 범위가 정보다 넓지 않으며,

관리’ 요인으로서 시간이나 계획을 잘 지키는지와

더구나 그 이면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가 있

관련이 있었다(문항 예: ‘약속장소에 상대보다 먼

다는 차이가 있다(조선영 외, 2005). 또 다른 개념

저 도착해 있을 때가 많다.’, ‘휴일은 사전에 세워

인 ‘우리’의 예를 보면 한국어의 ‘우리’는 일본어

둔 예정대로 지낸다.’). 문항을 검토해 보면 1요인

로는 ‘와레와레(われわれ)’인데, 두 개념 모두 집

은 눈치의 하위요인 가운데 ‘행동’ 요인과 유사하

단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우

였으나 2요인이나 3요인은 눈치 개념과 관련이 없

리’는 가족 관계의 특성이 사회로 확대된 의식

었다. 또 다른 연구인 ‘쿠우키오 요무’의 표현 특

및 경험체계인 반면, 일본의 ‘와레와레’는 공동

징을 알아본 연구를 보면, 이 표현은 다른 사람과

목표와 공동 활동을 기본적 속성으로 하는 집단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공동체 의식과 경험이라는 차이가 있다(최상진,

내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경우에

1993).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日高, 小杉, 2012). 이

한국과 일본에 존재하는 유사 개념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눈치와 비교해 보면 ‘쿠우키오 요무’

연구를 보면 두 사회가 집단주의 사회에 속한다

나 ‘눈치’가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발동

는 공통점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사점도 있지만,

한다는 면에서는 같지만, ‘쿠우키오 요무’가 상대

각 사회의 문화특성으로 인해 차이점도 존재한다.

방 의견에 무조건 따라가서 그 결과 스트레스를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 사회에 속하는 국가를

느끼는 반면, 눈치는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하고

비교한 연구에서도 나타난다(Potthoff et al., 2016).

상대방에게 적합한 행동을 하여 그 결과 스트레

이런 점을 감안하면, 눈치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스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허재홍, 박원주, 김

집단주의 사회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서로 공유하

승주, 2012; 허재홍, 박원주, 2013) 차이가 있었다.

는 특성도 있을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특징으로

이처럼 한국의 눈치는 일본의 ‘키가 키쿠’나

인해 나타나는 차이점도 있게 될 것이다.

‘쿠우키오 요무’와 유사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먼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공유하는 눈치 특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현상은 한국과 일

은 두 사회가 집단주의 사회에 속한다는 점에서

본을 대상으로 ‘정’이나 ‘우리’ 개념을 비교한 연

찾을 수 있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내집단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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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즉 집단원 간 원만한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연구나 ‘정’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Hall, 1976), 상대방의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각 사회의 독특성 때문에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되고(Gudykunst et al., 1992), 이 때문에 눈치와 같

도 있다.

은 특성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때 상대방의 행

일본 사회의 구성원들은 대인공포적 심성이라

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과 그에 맞는 적합한

고 할 정도로(小川, 1974) 주위 사람들이나 타인을

행동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

많이 의식하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

사회나 일본 사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다.

는지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한다(조선영 외, 2005).

이러한 눈치를 통해 집단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일본인의 특성은 여러 학자들이 지적한

갈등을 완화시키고(최혜진, 심은정, 2019) 대인관

바인데(木村, 1972; 土居, 1971; 一言, 2015; Lim,

계의 원만함이라는 집단주의 사회의 명제를 충족

2013),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일본인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눈치와

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소외되는 것에 민감하다는

같은 특성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집단주의 사

것이다. 이처럼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회에서는 대인관계에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대인관계의 태도로서 외부 대상이

것이다(허재홍, 박원주, 2013). 그런데 이처럼 개인

참조틀이 되는 ‘대상적 자기’를 발달시켰기 때문

이 속한 사회의 명제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개인

이다(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한민 외, 2009). 이

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자기존중감을

에 반해 한국인들은 ‘주체적 자기’를 발달시켜 일

높이게 한다(Kitayama et al., 1997). 개인이 속한

본인들에 비해 자기주장이 강하고 감정을 솔직하

문화의 명제를 충족하는 것이 자기존중감의 근거

게 드러낸다. 실제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한국

라는 사실은 여러 학자가 지적하는 바인데, 자기

과 일본 대학생의 행동 특징을 비교 분석한 연구

존중감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존중감이 높아지게

(서보윤 외, 2011)에 따르면 한국 대학생들은 대인

되면 개인의 안녕감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상대

(Diener & Diener, 1995; Heine & Lehman, 1995;

방 일에 관여하는 행동이 더 많았던 반면, 일본

Kwan, Bond, & Singelis, 1997). 이러한 사실은 여러

대학생들은 상대방에 대해 격식을 차려서 행동하

연구에서 검증되고 있다(허재홍, 2009a, 2009b,

는 경향이 높았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거부에 민

2011, 2012a, 2012b, 2014b; 허재홍, 진현정, 2008;

감한 것은 한번 소외되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Kwan, Bond, & Singelis, 1997; Yetim, 2003). 그리고

어려워(一言, 2015), 사회적 동일시가 많이 작용

자기존중감은 정신병리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변

하기 때문이다(Kashima & Hitokoto, 2009).

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눈치를 통해 자기존

이와 같이 한국인과 일본인의 자기관의 차이로

중감이 향상되면 우울이나 불안이 감소될 수 있

두 사회의 구성원들은 거부민감성에서 차이가 나

다(허재홍, 2014b). 이런 까닭에 앞에서 본 바와

게 되는데, 이 부분이 한국과 일본 사회에 나타나

같이 한국에서 눈치는 대인관계와 관련이 깊고

는 다른 특성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

는 한국과 일본의 구성원들이 거부민감성에서 차

며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거부민감성 수준이

집단주의 사회라는 특성 때문에 한국에서 나타나

높을 때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부정적인 단서에만

는 눈치 특성은 일본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초점을 맞추고 다른 특성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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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특성이 있다(Mor & Inbar, 2009; Romero-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우울이나 불

Canyas et al., 2010). 눈치 수준이 높다는 것은 상

안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

대방의 마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왜곡하지

인관계에서는 눈치가 직접 설명하는지 알아보고

않고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치는 거부민감성

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인 연구에서 나타난

을 감소시킬 수 있다(이슬비, 허재홍, 출판중). 이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거부

런 점에서 보면 눈치가 거부민감성 수준을 감소

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눈치와 대

시키는 폭은 한국 사회보다는 일본 사회에서 더

인관계에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눈치의 상호

클 가능성이 있다.

작용이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한

자 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 2와
같다.

국에서 규명된 눈치 구조가 일본 사회에서도 그
대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방 법

한국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
로 한국의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눈치가 2요인
구조로 추출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둘째, 눈

연구 참여자

치가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에서도
기능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눈치의 기능이 한국과 일본에서 차이가 있는지

의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눈치가 자기존중감을

비교하기 위해 2018년 1학기에 한국과 일본의 지

그림 1. 눈치, 자기존중감, 안녕감, 우울과 불안의 관계

그림 2. 눈치와 대인관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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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대도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63명

파악 요인은 .84, 그리고 행동 요인은 .74였고 일

(한국 147명, 일본 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가 .88,

하였다. 성별분포를 보면 한국은 남학생이 26명

파악 요인은 .89, 그리고 행동 요인은 .76이었다.

(17.7%), 여학생이 121명(82.3%)이었고, 일본은 남

학생이 21명(17.9%), 여학생이 96명(82.1%)이었다.
평균연령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남학생은 20.4

자기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세(SD=.70), 여학생은 21.0세(SD=.82)이었고 일본

자기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

대학생 집단에서는 남학생은 21.1세(SD=1.10), 여

가 개발한 Rosenberg 자존감 척도(Rosesnberg Self-

학생은 20.6세(SD=.77)였다.

Esteem Scale; R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문항,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한

검사 도구

국어판은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원판 척도를
눈치 척도(Nunchi Scale; NS)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일본어판은 桜

눈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허재홍과 박원주

井(2000)가 일본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일본어판

(2013)가 개발하여 타당화한 눈치척도(Nunchi Scale;

자기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훈진과 원호택

N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

(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

해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파악’요

였으며, 桜井(2000)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

인과 상대방 혹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행

도 계수는 .77이었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동’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개 문항이며

(Cronbach’s α )는 한국 대학생 집단이 .89였고 일

파악 요인은 7개, 그리고 행동 요인은 5개이며 7

본 대학생 집단은 .82였다.

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눈
치 수준이 높다고 해석된다. 일본 대학생을 대상
으로 설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눈치척도를 일본어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로 번안하였다. 먼저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참가자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

심리학 전공자가 일본어로 번안하였다. 그리고 번

(1977)가 개발한 우울 척도(Center for Epidemiology

안한 내용이 타당한지 일본에서 10년 이상 거주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사용하였다. 이

한 한국인 교수가

검토하여 수정하였으며, 수정

척도는 참가자들의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 빈

한 내용이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일본인 교수가

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총 20문항, 4점 리커트 척

검토하였다.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한 내용을 다

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

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눈치척도에서 측정하고

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판은 전겸구, 최상진과

자 하는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검토하였다.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 척도

허재홍과 박원주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

를 사용하였고, 일본어판은 島, 鹿野, 北村와 浅井

(Cronbach’s α)는 .87, 파악 요인은 .88, 그리고 행

(1985)가 원판 CES-D를 일본어로 번안, 타당화한

동 요인은 .86이었다. 이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

일본어판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겸구, 최

집단에서는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0

상진과 양병창(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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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島, 鹿野, 北村와

정치를 함께 사용하고자 하였다. 정서 측면의 주

浅井(1985)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

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Watson, Clark과

는 .82, Spearman-Brown 교정공식을 이용한 반분신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

뢰도 계수는 .79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Cronbach’s α )는 한국 대학생 집단이 .90, 일본 대

PANAS)를 사용하였고 인지 측면의 주관적 안녕

학생 집단은 .85였다.

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985)이 개발한 생활만족감 척도를 사용하

였다.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

생활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사용하였다. 이 척

SWLS).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 측면을 측정하기

도는 자율신경계의 흥분을 동반하는 일시적이고

위하여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

상황적인 불안을 측정하는 ‘상태불안’과 스트레스

발한 생활만족감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상황에서 상태불안을 야기하는 비교적 안정된 개

SWL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 5점 리

인 내적 특성인 ‘특성불안’을 나누어 측정한다.

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

각 20문항씩 총 40개의 문항, 4점 리커트 척도로

만족감이 높다고 해석한다(문항 예: 모든 면에서

되어 있으며,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

내 생활은 내가 바라는 것에 가깝다.). 한국어판은

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상태불안을

류연지(1996)가 번안한 생활만족감 척도를 사용하

측정하는 20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한국어판

였으며, 일본어판은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심

은 한덕웅, 이창호와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한

리학 전공자가 한국어판 척도를 일본어로 번안한

국어판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후 번안한 내용이 타당한지 2차적으로 일본에서

일본어판은 清水와 今栄(1981)가 표준화한 일본

10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 교수가 검토하고, 마지

어판 상태-특성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덕

막으로 일본인 교수의 검수 과정을 거친 척도를

웅, 이창호와 탁진국(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사용하였다. 류연지(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계수(Cronbach’s α)는 상태불안=.93, 특성불안=.89

(Cronbach’s α )는 .72였고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

였으며, 清水와 今栄(1981)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수(Cronbach’s α )는 한국 대학생 집단이 .77, 일본

신뢰도 계수는 상태불안=.69, 특성불안=.80이었

대학생 집단은 .85였다.

다.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는 한
국 대학생 집단이 .92, 일본 대학생 집단은 .90이
었다.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주관적 안녕감의 정

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Watson, Clark와
주관적 안녕감 척도

Tellegen(1988)이 개발한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

참여자들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측정하기

도(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를

위하여 기존 연구(Diener & Larsen, 1993; Eid &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정서를 측정하는 10문

Diener, 2004)의 제안에 따라 정서측정치와 인지측

항, 부정정서를 측정하는 10문항, 총 20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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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번안한 내용이 타당한지 2차적으로 일본에서 10

원판 척도에서 긍정정서로 분류되어 있는 ‘기민

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 교수가 검토한 후 마지막

한(alert)’이 한국에서는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

으로 일본인 교수의 검수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

는 것으로 여겨져(장태영, 2014), 이 연구에서는

용하였다. 전석균(199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기민한(alert)’을 제외한 긍정정서 9문항과 부정정

.88이었고 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

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긍정정서 점수에서 부정

는 한국 대학생 집단은 .88, 일본 대학생 집단은

정서 점수를 뺀 값을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

.89였다.

면으로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
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어판은 이현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Questionnaire; RSQ)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일본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owney와

어판은 川人, 大塚, 甲斐와 中田(2011)가 번안하고

Feldman(1996)이 개발한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타당화한 일본어판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를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사용하였다. 이 척

사용하였다. 이현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의 연

도는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잠재

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긍정정서=.84,

적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부정정서=.87이었고, 川人, 大塚, 甲斐와 中田

18개의 가상의 대인관계 상황을 제시한다. 자신

(201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긍

의 요구나 부탁이 거부당할까봐 불안한 정도인

정정서=.86, 부정정서=.89였다. 이 연구에서 신뢰

‘거부불안’요인과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

도 계수(Cronbach’s α )는 한국 대학생 집단은 긍정

도인 ‘수용기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18

정서=.80, 부정정서=.81이었고, 일본 대학생 집단

문항으로 총 36문항, 6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

은 긍정정서=.76, 부정정서=.84였다.

으며, 거부민감성 점수는 반응에 대한 불안/염려
점수와 수용에 대한 기대 점수를 역산하여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18로 나눈 값이다. 점수가 높

대인관계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한국어판

RCS)

대인관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Schlein과

은 이복동(200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

Guerney(1977)가 개발한 대인관계 변화 척도

하였고, 일본어판은 本多와 桜井(2000)가 번안하

(Relationship Change Scale; RCS)를 사용하였다. 이

고 타당화한 일본어판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

척도는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였다.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

개방성, 그리고 이해성의 7개의 하위 영역, 총 25

(Cronbach’s α)는 .87이었고, 本多와 桜井(2000)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9였다. 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을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한국 대학

의미한다. 한국어판은 원판 척도를 문선모(1980)가

생 집단은 .90이었고, 일본 대학생 집단은 .78이

번안하고 전석균(1994)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으

었다.

며, 일본어판은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심리학
전공자가 한국어판 척도를 일본어로 번안한 후,

- 298 -

이슬비 등 / 눈치와 자기존중감, 주관적 안녕감, 우울과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계 -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

모두에서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방법

나타났다(한국: TLI=.917, CFI=.933, RMSEA=
눈치 척도와 함께 자기존중감 척도, 생활만족

.069, 일본: TLI=.907, CFI=.937, RMSEA=.074).

감 척도,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 척도, 우울 척도,
그리고 상태 불안 척도, 거부민감성 척도, 그리고

주요 변인 간 상관

대인관계 변화 척도를 묶어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설문지는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담당 교수의 허

주요 변인 간 상관을 알아보았다. 눈치와 자기

가를 얻어 강의시간 시작 전에 실시하였다. 설문

존중감의 상관을 보면 한국 대학생 집단이나 일

소요시간은 대략 15분 정도였다. 이 연구에서는

본 대학생 집단 모두 눈치의 파악 요인은 자기존

우울과 불안을 심리문제를 측정하는 변수로, 그리

중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으나(한국: r=.242,

고 인지 측면의 안녕감과 정서 측면의 안녕감을

 <.01, 일본: r=.292,  <.01), 행동 요인은 자기존

측정하는 변수로 보아서 우울과 불안을 합해서

중감과 상관이 없었다(한국: r=-.073,  >.05, 일

‘심리문제’로, 그리고 인지 측면의 안녕감과 정서

본: r=.106,  >.05). 자기존중감과 우울 또는 불

측면의 안녕감을 합해서 ‘주관적 안녕감’으로 하

안의 관계를 보면 자기존중감은 우울과 유의미한

였다. 눈치의 하위 척도별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

부적 상관이 있었고(한국: r=-.709,  <.001, 일본:

해 경로분석을 하였고 적합도 지수는 바람직한

r= -.421,  <.001), 불안과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

지수로 추천하는(홍세희, 2000) TLI, CFI, RMSEA를

이 있었다(한국: r=-.553,  <.001, 일본: r=-.281,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9 이상이면 타당한 것

 <.01). 자기존중감과 주관적 안녕감에서도 자기

으로 보고, RMSEA는 .05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

존중감은 인지 측면의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으로, .08 이하이면 수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간

상관이 있었고(한국: r=.556,  <.001, 일본: r=

주하고 .1 이상이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600,  <.001), 정서 측면의 주관적 안녕감과도

기술통계는 윈도우용 SPSS 25.0을 사용하였고 확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한국: r=.568,  <.001, 일

인요인분석 및 경로분석은 AMOS 15.0을 사용하

본: r=.314,  <.01). 눈치와 대인관계의 관계를

였다.

보면, 한국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 모
두 파악 요인에서도 대인관계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한국: r=.392,  <.001, 일본: r=.589, 

결 과

<.001), 행동 요인에서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한국: r=.392,  <.001, 일본: r=.434,  <.001).

거부민감성에서 한국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
생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

눈치 척도 구조

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 수준에서
한국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눈
치 요인이 2요인으로 추출되는지 알아보기 위하

일본 대학생 집단이 한국 대학생 집단보다 유의
하게 높았다(  =-2.0,  <.05)(표 1).

여 한국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을 대상
으로 확인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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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과 평균
1

한국: N=147, 일본: N=117
2

3
***

1. 눈치_파악

.520

2. 눈치_행동

.181*

3. 눈치_전체

.850***
**

4. 자기존중감

4

5

.009

.216

.589

-.223*

.796***

.106

-.031

-.004

.123

.106

.434***

-.016

.252**

-.035

-.014

.058

.198*

.603***

-.163

***

5. 우울

-.151

.026

-.099

-.709***

6. 불안

-.164*

-.100

-.177*

-.553*** .723***

8. 주관적 안녕감_인지

.153
***

9. 대인관계
10. 거부민감성

.075
***

.103
.155
***

***

.568

***

.556

***

**

**

*

10

-.016

.143

.035

9

-.027

-.073

.112

8

.292

.242

7. 주관적 안녕감_정서

7

.931

.672***

**

6

***

***

***

-.281

.314

1

.632***

-.588*** -.334*** -.293**

.200*

-.696*** -.316**

-.164

.173

***

*

-.016

***

-.112

-.705

***

-.487

***

.392

.392

.505

.435

-.316

-.081

-.010

-.066

-.523*** .438***

***

-.715

***

-.397

***

.382
***

.449

***

.540

-.271**

-.421

***

.600

***

.238
.483

***

-.278**

-.368

.370

.397

.384***

-.434*** -.397*** -.329***

한국 대학생

M

27.0

20.0

47.0

49.7

35.9

51.2

1.35

15.3

90.2

8.86

집단

SD

(3.57)

(2.54)

(4.74)

(9.47)

(9.19)

(12.11)

(9.95)

(3.34)

(10.95)

(3.51)

일본 대학생

M

23.6

18.5

42.1

37.8

40.1

52.9

-.97

13.0

80.1

9.61

집단

SD

(4.45)

(2.70)

(6.30)

(9.24)

(9.07)

(12.65)

(9.07)

(4.01)

(12.09)

(2.60)

왼쪽 아래는 한국 대학생 자료이며 오른쪽 위는 일본 대학생 자료임
*

 < .05,

**

 < .01,

***

 < .001

한일 대학생 집단에서 눈치와 자기존중감, 그
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다음으로 일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눈치와
자기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

한국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와 자기존

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 집단과 마찬가지

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았

로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먼저 한국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눈치와 자

(TLI=.971, CFI=.992, RMSEA=.042), 변수별 경로

기존중감,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알아보

를 보면 눈치의 파악 요인에서 자기존중감으로

았다. 그 결과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였으나(β =.32,  <.01), 행

나타났다(TLI=1.000, CFI=1.000, RMSEA=.000). 변

동 요인에서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

수별 경로를 보면 눈치의 파악 요인에서 자기존

하지 않았다(β =-.06,  >.05). 그리고 자기존중감

중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였으나(β =.26, 

에서 주관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였

<.01), 행동 요인에서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

다(β=.49,  <.001)(그림 3).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β =-.12,  >.05). 그리고 자

한일 대학생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기존중감에서 주관적 안녕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

위하여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의미하였다(β =.63, p <.001).

두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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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눈치, 자기존중감, 그리고 안녕감의 관계
(경로별 위 경로계수는 한국 대학생 집단의 경로계수, 아래 경로계수는 일본 대학생 집단의 경로계수)

결과 비제약 모형의   값은 14.5이고 제약 모형

보았다. 그 결과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

의   값은 31.6으로서   는 17.1이었다. 이 값

로 나타났다(TLI=.977, CFI=.991, RMSEA=.059).

은 자유도 차이 3에서 유의하여(  <.01), 측정동일

변수별 경로를 보면 눈치가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크기

경로에서 눈치의 하위 요인 가운데 파악 요인에

를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서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였으나
(β =.26,  <.001), 행동 요인에서 자기존중감으로

한일 대학생 집단에서 눈치와 자기존중감, 그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β =-.12,  >.05).
그리고 자기존중감에서 우울과 불안으로 가는 경

리고 우울과 불안의 관계
한국과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눈치와 자기존

로는 유의미하였다(β =-.67,  <.001).

중감, 그리고 심리문제(우울과 불안)의 관계를 알

다음으로 일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눈치

아보았다. 먼저 한국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눈

와 자기존중감,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관계를 알

치와 자기존중감, 그리고 심리문제의 관계를 알아

아보았다. 그 결과 일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그림 4. 눈치, 자기존중감,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관계
(경로별 위 경로계수는 한국 대학생 집단의 경로계수, 아래 경로계수는 일본 대학생 집단의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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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 대학생 집단

(TLI=1.000, CFI=1.000, RMSEA=.000). 변수별 경

이나 일본 대학생 집단 모두 눈치가 대인관계를

로를 보면 눈치가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한국: F =25.3,  <.001,

눈치의 하위 요인 가운데 파악 요인에서 자기존

일본: F =32.6,  <.001), 각각 설명량은 한국이

중감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였으나(β =.32, 

25%였고 일본이 36%였다. 그리고 눈치의 하위

<.01), 행동 요인에서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

요인인 파악 요인과 행동 요인도 한국 대학생 집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β =-.06,  >.05). 그리고 자

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모두 대인관계를 유

기존중감에서 우울과 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

의미하게 설명하였다(한국: 파악 요인: β =.33, 

미하였다(β =-.37,  <.001)(그림 4).

<.001, 행동 요인: β =.33,  <.001, 일본: 파악 요

한일 대학생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인: β =.50,  <.001, 행동 요인: β =.18,  <.05).

위하여 다중집단 경로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한일 대학생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두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그

위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동일성을 검증하



결과 비제약 모형의  값은 28.4이고 제약 모형

였다. 그 결과 비제약 모형의   값은 268.9이고

의   값은 32.9로서   는 4.5였다. 이 값은 자

제약 모형의   값은 279.7로서   는 10.8이었다.

유도 차이 3에서 유의하지 않아 측정동일성에 문

이 값은 자유도 차이 7에서 유의하지 않아 측정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5). 이에 따라 어

동일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05). 파

느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악 요인과 행동 요인이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설명

그 결과 눈치의 파악 요인이나 행동 요인에서 자

량이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눈치 전체가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설명량에서 차

없었으나(파악→자기존중감: C.R=-.089,  >.05, 행

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두 집단 간에 차이는 없

동→자기존중감: C.R=.513,  >.05), 자기존중감에

었다(z=-.96,  >.05). 그리고 파악 요인과 행동 요

서 우울과 불안으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한 차이

인별 설명량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에서

가 있었다(C.R=2.671,  <.05).

도 두 집단 간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파악:
z=-2.08,  >.05, 행동: z=-.40,  >.05). (표 2).

한일 대학생 집단에서 눈치와 대인관계의 관계

다음으로 한일 대학생 집단별로 거부민감성에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별로 눈치와 대인관계

서 다른 특징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눈치

표 2.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눈치와 대인관계의 관계
독립변인
한국

눈치_파악

(n=147)

눈치_행동

일본

눈치_파악

(n=117)
*

<.05

***

눈치_행동

종속변인
대인관계

대인관계

β

t

.33

4.6***

.33

4.6***

.50

5.7***

.1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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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R2

F

.25

25.3***

.36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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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을 알아보았다. 눈치와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눈치와 거부민감성의 상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인

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함에 따라 눈치와 거부민감

관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한국 대학생 집단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

일본 대학생 집단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

기 위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였다. 1단계에서는 눈치와 거부민감성을 투입하였

으로 나누어 눈치와 대인관계의 관계를 알아보았

고, 2단계에서는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이 낮은 집단이나 높은 집

였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은 다중공선성이 의심

단 모두 눈치는 대인관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

되어 중심화한 값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 대

다(거부민감성 높은 집단 : β =.67,  <.001, 거부

학생 집단에서는 눈치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

민감성 낮은 집단 : β =.42,  <.01)(표 4). 설명량

이 유의미하지 않았던 반면, 일본 대학생 집단에

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두

서는 유의미하였다(β =.18,  <.05)(표 3).

집단의 설명량은 차이가 있었다(z=1.9,  <.05).

표 3. 눈치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
집단

독립변인
눈치_전체
1단계

7.2

***

눈치_전체

.48

6.9***

거부민감성

-.30

-4.4***

눈치_전체*거부민감성

.03

.38

눈치_전체

.57

7.6***

거부민감성

-.18

*

-2.4

눈치_전체

.54

7.2***

거부민감성

-.15

-2.0*

눈치_전체*거부민감성

.18

2.4*

1단계
일본대학생
(n=117)
2단계

***

.49

-4.4

2단계

R2

ΔR2

F

.343

.343

37.5***

.343

.001

24.9***

.395

.395

36.2***

.426

.031

27.2***

***

-.30

(n=147)

 < .05,

t

거부민감성

한국대학생

*

β

<.001

표 4.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눈치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
집단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
(n=58)
거부민감성이 낮은 집단
(n=59)
**

<.01

***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t

R2

F

눈치

대인관계

.67

6.8***

.45

46.3***

눈치

대인관계

.42

3.4**

.18

11.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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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눈치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

눈치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5).

집단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한국과 마찬
가지로 일본 사회에서도 눈치가 주관적 안녕감이
나 우울과 불안과 같은 개인 내적 차원보다는 대
인관계와 같은 관계 차원과 관련이 더 깊다는 것

논 의

을 시사한다. 눈치가 대인관계와는 달리 안녕감,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과는 상관이 낮았는데 이는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눈치가 안녕감, 그리고 우울이나 불안과 직접 관

눈치가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계가 있기보다는 다른 변인을 매개로 이들 변인

는 점을 감안하여 눈치가 한국 사회뿐 아니라 같

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은 집단주의 사회에 속하는 동아시아 사회에도

가설에는 설정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문헌을 토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대로 일본 대학생들의 거부민감성이 강한지 알아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눈

보기 위하여 한국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

치 구조를 비교하였고, 눈치와 자기존중감, 우울

단의 거부민감성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과 불안, 그리고 대인관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일본 대학생 집단이 한국 대학생 집단보다 거부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민감성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기존

같다.

연구(Lim, 2013)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 사회

주요 변인의 상관을 보면 한국 대학생 집단과

의 구성원들은 타인에게 거부되는 데 대한 두려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눈치는 주관적 안녕감, 그

움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시

리고 우울과 불안과는 상관이 낮았던 반면, 대인

사한다.

관계와 상관은 높았다. 눈치가 주관적 안녕감, 그

한국에서 규명된 눈치 구조가 일본 사회에서도

리고 우울과 불안보다 대인관계와 상관이 높은

그대로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 대학생

것은 한국의 눈치 관련 기존 연구(허재홍, 2014b,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눈치 구조

2016; 허재홍, 오충광, 2018)에서 일관되게 나타나

가 동일한지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한국의 연

는 결과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일본 대학생

구(허재홍, 박원주, 2013)와 마찬가지로 한국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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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눈치는 2요인이

수 있다. 각 사회마다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행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도 ‘파악’ 요인

복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게 되는데(Diener & Suh,

과 ‘행동’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0), 한국과 일본은 주관적 행복을 구성하는 원

한국 사회에서 추출된 눈치 구조가 일본에서도

리가 서로 달라서 주관적 안녕감을 보는 관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한 연구(김재우, 2017)에

사회의 구성원도 눈치를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한국의 청년층은 일본의

이해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보다 사회적 지지가 행복과 더 관련이 깊

다음으로 한국의 눈치가 일본 사회에서도 같은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

었고, 일본의 청년층은 한국의 청년층보다 일반화
된 신뢰가 행복과 관련이 깊었다.

존 연구에서 밝혀진 바대로 눈치가 자기존중감을

둘째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제

매개로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고, 우울과 불안

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

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았다.

하는 도구로 생활만족감 척도와 긍정정서 및 부

먼저 눈치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주관적 안녕

정정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긍정정서

감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한

및 부정정서 척도는 자신의 정서상태를 평가하여

국의 기존 연구(허재홍, 2014a)와 마찬가지로 한국

안녕감을 측정한다. 그런데 정서는 문화의 영향을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눈치는 자

받을 수 있어서(Markus & Kitayama, 1991, 1994),

기존중감을 매개로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가

나타났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눈치는 집단

영향을 줄 수 있다(박주언, 심수진, 이희길, 2012),

주의 사회의 명제로서, 눈치가 있다는 것은 구성

이런 이유로 한국 대학생과 일본 대학생 간 차

원이 집단주의 사회의 명제를 충족시키는 것이

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일

되고, 이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본의 자기관 차이 때문일 수 있다. 자신의 삶을

하여 안녕감을 증진시킨다(Diener & Diener, 1995;

평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화에 따

Heine & Lehman, 1995; Kitayama et al., 1997; Kwan,

라 차이가 있는데(Diener & Diener, 1995; Suh &

Bond, & Singelis, 1997). 이런 사실이 이 연구에서

Diener, 1995), 이 요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근

다시 확증된 것인데 이는 한국과 일본이 집단주

본 속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화적 신념이다

의 사회에 속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

(Christopher, 1999; Kitayama & Markus, 2000; Suh,

라고 하겠다. 두 집단에서 경로별 차이가 있는지

2000). 한국인은 자기를 인식할 때 주로 자신의

비교하기 위하여 모형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

소원, 이상, 희망 등을 내면화한 자기개념인 ‘이

으나 모형의 측정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아 두 집

상적 자기’라는 준거틀을 사용하는 반면, 일본인

단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처럼 안녕감에서

은 사회적 규범, 의무, 기대 등을 내면화한 자기

측정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한국과 일본

개념인 ‘의무적 자기’라는 준거틀을 사용한다(이

대학생들이 안녕감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으로

누미야 요시유키, 2003). 이처럼 한국인은 중심이

보인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이 안녕감 개념을

‘자기’인 반면, 일본인은 중심이 ‘타인’이어서 타

다르게 해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인과 지향하는 바가 엇갈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화적 상대성 때문일

더 중요하고, 자기와 타인의 조화를 개인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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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여긴다(Kitayama, Markus,

본 대학생 집단보다 자기존중감이 유의하게 높았

& Kurokawa, 2000). 이처럼 한국인은 ‘자기’를 중

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기존 연구에서도 마찬가

심으로 행복을 이해하고 일본인은 ‘타인’을 중심

지였다.(조선영 외, 2005). 이런 까닭으로 일본 대

으로 행복을 이해하기 때문에 안녕감 개념을 다

학생 집단보다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자기존중감

르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더 큰 영향을

다음으로 눈치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과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불안을 감소시키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그런데 눈치에서 자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계

눈치는 한국의 기존 연구(허재홍, 2014b)와 마찬가

수를 보면 눈치의 하위 요인 가운데 파악 요인은

지로 한국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 모두

유의미했던 반면 행동 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에서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

한국의 기존 연구에서도 파악 요인에서 자기존중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도 앞에서 설명한

감으로 가는 경로계수 크기가 행동 요인에서 자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눈

기존중감으로 가는 경로계수 크기보다 컸는데(허

치라는 집단주의 사회의 명제를 충족시킴으로써

재홍, 2014b), 이는 눈치 하위 요인 가운데 파악

자기존중감이 향상되고, 향상된 자기존중감이 다

요인이 행동 요인보다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눈

데 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눈치가 파악 요

치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

인과 행동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

키는 모형은 한국과 일본에서 구조가 동일한 것

단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명제를 충족시

으로 나타나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눈치

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가 자기존중감에 이르는 경로계수 크기는 한국과

말하는 이의 의도를 읽어내고 자신이 처한 상황

일본에서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존중감에서 우울

에서 적합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기술이

과 불안에 이르는 경로계수 크기는 한국 대학생

필요하다(Gudykunst et al., 1992; Gudykunst et al.,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1996). 이 때문에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내고 자신

과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 자기존중감이 우울이나

이 해야 할 적합한 행동을 아는 것, 즉 파악 요인

불안과 같은 심리문제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이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더 중요하게 작

되지만 자기존중감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중요

용했을 수 있다.

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마지막으로 눈치가 자기존중감을 매개하지 않

앞에서 언급한 한국과 일본의 자기관 차이 때문

고 대인관계를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

으로 보인다(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즉 한국인

면, 한국의 기존 연구(서현숙, 장미경, 2016; 이유

들은 주체적 자기관을 발달시켰는데, 대인관계에

진, 2016; 최혜진, 심은정, 2019; 허재홍, 2014a; 허

서 대상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재홍, 2016; 허재홍, 박원주 2013; 허재홍, 오충광,

자기인식이 되려면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

2018, 허재홍, 이재창, 2013)와 마찬가지로 눈치는

보다 높은 평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 대학

자기존중감을 매개하지 않고 대인관계를 직접 설

생 집단은 일본 대학생 집단보다 자신을 더 좋게

명하였다. 또한 눈치가 대인관계를 설명하는 양도

평가하는 경향이 있게 되는데, 결과에 제시하지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

않았으나 이 연구에서도 한국 대학생 집단은 일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눈치가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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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인 내적 차원보다는 관계 차원과 관

매우 민감해지게 된다(Lim, 2013). 거부에 민감해

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성원 간의

지면 미미한 거부 단서나 중립적인 단서도 거부

원만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Gudykunst et al., 1992;

로 해석하고 관계에서 거부되는 것을 미리 방지

Hall, 1976) 눈치가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하고자 하며, 거부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을 시사한다.

된다. 즉 그 상황이 실제로 거부되는 상황인지 확

다음으로 일본 사회의 구성원들이 대인관계에

인을 하지 못하고 편향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서 거부에 민감함에 따라 눈치와 대인관계의 관

데 눈치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

계에서 눈치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한

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나서 적절한 행동을

국 대학생 집단과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다른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민감성 때문에 생긴 대

알아보았다. 결과를 보면,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

인관계 손상을 줄여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눈치와 거부민감성이 상호작용하지 않았던 반

그런데 이와는 달리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면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는 눈치와 거부민감성이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상호작용하였다. 일본 대학생 집단 결과를 더 자

일본의 자기관 차이로 설명된다. 한국 사회의 인

세하게 보기 위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과

간관계의 특징은 주체적 자기를 중심으로(이누미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눈치가 대인관계를 설명하

야 요시유키, 2003), 관계밀착을 지향하는(최상진,

는 양을 비교해 보았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

1993) 것이라면, 일본 사회의 인간관계 특징은 타

이나 낮은 집단 모두 눈치 수준이 높아질수록 대

인을 중심으로(이누미야 요시유키, 2003), 집단귀

인관계가 향상되었으나 향상된 정도는 거부민감

속을 지향하는(최상진, 1993) 것이다. 일본 사회에

성이 높은 집단이 더 컸다. 자세히 보면 거부민감

서는 집단귀속을 지향하므로 집단에서 소외되지

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눈치 수준이 낮을 때는

않으려는 노력을 하기 때문에(Lim, 2013), 거부민

거부민감성 수준이 낮은 집단에 비해 대인관계

감성이 높고 이러한 거부민감성을 눈치가 보완할

수준이 현저히 떨어졌으나 눈치 수준이 높을 때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관계밀착을

는 대인관계 수준이 거부민감성 수준이 낮은 집

지향하기 때문에 소외보다는 친밀해지려는 노력

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결과는 일본 대학생

을 하고, 한 관계에서 실패하면 다른 관계를 만들

집단에서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대

수 있기 때문에 거부에 덜 민감하게 되는 것으로

인관계 손상을 눈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회복

보인다. 즉 거부민감성 수준이 낮은 특성 때문에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처럼 눈치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거부민감성 수준과 상호작

보인다.

용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일본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상담
에 시사하는 점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속된 관계에서 이탈하는 일이 드물기 때문

첫째, 한국인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는 눈치가

에 가까운 타인에게서 소외되는 경우 소외 이후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현상임을 밝혔다. 일본 사회 구성원들도 눈치를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매우 괴로운 것이어서 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눈치의 기능도

것을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한 일본인들은 거부에

같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 사회의 구성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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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상담할 때 눈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

둘째, 이 연구는 눈치가 일본 사회에서도 한국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향후 비교연구를 해 봐야

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향후 연

하겠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눈치가 같은 기능을

구에서는 대상을 확대하여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

한다면 중국이나 동남아 사회에서도 눈치가 같은

은 집단주의 사회에서 눈치가 어떤 특성을 보이

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사회의 구

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성원들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도 눈치를 활용할

그리고 베트남은 유교사상이 깊게 뿌리내린 사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비교연구는 의미가 있을

둘째, 자기존중감이 일본 사회보다는 한국 사

것이다.

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규명하

셋째, 한국과 일본 대학생 집단에서 성비의 문

였다. 자기존중감이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문

제를 들 수 있다. 표집상의 문제로 한국과 일본

제를 감소시키는 폭이 더 크다는 것은 일본 사

대학생 집단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표본수가

회와 구분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더 많았다. 이 결과는 한국과 일본 대학생을 비교

이런 점에서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한 방안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눈치

으로 눈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국문화에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향후

적합한 상담모형을 개발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

연구에서는 성비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할 필요

을 것이다.

가 있다. 또한 대학생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

셋째, 눈치와 대인관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이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에서 다르게 작용한다

니 연구 결과를 한국과 일본 사회 전체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는 것을 밝혔다. 이는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의

넷째, 이 연구는 눈치가 같은 집단주의 사회에

고유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같은 집

서 한국사회와 같이 작동하는지 알아보았다. 향후

단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의 고유한 특

연구에서는 다른 집단주의 사회에서 눈치가 한국

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

과 같이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것과 더불어 개인

라서 다문화 상담에서 같은 집단주의 사회의 내

주의 사회에서도 같은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는

담자라고 하더라도 집단주의 특성의 공통점과 함

것도 필요해 보인다. 만약 개인주의 사회에서도

께 차이점에 민감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눈치가 집단주의 사회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면

이와 같은 시사점이 있지만 제한점이 있어 향

눈치는 문화에 구속되지 않는 보편원리로서 개념
화할 수 있을 것이다.

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눈치라는 개념이 일본 사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눈치와 안녕감 또는

회에서도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지 규명하였다. 하

우울이나 불안의 관계를 검증할 때 경로분석을

지만, 일본 사회의 유사 개념인 ‘키가 키쿠’나 ‘쿠

하였다. 표집상의 문제로 한국 대학생 집단은

우키오 요무’도 눈치와 같은 기능을 하는지 알아

147명, 그리고 일본 대학생 집단은 117명을 대상

보지는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눈치와 이들

으로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

개념의 기능을 비교함으로써 집단주의 사회 구성

례수를 표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원들의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보인다.

유용한 개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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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unchi has been known as the characteristic of Koreans. However, in the view of the fact that Nunchi has been
developed due to the collectivist nature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Nunchi could be
applied to Japanese society. Korean and Japanese society are both considered a collectivistic society, and there are
characteristics that they shared with each other and differences due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society. In this
study, it was assumed that due to the collectivist nature of the two societies, Nunchi would be extracted as a
two-factor structure in Japanese society, as in the previous study conducted in Korea. And it was also examined
whether the relation between Nunchi, SWB, depression,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Japanese college
students replicated as in the previous studies conduct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previous study’s
suggestion that the two societies differ in rejection sensitivity, it was assumed that the two societies would differ in
rejection sensitivity. Data were collected from 147 Korean college students(26 males and 121 females) and 117 Japanese
college students(21 males and 96 females) and analyzed. The two-factor structure model of Nunchi was confirmed b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the two-factor model of Nunchi showed good fit in both countries. And
similar to the results of Korean data, Nunchi enhances well-being and reduces depression and anxiety in the mediation
of self-esteem, where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explained directly by Nunchi without the mediation of self-esteem.
Rejection sensitivity did not moderate the effects of Nunch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Korean college students,
whereas it did moderate in Japanes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were discussed.
Key words : nunchi, self-esteem, mental health, subjective well-be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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