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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ing’ has recently drawn attention in South Korea as an uncivil feminist strategy in the form of 

online counterspeech. It often refers to a communicative strategy that mimics some of the behaviors 

or expressions of an outgroup, usually adding remarks disparaging the outgroup. Some scholars 

attend to how Mirroring has contributed to invigorating the online feminist movement, while other 

critics have focused on Mirroring’s extremity or the negative repercussions it brought in the online 

sphere. These conflicting views surrounding the role of Mirroring represent the amount of public 

attention Mirroring has generated. However, the conceptual definition of Mirroring still remains 

equivocal, which thereby leads to a lack of empirical research on its independent effects. To fill this 

gap, we conceptualized Mirroring as a communicative strategy combining mirroring techniques (often 

used in psychotherapy) and incivility. Here, the mirroring technique refers to one of the 

psychotherapeutic approaches that makes a protagonist face directly with someone else who imitates 

her or his role. What makes Mirroring unique is that it presents mirroring techniques in a verbal 

format and intentionally combines them with uncivil (often insulting) remarks. To examine the possible 

consequences that Mirroring speeches could have on both women and men, we explored how 

Mirroring messages affect the level of perspective-taking, interest in gender issues, women’s collective 

efficacy, and negative feelings toward gender outgroups. Our results from an onlin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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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N = 280) showed that female and male participants (n =140, respectively) responded in 

significantly different ways to the administered Mirroring messages. Mirroring did not induce a 

significant change in men’s perspective-taking or improve women's perceived collective efficacy. 

Exposure to mirroring techniques led to an increase in men’s interest in various gender issues, 

especially when the messages were presented in a relatively polite manner. Furthermore, exposure to 

a Mirroring message did not increase men’s negative feelings toward women in general although it 

triggered their negative emotions toward feminist groups. On the other hand, female participants did 

not show a higher level of interest in gender issues or express more negative feelings toward men 

when exposed to a Mirroring speech. Based on some conceptual clarifi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shed light on how Mirroring could or could not function as a successful communicative 

strategy between different gender groups. Beyond questions such as whether Mirroring is good or 

bad for the public or whether Mirroring is a normatively desirable strateg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discrepancies between the claimed value of Mirroring and the 

observ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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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경계가 명확한 집단갈등 상황에서, 나의 문제를 상 에

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해서는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 커뮤니 이션학  집단 심리학 연구에서

는 집단갈등의 실마리가 ‘나’를 넘어서 타인의 에 공감해보는 의 수용(perspective- 

taking)에 있다고 밝 왔지만(e.g., Batson, 1994; Gehlbach et al., 2015), 정작 상 에게 

나의 문제를 알리고 이해시키기 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는 부족하다. 각기 다른 

견해를 경청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기 로 작용할 수 있지만(e.g., Gutmann & 

Thompson, 1996; Mutz, 2006), 상 에게 나의 입장을 알리는 것을 넘어 집단 문제에 한 

심과 집단 차원의 효능감을 높이는 것 역시 요한 만큼, 내집단과 외집단 모두에게 어떤 의사

소통 략이 효과 인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정치 이론에서 강조하는 의 바르게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civil counterargument)과는 다른 소통 략은 없을까?

이 연구는 여기서 미러링에 주목한다. 최근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 략으로 조명된 미러링

은 타인이 ‘나’의 시선에서 특정 주제를 바라보도록 ‘나’와 ‘남’의 역할을 바꾸어 말하되, 타인을 비

난하는 어휘를 덧붙이는 말하기 방식이다. 미러링은 ‘ 오의 낙인을 반사하여 번역하는 방식’( , 

윤지 , 2015)부터 ‘불필요한 충격요법으로 공감 능력을 강요하는 략’( , 박가분, 2016)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되었으나, 종종 효과나 주체, 더 나아가 미러링 자체의 옳고 그름의 평

가에 따라 정의되는 양상을 보 다. 그러나 소통 략이 규범 으로 옳은지에 따라 소통의 정당

성이 결정된다면 미러링의 정확한 의미를 악하기 어렵다. 나의 을 상 에게 이해시키고자 

미러링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정 인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러링을 옳고 그름의 역이 아닌 경험  역에서 이해하는 근이 부족하다는 단 아래, 

이 연구는 미러링을 집단갈등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소통 방식(a communicative strategy)으

로서 바라보고자 한다. 미러링은 상 가 나의 입장에 공감하게 하고 해당 사안에 심을 가지도

록 독려하며, 나아가 내집단의 효능감을 북돋을 수 있는가? 아니면 미러링은 내집단과 외집단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어 서로의 감만을 부추길 뿐인가?

이를 알아보기 하여, 심리치료극에서 쓰이는 거울기법(mirroring technique)과 정치심

리학에서의 무례한 표 (incivility) 연구를 바탕으로, 미러링을 거울기법과 무례한 말하기가 교

차하는 소통 방식—즉 무례한 거울기법—으로 개념화했다. 최근 페미니즘 운동에서 나타난 미러

링 략을 표 사례로 하여 그것이 여성학에서 어떻게 논의 는지 조명한 후,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이론  토 를 검토하 다. 이후 미러링이 말하는 이와 듣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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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실험 연구를 통해 분석하 다. 

심리치료극의 주장에 따르면, 거울기법은 자신과 다른 견해를 지닌 집단을 향해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끄는 략이다(e.g., Moreno & Moreno, 1975). 그러나 거울기법은 특수 사례 심

으로 평가되어 왔으며(Carlson-Sabelli, 1989; Kellerman, 1994), 오히려 심리학에서는 편

견을 극 으로 교정하려는 활동이 상  집단에 한 악감정과 같은 부정  상흔을 남길 수 있

다고 우려한다(Branscombe & Wann, 1994). 이 연구를 통해 두 입장 사이의 이론  간극을 

좁히고 미러링이 지닌 가치와 한계를 조명할 것이다.

2. 이론  논의

1) 모호한 정의, 분명한 효과?

미러링은 온라인에 난무하는 여성 오 발언을 남성들에게 되돌려주는 항발화(counterspeech)

이자 기존의 여성 오 표 을 재 유(reappropriation)한 운동 략으로 정의되어 왔다( , 김

보명, 2018; 김선희, 2018; 유민석, 2016; 윤지 , 2015). 구체 으로 김선희(2018)는 (1) 

일상 으로 쓰이는 말에 녹아 있는 성별의 기본 설정을 바꾸는 것( : 남녀를 여남으로 표 ), 

(2) 기존 여성 오 어휘의 성별을 바꾸어 남성을 비하하는 표 으로 바꾸는 것( : 김치녀가 아

닌 한남충), 그리고 (3) 여성 오 표 을 정 으로 재 유하는 것( : 김치녀를 신격화해 표

하는 갓치(녀)) 등으로 미러링을 구분하 다.

그러나 미러링은 여성이 아닌 다른 집단 역시 수행할 수 있는 발화 략이기에(남성 커뮤니

티에서 생된 역미러링에 한 논의는 김선희(2018) 참조), 발화 주체  상과는 독립 인, 

미러링의 메시지만을 기반으로 한 정의가 필요하다. 한 미러링에는 역지사지 식의 내용 달과 

무례한 표  형식이 결합되어 있는데, 두 요소가 나뉘지 않을 경우 내용과 형식에 해당하는 요소

가 한데 합쳐져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미러링을 규정짓는 개념  테두리가 모호한 것과 달리, 미러링 말하기가 가져온 

은 많은 곳에서 다루어졌다. 근본 으로 미러링은 거울이 반사하는 상 , 즉 남성 집단이 자신

을 성찰하며 여성 차별  실에 공감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김선희, 2018; 윤지 , 2015). 

여성의 공격 인 말하기에 익숙하지 않은 남성은 분노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

한 자극은 남성이 써 오던 여성 오 표 을 성찰하는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김선희, 2018; 유

민석, 2016). 미러링의 공격 인 언사가 성차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이바지하여 여성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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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는  역시 논의되었다(김보명, 2018; 윤지 , 2015). 미러링이 극단

인 표 방식임은 틀림없지만, 미러링 특유의 과격함과 신선함 덕분에 기존 여성 오 표 의 정

당성이 약해져(윤지 , 2015) 여성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언행을 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주

장이다. 

미러링의 더욱 독창 인 지 은 그것이 향해 있는 청자뿐만 아니라 미러링을 수행하는 여

성 집단의 정치화를 가져온다는 에 있다. 남성이 여성을 상으로 표출하던 오언어를 이제는 

여성이 미러링으로 남성에게 되돌려 으로써, 여성들은 발화자의 권력이 복될 수 있음을 자각

하며 온라인에서 연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김보명, 2018; 김선희, 2018). “미러링은 여성

오를 남성에게 되돌려 다는 의미에서 남성을 향하고 있으나”(72쪽), 역설 으로 오발화를 

훼손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 이기에 “여성이야말로 미러링의 한 자기 수신자”(75쪽)가 된

다(김선희, 2018). 이러한 시각은 미러링이 한국 사회의 성차별 문제를 각인시키고 여성들의 정

치 심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미러링은 그  여성 오가 남성 오로 반박되는 것뿐이라는 비 도 있다. 남성 커

뮤니티의 불법행 까지 따라 하는 것까지 미러링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정당화되는 등(박가

분, 2016), “ 오만 남고 명분은 사라졌다”는 반발과 함께 미러링이 성 결을 조장했다는 여론

이 거세졌다(박다해, 2017, 11, 23; 박세 , 2018, 7, 24). “미러링의 표  강도보다 미러링을 

시작한 이유를 야 한다.”(박세 , 2018, 12, 29)는 견해와는 달리, 여성 오에 응하기 함

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극단 인 오만 재생산된다는 지 이 제기되었다.

종합하자면, 미러링은 (1) 남성 청자에게 남성 집단의 과거 행 나 발언을 성찰하는 기회

를 마련해 여성의 에 한 공감을 유도할 수 있고, (2) 신선하고 과격한 표 으로 젠더 문제

에 한 심을 일깨울 수 있으며, (3) 여성에게 주체  효능감을 부여할 수 있으나 동시에 (4) 

여성과 남성 집단 사이에 부정  감정을 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미러링이 선인지 악

인지 결정하려는 논란의 연장선에서 생된 것이기에(박가분, 2016; 윤지 , 2015), 미러링을 

정의하기에 앞서 의도와 효과가 먼  논의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러링의 내용과 형식을 구분하여, 내용 측면에 해당하는 심리치료극의 

거울기법과 형식 측면에 해당하는 무례한 표 이 결합된 말하기를 미러링으로 정의한다. 이는 미

러링이  “‘여성 오’의 문법  구조를 참조하되 그 내용을 비틀고 낯설게” 말해 “형식으로서의 

오는 유지되었지만, 그 내용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은 복”(13쪽)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근

과 유사하다(김보명, 2018). 이를 통해, 미러링을 둘러싼 논란의 을 ‘미러링은 여성주의 

략인가, 혹은 남성 오 수단인가?’에서 ‘미러링은 집단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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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인가?’로 환하고자 한다.

미러링을 ‘무례한 거울기법’으로 정의하고 그 향력을 가늠하기 해서는 미러링 략과 

다른 소통 략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거울기법에 한 기존 연구는 한 조군을 설

정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거울기법이 역지사지 식의 사고를 통해 반  견해를 밝히고 나

의 입장에 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한 말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히 거울

기법 말하기를 하는 상황과 하지 않는 상황을 비교한 경우가 많았다(e.g., Mann & Janis, 

1968). 즉, 거울기법의 효과가 거울기법 자체의 독립 인 효과인지, 혹은 반  의견을 듣는 것

만으로도 발생 가능한 효과인지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이 연구는 서로의 주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요한 소통방식으로 강조되

어 온 반론(혹은 이견)의 제시(e.g.,  Gutmann & Thompson, 1996; Mutz, 2006)와 미러

링 화법을 비교해 미러링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상 에게 합리 인 방식으로 반론을 제기하

는 것과 비교하여, 미러링은 과연 공감, 심과 같은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혹은 인 

계를 더욱 립하게 만드는 화법인가? 미러링에 한 앞선 물음에 답하기 해서는 규범 인 옳

고 그름, 혹은 운동 략으로서의 정당성과는 무 하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정의를 바탕으로 논

의할 필요가 있다. 미러링을 독립 인 소통 방식으로 탐구하고자, 거울기법  무례한 표 과 

련된 연구를 토 로 미러링이 앞서 언 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2) 무례한 반사경(uncivil mirroring), 미러링

(1) 미러링1)의 내용: 거울기법(mirroring technique)

거울기법은 심리치료극(사이코드라마)에서 개인의 트라우마, 혹은 인·집단 간 갈등상황을 해결

하기 해 쓰이는 방법으로, 주인공(protagonist)이 자신의 모습을 연기하는 보조자아를 지켜보

는 것이다(Moreno, 1978; Moreno & Moreno, 1975). 이는 많이 알려진 심리치료극 기법인 

역할교 (role-reversal)와 련이 있는데, 역할교 란 일시 으로 타인의 역할을 취하여 상 의 

역할을 (마음속으로 혹은 실제 행 로) 연기하는 것을 의미한다(Coutu, 1951; Mead, 1934).

미러링의 핵심인 거울기법에서, 보조자아는 주인공의 정체성을 가장하며 주인공의 행동을 

1) 미러링의 한국식 표 이 거울기법이기에 미러링과 일반 인 거울기법 사이에 혼동이 야기될 수 있다. 이 에서 미러

링은 ‘무례한 표 이 가미된 거울비추기 화법’으로 정의되며, 어로는 고유명사처럼 문자로 시작되는 Mirroring으로 

표기할 것이다. 일반 인 거울기법은 사이코드라마에서 활용되는 기법의 하나인 모방  말하기를 가리키며, 어로는 소

문자 mirroring 혹은 mirroring technique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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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한다. 여기서 보조자아의 모방 연기는 주인공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괴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보조자아의 연기를 지켜 야 한다. 이를 통해 주인공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타인의 에 비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거울 역할을 하는 보조

자아가 (고의 인 과장을 통해서라도) 주인공을 자극할 때, 주인공이 자기 모습을 수정하고자 수

동 인 객에서 활발한 참여자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거울기법의 핵심이다.

심리치료극 이론에 따르면, 거울기법은 주인공이 자신을 ‘타인이 보는 로’ 바라보게 해 자

신을 객 으로 평가하고 새롭게 재해석하도록 돕는다(Carlson-Sabelli, 1989; Yaniv, 2012). 

사이코드라마의 창시자인 모 노(Moreno)는 거울기법을 통해 주인공이 거울의 상을 면하거나 

(self-recognition) 혹은 거울의 상을 부정하며(rejection of the mirror’s portrayal) 느끼

는 부끄러움을 계기로 삶에 더욱 주체 으로 참여하리라 기 했다.

거울은 당신을 왜곡된 방식으로 묘사한다. 당신은 거울에 비친 상이 스스로와 닮지 않았다는 이

유로 분노할 것이다. … 그들[주인공]은 거울이 비추어지는 과정에 개입해 잘못 표 된 부분을 

바꾸려 할 것이다. 거울을 연기하는 자아[보조자아]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말하면서! 침묵하고, 

비 조 이고,  미동도 보이지 않던 자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울

기법으로] 원하는 바다(Moreno, 1952, p. 263).

(2) 미러링의 형식: 무례한 표 (incivility)

미러링의  다른 구성요소는 무례한 표 (incivility)이다. 소통 은 맥락에 따라 상 으

로 정의될 수밖에 없으나, 체로 무례한 말하기는 욕설․비방․조롱, 과장․왜곡, 그리고 극단

인 감정표  등을 동반해 상 의 체면을 존 하지 않는다는 공통 을 지닌다(Brown & 

Levinson, 1987; Coe, Kenski, & Rains, 2014; Gervais, 2017). 즉, 상 의 체면을 훼손

하거나 반 되는 의견을 모욕하는 등, 의사소통 을 반한 경우를 무례한 말하기로 규정하는 

것이다(Mutz, 2015). 무례한 표 은 말의 내용이 아닌 형식과 결부되어 있는데(Mutz, 2015), 

상 의 말을 같이 따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가 바로 무례함과 련되어 있다. 상  

주장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로 의 바르게 소통한다면 의견의 차이를 존 할 수 있으나

(Kingwell, 1995; Mutz, 2015), 무례한 태도로 달될 경우 듣는 이는 더욱 반감을 보이기 쉽다.

미러링은 상 의 행동을 그 로 따라 한다는 에서 거울기법이라는 내용  속성을 갖지만, 

여기에 외집단에 한 비하  욕설을 결합해 거울기법 메시지를 무례하게 표 한다는 특징을 가

진다. 미러링은 ‘무례한 거울기법 의사소통 략’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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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러링의 기 효과

(1)  수용(perspective-taking)

 수용은 역지사지의 과정을 통해 상 를 이해하고 상 의 경험에 공감하려는 일련의 정신  

활동이나 태도를 지칭한다(Davis, 1983).  수용을 통한 인지  공감은 어려움에 놓인 사람

을 연민하거나(Batson, 1994) 편견을 극복하도록 도움으로써(Galinsky & Moskowitz, 

2000), 왜곡된 의사소통을 개선할 수 있다.

거울기법, 더 나아가 심리치료극 반은  수용을 목 으로 한다. 자신을 연기하는 보조

자아를 바라보며 주인공이 스스로에 한 객 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편견과 오해를 고치는 

것이 바로 사이코드라마의 목표다(Kellerman, 1994; Yablonsky & Enneis, 1956). 러만

(Kellerman, 1994)은 이를 설명하기 해 실제 활동 사례를 제시한다. 항상 남의 말에 끼어들

던 톰, 그리고 평소 극 으로 말하지 못하던 카린이 역할교 를 하자, 톰은 카린의 불만을 비

로소 이해하게 되었고 카린도 극 으로 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거울기법과  수용 사이

의 연 성으로 인해, 거울기법과 역할교 기법은 인 계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안되기도 했다(Carlson-Sabelli, 1989; Moreno & Moreno, 1975).

그러나 거울기법이  수용을 증 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는 여 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 

우선, 심리치료극의 측을 실제 검증한 연구가 다. 역할교   거울기법에 한 연구 부분

은 성공한 사이코드라마 사례를 기술했을 뿐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효과를 측정하지 않았고

(Carslon-Sabelli, 1989), 실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거울기법으로 해결한 경우 역시 많지 않

다(Kellerman, 1994). 역할교 나 편견을 이기 한 활동에 참여해 외집단을 정 으로 바

라보게 다는 연구도 있지만(Aronson & Bridgeman, 1979; Mann & Janis, 1968), 태도 

변화를 찰하지 못하거나 특정 외집단에 해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잦았다

(Stewart, Laduke, Bracht, Sweet, & Gamarel, 2003).

거울기법 말하기로 오히려 외집단의 을 수용하려는 의향이 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주인공이 거울기법으로 나타난 자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조

롱당한다고 느낀다면, 주인공의 태도 변화는 해될 수 있다(Carlson-Sabelli, 1989; Cruz, 

Sales, Alves, & Moita, 2018; Johnson, 1971; Johnson & Dustin, 1970). 다양성을 강

조했을 때 높은 지 에 있는 집단이 더욱 차별받는다고 느끼거나(Mollica, 2003), 결과의 형평

성을 강조하자 도리어 상  을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Frantz & Janoff-Bulman, 

2000) 모두 의도 으로 형평성을 부각하는 발화가 부정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54 한국언론학보 64권 5호 (2020년 10월)

거울기법의 효용성을 강조해 온 심리치료극과 불평등 문제를 일깨울 때 오히려 높은 지

의 집단이 약자의 을 폄하할 수 있다는 집단갈등 심리학은 서로 다른 측을 제시한다. 한 

이견에 노출되었을 때 상  을 수용하려는 의향이 늘어나고(Mutz, 2002) 상  주장의 근

거를 더 많이 고려할 수 있기에(송 주․신승민․박승 , 2006), 미러링의 효과를 측정하기 

해서는 상  의견에 합리 으로 반론하는 경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견·반론에 노출되는 것

과 비교해 거울기법이 얼마나  수용에 정 인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

한다.

연구문제 1. 여성의 거울기법 말하기는 (합리  반론 제기와 비교하여) 남성 청자의  수용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그 다면 무례한 표 을 곁들여 거울기법을 수행한다면 어떨까? 심리치료 과정에서의 거울

기법은 력과 갈등해결을 목 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인공이 상  입장에 공감하게 도울 수 

있으나, 미러링은 심리치료 상황과는 달리 인 의도를 시사하는 거울비추기에 가깝다. 미러

링은 남성 체를 일반화하며 조롱하는 표 ( : ‘한남’)을 동반하는데, 이 경우 청자가 발화자의 

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질 것이다. 무례함은 자신과 의견을 달리 하는 이에게 가지는 부정

 감정을 증폭시키며 상  주장을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게 만들기 때문이다(Brooks & Geer, 

2007; Mutz, 2015). 미러링의 목   하나가 많은 이들이 젠더 문제에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라면, 무례한 표 을 덧붙인 거울기법 말하기는 이를 달성하는 데 부정 일 수 있다. 이러한 논

의를 종합하여,  수용에 한 거울기법 말하기와 무례한 표 의 상호작용 효과에 하여 다

음 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2. ‘무례함’의 수 에 따라, 거울기법 말하기가 남성 청자의  수용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2) 젠더 문제에 한 심(interest in gender issues)

젠더 문제를 사회 체의 심사로 끌어올리는 데 미러링 략이 이바지했다는 주장( , 김보명, 

2018; 윤지 , 2015)은 거울비추기 화법의 즉흥  참여(spontaneity)로 이해해볼 수 있다

(Moreno & Moreno, 1975; Yaniv, 2012). “자신의 행동과 생각, 느낌과 인식이 기이하게도 

… 타인으로부터 흘러나왔음을 깨달을 때”(Moreno, 1978, p. 37), 우리는 새로운 자극에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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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느끼며 이를 해석하기 해 노력하게 된다(Rothenberg, 1988; Yaniv, 2012). 심리치료

극 이론에 따르면, 거울기법 말하기를 용할 때 평이한 문법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것보다 논의

하는 주제에 더 큰 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처럼 거울기법을 통해 그동안 사회 문제로 가시화되지 못한 여성 의제를 사람들의 머릿

속에 각인되게끔 할 수 있으나, 사이코드라마 기법이 해당 문제에 한 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은 아직 이론  측면에서만 논의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거울기법 말하기가 젠더 문제에 

한 심에 가지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3. 여성의 거울기법 말하기는 (합리  반론 제기와 비교하여)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에 

한 심 수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상 방의 언행을 거울처럼 비추어 말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격 인 표  역시 의 시선

을 끄는 데 효과 이다(Bradley, 2000). 일반 으로 정치 담론에서 오고 가는 무례한 말은 부

정 인 기폭제로 여겨지지만, 부정 인 메시지가 유권자의 이목을 사로잡고(Lau, 1985) 온라인 

댓 에서 나타나는 무례한 표 이 이용자의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Coe et al., 

2014), 무례한 발화는 오히려 정치 심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Brooks & Geer, 2007; Mutz, 

2015).

메갈리아에서 미러링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여자들이 이 게 험한 소리를 할 리가 없

다’면서… 메갈리안 미러링의 주체를 남자로 상상”(357쪽)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손희정, 

2016). 미러링은 ‘감히 여성이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형식을 취했다는 격성 덕분에 더욱 회

자되었다(김보명, 2018; 윤지 , 2015). 역사 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극 인 말하기를 

(해야) 하는 집단으로 간주되어 온 만큼(Gilbert, 2002), 미러링 화법이 젠더 문제에 한 심

에 더욱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앞선 연구를 토 로, 젠더 문제에 한 심에 

한 거울기법과 무례한 표 의 상호작용 효과를 다음과 같이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4. ‘무례함’의 수 에 따라, 거울기법 말하기가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에 한 심 

수 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3) 집합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집합  효능감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집단 차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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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 1995), 집단  정치참여를 측하는 요인  하나다(Klandermans, 1997). 미러

링을 페미니즘 운동의 맥락에서 평가하는 연구는 미러링이 “문법  도”(김보명, 2018, 15쪽)

를 통해 여성에게 (임시로나마) 주체 인 발화자의 권 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는데, 이러한 발화

자로서의 주체성 회복은 집합  효능감과 맞닿아 있다. 미러링을 통해 여성들이 여성 오  온라

인 공간에 항하게 되었다는 다수의 분석도 이와 유사한 시각을 제시한다(김보명, 2018; 유민

석, 2016). 특히 미러링은 ‘개념녀’ 되기, 즉 자기검열과 거리두기의 방식과는 달리 직  여성

오를 공격한다는 에서 특별하다(김선희, 2018). 계질서의 말단에 있는 사람일수록 약자가 

일시 으로 우 를 하는(transitory dominance) 내용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Zillmann 

& Cantor, 1972), 한시 으로나마 역할을 바꾸어보는 소통 방식은 약자에게 효능감을 부여할 

수 있다.

사이코드라마에서는 이를 카타르시스로 설명하기도 한다. 억압되어 있던 트라우마의 소재

를 거울 연기로 직  말하고 행함으로써 감정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Moreno, 

1946).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던 상을 향해 공격 인 표 을 하면 (계속 불만을 참는 것에 비

해) 스트 스가 완화된다는 심리학  연구도 존재하듯이(Holt, 1970), 거울기법은 수행자의 자

신감을 일깨우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 되는 견해에 노출됨으로써 자기주장에 확신

을 잃게 된다면(Mutz, 2002, 2006), 오히려 정치  효능감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다음 연구문제를 통해 집합  효능감에 한 거울기법의 효과를 탐색하려 한다. 

연구문제 5. 여성의 거울기법 말하기는 (합리  반론 제기와 비교하여) 여성의 집합  효능감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오표 에 항하는 무례한 발화는 시민들의 집합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자신이 느낀 

불의와 불만을 공격하는 “체계  무례함”(Harris, 2001, p. 466)은 나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행 이기 때문이다(Edyvane, 2019). 

이는 “무례한 의사소통 략”(이 웅, 2009, 405쪽), 즉 약자 집단이 자신의 해석  지 를 재구

성하기 해 략 으로 활용하는 반사회 인 의사소통에 해당한다. “가는 말이 고왔음에도 불구

하고 정  보상을 받지 못한 경험이 된 개인들”이 택하는 “약자들의 아우성”(이 웅, 2009, 

411쪽)으로 미러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례한 거울기법이 발화자의 집합  효능감을 

더 증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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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6. 여성의 거울기법 말하기는 무례하게 표 될 때 여성의 집합  효능감을 증가시키는 데 

더 효과 인가? 

(4) 외집단을 향한 부정  감정(Negative feelings toward gender outgroups)

이상 인 그림을 상정한다면, 거울기법 말하기를 듣고 청자가 내집단의 행동에 해 숙고할 때 

거울기법은 참여자 사이에 력을 이끌 수 있다. 그러나 거울기법 말하기는 청자 스스로 부정 인 

면을 직시하게 만들어 청자의 감정을 증폭시킬 험이 있다(Bettencourt, Dill, Greathouse, 

Charlton, & Mulholland, 1997). 거울기법 말하기는 특정 행 나 발언이 아닌 집단 체를 

비꼬아 비 하기 때문에, 청자는 이를 내집단을 향한 비 으로 받아들여 외집단을 의도 으로 비

하하는 행동에 더욱 가담할 수도 있다(Branscombe & Wann, 1994). 반목하는 계라면 거

울기법이 오히려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Johnson, 1967).

나아가, 거울기법 략은 듣는 이뿐만 아니라 말하는 이에게도 상 에 한 부정  감정을 

극 화할 우려가 있다. 거울기법 말하기를 시도한 발화자는 높은 수 의 탈억제와 정서  자기개

방을 나타낼 수 있고(Kipper & Har-Even, 1984), 자신이 수행한 역할과 비슷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Janis & King, 1954). 미러링이 남성 오를 조장한다는 비 (박가분, 

2016)도 이와 맞닿아 있다. 

이에 반해, 반  의견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외집단에 한 반감이 늘어난다는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오히려 상  의견에 노출되어 생기는 의견의 불확실성은 태도 극화를 완화하거나

(Mutz, 2006) 외집단에 한 부정 인 감정을 그러뜨렸다(Garrett et al., 2014). 그 다

면 심리치료극에서 측하는 정 인 결과와는 달리 거울기법 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

두에게 서로의 외집단을 향한 부정  감정을 자극하는 소통 략일까? 다음 연구문제를 통해 거

울기법 말하기가 외집단을 향한 부정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 한다. 

연구문제 7. 여성의 거울기법 말하기는 (합리  반론 제기와 비교하여) 외집단에 한 남성과 

여성의 부정 인 감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미러링에서 나타나는 무례한 말 한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를 둘러싼 부정  감정을 부

추길 확률이 높다. 무례한 의사소통은 이를 구사하는 외집단을 향해 더욱 본능 인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Mutz, 2015). 지지하는 정당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상  정당을 공격할 확률

이 높아지듯(Gervais, 2017), 내집단이 받는다 생각하면 개인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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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Mackie, Devos, & Smith, 2000). 더불어 무례하게 말하는 화자도 자신이 비 하고 

조롱하는 상  집단에 해 더욱 부정 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략 으로라도 일단 험한 말하

기를 시도하게 되면 수행자는 이 보다 의 규범에 해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계속

해서 무례한 화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Tedeschi & Felson, 1994).

앤더슨과 피어슨(Andersson & Pearson, 1999)은 이를 “무례함의 나선 효과”(p. 452)

라 명명했는데, 소통 과정에서 험악한 말이 오가면 불공평하다고 인식해 서로 폭언으로 보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언어는 정서 염(emotional contagion)을 통해 더욱 

심한 갈등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만큼(Hatfield, Cacioppo, & Rapson, 1993), 일회 으로라도 

폭언을 사용하게 되면 공론장은 이내 험악한 말이 범람하는 공간으로 추락하기 쉽다. 이러한 논

의를 종합하여, 외집단을 향한 부정  감정에 해 거울기법과 무례한 표 이 어떤 상호작용 효

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8. ‘무례함’의 수 에 따라, 거울기법 말하기가 외집단에 한 남성과 여성의 부정 인 

감정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3. 연구방법

1) 실험 설계

여성이 거울비추기 화법, 혹은 무례한 거울비추기—즉 미러링—화법으로 말할 때, (1) 남성이 미

러링을 통해 이야기되는 을 수용하려는 의향이 변화하는지, (2) 여성과 남성이 젠더 문제에 

해 가지는 심에 변화가 생기는지, (3) 여성의 집합  효능감이 증가하는지, 그리고 (4) 상  

성별에 한 부정  감정이 늘어나는지 알아보고자 미러링에 한 온라인 설문 실험을 설계하

다. 실험은 온라인 문조사회사인 마크로  엠 인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네 개의 실험집단을 

활용했다(<Table 1> 참조). 총 280명의 참여자(여성 140명, 남성 140명)를 각 실험집단에 무작

로 배정하되, 집단별로 성비가 1:1로 유지되도록 했다. 즉 집단마다 남성 35명, 여성 35명을 

배치하 으며 과다 표집될 경우 응답 순서 로 선착순 남성 35명과 여성 35명을 선정하 다. 참

여자의 평균 연령은 25.57세 으며(SD = 2.77), 평균 으로 4년제 학에 재학 이거나 졸업

한 교육 수 을 나타냈고(M = 3.81, SD = 0.69), 정치 으로는 체로 도 성향을 띠었다(M 

= 4.20, SD = 1.71). 실험집단 사이에 주요 통제 변인에 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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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물의 주제는 N번방 성착취 사건에 해 A라는 연구자가 “피해자들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사건으로 선정했다. 총 3회( 학교 학부생 122명을 상으로 한 2020년 4월 

조사, 마크로  엠 인 패  280명을 상으로 한 2020년 5월 조사, 학교 학부생 73명을 

상으로 한 2020년 5월 조사)의 비 조사를 통해 처치물과 응답 문항을 보완했다. 모든 연구 

과정은 고려 학교 연구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해당 연구자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를 공통 으로 제시한 가운데, 실험 

조건에 따라 작성자 ‘서진’의 댓 이 거울기법 여부와 무례한 표 의 정도에서 차별화되도록 처치

물을 제작했다(<부록 II> 참조). 실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댓 의 발화자 이름을 ‘서진’이라 설

정했기 때문에 이름만으로는 여성이라 추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댓  내용과 맥락 상 여성의 입

장에 선 발화자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처치했다. 거울기법으로 쓰인 댓 의 경우, 

기사에 인용된 A 연구자의 발언을 모방하여 “불법촬  피해가 남성에게 나타났을 때도 피해자를 

가르치고 반성하라고 할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작성 다. 즉 피해자 성별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 었을 때도 A 연구자의 발언이 과연 유효한지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거울기법을 조작한 것이

다. 이에 반해 합리 인 반론 조건의 댓 은 통계  근거를 들어 (피해자 탓이 아니라) 성범죄자

에 한 미약한 처벌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례한 표 에 한 선행 연구

를 기반으로(e.g., Coe et al., 2014; Gervais, 2017; Mutz, 2015), 무례한 댓 에는 욕설

(‘ㅅㅂ’), 상  비하 표 (‘한남’)  과장된 표 (이모티콘, 특수문자, ‘ㅋㅋㅋㅋㅋ’)을 포함했으

며, 무례하지 않은 댓 에는 앞선 표 을 담지 않되 좀 더 립 인 어조( : ‘아닌가...?’)로 말

하는 것으로 처치했다.

참여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할 경우, 인구통계학  정보, 정치성향, 그리고 사회지배성향

(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후 모든 참여자에게 동

일한 페이스북 기사 이미지를 제시한 다음, 실험 조건(<Table 1>)에 따라 ‘서진’의 댓 이 다르

게 설계된 댓  이미지를 제시했다. 주목도를 높이고자 기사의 경우 최소 30  이상, 댓 의 경

Content of speech: Usage of the mirroring technique

mirroring technique rational counterargument

Style of 

speech:

Incivility

uncivil

Group 1

uncivil mirroring (i.e., ‘Mirroring’)

(35 men, 35 women)

Group 2

uncivil counterargument

(35 men, 35 women)

civil

Group 3

civil mirroring

(35 men, 35 women)

Group 4

civil counterargument

(35 men, 35 women)

Table 1. A 2x2 Factorial Experiment Design (N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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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최소 15  이상 머물러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응답 성실성을 확인하기 

해 “‘서진’의 댓 을 읽으셨습니까?”라는 문항을 삽입하여, 이 문항에서 ‘서진’의 댓 을 보았다고 

응답한 280명을 표집했다. 응답 성실성과 조작 검과 련된 질문 이후,  수용 의향, 젠더 

문제 심도, 여성 집단의 집합  효능감, 그리고 외집단에 한 부정  감정을 측정했다. 순서

효과를 통제하고자 각 척도(를 구성하는 모든 항목)는 무작 로 제시되었으며, 연령 로 인한 차

이를 통제하기 해 실험 참여자의 나이는 (만) 20 로 한정했다. 

2) 종속 변인

(1)  수용(perspective-taking)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얼마나 헤아릴 수 있는지 질문해  수용을 측정한 연구(e.g., 

Galinsky, Ku, & Wang, 2005)와 피해자의 을 수용하는 정도가 성추행에 한 단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O’Connor, Gutek, Stockdale, Geer, & Melançon, 2004; Wiener,  

Hurt, Russell, Mannen, & Gasper, 1997)를 바탕으로, 얼마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N번방 

사건을 단하고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는 발화자에 한  수용을 

측정했다( : “피해 여성들이 아닌 가해자에 한 교육과 처벌이 요하다”, “여성들이 더 조심했

다면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역코딩)” 등). 다섯 문항에 해 1 (매우 동의하지 않

는다)부터 7 (매우 동의한다) 사이로 응답하게 하여, 평균을 산출했다(M = 4.45, SD = 

1.16, Cronbach’s α = .66).

(2) 젠더 문제에 한 심(interest in gender issues)

1 (  심이 없다)부터 7 (매우 심이 많다) 사이의 7  척도를 이용하여, N번방 사건과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한 심,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한 행동 의향, 그리고 젠더 문제 반

에 한 심 등을  여섯 문항으로 측정했다. 응답의 평균값을 심도로 계산하 다(M = 4.30, 

SD = 1.44, Cronbach’s α = .92).

(3) 집합  효능감(collective efficacy)

반 조머 , 스피어스, 피셔, 그리고 리치(van Zomeren, Spears, Fischer, & Leach, 2004)

가 사용한 문항을 응용하여, 1 (  그 지 않다)에서 7 (매우 그 다) 사이의 7  척도로 

구성된 네 개의 문항( : “여성들이 힘을 합치면 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여성들은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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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등)으로 집합  효능감을 측정했다. 평균값을 여성들의 효능감 

수로 사용했다(M = 5.30, SD = 1.14, Cronbach’s α = .85).

(4) 외집단을 향한 부정  감정

여성, 남성, 그리고 페미니스트에 한 감정을 –50̊C(매우 부정 )에서 50˚C(매우 정 )의 

감정 온도계로 표시하게 하 다. 이를 외집단을 향한 부정  감정으로 코딩하기 하여 해당 값

에 50을 더해 0부터 100의 범 로 바꾼 뒤 역코딩했다. 즉 해당 값이 클수록 외집단에 해 부

정 인 감정이 있음을 의미한다(여성에 한 부정  감정 M = 36.04, SD = 18.14; 남성에 

한 부정  감정 M = 47.39, SD = 20.06; 페미니스트에 한 부정  감정 M = 58.35, 

SD = 28.66).

3) 조작 검  통제 변인

처치물에 한 조작 검은 두 단계로 이 졌다. 먼  동일한 온라인 패 을 상으로 동일한 실

험 처치물을 사용했던 사  조사(엠 인 패  280명을 상으로 2020년 5월 실시)에서 1차 

조작 검을 실시한 결과, 거울기법과 무례함에 한 처치가 모두 성공 으로 이 진 것으로 나

타났다.2) 

본 실험에서도 조작 검을 실시했다. 반론 조건(M = 2.48, SD = 0.90)과 비교할 때 

거울기법 조건(M = 3.29, SD = 1.12)에서 5  척도 문항 “서진의 댓 은 기사에 인용된 ‘A

씨’의 말을 따라 했다”에 동의한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t = 6.69, p = .042), 거울기

법 유무에 한 처치는 의도한 로 이 졌다고 단 다. 그러나 댓 의 합리성과 논리성에 

한 조작 검에서는 직 인 반론 조건(M = 2.85, SD = 1.05)과 거울기법 조건(M = 2.86, 

SD = 1.09)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무례한 표  형식에 한 조작은 성공 이었다. 

무례하지 않은 메시지를 한 집단과 비교해(M = 2.53, SD = 0.72), 무례한 메시지에 노출

된 응답자 집단(M = 3.87, SD = 0.84)에서 “‘서진’의 댓 은 무례하다(혹은 정 하지 않다).” 

혹은 “‘서진’의 댓 은 욕설을 담고 있다.”고 답한 정도가 높았다(t = 14.41, p ＜ .001). 

2) 구체 으로, 근거를 통한 반론 조건(M = 2.65, SD = 1.14)에 비해 거울기법 조건(M = 3.87, SD = 0.91)에서 

“서진의 댓 은 기사에 인용된 A씨의 말을 따라 했다”에 동의한 정도가 높았으며(t = 6.69, p = .042), “서진의 댓

은 논리 인 근거를 제시했다.”에 동의한 정도는 미약하나마 유의미하게 낮았다(t = 1.98, p = .052). “서진의 댓 이 

무례하다.”에 한 참여자의 동의 정도 역시 ‘무례하지 않은’ 조건(M = 2.51, SD = 1.13)에 비해 ‘무례한’ 조건(M = 

3.55, SD = 1.24)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t = 7.89,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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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지배성향이 성차별  인식과 비례하는 경향이 있다는 기존 연구를 참조하여

(Pratto, Sidanius, Stallworth, & Malle, 1994), 이를 통제 변인으로 포함했다. 여기서 사

회지배성향은 계질서나 능력에 따라 형성된 불평등을 정하는 경향을 가리킨다(Pratto et 

al., 1994). 1 (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7 (매우 동의한다) 사이의 척도로 질문한 15가지 

항목의 평균치를 사회지배성향 값으로 산출했다(M = 3.40, SD = 0.81, Cronbach’s α = 

.85). 이 외에도 연령, 성별, 교육 수   정치성향을 통제 변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모든 

통제변인은 실험 처치물을 제시하기  측정하 다.

4. 연구결과

거울기법 말하기, 더 나아가 무례하게 표 된 거울기법 말하기가  수용, 여성의 집합  효능

감, 젠더 문제에 한 심, 그리고 외집단(여성의 경우 남성, 남성의 경우 여성  페미니스트)

을 향한 부정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이원공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 다.

Group 1

Uncivil mirroring 

(i.e., ‘Mirroring’)

Group 2

Uncivil 

counterargument

Group 3

Civil mirroring

Group 4

Civil 

counterargument

Total

Perspective-

taking

5.85

(1.24)

5.88

(1.25)

5.59

(1.20)

5.53

(1.29)

5.71

(1.24)

Interest in 

gender issues

4.90

(1.35)

4.88

(1.28)

4.56

(1.53)

4.70

(1.32)

4.76

(1.37)

Collective 

efficacy

5.35

(1.07)

5.21

(1.14)

5.29

(1.19)

5.35

(1.19)

5.30

(1.14)

Negative 

feelings toward 

men

56.83

(22.10)

50.03

(19.51)

56.63

(20.03)

49.29

(21.74)

53.19

(20.95)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is) of the Dependent Variables per Group: Female 
Participants (n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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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der differences in key dependent variables.

Note. ***p ＜ .001. Asterisks indicate that differences between two gender groups for each variabl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각 연구문제에 한 결과를 해석하기 , 여성(<Table 2> 참조)과 남성(<Table 3> 참조) 

집단 사이의 차이를 먼  확인했다(<Figure 1> 참조). 남성(M = 4.45, SD = 1.16)보다 여

성(M = 5.71, SD = 1.24)이 더욱 피해자의 에 공감했고(t = 8.78, p ＜ .001), 남성

(M = 3.84, SD = 1.36)보다 여성(M = 4.76, SD = 1.37)이 젠더 문제에 더 많은 심을 

표했다(t = 5.61, p ＜ .001). 한 여성(M = 42.35, SD = 24.23)보다 남성(M = 74.35, 

SD = 23.36)이 페미니스트에 더 부정 인 감정을 나타냈으며(t = 11.25, p ＜ .001), 여성

(M = 3.02, SD = 1.01)보다 남성(M = 3.38, SD = 1.03)이 더욱 ‘서진’의 댓 을 무례하

다고 평가했다(t = 2.93, p = .004). 불평등을 정하는 사회지배성향 역시 여성(M = 3.21, 

SD = 0.79)보다 남성(M = 3.59, SD = 0.79)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t = 4.02, p ＜ 

Group 1

Uncivil mirroring 

(i.e., ‘Mirroring’)

Group 2

Uncivil 

counterargument

Group 3

Civil mirroring

Group 4

Civil 

counterargument

Total

Perspective-

taking

4.28

(0.89)

4.69

(1.29)

4.43

(0.88)

4.41

(1.46)

4.45

(1.16)

Interest in gender 

issues

4.03

(1.34)

3.69

(1.26)

4.38

(1.16)

3.26

(1.48)

3.84

(1.36)

Negative 

feelings toward 

women

40.29

(15.73)

36.29

(18.24)

45.83

(14.29)

44.77

(17.05)

41.79

(16.66)

Negative 

feelings toward 

feminists

81.54

(19.82)

68.43

(24.08)

70.74

(26.71)

76.69

(20.90)

74.35

(23.36)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is) of the Dependent Variables per Group: Male 
Participants (n = 140)

4.45
3.84

3.38 3.59

5.71

4.76

2.93 3.21

Perspective-taking*** Interest in gender issues*** Perceived incivilit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mean of male participants The mean of femal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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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따라서 이후 연구문제에 한 분석에서 필요할 경우 성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에서는 남성의  수용에 한 거울기법의 주효과, 그리고 

거울기법과 무례한 표 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직 인 반론에 노출된 남

성(M = 4.55, SD = 1.38)과 거울기법에 노출된 남성의  수용(M = 4.36, SD = 0.88)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거울기법이 무례한 표 으로 달되는 것 역시 남성의 

 수용 정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는 거울기법, 그리고 무례한 표 이 결합된 거울기법이 젠더 

문제에 한 심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설정 다. 분석 결과, 거울기법 메시지에 노출된 

응답자(M = 4.47, SD = 1.37)가 합리  반론 메시지에 노출된 본 응답자(M = 4.13, SD 

= 1.49)에 비해 젠더 문제에 해 더 높은 심 수 을 나타냈다(F(1, 271) = 4.56, p = 

.033). 그러나 무례한 표 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거울기법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단, 거울기법과 무례한 표 이 젠더 문제에 한 심에 미친 효과는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남성에게는 거울기법의 주효과와 함께 무례한 표 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때 거울기법 메시지를 무례하지 않게 달하는 것이 무례하게 표 하는 것보다 젠

더 문제에 한 심을 유도하는 데 더 효과 이었다(<Table 4> 참조). 그러나 여성의 경우 거

울기법이 젠더 문제에 한 심 수 에 향을 미치지 못했고 무례한 표 의 유무에 따라 거울

기법의 효과가 달라지지도 않았다.

거울기법, 그리고 무례한 거울기법이 여성의 집합  효능감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한 

결과(<연구문제 5>와 <연구문제 6>), 거울기법에 노출된 여성의 집합  효능감(M = 5.32, SD 

= 1.12)과 일반  반론에 노출된 여성의 집합  효능감(M = 5.28, SD = 1.16) 사이에는 유

df F η² p

mirroring technique (A) 1 12.960 .089 .000***

incivility (B) 1 0.499 .004 .481

interaction (AXB) 1 4.006 .029 .047**

errors 132

Note. Age, political orientation, education,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re included as covariates.

*p ＜ .05. **p ＜ .01. ***p ＜ 001.

Table 4. The Effects of the Mirroring Technique and Incivility on the Level of Interest in Gender Issues 
among Male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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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례한 표 이 가미되었을 때에도 거울기법의 효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거울기법 말하기, 특히 무례한 거울기법 말하기가 외집단을 향한 부정  감정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연구문제 7>과 <연구문제 8>). 분석 결과(<Table 5> 참

조), 거울비추기 화법은 여성을 향한 남성의 부정  감정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한 거울비추기 화법에 무례한 표 이 포함되더라도, 남성이 여성을 떠올릴 때 가지는 부정  

감정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페미니스트에 한 남성의 부정  감정을 살펴본 결과에서도 일반 인 반론과 거울기법의 

효과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남성이 무례한 거울기법에 노출될 경우 무

례하지 않은 거울기법 메시지를 했을 때보다 페미니스트에게 가지는 부정 인 감정이 유의미

하게 증가하 다(F(1, 132) = 7.91, p = .006, <Figure 2> 참조). 단, 본페로니 사후검정 

결과, 근거를 통한 반론 메시지의 경우 무례하게 표 된 조건(M = 67.27, SD = 3.60)에서보

다 무례하지 않게 표 된 조건(M = 78.04, SD = 3.60)에서 페미니스트를 향한 남성 응답자

의 부정  감정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일반 인 반론 메시지에 노출된 경우(M = 49.66, SD = 20.51)보

다 거울기법 메시지에 노출된 경우(M = 56.73, SD = 20.94)에, 남성에 한 부정 인 감정

을 다소 더 강하게 나타냈다(F(1, 132) = 3.86, p = .051). 그러나 남성 외집단을 향한 여성

의 부정 인 감정에 해 거울비추기 기법과 무례한 표  방식이 만들어 낸 상호작용 효과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Negative feelings toward females Negative feelings toward feminists

df F η² p df F η² p

mirroring technique (A) 1 0.952 .007 .331 1 0.893 .007 .346

incivility (B) 1 7.271 .052 .008** 1 0.029 .000 .864

interaction (AXB) 1 0.713 .005 .400 1 7.905 .057 .006**

errors 132 132

Note. Age, political orientation, education, and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are included as covariates.

*p ＜ .05. **p ＜ .01.

Table 5. The Effects of the Mirroring Technique and Incivility on Male Participants’ Negative Feelings 
toward Females and Femi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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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effects of the mirroring technique and incivility on male participants’ 
negative feelings toward feminists.

5. 결론

이 연구는 최근 페미니즘에서 두되었던 미러링을 독립 인 말하기 략으로 논의하고자, 내용 

측면을 거울기법 말하기로, 형식 측면을 무례한 표 방식으로 나 어 두 가지가 결합한 소통 

략을 미러링으로 정의하 다. 나아가 미러링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이  수용, 젠더 문제에 

한 심, 여성의 집합  효능감, 그리고 성별 외집단에 한 부정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았다. 미러링 략에 한 기존 여성학의 논의가 용어에 한 정의  실증  분석을 비교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에 착안하여, 심리치료극  집단갈등 심리학 연구를 기반으로 

미러링의 효과를 탐구하 다. 한 미러링만의 고유한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기존 정치이론에

서 서로를 향한 이해로 이어지는 소통 방식으로 제시된 합리  반론 략(e.g., Gutmann & 

Thompson, 1996; Mutz, 2006)을 비교 상으로 설정했다. 

남성 청자의  수용에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 거울기

법은 합리  반론과 비교해 남성 응답자가 피해자의 을 이해하는 태도에 정 인 변화를 가

져오지 못했다. 나아가 거울기법 말하기에 무례한 표 이 가미된 미러링 메시지에 노출되어도 남

성이 피해자의 을 수용하는 정도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거울기법 댓 을 본 뒤 문제의 당사

자(이 연구에서는 N번방 피해자에 해당)의 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역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거울기법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을 더욱 채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거울기법 혹은 미러링이 디지털 성범죄  젠더 문제 반에 한 심에 미친 향은 성별

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연구문제 3>과 <연구문제 4>). 특히 젠더 문제에 한 심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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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때 무례한 거울기법보다는 무례하지 않은 

거울기법 략을 채택하는 것이 더 효과 이었다. 이에 반해 거울기법  미러링 메시지 자체는 

합리 인 반론과 비교해 젠더 문제에 한 여성의 심에 유의미한 변화를 래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성별 외집단에 해 가지는 부정  감정(<연구문제 7>과 <연구문제 8>) 역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미러링은 여성 체를 향한 남성의 감정을 악화시키지는 않

았으나 페미니스트에 한 반감은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거울기법 메시지

에 노출되었을 때 (합리 인 반론 메시지와 비교하여) 여성이나 페미니스트에 해 더 부정 인 

감정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무례한 표 이 결합된 거울기법 메시지, 즉 미러링에 노출되었

을 때에는 페미니스트에 한 부정 인 감정이 상승했다. 흥미롭게도, 합리  반론 메시지의 경

우 (무례하게 표 될 때와 비교하여) 무례하지 않게 표 될 때 페미니스트를 향한 남성의 부정  

감정을 더 증가시켰다. 이는 무례한 형식 자체가 자동 으로 부정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

라 어떠한 내용과 결합되는지에 따라 다른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 다. 여성

의 경우, 거울기법 메시지에 노출된 후 남성에 한 부정 인 감정이 어느 정도 높아졌으나, 무

례함이 가미된 거울기법 메시지가 남성에 한 부정  감정을 더 증가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여성 집단의 집합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찰되지 않았다는 과 연 된다

(<연구문제 5>와 <연구문제 6>). 상 의 발언을 모방하는 댓 , 더 나아가 그러한 내용이 무례한 

욕설과 함께 제시된 댓 에 노출된 여성은 일반 인 반박 댓 에 노출된 여성에 비해 여성 집단

의 효능감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외집단을 향한 부정 인 감정과 내집단 차원의 효능감은 함

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에(Miller, Cronin, Garcia, & Branscombe, 2009), 여성에 한해

서는 이번 실험의 미러링 메시지가 남성 외집단을 향해 부정 인 감정을 일으킬 만큼 놀랍거나 

새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는 미러링의 의도/동기 혹은 그로부터 기 되는 효과와 실제로 찰된 효과 사

이에 다소 복잡한 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다. 페미니스트  실천으로서 미러링의 가치를 

분석한 많은 은 여성 오 발언이 난무하던 온라인 공간에 항하는 존재로서 미러링의 의의를 

정당화하거나( , 유민석, 2016), 여성들이 미러링을 수행하는 이유  동기가 무엇인지에 집

한다( , 김선희, 2018). 더욱 본질 으로는 청자를 무력화시키며 화자로서의 나를 에 두는 

활동으로 미러링을 규정해( , 김수아, 2017), 미러링에서 청자의 존재를 강조하지 않는다. 

표 으로 김수아(2017)는 미러링을 여성 오 발화에 한 일종의 “‘ 화 지’ 선언”(22쪽)이라 

표 하는데, 이러한 에서 본다면 미러링으로 인해 남성의  수용이나 페미니스트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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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에 정 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측 가능한 지 일 수 있다. 여기서 미러링은 청자의 이해

를 구하지 않는 활동이며 더 나아가 청자와의 소통 결별 의지를 표하는 행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소통 략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동반하며, 이것은 윤리  당 나 실천의 

동기와는 무 한 효과를 수반한다. 이처럼 미러링을 일종의 소통 략으로 보는 시각이 부재하다

는 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미러링을 무례한 거울기법으로 정의하고 미러링 자체만의 효과를 

실험 설계를 통해 분석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미러링은 (합리  반론이나 무례하지 않은 화

법에 비해) 여성 집단에 더 큰 집합  효능감을 부여하지 못했으며 남성의  수용에도 더 

정 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젠더 이슈에 한 남성의 심을 높이는 효과 역시 무례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울기법 메시지가 제시될 때 가장 뚜렷했다. 

잠정 인 해석만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남성 청자에게 거울기법의 력 인 맥락이 강조되

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울기법은 듣는 이가 그 상황에 이입해 공감에 이를 수 있다고 강

조하지만(Johnson, 1967), 미러링은 상 의 견해를 존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받

아들여질 수 있다. 보수 성향을 가진 시민일수록 의 바른 시 를 강조하고(Fisher et al., 

2019), 반  집단을 설득하기 해서는 공격 이지 않은 시  방식이 요하다는 연구(Wasow, 

2020)에서 알 수 있듯, 어떤 메시지에 부정 인 태도를 지닌 집단을 설득하기 해선 수용 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더 효과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러링의 당  가치나 이론  측이 제한 인 수 에서만 확인된 것은, 미러링을 둘러

싼 이론  논의가 더욱 풍부히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거울기법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부끄

러움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청자의 변화를 도모하는 략으로 이론화되었으나, 논리 으로 반박

하는 안보다 더 정 인 효과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무례함의 윤리 역시 이론  차원에서 주

로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 이 웅, 2009; Edyvane, 2019), 낮은 지  집단의 무례한 언사

가 가져오는 효과에 한 분석은 여 히 충분치 않다.

미러링 략의 당  가치와 실제 효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미러

링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소통 략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폭력  억압에 해 ‘ 에는 , 

이에는 이’로 반응하는 것은 도덕 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략 이지는 않을 수 있다.”(p. 20)

는 말처럼(Wasow, 2020), 소통 방식의 도덕  당 와 략  효과는 별개의 문제로 존재할 수 

있다. 메시지 자체의 효과를 분석하려는 근을 통해, 선과 악의 이분법에서 논하는 것을 넘어 

미러링의 강 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부정  효과를 상쇄하기 해서 어떠한 고민이 필요

한지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커뮤니 이션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경청의 

원리와 미러링 략이 지향하는 가치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에 한 폭넓은 논의가 가능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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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본다.

이 연구는 미러링의 향력을 일회  온라인 실험 연구를 통해서 분석했다는 한계를 지닌

다. 거울기법과 련된 다수의 논의는 온라인 환경이 아닌 면 면 환경에서 오랜 기간 이루어지

는 처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이 연구는 온라인 랫폼에서 제한된 형태로 구 된 미러링 말

하기의 효과만을 찰하 다. 이 연구는 미러링에 해 ‘거울기법과 무례한 표 이 결합된 형태

의 소통 략’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제시했으나, 그 반 부로 다양한 요소를 배제한 채 단순화

된 형태로 미러링을 조작할 수밖에 없었다. 남성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서사를 조롱하며 확산된 

기 미러링의 형태와 이 연구에 쓰인 댓  형식의 미러링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효과 인 미러링의 범 , 상, 그리고 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미러링 략은 메갈리아에서 된 이래로 다양한 형태로 변주 으나, 이번 실험에서는 

‘A 연구자의 말을 따라 하되’ 이를 ‘무례하게 반박하는’ 형태에만 집 했다. (상 의 발화 ) ‘어

떤 부분’을 ‘어떻게’ 모방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무례한 표 을 사용할 것인지에 해 

다각도로 고려하지 않고, 단순화된 미러링 메시지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거

울기법의 형식이나 무례함의 강도에서 더 다양한 형태의 미러링 메시지를 고안하여 그 효과를 탐

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러링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성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지, 결국  수용과 공감이 이러한 자기성찰을 통해 발생하는지 등 미러링 효과의 심리  기제

를 더 정교하게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연령 효과를 제한하기 해 참여자의 연령 를 20 로 한정했으나, 이미 이 집

단에서 젠더 문제에 한 미러링 화법이 된 지 많은 시간이 흘 기에 그 효과가 뚜렷이 포착

되지 않았을 수 있다. 미러링의 핵심이 거울기법의 신선함이나 ‘여성’과 ‘무례한 발화’ 사이의 기

반에 있다면, 아직 미러링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 , 40  이상의 여성과 남성)에서, 

혹은 미러링이 자주 활용되지 않은 집단 갈등( , 세 , 인종, 민족 갈등)의 맥락에서 연구를 이

어갈 필요가 있다. 집단 간 의견 극화나 분노, 오 등의 정서에 미치는 효과 등 미러링의 향력

을 더 포 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요청된다.

반  주장을 듣는 것만으로 상  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e.g., Mutz, 

2002)를 떠올릴 때, ‘무례하지 않은 이견 제기’와 비교해 미러링의 독립 인 효과에 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비교 상으로 설정한 반론 메시지 역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탓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다소 강력한 조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이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거울기법 메시지와 비교하여 근거를 갖춰 직 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메시지를 더 합리 이거나 논리 이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는 ‘거울기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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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혹은 직  반론’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향후에는 미러링과 비교 

가능한 혹은 조가 필요한 소통 략에 해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컨  ‘반론’의 구체

인 방식이나 강도를 차별화할 수도 있으며 ‘반론하기’ 외에 다른 형태의 의미 있는 설득 략과 

미러링을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리  반론 역시 상 의 의견에 부정 인 입장을 달하는 

방식이라는 에서, 이후 연구에서 상 의 입장에 정하는 방식의 설득  소통 략과 미러링 

략의 효과를 조해본다면 미러링에 한 경험  논의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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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소통 전략으로서 미러링의 효과

관점 수용과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안재경

(미국 펜실베이니아 학교 커뮤니 이션 학원 박사과정)

민

(고려 학교 미디어학과 교수)

최근 페미니즘 담론에서 항발화 략으로 주목받은 미러링은 타인의 행 를 그 로 비추어 따라 하되 

타인(이 속한 집단)을 비난하는 어휘를 덧붙이는 말하기 방식이다. 그러나 미러링에 한 개념  정의는 

여 히 모호하며 미러링의 독립 인 효과에 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이 연구는 미러링을 심리치료극의 

‘거울기법’과 ‘무례한 말하기’가 교차하는 ‘무례한 거울기법’으로 개념화하여, 거울기법과 미러링(무례한 거

울기법) 말하기가  수용, 젠더 문제에 한 심, 여성의 집합  효능감, 그리고 성별 외집단을 향한 

부정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여성 140명과 남성 140명을 상으로 한 실험 결과, 거울기법

과 미러링은 (각각 반론하기와 무례하지 않은 거울기법에 비해) 남성의  수용과 여성의 집합  효능

감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한편 거울기법 말하기는 젠더 문제에 한 심을 증가시켰는데, 

이 효과는 남성 청자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남성 집단에서, 무례한 거울기법보다 무례하지 않

은 거울기법이 젠더 문제에 한 심을 높이는 데 더 효과 이었다. 마지막으로, 미러링에 노출되었을 때 

여성 체에 한 남성의 부정  감정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페미니스트에 한 부정  감정은 증가하

다. 미러링을 통해 추구하려는 가치와 찰된 효과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며 그 함의를 논의하 다.

핵심어: 미러링, 거울기법, 무례한 표 ,  수용,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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