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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인간의 태도유사성과 비유사성이 대인매력에 미치는 효과가 서로간의 집단소속(내집단/외집단)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태도유사성: 유사/비유사) × 2(집단소속: 내집단/외
집단) 피험자간 실험설계를 통해 대인매력에 대한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태도유사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태도가
비유사한 사람보다 태도가 유사한 사람에 대한 대인매력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두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
였는데, 참가자들은 상대방의 태도가 나와 유사할 때 그 사람이 외집단 구성원일 때보다 내집단 구성원일 때 더 큰 매력
을 느꼈고, 상대방의 태도가 나와 비유사할 때는 그 사람이 외집단 구성원일 때보다 내집단 구성원일 때 더 큰 반감을
느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직에서 팀을 구성할 때 구성원들 간의 태도유사성을 고려하는 것이 조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함으로써 조직과 실무 현장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에 본 연구를 팀 수행과
조직 생산성 향상 연구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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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xperimental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ttitude similarity and 
ingroup/outgroup membership on interpersonal attraction. 2(Attitude similarity: Similar/Dissimilar) × 
2(Group membership: Ingroup/Outgroup) between-subject design was used. The results revealed the 
significant main effect of attitude similarity. That is, participants preferred a person who had similar 
attitude with him/herself compared to the person who had dissimilar attitude. Furthermore, the 
significant 2-way interaction effect revealed that attitude similarity produced greater attraction for 
ingroup than for outgroup members and attitude dissimilarity produced stronger repulsion effects for 
ingroup than for outgroup members. These results could contribute to workplaces and organizations 
by suggesting that considering attitude similarity between team members could be a way to improve 
organizational productivity. The necessity for expanding these results to research on work-team 
performance and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productivity wa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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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람들이 자신과 태도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태도
가 상이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많은 실증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1-4]. 그런
데, 나와 태도가 유사한 사람이 우리 집단(즉, 내집단; 
ingroup) 구성원인 경우와 다른 집단(즉, 외집단; 
outgroup) 구성원인 경우에 그들에 대한 매력도에서 차
이가 있을까? 역으로, 나와 태도가 매우 상이한 사람이 
내집단 구성원인 경우와 외집단 구성원인 경우에 그들에 
대해 싫어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대학생이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의 집회에서 만난 같은 
학교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중 누구를 더 좋아할 것인
가? 또한, 내가 싫어하는 정당의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중 누구를 더 싫어할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실험을 실
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태도유사성과 매력 그리
고 태도비유사성과 혐오 간의 일차적인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로 집중해 왔고 또 두 가설의 상대적인 설명력의 비
교에만 집중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집단소속과 같은 
대상자의 특징을 달리 조작하여 이에 의한 효과를 살펴
보는 것은 이 태도유사성 및 비유사성과 관련된 가설들
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 줄 수 있
다는 점에서 필요한 연구라 판단된다.

사람들이 가진 태도와 그 사람에 대한 매력의 관련성은 
태도유사성-매력가설(attitude similarity-attraction 
hypothesis; [1])과 태도비유사성-혐오 가설(attitude 
dissimilarity-repulsion hypothesis; [2])을 통해 잘 
요약될 수 있는데, 두 가설 모두 사람들이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유사하지 않은 태도
를 가진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들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배
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들이 내/외집단소속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이 구성원의 매력에 주는 영향
을 다룬 연구는 국내외에 걸쳐 Chen과 Kenrick[5]의 
연구가 유일한데, 그들의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본 연구
와 차별화될 수 있다. 첫째, 종속측정치의 관점에서, 
Chen과 Kenrick[5]의 연구는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 
조작이 내집단과 외집단 각각의 사전사후매력 변화량에 
미치는 상호작용을 연구했지만, 본 연구는 내/외집단 구
성원에 대한 최종적인 매력정도를 종속측정치로 사용하
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부가적으로, Chen과 

Kenrick[5]의 연구는 최종적인 매력정도에 대한 태도유
사성과 집단소속의 상호작용효과를 고찰하지 못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 상호작용 효과를 직접 살펴보고자했다
는 점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다. 둘째, 독립변인 조작의 측
면에서, Chen과 Kenrick[5] 연구의 세 실험에서는 집단
소속 독립변인을 참가자의 정치적 지향(실험1과 실험3),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실험2)을 단순히 알려주
는 방법으로 조작했는데 이러한 단순한 조작은 그들의 
세 실험에서 유의한 결과를 일관되게 발견하지는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더 큰 현실적 갈등이 있는 집단소속 변인 조작(즉, 
한국인 vs. 일본인)을 통해 참가자들의 집단소속에 대한 
인식이 더 명시적으로 조작되게 하는 조작방법을 사용한 
점이 Chen과 Kenrick[5]의 연구와는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집단의 연구가 작업 현장에 적용될 때는 팀과 
조직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이론적 결과
는 실무 현장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질 수 있어 현실
적으로도 필요한 연구라 판단된다.

2. 이론적 배경

2.1 태도유사성에 따른 대인매력
자신과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

람보다 더 좋아한다는 사실은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통찰력 있게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
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유사성
-매력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유사성의 근거가 되는 측면
들은 인종, 종교,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성격, 능력, 지능, 
태도 및 외모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6]. 이러한 
여러 측면들 중에서도 특히 태도유사성이 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주목해 왔고, 연구자들은 여
러 실증 연구들을 통해 이 현상에 대한 설명기제를 확인
해 왔다. 한덕웅과 황소정[6]은 태도유사성이 매력을 증
가시키는 원인을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인지일관성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머릿속의 인지
들 간의 일관성이 깨지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일관
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둘째, 강화 이론
(reinforcement theory)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 
의견 및 태도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려는 자기 타당화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나와 유사한 태도나 의견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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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존재는 나에게 강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유사한 
태도를 가진 타인을 좋아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
로, 기대이론에서는 나와 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
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를 좋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매력을 더 느낀다
고 설명한다[6,7].

태도유사성이 매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는 여러 실증연
구들에서 나타났고[8,9], 이러한 증가된 매력은 평가 상
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는 것도 최근 연구
들은 보여주고 있다[10-12]. 예를 들어, 태도유사성-매
력 가설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 중 하나인 Byrne과 
Nelson[13]의 연구는 낯선 사람과 나의 태도유사성의 
비율을 4수준(1.00, .67, .50, .33)으로 변화시키면서 이 
낯선 사람을 평정하게 했을 때, 태도유사성과 매력 간의 
선형관계를 발견했다. 즉, 태도유사성이 증가함에 따라 
매력도도 증가했다. 최근에 태도유사성-매력의 연구는 
단순히 태도유사성이 매력을 이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
으로부터 더 나아가 유사한 태도에 의해 나온 매력 또는 
호감이 상대방에 대한 평가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Roth 등[12]은 유사
한 태도에 의해 나온 매력 또는 호감이 직무지원자의 기
대된 과제수행수준과 조직시민행동 수행 수준을 높게 지
각하도록 영향을 주어 그 지원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Iyengar와 Westwood[14]
는 미국에서 태도유사성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지정
당의 유사성(민주당 vs. 공화당)을 실험에서 조작해 주었
을 때, 80%의 참가자들이 자신과 지지정당이 다른 학생
이 해당 장학금에 더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지
지정당이 같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추천했다는 결과를 보
여주어, 태도유사성은 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
한 영향은 상대에 대한 추후의 평가, 보상배분 등에도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를 토대로 태도유사성이 높아질수록 매력이 증가할 것이
라는 가설1을 설정하였다.

2.2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에 따른 대인매력
이전 연구들에서 나와 태도가 유사한 사람들에게 매력

을 느끼고 나와 태도가 상이한 사람들에게는 반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이 확인되어왔다. 태도유사성-매력
가설과 태도비유사성-혐오가설 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에 대한 논쟁이 그동안 있어왔지만, 이러한 논쟁에 
상관없이 태도유사성이 매력을 유도하고 태도비유사성은 
반감 또는 혐오를 유도하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내가 동일시하는 내집단 구성원인 경우일 
때와 내가 싫어하는 외집단의 구성원인 경우에도 동일한 
매력도가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나와 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이 때, 나와 태도가 유사한 
사람이 내집단 구성원이라면 내집단 편애 현상(ingroup 
favoritism, [15-17])의 영향을 받아 그 사람이 외집단 
구성원인 경우보다 더 좋아하게 될 것이다. 즉, 서로간의 
태도가 유사하다는 정보에 더해 그가 내집단 구성원이라
는 정보가 가산적으로(additively)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가 외집단 구성원이라는 정보를 받았을 때보다 더 높은 
매력도를 보이게 될 것이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내집단 편애가 단순히 내집단 구성원에 대해 매력을 
크게 느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차
별을 이끈다는 결과[18]를 함께 검토해 볼 때, 태도가 유
사한 구성원일 경우 그가 내집단 구성원이라면 외집단 
구성원인 경우보다 더 큰 매력도를 가지게 될 것이라 예
상하여 이를 가설 2-1로 설정하였다.

한편, 나와 태도가 매우 다른 사람이 내집단 구성원이
거나 외집단 구성원이라는 정보가 주어진다면 이들을 싫
어하는 정도가 달라질 것인가? 나와 태도가 매우 다른 사
람이 외집단 구성원이라면 우리는 그가 외집단 구성원이
니 당연히 나와 태도가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기 쉬워
[19], 일정정도의 비호감 또는 반감을 가지게 될 것이지
만, 이 비호감도가 매우 극단적인 수준에까지 이를 것이
라고는 가정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와 태도가 매우 
다른 사람이 내집단 구성원이라면 비호감 또는 반감을 
매우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원인이 가정될 수 있다. 첫째, 
타인에 대한 여타의 정보가 없이 내집단(ingroup)의 구
성원이라는 정보가 주어진다면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내
집단 편애를 보이겠지만, 서로간의 태도가 매우 상이하다
는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 내집단 편애 효과는 
더 강한 태도비유사성-혐오 효과에 의해 압도되어 대인
매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사람들이 가진 가치(value)에서의 비유사성
이 관계 갈등과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연구[20]의 결과
를 고려해 볼 때, 타인이 내집단 구성원이지만 나와 태도
가 매우 상이하다는 정보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몇몇 부
정적인 정보를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즉, 과거에 태
도가 매우 다른 내집단원과의 갈등 경험이 있었던 사람
의 경우에는 이러한 과거 경험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는 
또한 미래에 이러한 내집단원과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예상하는 사고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태도가 매우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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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내집단원일 경우에는 매력도가 더 크게 감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상은 비유사한 태도가 
외집단원보다 내집단원에게 더 강한 혐오효과를 가진다
는 Chen과 Kenrick[5]의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위와 같은 근거와 추론에 따라 태도가 비유사한 구성원
에 대해 그가 내집단 구성원이라면 외집단 구성원인 경
우보다 매력도에서 더 큰 저하를 보이게 될 것이라 예상
하여 이를 가설 2-2로 설정하였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

3.1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
위의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도출한 가설을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태도유사성과 대인매력 간의 선형관계를 발견했

던 Byrne과 Nelson[13]의 고전적 연구, 그리고 태도유
사성이 매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추후의 
평가나 보상배분 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한 Roth 등[12]의 연구와 Iyengar와 Westwood[14]의 
연구로부터 태도유사성의 매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태도가 비유사한 사람보다 유사한 사람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둘째, 나와 태도가 유사한 사람이 내집단 구성원이라
면 앞서 언급했던 내집단 편애 현상이 영향을 주어 그 사
람이 외집단 구성원인 경우보다 더 좋아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한 태도 조건에서는 상대방이 외집단일 때보다 
내집단일 때 내집단 편애에 의한 매력도 증가가 가산적

으로 작용하여 상대방이 외집단 구성원이라는 정보를 받
았을 때보다 더 높은 매력도를 보이게 될 것이라 예상했
고 이를 가설 2-1로 설정하였다.

가설 2-1. 태도가 유사할 때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
단 구성원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와 태도가 다른 사람이 내집단 구성원
이라면 비유사한 태도가 외집단원보다 내집단원에게 더 
강한 혐오효과를 가진다는 Chen과 Kenrick[5]의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내집단원에 대한 혐오효과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 2-2를 설정하였다. 

가설 2-2. 태도가 비유사할 때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혐오를 느낄 것이다.

3.3 연구 참가자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88명(남성 32명, 

여성 56)이 4개의 실험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실험은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은 강
의시간에 실험 참여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본인의 실험 
참여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하
였다.

3.4 실험 설계
2(태도유사성: 유사/비유사) × 2(집단 소속: 내집단/

외집단) 피험자간 설계를 사용하였다.

3.5 실험 절차
실험 절차와 두 독립변인의 조작 방법은 Chen과 

Kenrick[5]의 방법을 수정한 선민주[21]의 방법을 사용
했다. 각 회기별로 최대 12명의 참가자들이 실험에 참여
했고, 이들은 사전에 각 실험조건에 무선 할당되었다. 실
험이 시작되면 참가자들은 ‘가치관 질문지’라고 명명된 
2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태도 질문지에 반응하였다. 태
도 문항은 안락사 허용, 사형제 존속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부터 혼전 동거에 대한 찬반, 이성 선택 시 외모의 
중요성 등과 같은 개인적인 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
였다. 태도 질문지 실시 후에, 태도유사성 조작을 위한 재
료를 실험자가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참가자들
은 잠시 동안 본 연구와는 관련 없는 질문지에 반응했다. 
그동안 실험자는 옆방에서 태도 질문지에 대한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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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제 반응에 근거하여, 참가자들이 실시한 것과 동일
한 형태의 질문지에 타인이 반응했다고 거짓으로 알려줄 
‘가짜 태도유사성 조작 질문지’를 만들었다. 태도질문지
는 ①매우 반대, ②반대, ③조금 반대, ④조금 찬성, ⑤찬
성, ⑥매우 찬성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실험
자는 Chen과 Kenrick[5]의 조작방법을 수정한 선민주
[21]의 방법에 따라 태도유사성을 조작하는 ‘가짜 질문
지’를 만들었다. 태도를 유사하게 조작한 조건에서는 참
가자들이 ①, ②, ⑤, ⑥에 반응한 반응은 타인도 동일하
게 반응한 것으로 체크하고, ③은 ②로 ④는 ⑤로 옮겨, 
찬성과 반대가 달라지지는 않지만 다소 다른 반응을 했
다는 인상만을 주는 방식으로 조작했다. 태도를 비유사하
게 조작한 조건에서는 참가자의 반응으로부터 역방향으
로 3급간을 옮긴 급간에 타인의 태도 반응을 체크함으로
써 20개 문항 모두에서 상대방이 자신과 매우 상이한 태
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하였다(예. 참가자가 실제로 ①
에 반응한 경우에 타인의 반응은 ④에 체크되었고, 참가
자가 실제로 ⑤에 반응한 경우에 타인의 반응은 ②에 체
크되었다). 6점 척도 상에서 3급간을 옮겼기 때문에 타인
의 반응은 항상 참가자의 반응과 찬성/반대가 역이 되도
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 후 실험자는 실험실로 돌아와서 
조건별로 태도가 유사하거나 비유사하도록 반응을 만들
어낸 타인의 질문지와 본인의 질문지를 함께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질문지에 반응한 타인을 소개하는 글도 함께 
전달해 주어 집단소속 변인을 조작하였다. 집단소속을 내
집단으로 조작한 조건에서는 태도 질문지에 반응한 사람
이 참가자와 같은 대학교 소속의 한국 대학생이라고 알
려 주어 조작하였고, 외집단으로 조작한 조건에서는 태도 
질문지에 반응한 사람이 일본에 실제 존재하는 사립대 
중 하나인 오테마에대학교의 학생이라고 소개하면서 한
일 간의 독도 영유권 갈등 문제, 위안부 문제, 전쟁이 가
능하도록 일본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 등을 간략히 언급
하여 참가자들이 이들을 외집단원으로 인식하도록 조작
하였다. 집단소속 조작 후에 참가자들은 방금 서면으로 
소개된 사람에 대해 10문항으로 이루어진 매력 측정 질
문지에 반응하였고, 마지막으로 조작체크 질문지에 반응
하였다.

3.6 종속 측정치
한덕웅과 황소정[6], 황소정[22]이 대인매력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했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이 사람의 인상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과 자주 접촉하는 것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십

니까?’, ‘당신은 이 사람이 평생 사귈 친구로서 얼마나 좋
다고 생각하십니까?’ 등이었다. 9점 척도로 이루어진 10
문항의 총합이 종속 측정치로 사용되어, 최소 10점부터 
최대 90점의 반응이 가능했다.

Fig. 2. Experimental Procedure

3.7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실험 자료는 SPSS/WIN 20.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독립변인의 조작효과는 독립표본 t-test로 분
석하였고,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의 대인매력에 대한 효
과는 2-way AONVA를 통해 분석했다. 유의한 이원 상
호작용에 대해서는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4. 연구결과

4.1 독립변인 조작 효과
태도유사성의 조작 효과는 ‘당신은 실험 중에 다른 사

람의 가치관 질문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작성자의 가
치관과 당신 자신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
각하는지 그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1=전혀 비슷하지 
않다, 9=매우 비슷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확인되었다. 태도를 유사하게 조작한 집단(M=7.77, 
SD=1.20)이 태도를 비유사하게 조작한 집단(M=2.15, 
SD=1.04) 보다 상대방과의 가치관 유사정도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여, 태도유사성의 조작이 성공적이었음을 보
여주었다(t(86)=23.30, p<.001).

집단소속의 조작 효과도 ‘당신은 제시받은 가치관 질
문지의 작성자와 같은 집단소속이라고 얼마나 생각했는
지 그 정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1=전혀 아니다, 9=매우 
그렇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확인되었다. 집단
소속을 내집단으로 조작한 집단(M=5.54, SD=2.3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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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이 집단소속을 외집단으로 조작한 집단
(M=4.53, SD=2.21)의 구성원들보다 질문지의 작성자와 
같은 집단소속이라고 생각했던 정도가 더 높았다는 것을 
보여주어(t(86)=2.11, p<.05), 집단소속 조작이 성공적이
었음을 보여 주었다.

4.2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에 따른 대인매력 분석
종속변인인 매력총점에 대해 2(태도유사성: 유사/비

유사) × 2(집단 소속: 내집단/외집단)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1에, 이원변량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1. Interpersonal Attraction as a Function of 
Attitude Similarity and Group Membership

Attitude Similarity
Total

Similar Dissimilar

Group 
Member-

ship

Ingroup
n 26 22 48

M 63.68 28.82 47.65

SD 9.92 7.99 19.68

Outgroup
n 21 19 40

M 54.24 38.05 46.55

SD 11.07 7.25 12.42

Total
n 47 41 88

M 59.40 33.10 47.15

SD 11.35 8.88 16.69

Table 2. Results of Two-way ANOVA
variable df SS MS F p

Attitude Similarity(A) 1 14092.19 14092.19 164.40  .000***

Group 
Membership(B) 1 .06 .06    .00  .979  

A × B 1 1873.12 1873.12  21.85  .000***

error 84 7200.38 85.72

total 88 219853.00

 *** p < .001

Table 3. Results of Simple Main Effect Analysis

variable df SS MS F p

A at B1(Ingroup) 1 14446.36 14446.36 170.54 .000***

A at B2(Outgroup) 1 2615.79 2615.79 30.88 .000***

B at A1(Similar) 1 1646.06 1646.06 6.57 .012*

B at A2(Dissimilar) 1 1287.06 1287.06 5.14 .026*

* p < .05,  *** p < .001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태도유사성의 주효과가 유의
하여 태도가 비유사할 때(M=33.10, SD=8.88)보다 태도
가 유사할 때(M=59.40, SD=11.35) 대인매력이 유의하
게 높았고 이는 가설 1을 지지하였다. 이 결과는 유사한 
태도가 대인매력을 증가시킨다는 여러 실증 연구 결과들
[12-1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Fig. 3. Attitude Similarity × Group Membership Interaction 
on Interpersonal Attraction

둘째,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여
(F(1, 84) = 21.85, p<.001) 이를 Fig. 3에 제시하였고, 단
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Fig. 3과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태도가 유사할 때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의 매력도가 유의하게 
높아(M=54.24 vs. M=63.68; F(1, 84)=6.57, p<.05),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태도가 유사한 조건에서 
내집단 구성원에게 내집단 편애 효과가 가산적으로 작용
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Fig. 3과 Table 3의 단순주효과 분석에
서 볼 수 있듯이, 태도가 비유사할 때 외집단 구성원보다 
내집단 구성원의 매력도가 유의하게 낮아(M=38.05 vs. 
M=28.82; F(1, 84)=5.14, p<.05), 가설 2-2도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태도가 비유사할 때는 내집단 구성원에 대한 
혐오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결과는 유사한 종속측정치를 사용했던 Chen과 Kenrick[5]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태도유사성의 주효과가 유의하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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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자신과 비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보다 유사한 태
도를 가진 사람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태도
유사성과 집단소속의 상호작용도 유의하여 상대방과 나
의 태도가 유사할 때는 그 사람이 외집단원일 때보다 내
집단원일 때 매력도가 더 높았고, 상대방이 나와 태도가 
상이할 때는 그 사람이 외집단원일 때보다 내집단원일 
때 매력도가 유의하게 더 낮아진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
다. 

본 연구의 학문적 및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5]의 집단소속 조작과는 달
리 현실적인 갈등이 있는 국가 간 관계(한국 vs. 일본)를 
이용하여 집단소속 독립변인을 조작했으며, 내/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최종적인 매력정도를 종속측정치로 사용
하여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 변인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기존의 연구
[5]가 최종적인 매력정도에 대해서 두 변인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지 못한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태도가 유
사할 때 내집단에 대한 매력이 외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커지고 태도가 비유사할 때는 내집단에 대한 혐오가 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커지는 것을 발견하여 태도유사성
-매력 효과와 태도비유사성-혐오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을 조작하여 
대인매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국내 최초의 실험 연
구라는 학문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학술
지에 출간된 연구들 중에서 태도유사성과 매력 간의 관
계를 실험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한덕웅과 황소정[6]의 
연구가 유일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태도유사성과 매력 
간의 관계에서 집단소속의 역할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기
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는데 의의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에 의해 결과
된 대인매력이 그 이후의 후속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추후연구의 발판을 마련했다
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추후의 연구에
서는 태도유사성과 집단소속이 대인매력에 주는 효과를 
확장하여 대인매력 이후에 결과될 수 있는 집단 응집성
과 실제 집단 수행[23]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경영 현장 또는 작업 현장에 제시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태도유사성과 

매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인 시사점
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유사성으로부터 나온 매력 
또는 호감이 직무 수행 또는 과제 수행[24]은 물론, 직무 
현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중요하다. Roth 등[12]은 
태도유사성에 의해 높아진 직무 지원자에 대한 대인매력
이 이 지원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을 보고했고, 
Iyengar와 Westwood[14]도 태도유사성이 장학금과 같
은 보상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고하여 
이를 입증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조직에서의 팀 구
성 시에 구성원들 간의 태도유사성을 고려하는 것이 조
직 생산성을 높이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비유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외집단원일 경우보다 내집단원일 경우에 매력도가 더 낮
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조직에서 팀
을 구성할 때 비유사한 태도를 가진 구성원들이 같은 팀
에 할당된다면 팀과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비생산성의 원인을 
제거하고 조직의 생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태도 조정
(attitude alignment, [25], p. 65)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제안될 수 있다. 태도 조정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의 균형
이론과 상호의존성이론을 토대로 Davis와 Rusbult[25]
가 제안한 개념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 더 큰 태도
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현
상’으로 정의된다[25]. 이 현상은 주로 사회심리학의 친

한 관계에 대한 연구에 적용되었고[26] 국내외의 연구
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새롭게 팀 구
성원이 된 사람들에게 태도 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유사한 태도
를 가지도록 유도한다면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셋째, 집단 또는 팀의 구성원들이 유사한 태도를 가지
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 하에 전
술한 논의를 전개했지만, 집단 또는 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들(diversity theories)은 이와는 반대의 결과
를 제시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명료화가 필요할 수 있다. 
즉, 다양성이론에서는 가시적인 속성인 인종, 성별, 나이 
등의 표면적 다양성(surface-level diversity)과 태도, 
가치, 성격 등에서의 차이와 같은 내면적 다양성
(deep-level diversity)이 팀이나 조직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해 오고 있다[27,28]. 본 연구의 관
심사인 태도도 내면적 다양성의 한 예인데, 다양성이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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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도 자체의 다양성이 조직 생산성에 주는 영향을 다
루고 있다면, 본 연구에서는 태도의 유사성이 대인매력을 
이끌고 이 상승된 대인매력이 긍정적인 조직 생산성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대인매력의 매개 역
할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유의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기는 했지만, 좀 더 많은 참가자를 확보하여 연구
의 외적타당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일반화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조건 당 30명 
이상의 참가자를 확보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보다 철저
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실험재료 제작 단계에서 사전 조작검증이 이루
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비
록 사후 조작체크의 결과가 유의하여 독립변인의 조작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추후의 연구에서
는 실험재료 제작 단계에서 태도유사성과 집단 소속의 
조작이 타당하고 유의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시켜 실험 결과의 신빙성과 일반화가능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앞선 논의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조직이나 경영
현장으로 확장 및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었는데,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결과를 조
직으로 확장하는데는 일반화가능성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소속 변인의 조작을 위해 현
실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집단인 일본을 외집단으로 사
용했고 이는 연구에서 의도한 조작방법이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자료는 2016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수집되어, 
2020년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본과의 무역갈등
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다. 만약 무역갈등이 시작된 
2019년 이후에 외집단으로 일본을 사용했다면 본 연구
의 결과를 일반적인 조직으로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 현실집단
을 사용하여 연구를 실시할 때, 자료 수집 시점의 시대상
이나 집단간 갈등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보다 면 히 검
토해 보고 실시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점을 연구자들
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유사한 태도를 가진 내
집단원을 외집단원보다 더 싫어한다는 결과를 얻었는데, 
본 연구의 태도비유사성-혐오효과가 내집단 구성원에게 

더 크다는 결과와는 맥락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내집
단원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동일한 부
정적 행동을 한 외집단원보다 내집단원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검은 양 효과(black sheep effect, [29,30])’
와의 비교 및 분석연구가 미래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이러한 두 방향에서의 분석이 통합된다면 집단소속과 
구성원에 대한 매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영향요인들
이 확인되고 영향과정이 설명되는 성과를 가지게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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