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시나리오 1

가연이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중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가연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인 태수가 가연이의 휴대폰을 들고
문자 메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문자 메시지는 가연이의 수학 시험
성적이 낮아 화가 났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 가연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 왜 가연이가 친구들에게 성적이 나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 태수의 행동은 괜찮은 걸까요?

• 같이 점심을 먹던 다른 친구들은 태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 여러분은 태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수의 행동이 도덕적이었나요?
태수의 친구가 되고 싶나요?

-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떨까요?

- 이유를 불문하고 남의 것을 몰래 보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걱정돼서 그랬다면 어떨까요?

시나리오 2

진구는 세린이와 이야기하던 중 발이 걸려 진흙탕에 넘어졌습니다. 세린이는 그
모습이 웃기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지만 진구는 웃지 않고 창피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 세린이가 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진구는 왜 기분이 상했을까요?

• 진구가 세린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누가 내 창피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 이 상황도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시나리오 3

15살 학생인 윤아는 두 명의 남자 형제와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친구들도 많습니다.
윤아와 혁수는 같은 학교 친구이며 과학 수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어제



과학 시험을 보고 결과를 확인한 후 혁수는 윤아가 매우 기분이 나빠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음 주에 윤아는 며칠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혁수는 혼자서 과학
프로젝트를 해야 했습니다. 돌아온 윤아는 혁수에게 병원에 다녀왔다고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윤아의 학교 성적을 누가 알아야 할까요? 병원 방문 기록은 누가 알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윤아가 이런 문제에 관해 누구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보호자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친구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친구에게는 보여주고 싶지만 부모님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기: 강사를 위한
자료

시나리오 1

가연이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던 중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면서 휴대폰을 테이블에
두고 갔습니다. 가연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친구인 태수가 가연이의 휴대폰을 들고
문자 메시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본 문자 메시지는 가연이의 수학 시험
성적이 낮아 화가 났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 가연이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 가연이는 사생활이 노출되었다는 기분을 느끼고 친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왜 가연이가 친구들에게 성적이 나쁜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 가연이는 자신의 성적을 개인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태수의 행동은 괜찮은 걸까요?

- 참가자는 성적과 휴대폰과 관련된 개인 정보에 대한 본인들의 기준을
고려하고 친구들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같이 점심을 먹던 다른 친구들은 태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 참가자는 본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여러분은 태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수의 행동이 도덕적이었나요?
태수의 친구가 되고 싶나요?

-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떨까요?

- 이유를 불문하고 남의 것을 몰래 보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걱정돼서 그랬다면 어떨까요?

- 참가자는 사생활과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2

진구는 세린이와 이야기하던 중 발이 걸려 진흙탕에 넘어졌습니다. 세린이는 그
모습이 웃기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었지만 진구는 웃지 않고 창피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 세린이가 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참가자는 친구들을 웃기거나 '좋아요'를 받고 싶어 하는 세린이의 동기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 무엇인가를 게시할 때 허용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 진구는 왜 기분이 상했을까요?

- 참가자는 소셜 미디어 이용 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진구가 세린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참가자는 이 행동에 대처하는 전략을 떠올려야 합니다.

• 누가 내 창피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 참가자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공유해도 괜찮은 것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 이 상황도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 참가자는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고민하고 이 특정 상황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3

15살 학생인 윤아는 두 명의 남자 형제와 어머니를 두고 있으며 친구들도 많습니다.
윤아와 혁수는 같은 학교 친구이며 과학 수업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입니다. 어제
과학 시험을 보고 결과를 확인한 후 혁수는 윤아가 매우 기분이 나빠 보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다음 주에 윤아는 며칠이나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혁수는 혼자서 과학
프로젝트를 해야 했습니다. 돌아온 윤아는 혁수에게 병원에 다녀왔다고 할 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윤아의 학교 성적을 누가 알아야 할까요? 병원 방문 기록은 누가 알아야
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참가자는 정보에 따라 개인 정보의 수준이 어떻게 다른지 고민해야 합니다.
윤아의 학교 성적은 친구, 학교 친구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보호자에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윤아의
병원 기록도 훨씬 더 민감한 정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 윤아가 이런 문제에 관해 누구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 윤아는 이 정보를 본인만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윤아는 개인 정보의 일부만을 공유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과 관련된 어려움을 부모/보호자와
상의할 수 있지만 친구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삶에서 부모님/보호자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친구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반대로 친구에게는 보여주고 싶지만 부모님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 참가자는 개인 정보에 관한 본인의 선택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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