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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감(Empathy)은 사회적 동물이 다른 개체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
는 기능으로서, 사회적 동물들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 기능은 인간을
비롯한 고등 동물들에게서 잘 증명되었으며, 고등한 수준의 뇌 기능으로서 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 간의 활발한 연구 결과는 마우스(mouse)나 집쥐(rat)와 같은
설치류(rodents)에도 기본적인 형태의 공감 기능, 특히 정서적 공감(affective empathy) 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공감이 진화적으로 잘 보전된 기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설치류는 신경과학적인 연구에서 매우 편리한 실험 모델 동물이기 때문에, 이들
을 이용한 연구를 통하여, 정서적 공감의 뇌 기전을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밝혀내는 것
이 가능하게 되었다. 설치류에서의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인간의 공감 기능의 뇌 기전
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공감 기능 장애의 증상을 나타내는 신경정신질환
(neuropsychiatric disorders )에 대한 치료의 길을 밝혀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 상태를 느끼고,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는 여러가지
행동양식(behavior)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흉내(mimicry), 정서 전염(情緖傳染; emotional
contagion), 조망 수용(眺望受容; perspective taking), 의도적인 도움(targeted helping),
등이다 (Preston and de Waal, 2002). 많은 정신장애(mental disorders)들이 공감 능력의
심각한 저하 또는 항진을 수반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공감의 기전을 밝히는 것은
과학적인 면 뿐 아니라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감은
정서적(emotional, affective) 공감과 인지적(cognitive) 공감의 두 종류로 구분하여 논의해
왔다 (Panksepp and Lahvis, 2011, Shamay-Tsoory et al., 2009). 정서적 공감은 상대의
기분이나 각성 상태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등, 정서 전염 (情緖傳染; emotional
contagion)의

현상을

포함한다.

반면에

인지적

공감은

상대의

심리적인

관점

(psychological point of view )에 동조하여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Frith and Singer, 2008). 인지적 공감을 통하여 조망 수용(眺望受容; perspective takin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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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공감보다 더 발달된 고등 인지 기능에 속한다 (de Waal,
2008).
실험적인 증거에 의하면 공감은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기능으로서, 마우스나 집쥐도
동료의 기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de Waal and Preston, 2017, Decety, 2011).
인간과 마찬가지로, 마우스나 집쥐도 관찰 공포(observational fear) (Jeon et al., 2010,
Atsak et al., 2011, Pereira et al., 2012), 통증의 사회적 조절(social modulations of pain)
(Langford et al., 2006), 위로 행동 (consolation) (Burkett et al., 2016), 그리고 친사회적
도움 행동(prosocial helping behavior) (Ben-Ami Bartal et al., 2011), 등을 보인다. 관찰
공포는 설치류에서 공감 공포를 측정할 수 있는 간편한 행동 실험 모델이다 (Keum and
Shin, 2016, Meyza et al., 2017, Panksepp and Lahvis, 2011, Sivaselvachandran et al., 2016,
Chen et al., 2009, Jeon et al., 2010). 관찰 공포 실험에서는 실험 마우스가 다른 마우스가
전기충격을 받고서 공포에 빠지는 것을 관찰하는 것 만으로 간접적으로 공포조건화(fear
conditioned)된다 (Jeon et al., 2010).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관찰 공포가 공감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Kleberg et al., 2015,
Olsson et al., 2007). 이는 관찰 공포가 기본적으로 공감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한다
(Panksepp and Panksepp, 2013). 설치류에서의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공감 공포에 대한
다양한 디자인의 실험 연구를 촉발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저자는 설치류의 공감 공포에 대한 최근의 활발한 연구 결과들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 특히, 공감 공포의 뇌 기전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우선 공감
공포의 모델인 관찰 공포 실험에 대한 서술로 시작하여, 관찰 공포 학습이 전통적인
공포 조건화(fear conditioning)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정서적 공감과 어떻게
통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관찰 공포의 발현에 관여하는 환경, 유전자,
뇌 회로(neural circuit), 등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정서적 공감 행동의 모델로서의 관찰 공포
공포는 위협적인 환경 자극에 대하여 생리적, 행동학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주관적인
상태이다. 공포 반응은 전기 충격처럼 해로운 자극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에 촉발된다.
전통적인 공포조건화(fear conditioning) 실험에서는, 특정 주파수의 소리(tone)나 주변
환경(context)처럼 정서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조건자극(conditioned stimulus;
CS)과 전기충격처럼 근원적으로 혐오스러운 무조건자극(unconditioned stimulus, US)을
마우스가 동시에 접하게 함으로써 두 자극 간에 연관성을 형성시키게 한다. 이와 같이
두 자극의 연관성을 경험한 마우스는 이 후에는 본래에는 무의미했던 CS만을 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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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도 ‘행동이 얼어 붙는’ 공포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LeDoux, 2000). 공포의 형성은
이와 같이 파브로프 식의 공포조건화 (Pavlovian fear conditioning)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전파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설치류의 경우에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상대 동물에 잠깐 노출되는 것 만으로도 공포조건화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다 (Bredy and Barad, 2009, Guzman et al., 2009, Knapska et al., 2010). 즉,
한 마우스의 정서 상태가 다른 마우스의 정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말한다.
혐오자극을 직접 접하지 않고서 관찰 공포 조건화(observational fear conditioning )를 통한
대리 경험에 의하여 얼어 붙는 공포 행동이 생성될 수도 있다. 마우스가 CS(context or
tone)를 접하는 동안에 다른 마우스가 공포감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관찰 공포 조건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Chen et al., 2009, Jeon et al., 2010). 즉, 이 관찰이
US의 역할을 한 셈이다. 자신이 직접 혐오스러운 자극을 받는 대신, 다른 마우스가 직접
경험하는 것을 목격하는 대리 경험을 통하여 공포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날
같은 소리(tone)가 들리거나, 같은 장소(context)에 들어가게 되면 마우스는 얼어 붙는
공포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공포 학습은 단순히 정서 전염(emotional

contagion)이나 흉내 내기(mimicry)와는 다른 인지기능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상대 마우스에 노출된 다음에 한참 후에 상대 마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관찰 공포 학습과 전통적인 공포 조건화 간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양 쪽 다 US와
CS간의 연관성을 새로이 만들어 냄으로써 공포 반응을 발현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공
포 반응의 발현을 조정하는 뇌의 부위가 공통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이다(Olsson et al.,
2007, Debiec and Olsson, 2017). 그러나 전통적인 공포 조건화는 혐오 자극의 직접 경험
에 의하여 유도 되는 것에 비하여, 관찰 공포는 상대 마우스의 정서 상태의 관찰을 통한
공포의 사회적 전파를 통한 대리 경험에 의하여 유도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관
찰 공포 반응이 사회적 지각(perception)과 종합적인 사회적 인지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lsson and Phelps, 2007, Jeon et al., 2010, Meyza et al., 2017). 여기에
서 상대의 괴로움을 인식하는 것이 관찰자에게 공포를 유도한다는 사실 자체는 곧 정서
적 공감의 정의에 합당하는 것이다. 즉, 공감은 공포의 사회적 전파와 이에 따른 관찰
학습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Panksepp and Lahvis, 2011, Keum and Shin, 2016,
Sivaselvachandran et al., 2016, de Waal and Preston, 2017). 인간을 포함하는 고등동물에
서 수행한 관찰 공포 학습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감 능력이 높을 수록 더 강한 관찰 공
포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Mineka and Cook, 1993, Kleberg et al., 2015, Haaker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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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공포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관찰 공포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들 중에서 상대 개체와의 친밀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마우스가 한배 새끼 사이이거나, 오랜 동안 같은 장에
서 지내온 배우자일 경우에 나타나는 관찰 공포의 반응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24시
간 후에 측정한 공포 기억도 더 강화된 결과를 보인다 (Jeon et al., 2010). 이는 인간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매우 비슷한 결과이다. 또 한, 마우스는 더 친근한 상대가 고통을 받는
것을 관찰할 때에, 더 많은 배설물을 떨어뜨리는 등, 더 많은 고통의 신호를 나타낸다
(Gonzalez-Liencres et al., 2014). 이와 같은 친근한 정도에 따른 대리공포반응의 차이는
수놈의 경우에 더 두드러져 나타난다 (Pisansky et al., 2017a). 즉, 수놈의 경우에 상대와
의 친밀도가 클수록 더 큰 대리 공포 반응을 나타낸다.
인간의 경우에 상대방이 특정 자극에 의하여 고통을 받는 것을 관찰할 때에 자기 자신이
전에 비슷한 자극을 경험한 경우에 더 심한 공감 반응을 나타낸다는 연구가 있다. 즉 전
에 먼저 겪은 혐오스러운 자극의 경험이 비슷한 자극에 의하여 고통받는 상대방의 정서
를 더 쉽게 인식하고, 또 한, 쉽게 공유함을 알 수 있다(Eklund et al., 2009, Preis and
Kroener-Herwig, 2012). 이 같은 현상은 마우스(Sanders et al., 2013) 및 집쥐(Atsak et al.,
2011)에서도 관찰되었다. 즉, 먼저 가볍게 전기충격을 받아 본 마우스가 상대방이 전기
충격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볼 때에 더 강한 관찰 공포를 나타낸다(Allsop et al., 2018).
이러한 경우에 마우스는 상대방 마우스가 전기충격을 받는 동안에 CS(소리)를 접함으로
써 CS와 전기충격의 연관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US는 자기가 경험한 전기충
격에 대한 기억이 상대방 마우스의 상황을 관찰함에 의하여 크게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외에도 성별, 나이, 성장 기간의 사회적 환경, 초음파 발성(ultrasonic vocalization),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험결과도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관찰 공포 학습에 관여하는 분자, 세포, 뇌 회로
전통적인 공포조건화(Pavlovian fear conditioning)에 대한 분자, 세포, 뇌 회로에 대하여는
활발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많은 사실이 밝혀져 왔다. 예를 들어, 편도핵(amygdala)이
공포 반응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 (LeDoux, 2000, Johansen et al.,
2011). 그렇다면 관찰을 통하여 어떻게 US와 CS의 연관성이 뇌에서 형성될 수 있을까?
중요한 차이는 전대상피질(the anterior cingulate cortex; ACC)에서 편도핵으로 이르는 뇌
회로가 관찰 공포의 형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이다 (Jeon et al., 2010, Allsop et al., 2018).
전대상피질(ACC)은 집행기능(executive processing), 주의집중, 정서, 사회적인 인식(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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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nition), 등, 인지기능의 근본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Hutchison et al., 1999,
Singer et al., 2004, Apps et al., 2016). 특히, 인간의 경우에 타인의 고통을 인식할 때에 전
전두엽(prefrontal cortex), 전대상피질(ACC), 섬 피질(insular cortex), 등의 뇌 부위가 활성
화 된다 (Singer et al., 2004, Jackson et al., 2006, Olsson et al., 2007, Bernhardt and Singer,
2012). 마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공포 반응 중에 전대상피질의 기능이 상승한다
(Pisansky et al., 2017a, Allsop et al., 2018). 전대상피질이 관찰공포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해부학, 뇌 전기자극, 및 광유전학 실험을 통하여 확인 되었다 (Jeon et al., 2010, Kim et
al., 2012, Allsop et al., 2018).
전대상피질에서 편도핵에 이르는 뇌회로가 관찰공포 형성에 관여함도 확인되었다 (Jeon
et al., 2010, Debiec and Olsson, 2017). 관찰공포 반응 중에 전대상피질과 편도핵의 신경
간에는 활발한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 마취제를 전대상피질에 주사하는 실험에 의하면,
전대상피질은 관찰공포의 생성에는 관여하지만, 다음날 공포 기억의 발현에는 필요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이는 전대상피질이 사회적공포의 발현을 위한 정서 및 인지적인 정보
를 제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Jeon et al., 2010).
좌우 뇌의 반구의 기능을 마취제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억제하거나, 전기자극을 이용하
여 선택적으로 항진 시키는 실험은 뇌의 좌우 반구의 기능을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이러
한 실험을 통하여 밝혀낸 놀라운 현상은 마우스의 좌우 전대상피질이 서로 다른 기능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우측 전대상피질은 관찰공포에 관여하지만 죄측 전대상피질은 관
여하지 않는다(Kim et al., 2012). 마우스에서 좌뇌 우뇌 기능의 분화 현상이 보고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관찰공포에 관여하는 전대상피질 내의 자세한 뇌 회로는 아직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지
만, 적어도 somatostatin타잎 억제성신경들이 관찰공포반응을 조절한다는 사실이 광유전
학을 이용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Keum et al., 2018). 이 신경세포들의 기능을 증가시키면
관찰공포가 줄어들고, 억제하면 늘어나는 것을 볼 때에 somatostatin타잎 억제신경들이
관찰공포 반응을 조절하는 문 빗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뇌의 시상에는 통증 신호의 전달을 담당하는 회로가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증의 감각
자체를 담당하는 부위로서 통증감각 회로 (sensory pain pathway)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
는 통증정서 회로(affective pain pathway)라고 부른다. 흥미롭게도, 이 들 두 가지 회로
중에서 관찰공포 반응의 형성에는 통증정서 회로 만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관
찰공포가 통증정서의 처리과정을 거침을 보여주고있다는 인체 연구와도 통한다 (Singer
et al., 2004, Jeo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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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공포의 발현에 관여하는 유전자, 분자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Neurexin (Keum et al.,
2018), L-type Cav1.2 calcium channel (Jeon et al., 2010), Chd5 (Pisansky et al., 2017b),
oxytocin (Pisansky et al., 2017a), serotonin (Kim et al. (2014),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연
구는 앞으로 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CONCLUSION
최근 몇 년 간에 설치류를 이용하는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설치류 들도 서로 간에 정서
상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즉 공감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설치류에서
공감 기능을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험의 제한성을
넘어서서, 공감 기능의 발현 및 조절 기전을 다양한 분자, 세포, 뇌 시냅스, 뇌 회로
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들은 인간의 공감 기능을
조절하는 뇌의 기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더구나, 공감
기능 조절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자폐증, 사이코패쓰, 등, 공감 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다양한 신경정신 질환의 발병 과정을 밝혀주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치료의 길을
열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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