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학 사학 논문

가해  계가 사 폭력 

피해  정  지에 미치는 향 

2013년 2월 

울 학  학원

학과 상담전공

   경   희





가해  계가 사 폭력 

피해  정  지에 미치는 향 

지도 수 김 계 현

 논문  학 사 학 논문 로 제출함

2012년 10월

울 학  학원

학과 상담전공

   경   희

경희  학 사 학 논문  준함

2012년 12월 

 원   ( )

부 원   ( )

    원  ( )

    원  ( )

    원  ( )





-i-

국 문  록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 으로 다수의 이용자들은 편리함을 리고 

있지만,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악 향

역시 증가하고 있다.일반인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악성댓 로 인한 자살

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사이버폭력에 한 연구가 증가하면서,이 상을 설명하기 한 다

양한 노력들이 있어왔다.사이버폭력의 원인을 설명하기 한 법학이나 

범죄학,사회학  의 연구,가해자와 련된 변인을 찾기 한 연구,

이에 한 정책이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그 성과라고 볼 수 있

다.하지만,다수의 연구들은 인터넷 공간이 지니는 '익명성'이라는 속성

에 기반하여 사이버폭력의 발생과 처에 해 논하고 있다(천정웅,

2000;한종욱,2001;김재휘,김지호,2002;이성식,2004;이해춘,2004;이

성식,2005;최연숙,2005;김 권,2006;장미,조아미,2006;신동 ,이명

진,2006;김계원,서진완,2009;유상미,김미량,2010;Patchin&Hinduja,

2006;Bryce & Klang,2009;Katzer, Fetchenhauer& Belschak,2009;

Reeckman,& Cannard,2009;Huang,& Chou,2010;Valkenburg& Peter,

2011).인터넷공간의 익명성은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만,사이

버폭력의 상이나 실제를 들여다보면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가 존재

하거나 피해자를 알고 의도 으로 공격하는 사례도 존재한다(Ybarra&

Mitchell,2004a;Li,2007;Kowalski,2007).그 다면 가해자와 계  맥락

이 있는 피해자들은 계  맥락이 없는 피해자들과 다른 경험을 하는가?다

른 경험을 한다면 이러한 상은 구분되어야 하는가?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

에 기반하여 출발하 다.

본 연구는 계  맥락에 따른 피해자의 경험에 을 두고 있다.

그간 사이버폭력의 피해에 한 연구들도 꾸 히 있어 왔으나 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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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인 측면을 구체 으로 다룬 연구의 수는 상 으로 많지 않았다.

이에,본 연구는 심리 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을 맞추

고,구체 인 피해경험을 탐색하여 실제 상담  개입과 연결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단순히 불쾌감을 경험하는 댓 의 

경험에서부터 심한 우울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폭이 다양하다.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자살까지 나타나는 등 차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

어, 본 연구는 이 상을 인간에 발생하는 외상  경험이라는 에

서 근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과 일회

이고 만성 인 상을 구분하여 피해경험을 다양하게 포 할 수 있다

는 에 근거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을 가해자와의 계라는 기

을 가지고 탐색하고자 했다. 가해자와의 계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

을 알고 있는 계부터 친 함을 나 는 계까지를 모두 포함한다. 

한, 얼굴과 이름을 알고 있더라도 오 라인상에서 련이 없다면 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체 으로 가해자가 구인지 인지할 수 없더라

도 학과 내 익명게시 과 같이 가해자가 추측가능하고 피해자와 오 라

인 상에서 계가 있다면 계성이 있다고 단한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와의 계를 구분의 기 으로 설정한 이유는 익

명성이라는 상이 단순한 하나의 상으로 규정지을 수 없는 상  특

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익명성을 언

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나 추측할 수 있는 경우들이 존

재함이 연구(Ybarra& Mitchell,2004a; Li,2007;Kowalski,2007)나 사례

를 통해서 밝 짐에 따라 익명성에 해 다면 으로 이해할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다. 아는 계에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이버폭력

의 발생동기가 다르고,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다는 

에서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 정보통신윤리 원회(2007)의 사이버폭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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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분석해보면 아는 계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의 경우 주로 이 에 

맺었던 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분노나 감정을 복수하는 방식으로 사

용하거나, 오 라인 상에서 가져왔던 반감을 온라인상에서 표출하는 등 

도구 으로 사용하 지만, 모르는 계에서는 충동성이나 정의감에 행동

하는 경우가 많아(김경은, 2011) 사이버 폭력의 동기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와의 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향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

날 수 있다. 특히, 인터넷과 사이버공간의 주 이용자인 10-20 의 청소

년들에게는 발달 으로 요한 향을 미친다. 이 시기가 정체성을 확립

하고 타인과의 친 감을 형성하는 주요 시기라는 에서 사이버 폭력은 

발달과업의 실패를 가져오며, 그 향력에서 회복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아는 계에서 경험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온라

인  오 라인 상에서 동시 으로 고통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통이 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같은 폭력상황에서도 다른 피해경험을 양

산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했던 

계라면 사이버폭력은 배반외상(betrayal trauma)의 역까지도 확 될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가졌던 믿음과 신뢰를 오히려 역

이용했다는 에서 피해경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 본 연구는 실험 인 방법을 통해서 계성이라는 변인이 사이

버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자 하 다. 실험 인 방법은 

연구자가 보고자하는 변인을 실험자극으로 제시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인이 미치는 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다만, 피험자들에게 실제와 같은 사이버폭력을 경험하게 하

는 것은 윤리 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고 경험

하는 유사실험을 실시하 고, 제 인 과정은 서울 학교 윤리 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를 한 차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 비연구를 통해서 10



-iv-

명의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을 인터뷰하 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사이

버폭력의 경험이 지니는 외상 인 속성을 확인하고 실험자극을 구 하기 

한 실험상황에 한 정보를 추출하 다. 시나리오는 사이버폭력의 

표 인 사례이면서 계성이라는 차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례를 선정하여 구성하 으며, 상담 공 석사과정이상 5인의 평정을 거

쳐 수정 보완되었다. 인터뷰 내용  사이버 폭력 상황에서 경험되는 인

지로 단되는 항목 66개가 추출되었다. 이 과정에는 상담 공 박사 수

료 이상의 문가 3인이 참여하여 문장 선택  문장 구성과정에 여

하 다. 추출된 문장은 66개의 카드로 제작되어 상담 공 박사 수료 이

상의 문가 4인에 의해 유사성 분류가 진행되었다. 유사성 분류에 따라 

3개의 상 목록, 8개의 소분류, 40개의 진술문을 지닌 인지목록이 만들

어졌으며, 상담 공교수 1인의 검수를 거쳤다. 

본 연구를 해서 연구 참여자를 인터넷 게시 을 통해 모집하 고 

87명의 참가자가 모집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에 한 설명을 듣고 동의

서를 작성한 뒤 실험에 참가하 다. 실험조건에 무선 할당된 피험자들은 

사  정서를 측정하고 실험조건에 따라 시나리오를 읽었으며, 읽고 난 

이후에 한국 외상정서평가척도와 인터뷰에서 추출한 인지목록을 작성하

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상황에서 피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처 반

응을 작성하도록 하 다. 실험 참여자  실험에 몰입하지 못하 거나 유

사경험이 있고, 실험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피험자를 제외하고 70명

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먼 , 정서반응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해자와 계성이 없는 조건에

서는 공포  불안을 주요 정서로 경험하 으며 가해자와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배신감을 주요 정서로 경험하 다. 집단 간 차이를 보인 정

서는 배신감과 소외감이었는데, 가해자와 계성이 있는 조건이 그 지 

않은 조건에 비해서 배신감과 소외감을 유의미하게 높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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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반응에 한 결과는 상담 공 박사수료 이상 4인의 문가가 

결과를 평정하고 유목화하 는데, 자신에 한 처와 가해자에 한 

처, 타인에 한 처, 문제 상황에 한 처로 구분되었다. 각각의 

처 반응에 한 공통 과 차이 을 심으로 연구 결과를 분석하 다. 

가해자와 계성이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가해자에 해서는 좀 더 직

이고 공격 인 처를, 주변인에 해서는 회피 인 처를 하는 반

면, 계성이 없는 실험조건에서는 자신에 해서는 본인의 신상을 감추

기 한 처를, 문제 상황에서는 법 조치와 같이 강경한 응을 하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인지목록에 한 결과는 유목을 분류한 결과 자신에 한 인지, 타

인에 한 인지, 세상에 한 인지로 구분되었고, 자신에 한 인지에는 

자기귀인  자책, 고립, 이후 계지각이라는 유목이 포함되었고, 타인

에 한 인지에는 타인의 시선 의식, 타인에 한 불신, 온라인상의 사

람들의 속성이라는 유목이 포함되었다. 세상에 한 인지에는 험성 지

각  처 행동이 포함되었다. 인지목록은 실험조건별로 많이 응답한 

인지 목록을 10개씩 선별하여 분석하 다.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온

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이나 험성 지각에 속한 문항들이 더 높은 응답

률을 보 으나,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주변사람들의 시선의식이나 

앞으로의 계에 한 문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다소의 차이

를 보 다. 

처 반응과 인지목록은 모두 정서반응의 결과와 일 되게, 가해자

와 계성이 있는 실험조건에서 계에 한 불신과 경계를 더 많이 드

러내면서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양상을 나타나는 인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들에 을 맞추고 외상이론으로 

구체 인 피해경험을 살펴보려고 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한, 성격

이 다른 두 상을 계성이라는 축으로 구분하면서 차별 인 상담개입

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 즉,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주요정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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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불안이라면 계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신감이 주요정서이다. 

더불어, 인지 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인 면들을 확인함으로써 상담자

들을 한 개입 략의 토 를 마련했다는 에서 상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즉, 하나의 이름아래 다른 두 상이 

존재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상에 한 명확한 이해와 분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실험 인 방법을 통해서 가해자와의 계가 미치는 향을 

살펴보려고 했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 실험은 많은 것이 통제된 실

험실에서 변인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확인한다는 에서 연구자

가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에 한 가설검증이 용이하고, 미시 인 수 에

서의 분석도 가능하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간 사이버 

폭력 연구에서 다양한 연구 방법들이 있어왔지만 실험을 통한 연구는 많

지 않았다는 에서 이러한 시도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다만, 윤리 인 문제 때문에 피험자들에게 직  사이버 폭력을 가할 

수 없어 시나리오를 통한 유사경험을 일으켰다는 제한 이 있다. 한, 

시나리오를 읽은 직후의 경험이 측정되었다는 에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나는 정서, 인지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추후 연구가 더 필요

하다.  

⃞ 주요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인간 외상, 계성

⃞ 학  번: 2007-3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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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목   필요성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기사를 검색하거나,까페에서 인터넷

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

다.인터넷과 스마트폰은 를 표하는 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 다.특히,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 으로 인터넷에 한 근성이 매우 커졌고,어디서나 손쉽게 인터넷

에 속하는 것이 가능해진 만큼 사이버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류가 

많아지고 있다.그러나 계의 창출과 확 라는 정 인 부분과 함께 

인터넷은 타인을 상처 입히거나 해하는 장소로도 활용된다.그 결과 

인기피 상이나,학교를 그만두거나,극단 으로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

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그러나 이에 한 연구들은 기단계로 

사이버폭력에 해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제 연구결과들이 축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강도나 심각성이 큰데 비해 피해자들의 경험에 을 두고 깊이 

있게 근하는 상담학  근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폭력이 심각한 정서  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

면서 사이버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한 개입이 시 한 실정이지만 

지 까지는 사이버폭력을 범죄 상의 하나로 보고,주로 법학 이고 범

죄사회학 인 에서 근해왔다.때문에 사이버 폭력 상을 일으키는 

원인  가해자와 련된 변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인터넷 실명제

나 포털 게시  운 자에 한 리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논쟁 등(정

완,2005;양동철,2006;곽 길,2009;김계원,서진완,2009;정철호,

2009;박무원,2011)은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논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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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 으로 가해자나 피해자 개인에 해서는 어떤 개입이나 

방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 인 연구들이 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련 변인들에 한 탐색(천정웅,2000;한종욱,2001;이해춘,2004;이성

식,2005;이성식,2006;성동규,김도희,이윤석,임성원,2006;이정기,우

형진,2010;조아라,이정윤,2010;유상미,김미량,2011)은 꾸 히 이루

어졌으나,이들 개인들이 경험하는 상에 해서는 뉴스나 신문 기사의 

사례로만 해졌을 뿐 개입지 이나 개입효과 등 연구차원의 논의는 충

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어떤 정서 ,인지 인 

경험을 하고,이러한 경험들이 일상에 미치는 향은 무엇인지,피해자들

의 고통에 주목하고 개입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피해자의 입장에 주목하는 것이 요한 것은 사이버폭력의 범 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사이버폭력을 행 나 가해자의 입장에서 정의한다면,

가해자의 '고의성과 의도성'이 시되어 사이버폭력의 범 가 어들고 

실제,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할 여지가 있

다.반면,피해 심의 정의를 하게 된다면,상담학에서 개입해야할 역

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법리  근이나,범죄사회학 인 근에서 락

되는 피해자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에,본 연구는 상담학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이버폭력을 바라보

고자 한다.상담학  입장이란 '심리사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간의 변화기제를 활용하여 심리  문제나 정서,사고,가치  등을 개

선하며,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해 책임을 지며 개선된 행

동을 하도록 돕는 활동'을 의미한다(김계  외,2011).즉,본 연구는 '심

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을 두고 근할 것이고,특히 외상이

론을 용하여 상을 이해하고 논의 을 찾고자 한다.외상은 '폭력이 

가해진 심리  상처로서 지속 인 효과를 미치는 일'(Allen,2005)을 

의미한다.외상이론은 외상으로 인한 피해에 을 맞추고 논의를 개

하고 있다는 과 사람으로 인한 인간 외상 상을 구분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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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회 이고 반복 인 외상사건을 구분하고 있다는 에서 사

이버폭력 상에 용할 수 있는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게다가 사이버

폭력 상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심한 피해경험까지 

포 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외상이론으로 사이버폭력에 근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하나,사이버 폭력의 피해자에 한 연구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은 구체 인 피해경험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간의 사

이버폭력 연구는 피해경험을 연구하기는 하 지만,실태조사 차원에서 

단편 으로 결과를 수집하거나 피해경험도 우울이나 스트 스와 같이 단

일의 요소로 평가한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기 인 정서나 인지 인 요

소들을 알기는 어려웠다.피해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구체 인 정서와 

인지 인 요소들,그리고 이들 간의 계에 한 이해가 정확하고 풍성

해질 때,상담 개입에 한 구체 인 시사 과 함의 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구체 인 수 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질 때,이를 실제 상담개

입과 연결시키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역의 근과는 차별화되는 상담자들의 문성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한편,사이버폭력 연구의  다른 특징으로는 사이버폭력 상의 주

요 원인으로 '익명성'을 언 하고 있다는 것이다.사이버폭력이라는 상

자체가 사이버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다보니 환경 인 속성이 크게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익명성은 사이버공간에서 아이디를 사용하거

나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 연구들이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이용자들의 비난이

나 공격의 강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언 하고 있다(천정웅,2000;한

종욱,2001;김재휘,김지호,2002;이성식,2004;이해춘,2004;이성식,

2005;최연숙,2005;김 권,2006;장미,조아미,2006;신동 ,이명진,

2006;김계원,서진완,2009;유상미,김미량,2010;).익명성과 사이버폭력

상의 련성을 입증하는 연구들(이성식,2004;유상미,2010)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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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이 가지는 향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러나,익명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사이버폭력 상의 한 측면만을 부각하는 표면 인 이해

에 불과하다.가해자를 추측할 수 있거나,가해자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

황에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들(이

성식,2005;성동규 등 2006;송종규,2005;Ybarra& Mitchell,2004a;Li,

2007;Kowalski,2007)이 나타나면서,익명성이라는 상에 해서 보다 

다각 인 측면에서 이해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해자가 익명이 아니라 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 필요한 이유는 아는 가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상 인 측면에도 기

인하지만,사이버 폭력의 동기  피해자에게 미치는 향에 있어서 차

이를 만들기 때문이다.여기서 가해자와의 계성은 단순히 얼굴만을 알

고 있는 먼 계부터 친 한 계를 맺는 경우까지 포함한다.얼굴과 이

름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오 라인 상에서 아무런 연

성이 없다면 이는 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정확히 가해자를 알

지 못하더라도 학과 내 익명게시 과 같이 가해자의 범 가 추측가능하

며 피해자와 오 라인상의 계가 있다면, 계성이 있다고 단한다.

가해자와 계가 있다는 것은 사이버폭력의 동기에 향을 미친다.

정보통신윤리 원회(2007)의 사이버폭력사례를 분석해보면,아는 계에

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은  연인 계나,  부부 계,학교 선후배 계

나 친구와 같이 상당히 친 했던 계 내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이 에 맺었던 계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분노나 감정을 복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오 라인 상에서 가져왔던 반감을 온라인상에서 

표출하는 등 사이버폭력을 도구 으로 사용하 다.반면,모르는 계에

서는 충동 으로 악성댓 을 달거나 정의감에 을 썼거나 피소 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김경은(2011)의 연구에서와 

같이 계  맥락에 따라 동기자체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한 계  맥락에 주목해야 하는 요성은 가해자와의 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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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의 상실과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이다.특히,사이버폭력은 인터넷

을 주로 이용하는 10 나 20  사이에서 발생하기 쉬운데( 종수,고

삼,엄나래,2011),이 시기는 정체성과 친 감 형성이라는 발달과업이 

주어지는 시기라는 에서 더 요성을 지닌다.아는 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 동료들과의 계에서 부 응을 일으키고,친 감을 형성하

지 못하도록 한다.이 과업에 실패하게 되면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인 계에서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므로(Sullivan,

1968),두 상을 구분하고 제 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생각

된다.

한,아는 계에서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 라인 상

에서의 폭력과 연계되어 고통이 가 될 수 있다.사이버 폭력과 결합한 

학교폭력이 그 가 될 수 있겠다(오병호,이상구,2012;신동업 2012).이 

경우에는 온라인에서의 공격과 오 라인에서의 공격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오 라인을 벗어나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폭력이 이어지고,다시 

가해자들이 함께 하는 괴롭힘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악순환이 생겨

날 수 있다.이 경우 사이버폭력은 오 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는 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의 고

통을 가 시킬 수 있다.

한,같은 폭력의 경험도 가해자와의 계에 따라 다른 피해 경험

을 유발한다.이는 인간에 이루어지는 외상에서도 가까운 계에서 일

어나는 외상이나,애착 상에서 발생하는 외상을 배반외상이나 애착외상

이라 일컫는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Allen,2005;Freyd,1994).즉,가

까운 계에서 경험되는 폭력은 배신감을 유발하고,더 큰 손상을 입힌

다는 것이다.피해자들은 충격 인 경험 이후에 자신을 안 하게 유지하

고,고통을 로받을 수 있는 안 지 를 찾게 되는데 지인에게 경험하

는 폭력은 이런 안 지 를 축소시킨다는 에서 고통을 가 시킨다.

익명성이라는 특수성이 분명 사이버공간 안에 존재하지만 그 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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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경험도 공존하고 있고,그로인한 고통의 향이 다르다면 이는 별개

의 상으로 분류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가해자와의 계성이라는 기 을 가지고 사이버 폭력의 피해

상을 이해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본 연구는 이러

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계성이 피해자의 경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정서,인지 인 측면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았

다.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 을 지닌다.

첫째,상담학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에 을 맞추고 사이버 폭

력 상을 이해하고자 한다.그간의 연구들이 사이버폭력의 발생이나 원

인과 련하여 가해자 련 변인들을 탐색하고 연구해왔다면,본 연구는 

개입 상으로서 심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경험에 을 맞

추고 구체 인 경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계성이라는 기 에 따라 질 으로 다른 피해 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차별  정서와 인지에 한 개입이라는 개입지 에 한 

시사 을 찾고자 한다.상담에서는 내담자가 경험하는 핵심 인 정서가 

무엇인지에 따라 상담자가 근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따라서, 계성을 

기 으로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구체 인 정서와 인지를 탐색하여 차별

인 개입지 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실험 인 방법을 통해서 계성이라는 특징이 피해자들에게 

차별 으로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한다.실험은 상이한 사실들 사이

의 인과 계 연구를 한 기법으로,한 사실에서의 특정변화가 다른 사

실에서의 특정변화를 산출할 것임을 가설로 진술한다.실험은 한 사실에

서의 변화가 인 으로 만들어지고,다른 사실에서의 상응되는 변화가 

찰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고자하는 변인의 향

을 명확히 볼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Sani& Todman,2006).

한,보고자 하는 변인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통제가 된 상태에서 실험

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찰하고자 하는 변인에 한 분명한 결과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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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에서 연구 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문헌이나 설

문의 방법을 통해서 찰하기 어려운 미세한 부분에 한 향을 찰할 

수 있다는 에서도 실험연구가 지니는 장 이 있다고 생각된다.그 동

안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다룬 연구들은 있었지만 실험 인 방법을 통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때문에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문헌 연구

의 결과들을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수 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

리라 기 한다.다만,피험자들에게 실제와 같은 수 에서 사이버폭력

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윤리 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시나리오를 통

한 유사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실험을 진행하 다.이러한 논의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상을 기존과는 다른 에서 분류하고,상

담 인 개입에 한 차별 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리고 실험이라는 

방법론 인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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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은 가해자와의 계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의 경험에 

미치는 향을 정서 , 인지  차원에서 확인하고 두 상을 구분하여 

차별화된 개입 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 에 근거하여 본 연구

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성이 있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계성이 없는 조건의 피험자

들과 다른 정서  경험을 하는가?

    

       

2. 계성이 있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계성이 없는 조건의 피험자

들과 다른 인지  반응을 나타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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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격 상과 침해 

상을 일컫는 말로 사이버 폭력, 사이버 권리침해, 사이버 비행, 인터넷 

일탈행동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들을 사이버 폭력으로 지칭하고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특정 개

인 혹은 다수에게 공포, 분노, 불안, 불쾌감 등 부정  감정을 유발하는 

행 '로 정의한다. 이는 사이버 폭력을 피해자 심의 입장에서 정의하

는 것으로 상담학의 개입 상으로서 사이버 폭력을 바라보고 근하고자 

함이다. 

2) 가해자와의 계

본 연구는 가해자와의 계라는 조건에 따라서 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에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에 을 두었다. 가해자와의 계

는 단순히 얼굴만을 알고 있는 먼 계부터 친 한 계를 맺는 경우까

지 포함한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오 라

인 상에서 아무런 연 성이 없다면 이는 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얼굴과 이름을 특정인으로 지목하지 못하더라도 학과 내 익명게시 과 

같이 가해자의 범 가 추측가능하고 오 라인 상에서 계를 맺고 있으

면 계가 있는 것으로 단하 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와의 계는 오

라인 상에서의 계를 기반으로 하여 논의를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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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연구가설

1. 사이버폭력

1) 사이버폭력의 정의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격 상과 권리침

해 상을 일컫는 말로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사이버 인권침해,사이버 

비행,인터넷 일탈행동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사이버 폭력

은 어느 이론에 기반을 두는가에 따라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

내 연구의 다수는 사이버 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의 으로 개

인의 정보를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화상 는 상의 형태로 

불특정인 는 다수인에게 알리거나 왜곡시켜 개인에게 정신 ,물질  

피해를 주는 것이며,음란성을 이용하여 성  수치심과 오감을 주는 

행 '(정완,2005)로 정의하고 있다.이는 법학 인 에 기반을 둔 정

의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비행이론에 기반을 두고 지  

비행(고성혜,1995)이나 사이버 일탈행동(성윤숙,2002)의 용어를 사용해

서 사이버 폭력 상을 정의하거나 사이버 폭력 행동의 유형을 통해서 

정의하는 입장(이성식,2006)등이 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의 으로 개인의 정보를 부호,문자,음

성,음향,화상 는 상의 형태로 불특정인 는 다수인에게 알리

거나 왜곡시켜 개인에게 정신 ,물질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음란

성을 이용하여 성 수치감과 오감을 주는 행 (정완,2005)

○ 지 비행을 포함하여,법률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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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침범 는 그 험성이 충분히 측되는 것(고성혜,1995)

○ 네티즌들이 실세계의 사회 공동체 규범을 가상공간에 용하

여 가상공간에서의 규범으로 받아들인 것을 반하거나,가상공

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상공간 공동체 구성원들이 새롭게 창출

하고 있는 규범을 반한 모든 행 (성윤숙,2002)

○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언어폭력,사이버 성폭력,사이

버 명 훼손,사이버 모욕 등의 행 (이성식,2006)

반면 국외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학교폭력(bullying)에 기반을 두고 

정의하려는 입장이 많았다.Olweus(1999)가 학교폭력을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개인에 해 한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이 고의 이고 반복 으로 

행하는 공격'으로 정의한 이래로 고의성과 반복성,힘의 불균형 등이 

요한 요건으로 등장하 다.국내에서처럼 특정한 정의가 통용된다기 보

다는,주로 고의성이나 반복성,힘의 불균형을 기반으로 연구자들마다 개

별 인 정의를 제시하 다.다만,최근 연구일수록 이러한 요건들을 강조

하는 정의에서 차 ‘컴퓨터나 휴 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를 사용해서 

특정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쪽으로 합의가 모이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두경희,김계 ,정여주,2012).주요 시는 다음과 같다.

○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이메일,휴 폰,메

신 ,비방을 목 으로 하는 웹사이트,비방 목 의 여론조사 사이트를 사용

하여 고의 이고 반복 으로 하는 행동 (Belsey,2005)

○ 자기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의 이고 반복 인

행동 (Hinduja&Patchin,2006)

○ 힘의 불균형(일상생활 혹은 컴퓨터 지식)을 기반으로 반복 으로 군가

를 해치려는 인터넷행동 혹은 휴 폰 행동(Vandebosch&Cleemput,2008)

○ 핸드폰이나 디지털기기,컴퓨터를 사용해서 사진,이메일,문자메세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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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보내서 동료를 하거나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행동(Swartz,2009)

이처럼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에서 사이버 폭력의 정의에 한 

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사이버 폭력에 심을 두게 된 계기가 다르기 

때문이다.국외의 경우 사이버폭력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들이 십 나 

이십 의 청소년이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진 비난과  등으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많이 발생하 기 때문이다. 를 

들어,14세의 여자 청소년이 MySpace에서 심이 있던 남학생에게 지속

으로 부정 인 메시지를 듣고,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진 것

을 알고 나서 자살을 했던 사건(Timm &Perez,2010)등이 여기 해당된

다(두경희 등,2012).반면,국내의 경우에는 유명 연 인이 악성 댓 로 

자살을 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주로 공론화되면서 인터넷 이용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한 근으로 사이버폭력이 주목을 받기 시작

하 기 때문에 사이버폭력을 '범죄'라는 에서 근했고,주로 법학이

나 범죄사회 인 에서 바라보는 정의가 통용된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공격 상과 권리침해 상을 사

이버 폭력으로 지칭하고 '정보통신 매체를 통하여 특정 개인 혹은 다수

에게 공포,분노,불안,불쾌감 등 부정  감정을 유발하는 행 '로 정의

하고자 한다.이는 피해자들이 법 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지라도 정서 ,심리 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청소년 뿐 아

니라 성인들도 그 피해 상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상을 포 할 수 

있도록 하기 함이다.이는 피해자에 을 둔 정의로,상담학에서의 

개입  방의 상으로서 본 상을 정의하고 이해하고자 함이다.송

종규(2005)는 사이버 공간에서 반복 이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불쾌,불

안,수치심 유발 등 부정 인 감정을 유발하 다면 사이버폭력으로 간주

해야 한다고 제시하 다.

피해자 입장이 요한 이유는 사이버 폭력의 범 가 달라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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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가해 행 에 을 두고 정의를 내리면 법리 인 해석에 따라 최

소한으로 해석하고,'비방할 목 '이라는 고의성과 의도성이 시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해

를 입거나 심리,정서 인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

장을 고려한 정의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심리,정서 인 행복과 안

녕감을 다루는 상담학의 역에서는 특히 이러한 정의와 해석이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2) 사이버공간의 특징

사이버폭력 상을 이해하기 해서는 사이버공간(cyberspace)의 특

징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사이버공간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네트워크망과 컴퓨터의 발달로 탄생된 시․공간이 응축된(time-space

compression)공간으로(천정웅,2000),오 라인 공간과는 다른 특징들을 

지닌다.이러한 특징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정  기능을 하지만,한편으로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더 크게 유

발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장 표 인 특징으로 언 되는 것은 익명성과 비 면성이다.사

이버공간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 매

체공간이다.익명성을 유지함으로써 개인들은 연령,성별이나 지 ,사회

 정체성이나 신체  는 심리  정체를 직 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이러한 익명성은 사이버 공간의 참여자들로 하여  여러 가지 일

탈행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을 만들어 다(천정웅,2000).사이버공간에

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가해자가 구인지 특정하

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정완,2005). 한,상 방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상 방이 느끼는 감정  반응을 볼 수 없고,이로 인해 오 라인 

상황과는 달리 지나친 발언을 하거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Kowal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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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ber,2007).

두 번째로는 인터넷은 구나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속할 수 있는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정철호,2009).사이버 공간은 물리  공간의 제

약을 받지 않고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서  세계인들과 교류할 수 있

는 공간이다.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국가,지역,인종,외모 등이 아

무런 장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  트 가 자신의 바로 집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지구 반 편에 사는 외국인일 수도 있다.이처럼 사이

버 공간은 물리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공격 인 행동

에 해 즉각 인 물리 인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통제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 할 수 있다. 구에게나 자유롭

게 개방되고 공유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과 같은 계

 권 가 통하지 않는다(이해춘,2004).

한,양방향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인터넷은 방 인 달과 수

용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그 작용이 양방향 이다(정철호,2009).이러한 

양방향성은 사이버공간의 이용자들을 정보의 수신자이면서 동시에 송신

자가 될 수 있게 한다.즉,기존의 일방향 인 미디어와는 달리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조작과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고 폭력 이고 공격 인 들이 상호간에 

오갈 수 있다(이해춘,2004).댓 과 퍼나르기를 통해서 집단 이고 무수

히 많은 간 인 가해자가 존재할 수 있으며 댓 간의 욕설,비방 등 

명 훼손의 발신지와 수신지가 복잡하게 얽  폭력의 양상이 증폭된다

(박종 ,2008).

마지막으로 사이버공간은 빠른 성과 확장성을 지닌다.인터넷에 

올려진 정보는 복사나 송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 정보가 올려지게 되

면 매우 신속하고 범 하게 정보가 될 수 있다(정철호,2009).특

히 인터넷과 련된 경우 정보의 공유(sharing)가 기본특성이 되고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정보가 된다(천정웅,2000).이처럼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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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확산되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은 이미 피해가 심각하게 진행된 후

에 그 피해를 인지하거나 유통경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원상회복이 매

우 어렵다(박종 ,2008).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이 지니는 특징들은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기 쉬

운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사이버폭력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도 

그 피해를 확산시키거나 결과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

이버공간의 특징은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이해하는데 있어 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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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

1)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

사이버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향은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사이버공간은 구에게나 근이 용이하고,텍스

트나,이미지, 상의 형태로 기록이 남는 특성이 있고, 력이 크기 

때문에(정철호,2009;이해춘,2004),사이버폭력의 피해 내용이 다수에게 

공개된 사례들이 많다.학교 내 익명게시 과 같이 소수의 의해서 공유

되는 사이버폭력의 내용은 알려지는 범 가 작지만,  국민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경우에는 순식간에 다수가 속하기 때문

에 피해의 내용과 피해자가 범 하게 알려진다.때문에,사이버폭력의 

피해 내용은 문헌 조사결과 이 에 사례를 통해서 먼  알려진 경우들도 

많다.국내외의 사이버폭력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13살 소녀가 유명 SNS(SocialNetworkingSite)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한

이후에 자살한 사건(Tokunaga,2010).소녀가 친구에 해서 안 좋은 소문

을 퍼뜨린 것에 보복하고자 친구 어머니가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 퍼뜨림.

○ 13살 소년이 게이이고,온라인에서 만난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남학생

과 성 인 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퍼지고,같은 반 여학생에게 거부당하

는 경험이후에 자살을 한 사실이 소년의 아버지에 의해서 알려짐.몇 달간

에 걸쳐서 동료들의 괴롭힘을 받고 자살을 하도록 유도되었음(Baht,2008)

○ 네티즌들이 가수 타블로의 학력의혹을 제기하면서 안티 까페를 만들고,

가수 개인은 물론,가족들의 신상과 과거 이력에까지 지속 인 비난과 왜

곡된 정보를 퍼트려 가수활동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 사건.이 사건은 3

년 넘게 진행되었고,반박 증거가 제시됨에도 가해자들의 사이버 폭력이

지속되었음.재 에 회부되어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해당 가수는 이일로 인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가족원이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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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등 심각한 향을 끼침.

(http://news.tvreport.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54852)

○ 카카오톡 괴롭힘 자살 사건(2012).서울 송 구의 한 여고생이 10여명의

남학생들에게 스마트폰 메신 인 카카오톡으로 1시간 가량 집단 언어폭력

을 당한 이후,자살한 사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201)

○ 루 녀 사건(2009).한 학생이 방송 로그램에 출연하여 "키 작은 남

자는 loser"라는 발언을 한 뒤,여학생의 학교 홈페이지,가족사 등의 신

상이 공개되고 수많은 악 과 비난의 상이 됨.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2426981)

○ 텔런트 최진실의 자살 사건.그녀에 한 인터넷상의 악성댓 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언 되었음.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짐.가수

유니,텔런트 정다빈도 악성댓 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고,'

최진실 법'제정 논란을 야기함(정완,2008).

○ 군삼녀 사건(2007).남성들의 군복무 기간에 한 한 여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실명과 동 상으로 알려지면서 이 여학생에 한 무차별 폭언이

댓 로 행해져 이 여학생의 정신 피해가 큰 것으로 보도됨.인터뷰한 이

모(27)씨는 "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동 상과 댓 은 평생을 따라다

닐 것"이라면서 "이성 으로 생각해보면 그 게까지 잘못을 질 는지 생

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http://blog.daum.net/dspik/7817072)

○ 박 명 훼손(2005).공익요원 윤모씨(23)는 사귀던 애인 A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지난 2005년 3월 다른 남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속하여 "

그 따 로 살지마라.깊은 계 다"라는 등의 을 남기고,여자친구 A에

게는 휴 화로 "청부살인 해 버리겠다"는 등의 박성 문자메시지를 한

달동안 100여차례나 보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됨.(앙일보.2005.6.24/

서울남부지법 2005.5.12선고 2005고단1048 결참조)

○ 양 집단 성폭행 련 허 사실 유포(2005). 양집단성폭행 사건과

련하여 아무 계없는 학생 A씨를 비방하기 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A

가 련자인 것처럼 신상정보를 올린 가해자에게 징역 6월,집행 유 2년

이 선고된 사건.(앙일보.2005.6.24/서울지법 2005.3.23.선고 2005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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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결 참조)

○ 왕따 동 상 사건.2004년 창원의 모 학교의 학생이 같은 친구를 괴

롭히는 장면을 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교장 윤씨

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곽 길,2009).

이와 같이 다양한 사례 속에서 보여지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극심한 우울증을 보이고 극단 으로는 자살을 하는 등 심각

한 결과를 래하 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 인 향은 연구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는데,학업 역이나 사회불안,정서 인 역에서 피해 경험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구체 인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ran과 Li(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를 결석하거나,낮은 성 을 받고,낮은 집 력을 보이는 것과 유의

미한 상 을 나타내었다.Juvoven과 Gross(2008)의 연구는 사이버 폭력

이 사회 불안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부정정서와 련하여 Didden등(2009)은 지 장애나 ADHD를 가진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사이버폭력을 경험할수록 높은 우울

을 경험하고 있으며,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는 련성을 보여주었다.

Yberra(2004)는 인터넷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3.64%가 유의미하게 

높은 주요우울증상을 나타냈고,1.6%는 경미한 우울증상을 경험하 음을 

보고하 다.Patchin과 Hinduja(2006)는 피해자의 42.5%가 좌 감을 경험

하 고,39.8%가 분노를 경험하 으며 27.4%가 슬픔을 느 다고 응답하

다.Turan 등(2011)의 연구에서는 80.6%가 분노를,20%가 두려움을,

12.7%는 흥분을 느 다고 응답했다.8.9%는 당황스럽다고 응답했으며,

6.3%는 상처받았고,3.5%는 자신에 한 비난을 했다고 응답하여 분노와 

두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 다. Yberra와 

Mitchell(2004b)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해/피해자(가해와 

피해 모두 경험)의 부정  정서를 구분하여 분석하 고,그 결과 D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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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에 기반한 주요우울장애에 하여 가해/피해자 그룹이 16.3%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가해자 그룹이 10.2%,피해자그룹이 9.1%, 여되

지 않은 그룹은 3.8%의 비율을 보 다.피해 경험이 있는 그룹을 합쳐보

면 실제로는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25.4%가 주요 우

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Wolak(2007)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구분하여 심리사회 인 문제를 측정하 다.그 결과 가해자를 아는 경우

에는 공격 인 행동이나 사회  문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가

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회  문제와 우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냈다.

정여주(2010)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 한 정서조 의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 사이버 폭력의 시나리오 자극을 읽은 집단이 립 인 자극을 

읽은 통제 집단에 비해 우울과 정 인 정서에서 유의미하게 더 부정

인 반응을 보 음을 보 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부정 인 정서 경험을 일으키고 약하게는 경미

한 우울에서부터 극심한 경우,자살에 이르는 치명 인 피해 경험을 일

으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자살이나 주요우울증상과 같은 심각성

을 지닌 피해경험들이 존재한다는 에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

고 피해경험을 구체 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사이버폭력에 

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 피해연구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체

인 실태조사의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어,사이버 폭력의 유형이나,

일어난 공간의 종류,가해자와의 계성과 같은 특성에 따른 피해경험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피해자들에 한 보

다 구체 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해서는 이 부분에 한 보완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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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이버폭력과 인간 외상

사이버폭력에 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사

이버폭력은 경미한 우울에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서 피해경험을 양산한다.최근에는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 를 

통한 왕따나 폭력까지도 가세하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

었다.이처럼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인터넷이나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갈등 차원이 아니라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거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충격 인 경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인간에 발생하는 '외상

(traumatic)경험'으로 근하면서 피해자의 정서반응과 인지에 해 설

명하고자 한다.가해자에 한 개입도 요하지만,심각한 피해경험을 하

고 있는 피해자에 한 개입이 시 하다. 한,피해자가  다른 가해자

로 양산된다는 연구 결과(Vandesbosch& Cleemput,2008;Raskauskas

& Stoltz,2007;성동규,2006)를 살펴볼 때,이들에 한 이해와 개입을 

시하는 것이 치료인 동시에 방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사이버폭력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한 이론들은 부분 사이버

폭력의 발생과정이나 원인에 을 맞추기 한 것들이 많았다.사이버 

폭력을 범죄 상이나 비행으로 보고,사회 으로 학습한 것으로 보거나

(이성식,2005;정백,2010;성동규,2006),부모와의 유 가 가지는 련

성을 원인으로 보는 입장(이성식,2005,2008;성동규,2006;한종욱,

2001),공동체 안에서의 유 감으로 보는 입장(신동진,2004;2006),자기 

통제력의 향으로 보는 입장(김재휘,김지호,2002)등이 있었다.그 밖에 

범죄기회이론의 입장에서 사이버 범죄가 일어날 기회에 많이 노출되는 

정도(이민식,2003)로 설명하기도 하 다.국외연구들은 부분 학교폭력

과의 련성으로 사이버폭력을 설명하는 입장이 많았다(Slonje& Smith,

2008;Vandebosch& Cleemput,2008;Raskauskas& Stoltz,2007).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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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근은 사이버폭력의 발생이나 가해자와 련된 변인들은 잘 설명

할 수 있지만 상 으로 피해 경험을 설명해주는 이론들은 아니라는 

에서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에 을 맞추고 심각성을 지닌 

경험까지도 포 할 수 있는 외상  에서 사이버폭력의 피해경험에 

근하고자 한다.

인간 외상은 인간 외 인 외상(impersonaltrauma)과 비되는 개

념으로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상을 의미한다.Allen(2005)은 외상 경

험을 일회 인 외상 ,반복 인 외상으로 구분하고, 인 계의 여도

에 따라 인간 외 인 외상과 인 계  외상,애착외상으로 구분하

다.인간 외 인 외상은 지진이나 토네이도와 같은 자연의 작용에 의해

서 우발 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반면에 인 계  외상은 일회

이거나,반복 으로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는 외상경험을 말한다.

DSM-Ⅳ에서는 외상 후 스트 스 장애에 한 진단 거를 소개하

면서 외상 사건에 하여 1)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게 실제 죽음 

는 죽음의 을 주는 심각한 상해나 신체  안녕에 을 주는 사

건(들)을 경험하거나 목격했어야 하며 2)극심한 불안,무력감,공포의 반

응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 다.

최근에는 외상의 정의를 넓게 규정하고 외상과 련된 다양한 변인

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Allen(2005)은 외상을 '폭력이 

가해진 심리  상처로서 지속 인 효과를 미치는 일'로 규정하 다.

이때의 지속 인 효과라는 것은 생리 인 것과 심리 인 것 모두를 

의미한다.그러나 객 인 사건에 한 주 인 경험이 외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신체 인 험이 부재하는 가운데서도 심리  안녕감

에 한 과 손상은 매우 외상 일 수 있다고 하 다.유 경(2011)은 

최근에는 외상사건에 한 개념이 정교화되고,확장되면서 직  외상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외상사건을 목격하거나,자신에게 요한 

의미를 갖는 개인에게 발생한 외상사건을 해들은 경우,혹은 반복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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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상경험을 듣는 경우에도 외상 경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리  외

상(VicariousTrauma)이나 이차  외상(SecondaryTrauma)의 이름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외상의 종류는 일회 이고 사건사고 인 단순 외상( 는 TypeⅠ외

상)과 만성 이고 인 계 폭력 외상인 복합외상 ( 는 TypeⅡ 외상)

으로 구분할 수 있다(안 의,주혜선,2011).Herman(1992)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외상 사건들 에서도 반복 이고 만성 으로 사

람에 의해서 행해진 폭력으로 인한 외상 사건( ,아동학 ,가정폭력피

해,포로 경험,난민 경험,성매매,인신매매,장기간동안의 참  경험 

등)의 경우에는 그 외 다른 외상  사건( ,자연재해,교통사고,산업재

해,화재 등)과는 달리 성격  변화를 수반하는 것과 같은 증상 반응 경

향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 다(안 의,주혜

선,2011).최근에는 성매매여성,군복무 부 응자,학교 왕따 피해자,탈

북자 등에 한 연구들도 외상의 역에서 조명(안 의,2007)되면서 외

상경험에 한 역이 다양해지고 있다.

한,외상의 종류를 구분 지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외상의 진단

에 한 견해도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Herman에 이어 Pelcovitz,van

derKolk,Mandel,Kaplan  Resick(1997)은 복합 PTSD의 진단  기

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면서 "달리 분류되지 않는 극단  스트

스로 인한 장애(DisordersofExtremeStressNotOtherwiseSpecified:

DESNOS)"로 표 할 것을 제안하 다(안 의,2007). 한,세계보건기구 

(WorldHealthOrganization)는 ICD-10분류체계에 "재앙 인 스트 스 

이후에 발생하는 지속 인 성격변화"라는 새로운 진단 범주를 추가하

다.구체 으로는 " 인 계,사회 ,직업  기능에 손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외부 세상을 향한 의감과 불신, 인 계 철회,공허함과 

무망감,항상 긴장된 상태이거나 을 느끼고,단 된 느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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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deschi와 Calhoun(1995)은 무엇이 사건들을 외상 인 것으로 만드

는지 외상  사건이 갖는 6가지 특성을 제시하 다.첫째,갑작스럽고 

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건은 외상 일 수가 있다(McCann&Pearlman,

1990).즉, 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재빠른 해결에 도달하

기 보다는 먼  충격을 안겨주기 때문이다.둘째,이러한 사건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것이다(Guerra& Slaby,1989).통제감의 상실은 경

험자로 하여  무력감(asenseofpowerlessness)을 느끼게 하고 심리  

안녕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셋째,일상 인 경험이 아닌 것이다

(McCann& Pearlman,1990).비일상 인 경험은 주변에서 도움을 주고

자 하는 사람에게까지 지지(support)방법에 해 고심하도록 한다.넷째,

사건으로 인한 문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수록 그것은 외상 인 사

건이 되기 쉽다(Davidson,Fleming,& Baum,1986).돌이킬 수 없는 상

황은 심리  고통을 가져오고, 이 고통은 무망감(a sense of

hopelessness)을 야기시키기 때문이다.다섯째,사건의 경험이 비난을 끌

어들인다는 이다.사건 발생에 해 가해지는 비난이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고,아니면 타인에게 향할 수도 있는데,사건의 책임에 해서 생

각할수록 더욱 큰 심리  어려움을 겪는다(Downey,Silver& Wortman,

1990).여섯째,외상  사건은 인생주기의 각 시기마다 다양하게 향을 

끼친다는 이다.즉,성인기에 사건을 경험하는 것과 아동기에 경험하는 

것은 그 결과가 다르다.아동기에는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생 반을 따라 그 향이 계속 따라 다닐 가능성이 크다(지은

혜,2009,재인용).

한,Allen(2005)은 만성 이고 반복 인 외상 에서도 정서 으로 

매우 긴 히 연결되어 있고 의존도가 높은 계 내에서 발생하는 복합  

외상을 '애착 외상'으로 지칭하 다.아동학 와 련된 외상이 가장 두

드러진 라고 할 수 있다.심리학자 JenniferFreyd(1994)는 애착 계에

서 일어나는 성  학 를 배반외상(betrayaltrauma)이라고 개념화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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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자체를 악용했다는 을 강조하기도 하 다.특히,Allen은 애착외상

의 범 에 아동학 를 비롯해서 다양한 신체  학   성  학 ,정서

인 학 ,방임 등을 포함시켜 애착 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  

상황들이 외상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 한번 일어나는 단순외상일 수도 있고,

같은 사람에게 반복 으로 경험하는 복합외상의 성격을 지닐 수도 있다.

특히,사이버공간에서는 내용의 복사와 달이 매우 용이하게 일어난다

는 (Slonje& Smith,2008)에서 한번 올려진 내용일지라도 반복 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외상과 복합외상의 경계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Fauman(2008)은 온라인에 올려진 사진이나 동 상의 속

성은 오 라인 상에서의 반복성과 유사하다고 하 다.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사람들의 조회수가 증가할 때마다 피해자들은 반복  피해를 경험

한다는 것이다(Slonje&Smith,2008).특히,사이버폭력 에서도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는 한 사람에 의해서 반복 이고 장기 으로 일어난다는 

에서 복합외상의 역에 포함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

다.사이버폭력은 이와 같이 사이버공간이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단순외

상일지라도 복합외상의 잠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일례로,일명 '루 녀 사건'이라 불리는 피해자의 경우, 국 으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 다.이후 사건이 다

시 잠잠해지긴 하 으나 군가가 그녀의 근황이나 소식에 한 궁 증

을 제시하면,다른 이용자가 그녀의 이  방송내용과 인터뷰 내용 등을 

캡쳐한 자료를 다시 제시하는 등 반복 인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졌다.실

제로 이 사건의 피해자에 해서는 재까지도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녀

의 사생활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취업여부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

는 상황이다.따라서,사건의 회수가 아니라 그것이 피해자에게 끼친 고

통의 기간과 력으로 구분지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아는 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은,가해자와 생활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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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경우에는 지속 이고 만성 으로 사이버폭력의 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에서 복합외상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특히 이러한 

사건이 신뢰를 가졌던 계나,친 감을 형성했던 계에서 발생한다면 

이는 신뢰에 한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최근 한 텔런트가 학교 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안티까페를 만들어 자신을 왕따시킨 사건을 

고백한 이 있는데,바로 이러한 사례1)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달리 분류되지 않은 극단  스트 스로 인한 장애(DESNOS)진단기

  A. 정 적 각  조절 능  

   (1) 만 적 정  조절 능  

   (2)  조절  

   (3)  적 또는 살 행

   (4) 적 충동  행동조절  

   (5) 충동적 고 적  행동

 Β. 주 과 식 능  

   (1)  상실

   (2) 해  

 C. 신체  상

 D. 만 적 격 특  

   (1)  식  : 만 적 죄책감과 수 심: 책감과 신

       적  상  느

   (2) 가해 에 한 식  : 가해 에 해 곡  믿  갖거     

       상 함

   (3) 타 과  계 

       (a) 타  믿  고 적  계 가 

       (b) 복해  피해 가  가능

       (c) 타 에게 가해 행  할 가능

 E. 미 체계  : 절망과 무망감

1) http://tvdaily.mk.co.kr/read.php3?aid=13499067003997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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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 외상의 정서-인지  향

사이버폭력 경험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가지 정서 ,인지  향을 

미치게 된다.본 에서는 인간 외상으로서의 사이버폭력이 피해자에

게 미치는 정서 ,인지  향들을 살펴보고,이러한 향들이 가해자와

의 계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 외상의 정서  향

외상 사건으로 인한 정서는 기 DSM-Ⅳ의 진단 거에 따라 공포

와 무력감,두려움만이 포함되었으나,이후 이러한 진단 거가 오히려 피

해자들로 하여  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제외시킨다는 비 이 제

기되었다(장미수,2011). 한,실제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외상경험자들이 

죄책감,수치심,분노,슬픔(애도)등 다양한 종류의 정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주목되면서(안 의,박철옥,주혜선,2012)죄책감이나 수치심,슬픔,

분노,소외감 등 2차정서도 주요한 심의 상이 되고 있다.즉,경험한 

사건 자체의 성격보다도 개인의 주 인 지각이 외상 증상에 더 요한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장미수,2011).

본 연구에서도,2차 정서를 포 한 에서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

해정서를 다루고자 한다.DePrince,Zurbriggen,Chu와 Smart(2010)는 외

상정서를 측정하는 외상정서평가척도(TraumaAppraisalQuestionnaire,

이하 TAQ)를 개발하면서,6가지의 외상 정서를 포함하 는데 배신감,자

기책임  죄책감,불안  공포,소외  단 ,분노  공격,수치  

오 등의 감정이 포함되었다.이 은 외상의 2차 인 정서를 포 하

면서 인간 외상에서 발생되는 배신감과 소외감을 포함시켰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을 견지하여 사이버폭력의 

정서  경험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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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포  불안

공포감은 공격을 받았을 때 가장 일차 으로 경험되는 정서로 

DSM-Ⅳ에서 제시한 진단 요건이다.공포와 불안 둘 다 불쾌하고 이 

되는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서이다.불안은 미래에 있을 것 같은 

이나 험에 한 걱정에 의해서 유발되는 정서이고,공포는 재 우

리 앞에 험하고 인 자극이 있거나 상될 때 생기는 정서로 둘 

을 다른 정서로 보는 입장도 있지만,많은 연구자들은 실제로는 두 정서

가 유사한 생리 인 변화와 주 인 경험,그리고 행동경향성을 갖는다

고 하여 같은 정서로 보고 있다(이훈구,이수정,이은정,박수애,2003).

외상 상황은 생존의 을 받거나 군가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므

로 공포감과 불안이 일차 으로 자각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한 진화론 인 에도 토 를 두고 있다(Pillay,

2010).사이버폭력은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과정 에 있고 앞으로 닥칠 상황에 해서 상할 수 없기 때

문에 두 감정을 다른 정서로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두 감정이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불안이나 공포의 강력한 원인은 고통이다.고통이 있거나 고통이 

상될 때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일차 으로 경험하게 된다.그 밖에 혼

자 있는 상황이 될 때,새벽에 혼자서 조깅을 하거나,풀장에서 혼자 수

을 할 때,한 한 길을 혼자서 걸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공

포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그 밖에 험한 상황이라는 인지 인 평

가가 이루어질 때,공포감이 유발될 수 있다(이훈구 등,2003).사이버폭

력 상황은 군가로부터, 부분 다수의 공격자로부터 작스럽게 공격

을 당하는 상황이 된다.내용에 따라서는 가벼운 욕설에서부터, 박이나 

,인격자체에 한 비난이나 생존권을 하는 이야기까지 공격의 

수 가 다양해진다.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

게 되고,다가오게 될 일에 한 상으로 인해서,공포와 불안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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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Pillay(2010)는 뇌 상에 한 연구를 통해서,볼 수 있는 상과 볼 

수 없는 상에 한 두려움을 연구하 다.장애시야에 두려움을 불러일

으키는 이미지를 제시했을 때와,정상 시야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이

미지를 제시했을 때 장애 시야에 제시하는 경우에 뇌 활성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Pillay(2010)는 이 결과와 련하여,무의식 인 두려움이 의식

인 두려움보다 더 큰 향을 미친다고 하면서,우리가 알지못하는 것

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편도체를 더 많이 활성화시킨다고 하 다.

한, 상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확실함이 더 크기에 이를 

처리하기 해 더 오래 두려운 감정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Greenberg와 

Paivio(2008)는 내담자의 두려움을 상징화 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단

하고 검증하게 되며,혹시 일어날 지도 모를 피해를 상하여 험을 비

켜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통제감도 증가한다고 하 다.이는 불

확실성이 감소하면 두려움이 어들고,통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를 사이버 폭력 상황에 용해보면,가해자와 계성이 없는 

경우에는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가늠하기가 어렵기 때문

에 불확실성을 이기가 어려워 공포감이 좀 더 자각된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② 수치심

수치심은 부정  평가의 상이 자기(self) 체에 을 둔 것으로 

자신이 결함 있고,가치 없고 손상되었다고 느끼는 것이다(안 의 등,

2012).즉,특정사건을 경험하기 에 나는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라는 

도식이 산산조각나면서 발생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철은, 명호,

2003).이와 비슷하게 Trumbull(2003)은 수치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

신의 모습과 맞닥뜨리게 되는 심리  충격으로 인해 나타나는 강력한 감

정 인 반응이라고 정의하 다.즉,수치심은 자신에 한 타인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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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으로 인한 충격과,부정  평가가 내면화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열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따

라서 인간 외상 사건은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은 ,2011).

특히,사이버폭력은 피해의 결과가 타인에게 드러나고, 되는 속

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외상으로서 수치심을 자극하는 결과가 많이 나

타나리라고 생각하며, 계성보다는 력이나 자신이 드러나는 정도에 

따라 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③ 자기책임  죄책감

죄책감은 수치심과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부정 으로 평가할 때 발생

하는 감정이고 사회  규범들과 련이 있다(김용태,2010).차이가 있다

면,부정  평가의 상을 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수치심이 

자기(self) 체에 을 둔다면 죄책감은 구체 인 행 에 을 둔다

(안 의 등,2012).죄책감의 정의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는 것

(commission)'과 '마땅히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omission)'에 한 

죄책감이 포함된다( 철은 등,2003).

외상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인 가정들-세계는 자비롭고 

의미 있으며,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을 산산 조각나게 만들며 이로 인

해 심리  균형을 상실하게 만드는데,균형을 상실한 생존자는 '세계는 

이해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환상을 복구시키기 해서 자기 

비난과 같은 역설 이고 부 응 인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잃

어버린 균형을 다시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Janoff-Bulman,1992).

한편,죄책감의 경우 수치심에 비해 행동 인 측면에 을 두기 

때문에 응 이라는 견해도 있지만,반복 으로 인간 외상에 노출되

는 경우에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둘 다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견해에는 이견들이 존재한다(안 의 등,2012).그 외 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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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 본 죄책감은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았으나,매 맞는 여성이

나,아동 학 의 피해자들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철은 등,2003).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외상 직후에 측정된 것이 아니

라,시간이 흐른 뒤에 측정되었다는 에서 계성이 있는 경우에 더 죄

책감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한,죄책감 역시 사건에 한 

인지 인 평가가 매개하는 정서라는 에서,외상 사건 직후에는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지만,시간이 흐른 뒤에 경험되는 양상이 가해자와의 

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④ 분노  공격

분노는 언어 인 모욕이나 ,신체  공격,활동을 방해받는 것,

보상을 박탈당하는 것 등의 4가지 자극에 의해 유발된다고 한다

(Bandura,1983).이훈구 등(2003)은 분노가 경험되는 원인을 5가지로 제

시하 는데,그 첫 번째가 타인에게 거부당하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취

받을 때,존 받지 못할 때와 같은 경우로 자신의 자아가치를 보존하기 

해서 분노를 경험한다고 하 다.사이버 폭력의 경험은 타인으로부터 

모욕을 받거나 가치를 받는 경험으로써 분노를 유발하는 충분한 경

험이 될 수 있다.분노는 상 으로 자신이 아닌 상에게 주의를 돌림

으로써 자신의 문제와 책임감을 방어하는 정서이다.즉,감정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는 감정이라 볼 수 있다(이훈구 등,2003).

Averill(1982)은 사람들이 분노를 경험하는 일  29%가 애인,24%

가 잘 알거나 좋아하는 사람들,25%가 그냥 알고 지낸 사람 때문에 일

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서 분노를 경험한 일 8%만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으며,낯선 사람들 때문

에 분노를 경험한 경우는 체에서 1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여,분노

는 계가 있는 상 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는 정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

다.즉,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성이 있는 경우에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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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를 경험할 것이고,가해자와의 계를 어떻게 지각하는 지가 분노 

경험에 큰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Novaco(1994)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외  상황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가가 

요한 변수라고 하 다.이는 분노 상황에 한 경험자들의 인지 인 

평가를 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는 

지에 따라 분노 경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⑤ 배신감

배신감의 사  정의를 살펴보면 '상 방이 믿음과 의리를 버린 

것에 한 불쾌한 느낌'(고려  민족문화연구원,2009)으로 규정되고 있

다.이처럼 배신감은 믿음과 신뢰의 상실을 뜻한다.

Davis와 Todd(1985)는 연구 참여자의 1/3이상이 가장 친한 친구에

게서 배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37%는 자신이 배신을 했다고 응답했

음을 보고 하 다.Shackelford와 Buss(1996)는 동성의 친구에게서 가장 

배신감을 느낀 경우는 자신의 연인과 성 인 계를 맺은 경우로 나타났

고,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친구가 이에 해서 

방어해주지 않는 경우로 나타났다.여자들은 자기 개방을 하지 않을 때

도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 다.

사이버폭력의 사례들을 보면(정보통신윤리 원회,2007),  연인이

나 부부 계 ,학교친구나 동료들로 인한 사이버폭력의 사례들이 포함

되어 있다.연인 계나 부부 계는 이미 종결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에 

믿음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계 다는 에서,학교 친구나 동료들의 

경우에는 재도 지속되고 있는 계라는 에서 피해자들은 신뢰에 손

상을 입고 배신감을 경험할 여지가 크다.특히,피해자들이 가해자에 

한 애착이나 믿음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을 경험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Freyd(1996)와 Allen(2005)은 신뢰하고 애착을 경험했던 상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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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 외상경험을 배반외상과 애착외상으로 지칭하면서 이러한 경험

이 피해자에게 큰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 다.이 경우에는 특히 

성폭력이나 아동학 와 같은 경험을 주로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신뢰

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자의 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Freyd(1996)는 배반외상의 경우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며,신뢰

할 의지도,신뢰할 능력도 없다고 하여 신뢰의 손상이 매우 큼을 언 하

다.

한,DePrince(2001)는 외상이 단일한 구인이 아니며,외상이 일어

난 맥락 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 다.즉,가해자와 피해자의 

계와 같은 계  맥락은 외상의 반응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한 요소

이기 때문에,체계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 다.

⑥ 소외감

보편 으로 소외에 한 정의로 가장 많이 언 되는 것은 '어떤 

상에 해서 이질 이 되는 과정이나 과정의 결과'(Petrovic,1972)혹은 

'본래 지녔던 어떤 것이 상실되거나 낯설게 되는 상태나 과정

'(Outhwaite,1983)이다.심리사회 인 에서 소외를 정의한 Seeman

은 소외를 의 구조  경향이 낳은 것으로 보고,6가지 형태의 소외

를 제시하 다.소외의 제 형태는 무력감(powerlessness),무의미성

(meaninglessness),무규범성(normlessness),가치의 고립(valueisolation),

자기소원(self-estrangement), 사회  고립(social isolation)이다(민경환,

1993).이  사회  고립은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집단의 기

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강완숙,2000).

외상 경험자들이 경험하는 소외감은 '고립감'과 '따로 떨어져 홀로 

남은 느낌(estrangement)'에 기반한다(Stolorow,1999).이는 다른 사람들

은 결코 자신을 온 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느낌을 의미한다.

DePrince등(inpress)의 최근 연구에서도 소외감은 외상 경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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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불편감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임이 밝 졌다.특히 친 한 트

와의 계에서 학 를 경험한 집단에서 그 정도가 가장 컸다.소외감

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고립된 느낌을 갖게 할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도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유 경,2011).

아는 계에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할 때에는 그간 맺어왔던 계의 

상실에 더해,타인으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느낌,그리고, 구에게도 이해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등으로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 수 있

다.특히,DePrince등(inpress)의 연구에서 보여지듯이 그 계가 친

할수록,즉 계성이 있을수록 더 큰 소외감을 경험하게 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DePrince(2001)는 배반이 PTSD의 회피증상을 측한다고 하

여,배반의 경험은 피해자로 하여  배신감을 유발하지만 동시에 소외감

과 같은 철수의 감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인간 외상의 인지경험

외상 경험의 피해는 정서 인 측면 뿐 아니라 인지 이고 행동 인 

측면에도 향을 다.Pelcovitz와 van derKolk(1997)등이 제시한 

DESNOS의 진단 내용의 6가지 항목  자기 인식의 변화와 타인과의 

계 변화,의미 체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항목이 있다(고나래,2008).이

 타인과의 계변화는 타인을 믿지 못함,반복해서 피해자가 될 가능

성,타인에게 가해 행 를 할 가능성 등의 내용이 속해있고,의미체계의 

변화에는 망과 무망감,이 에 갖고 있던 신념의 상실 등이 속해 있어 

외상 경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지 인 구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한,Labowitz와 Newman(1996)은 인지 인 테마를 찾는 것이 

요한 이유를 4가지로 제시하 다.먼 ,해결되지 않은 인지 인 테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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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의 고통과,괴로움에 다가가는 지도를 만

들어 다.두 번째로 인지 인 테마는 self라고 하는 더 큰 구인에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인  외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요하다고 

하 다.세 번째로,증상보다는 테마에 을 두는 것이 피해자로 하여

 자신의 과거의 외상으로부터 향을 덜 받고 통제할 수 있게끔 한다

고 하 다.마지막으로 의미구조에 을 둔다는 것은 이것이 응 으

로 해결된다면 다양한 기능 인 역들이 정 으로 향을 받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하면서,인지 인 테마를 살펴보는 것이 요함을 밝혔다.

Roth와 Newman(1991)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 테마와 인지테마를 구분하 고,인지테마는 자신에 한 것,사람들

에 한 것,세상에 한 것으로 나 어진다.자신에 한 것은 자기 비

난,자신이 다른 사람과 상호 계를 할 가치가 없다는 것,고립,세상은 

합법 이지 않다는 것이 속하고,타인에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믿을

만 하지 않다는 것이 속한다.세상에 한 것은 세상이 친 하지 않다는 

것과 의미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 속한다.

특히,이러한 인지 인 구조의 변화는 아는 계내에서 지속 이고 

반복 으로 행해진 복합 외상을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Newman,Riggs와 Roth(1997)는 외상과 련된 증상을 설명하고 치료를 

진행하기 해서,핵심  신념(corebelief)과 인지도식(schema)이 붕괴된 

것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 다.그리고 이러한 향은 심층 인 성

격구조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즉,복합 외상의 경험이 자기

(self),타인(others),외부세계(others)에 해 왜곡된 내  표상으로 각인

이 되고 자신이 갖고 있던 도식마 도 부 응 인 것으로 변화시키거나 

응 인 생성을 방해한다는 것이다(고나래,2008).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 역시 부정 인 자아개념(신혜섭,2006;

이 건 등,2001;최윤자,김아 ,2003),타인에 한 신뢰 부족(이은희,

강은희,2003),타인을 경계하거나 의심하는 지각(이규미,문형춘,홍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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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등 자신과 타인에 한 부정 인 지각을 보이고 있음을 연구에서 

보여주는 연구들이 나타나면서(정지선 등,2008), 인간 외상의 역에

서 계성이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경험하는 외상의 향이 인지 인 측

면에서 많은 향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상황이 단순외상의 형태로 주어지기는 하

으나 아는 계내에서 이루어진 사이버폭력의 경우,반복이 가능한 사

이버공간의 특성,  오 라인과 이어질 잠재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피해자들이 자신과,타인,세상에 해서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알아보고

자 한다.

인간 외상의 경험은 피해자들의 행동에도 향을 미친다.PTSD의 

진단 거를 보면 재경험과 회피/정서  마비,과각성의 세 증상군으로 

구분되어 있다.이  회피 증상군은 외상  사건과 련된 자극,활동 

장소를 피하려 들거나 사건과 련된 요한 측면을 회상할 수 없고 제

한된 감정을 느끼며 타인으로부터 소외감과 미래가 단축되는 느낌 등을 

포함하고 있다(안 의,주혜선,2011).

회피 증상  외상  사건과 련된 자극이나 활동장소를 피하는 증

상은 외상에 한 행동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실제 인간 외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타인에 한 경계가 높아지면서 회피하는 경향을 보

인다.성폭력 피해자들을 연구한 (Newman등,1997)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남자에 한 불신을 보이면서,남자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

거나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 한,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들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계에서 철회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이는 을 느 을 때 안 을 확보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라고 생각된다(Allen,2005).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들도 폭력 피해 상황에 해 안 감을 확보하

고자 하는 행동을 보이게 될 텐데,아는 계에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계에서 철수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고립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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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 것으로 생각된다.본 연구는 시나리오를 읽은 이후에 상되는 행

동에 한 지각을 측정하 고,이러한 지각은 상황에 한 평가를 기반

한 것으로 처에 한 단이기 때문에 인지의 역에 포함되었다.



-37-

3.사이버폭력과 가해자와의 계

1) 사이버폭력과 익명성

사이버폭력에 한 연구에서 사이버공간의 표 인 특징으로 가장 

많이 언 되는 것이 익명성이다.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의 신분이나,이

름,외모 등을 드러내지 않고 '아이디'와 '아바타'혹은 익명을 이용하여 

자신과는  다른 정체성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감출 수 

있고,상 방이 구인지 알기가 어렵다.그리고 이로 인해,무책임한 행

동과 공격 인 행동에 더 쉽게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천정웅,2000;

한종욱,2001;김재휘,김지호,2002;이성식,2004;이해춘,2004;이성식,

2005;최연숙,2005;김 권,2006;장미,조아미,2006;신동 ,이명진,

2006;김계원,서진완,2009;유상미,김미량,2010;Patchin& Hinduja,

2006;Bryce & Klang,2009;Katzer, Fetchenhauer& Belschak,2009;

Reeckman,& Cannard,2009;Huang,& Chou,2010;Valkenburg& Peter,

2011).

익명성이 사이버공간에서 공격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에

서 공통 인 견해이지만,그 과정이나 향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이론

 근에 따라 다른 논의를 제시한다.

먼 ,이해춘(2004)은 익명성과 련된 향으로 자아의 확장과 탈개

인화,탈 억제(disinhibition)심리,사회  맥락단서의 부족을 제시하 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이 강하게 보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실세계에서 

억제해 오던 자제심이 풀리면서 이 에는 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게 된

다.이는 정 으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향을 주기도 하지만,공격

인 행동을 더 많이 하게끔 유도하기도 한다는 것이다.탈개인화는 개

인의 행 에 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타인의 평가나 사회 규범에 한 

걱정과 심이 약해진 내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리 속에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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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자신의 신분이 감추어진 익명의 경우와 같이 일탈 행동을 해도 

가 했는지 모르는 경우 일어나기 쉽다.탈개인화는 탈억제를 유발하여 

공격 인 경향을 더 쉽게 나타내도록 한다.탈억제심리는 의식 으로 어

떤 욕망이나 충동을 억제해 오던 자제력이 풀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사

이버공간의 이용자들이 과장되고 왜곡되며 거짓된 표 을 많이 하고,비

방이나 욕설,모욕 등의 인신 공격  행동과 성폭력 행  등을 실 공

간 보다 더 많이 하게 한다고 한다.이는 Zimbardo(1969)가 주장한 몰 

개성화(deindividuation)이론과도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으로,익명의 상

황은 자아의식의 작용을 감소하게 만들고,자기 규제를 어렵게 함으로써 

탈 억제를 진하는 것이다(이성식,2005).

한,자신을 드러낼만한 권 나 신분과 같은 사회  맥락 단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 등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논쟁

이나 흥분이 일어나기 쉽다고 하 다(Kiesler,SiegelMcguire,1984;

Sproull,Kiesler,1986).사회  맥락단서의 부족은 상 방에 해 실재감

을 느끼고 공감하기 어렵게 만든다.의사소통에는 언어 행  외에 얼굴 

표정,손짓,몸동작 등의 비언어  단서가 요한 역할을 하는데,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비언어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 방에 

한 "사회  실재감"을 하시키게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사회  실재

감이 부족할수록 메시지의 내용이 사무 이 되고,비개인  성격이 강하

며,과제 지향 이 된다는 것이다(이해춘,2004).

한편 탈개인화의 논의와는 다른 입장에서 익명의 상황을 설명하는 

사회정체성이론(SocialIdentitymodelofDeindividuationEffects)이 있

다.즉,익명의 상황이 반규범 인 행동을 야기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

한 집단의 규범에 순응하게 만든다는 것이다.익명의 상황에서는 흔히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만,어떤 사람이 사이버공간 속에서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사람들은 그 집단의 규범에 따라 행동할 가

능성이 높고 집단 동조의 행동을 하기 쉽다고 보았다.이는 어느 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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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의 청소년들이 경쟁상 의 연 인 사이트에 언어폭력을 하는 경우나 

안티 사이트에서 일정한 사람,집단을 공격하는 경우를 잘 설명한다(이

성식,2005).

한편,자아의식이론(two-componentself-awarenessmodel)에서는 익

명의 상황에서 자아의식이 낮아질 것이라는 탈개인화이론과는 달리,자

아의식은 공  자아의식과 사  자아의식으로 구분되고,익명의 상황에

서 공  자아의식은 낮아지지만,사  자아의식은 높아지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내  소신과 태도 로 행동하고,그 기 

때문에 행 자들은 자기조 을 하여 행동한다고 주장하 다.그러나 이

는 행 자들의 소신이 친규범 인지,반규범 인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단 이 있다.즉,반규범 인 소신을 가진 사람은 언어폭력을 지르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이성식,2005).

한,Felson(1996)은 사람들이 공격 행동을 할 때 이익과 손해를 고

려하는 합리  결정을 함을 제시하고,법 인 처벌이나 보복에 한 가

능성이 을 때 공격행동을 한다고 하 다.사이버공간은 면 면 상황이 

아니고 익명의 상황에서는 처벌의 가능성이나 보복의 가능성이 다고 

단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겠다.

익명성과 사이버 폭력과의 련성을 다룬 연구를 보면,이성식의 연

구들(2004;2005;2006;2008)이 표 이다.이성식(2004)은 익명성이 언

어 이 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익명의 상황이 공  자아의

식의 감소를 가져와 남의 을 의식하지 않고 수치심의 작용없이 이

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사  자아의식의 감소를 가져와 자

기조 을 어렵게 만들고 충동 이 되도록하여 이 을 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익명성이 미치는 향을 보여주었다.2005년의 연구

에서는 익명성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향을 기존의 요인들과 

비교하 는데,익명성이 가장 요한 요인은 아니었으나 사이버폭력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이성식,2005).2006년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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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연구에서도 사이버폭력에 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면서 익명

성이 사이버폭력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임을 보고하 다.유상미 

등(2010)의 연구에서도 익명성이 사이버폭력과 직 인 향 계는 없

었으나,정체성과 규범의식에 향을 미쳐 간 으로 사이버폭력에 

향을  수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익명성은 사이버공간에서 이용자들의 공격성을 강화하는 측

면이 있다.그러나,익명성의 향에 해 한 가지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

은 사이버공간의 상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신동 과 이명진(2006)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완 한 익명성이란 존재하

기 어렵다고 제시하면서 익명성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보통신과 

컴퓨터 기술을 표면 으로만 이해한 결과라고 하 다.인터넷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며,특정한 자격을 가

진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사이버 공동체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

다.특정한 학교,직장,학과 혹은 신원을 확인하고 가입시키는 인터넷 

까페 등이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성식(2005)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완  익명의 상태로 화를 나

는 경우는 응답자의 6.6%인 73명에 불과했으며, 체로 익명을 사용한

다는 응답 한 20.5%인 228명으로 응답자의 27.1%만이 익명으로 화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 다.반면에 익명과 실명을 반반 사용한다는 응답

은 27.3%인 304명이었고, 체로 실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57명으로 

32.1%,완 히 실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12.8%인 142명으로 나타나 상

당수의 이용자가 사이버공간 안에서 실명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보면 가해자의 익명

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가해자를 알고 있거나,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황 혹은 학 이나 학과 내 익명게시 과 같이,익명성과 짐작 가

능함의 결합으로 피해자들을 더 심 인 고통 속에 놓이게 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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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면서 익명성을 단순히 사이버 공간의 표 인 특성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면 으로 고찰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 피해 연구에서 가해자의 익명 여부를 확인한 연구는 많

지 않으나,연구 결과를 통해 사이버 폭력 피해의 상당수가 아는 계에

서도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성동규 등(2006)의 연구를 보면,사이

버 명 훼손과 라이버시 침해,신상정보 유출 유목에서 가해자 비율 

 친구의 비율이 31.4%에 달한다.응답자가 청소년이라는 에서 일상

생활에서의 갈등이나 학교폭력이 온라인으로 이된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송종규(2005)의 연구에서도 가해자의 15.5%가 친구이거나 이성 

친구,아는 선후배로 아는 계에서 이루어졌음이 보고되었다.정여주와 

김동일(2012)의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35.7%의 학

생들에게 가해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 어 상되는 피해경

험을 응답하게 함으로써 가해자와의 계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한,사이버테러 응센터의 상담동향분석 연구(2012)를 보

면,블로그에서 아는 계의 사람과 발생한 토론 에 상 방이 피해자

의 외모를 비하하고,신체의 특정부 에 한 묘사를 서슴치 않는 등 성

인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고,  연인에 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수치심과 모욕

감을 주는 경우들이 보고되었다( 앙일보,2005.6.24)

국외의 사이버폭력 연구에서도,Ybarra와 Mitchell(2004a)의 연구를 보

면,가해를 인정한 응답자  84%가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

하 고 피해자  31%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Li(2007)의 연

구에서 학교 친구에게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학생들이 31.8% 고 학

교 밖 사람에게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한 학생들이 11.4%,다양

한 원천에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15.9% 으며 40.9%는 가해자를 

알지 못한다고 밝힘으로써 가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시하 다.

Kowalski(2007)는 피해 경험에 한 연구에서 피해자들의 27.5%,가해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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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모두 경험한 사람의 51.6%가 친구들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당했으며,피

해자의 46.7%,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학생의 61.7%가 학교 내 다른 학

생들로부터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여 상당수의 사이버 폭력이 응

답자들이 생활하는 학교 내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경희 등,2012).

이와 같이,국내외 연구에서 가해자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지만,연구에서 이를 구체 으로 조명하려는 노력은 많지 않았다.실태

조사 결과에서 가해자를 아는 경우를 확인했음에도 가해자가 아는 사람

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거나,가능성을 생각하더라도 가해자를 모르는 사

람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한 경우도 많았다(두경희 등,2012).김경은

(2011)은 사이버폭력이 자신이 알고 있는 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경우도 

있고,알지 못하는 불특정인에게 행해지는 경우도 있음을 주목하고,각각

의 경우에는 가해 행동에 한 동기가 다르다고 하 다.특정인에게 행

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에는 괴롭히려는 의도 인 목 을 가지고 휴 폰

이나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는 반면,불특정인에게 행하는 사이버 폭력은 

충동성이나 즉흥성이 발 된 것으로 보았다.김경은(2011)은 계  맥락

을 구분하는 것이 요함을 밝히고, 계  맥락을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았다.

Wolak(2007)등은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이론에만 바탕을 두거나 익명

성을 제로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이버 폭력까지 한 개념에 넣

어서는 안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Vandebosch와 Cleemput

(2008)은 모르는 사람에게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은 cyberbullying이라는 용어

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이야기하면서,가해자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분

하는 것이 요하다고 이야기하 다.이에 더해 Turan등 (2011)은 동료간 사

이버폭력(peer-to-peercyber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를 구분하고자 하 다.

이처럼 다수의 연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가 있는 경우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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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고, 계  맥락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하 다.가해자

와의 계성은 '익명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다른 에서 고찰

하고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본 연구는 가해자와의 계  

맥락이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차별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그리고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에서 지니는 시사 을 논

의할 것이다.

2) 가해자와의 계의 요성

사이버폭력에 한 기존 연구들을 통해 사이버폭력에는 가해자와 

계가 있는 경우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본 장에서는 이러한 계에 주

목하는 것이 왜 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계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계에 따라 사이버 

폭력의 동기와 그 기 에 있는 정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정보통신윤리

원회가 발간한 사례집(2007)을 살펴보면 사례집에 포함된 180개의 

표사례  45개의 사례가 아는 계에서 발생한 사례이다.이는 체 신

고된 사례  일부가 발췌된 것으로 체 인 비율을 확인할 수는 없으

나,아는 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사례집에 포함된 사례들을 분석해보면,주로  남자

친구나 여자친구,  배우자 등의 가까운 계에서부터 직장이나 학교의 

동료,학교 선후배,동호회,  고등학교의 친구사이,일 계로 안면이 

있는 계까지 포함되어있다.사이버폭력의 내용은  연인 계나 부부

계의 경우,가해자와 피해자가 이 에 맺었던 사 인 계의 내용을 

피해자의 개인 미니홈피나 학교,직장의 계자에게 폭로한 경우가 많았

다.다른 계의 경우에도 오 라인 상에서의 갈등을 계기로 사이가 나

빠진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이나 학교 게시 에 공개 인 비난을 하거

나 익명게시 을 활용한 비방이나 비난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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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계에서 이루어진 사이버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명확한 공격의도 

를 악할 수 있기에 기존에 맺었던 계가 신뢰감을 바탕으로 할수록 

배신감과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반면,모르는 계에서 이루어진 사이버폭력의 경우,온라인상에서 

모르는 군가로부터 비방이나 욕설을 당해서,상 방에 한 아이피 추

  법 인 처벌을 하기 해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았다.혹은,자

신이 이용했던 특정 업소나 포에 한 불만을 인터넷상에 기재했다가 

명 훼손으로 피소당할 상황에 놓인 가해자들이 이에 한 자문을 구하

는 경우,특정 게시물에 해 충동 으로 악 을 달거나 도덕  사명감

에 비난을 했다가 도리어 피소당할 상황에 놓인 가해자들의 자문을 구하

는  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는 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사례들을 보면,오 라인 상에서 이미 존재한 갈등에서 자

신들의 해결되지 않은 분노나,보복,앙갚음을 해서 사이버공간을 수단

으로 사용하 다.반면,모르는 계에서 발생한 사이버폭력은 충동

으로 댓 을 달거나,'이런 내용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도덕  

사명감으로 특정 업소에 한 비난이나 특정 게시 에 한 비난을 작성

한 경우들이 있었다.이 경우에는 분노의 해소나 보복과 같은 감정보다

는 충동성이나 도덕  의무감이라는 다른 종류의 동기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계  맥락에 따라 사이버폭력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상을 구분해야 한다고 언 했던 김경은(2011)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계  맥락에 한 이해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사이버폭력의 피

해자들이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10 와 20 에 집 될 가능성이 

크고,이 시기가 발달 으로 계 맺기의 요한 과업이 놓여져 있는 시

기이기 때문이다.실제로 인터넷 독실태에 한 2011년 통계( 종수 

등,2011)를 살펴보면,인터넷 이용자  인터넷 독률이 가장 높은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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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청소년으로 10.4%를 나타냈으며,두 번째로는 20 가 9.2%를 나타내

었고,5-9세의 유․아동  30 (6.9%)의 순으로 나타났다.연령별 인터

넷이용비율을 살펴보면 10 와 20 가 각각 21.3%,21.9%를 나타냈고 30

가 26.2%,40  이상이 24%를 나타내어 이용비율이 연령별로 유사해

보이나 발달단계로 살펴보면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집 된 것을 알 수 있

다.이상과 같이 인터넷 독률과 이용률에 있어서 10 와 20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같은 조사에 따르면,인터넷 독 상자의 

사이버범죄 가해비율이 1.3%로 일반이용자들의 0.8%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인터넷 독 상자의 사이버범죄 피해비율역시 5.9%로 일반사용자

들의 4.0%보다 높게 나타났다.이는 인터넷환경에 많이 노출될수록 가해

와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상 으로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 이션에 익숙하고,정보통신기기를 많이 활용하는 

10 와 20 가 사이버폭력의 상이 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12~22세)와 기 

성인기(22-34세)는 정체성과 친 감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발달과업으로 

하며,이 발달과업을 이루기 해 주로 래집단이나 이성,동료들과 

계를 맺는다고 밝히고 있다.이러한 발달과업을 이루지 못할 경우 정체

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즉,이 시기에 래집단

이나 이성,동료들과 좋은 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발달 으로 매우 

요하며 이후의 삶에도 큰 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앞서 

정보통신윤리 원회(2007)의 사례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아는 계

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주로 연인 계나 직장  학교의 동료

계,친한 친구사이에서 발생하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고,이는 친 감 형성의 실패로서 발달  측면에서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Sullivan(1968)은 사업이나 사회  계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에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청소년 기에 사회화 과정에서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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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동성의 남자

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 다. 한,청소년기에 래 계를 잘 맺지 못하면 고립되고 

외로움을 경험하기 쉬우며 이러한 고립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계에 

한 환상을 가지기 쉽고 그로 인해서 실제 인 계를 잘 맺기가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 다.이는 청소년

기에 친 감을 잘 형성하고 발달과업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요함을 강

조한 것이다.특히,외로움과 고립은 그 자체가 고통이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조차 친구 사이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지니는 계지향성

에 해 이야기하 다.

이 외에도 청소년  청년기에 친구나 동료들이 지니는 요성에 

해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장휘숙(1998)은 애착을  생애 인 에서 

이해하고자 했는데,청년기의 자아존 감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한 애

착에 의해 향을 받지만 사회  자기효능감은 친구에 한 애착에 의해

서 더 큰 향을 받는다는 입장을 취하 다. 한,청소년기에는 아동에 

비해서 애착 상을 부모에서 친구로 변환시키고 다양화시키는데,감정

이고 정서 인 공감은 래에게서 추구하고,삶의 요한 이슈에 한 

조언은 부모에게 기 한다는 연구가 있다(황창순,2006).이처럼 이 시기

는 발달 으로 동료들과의 계가 요해 지는 시기이므로, 요한 상

으로부터 공격받거나 공개 인 비난을 경험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다음 

발달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사회  자기효능감을 축시킬 것임

을 추론할 수 있다.이는 친구사이에서 발생하는 배신에 해 연구한  

Davis와 Todd(1985)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친구사이에서 배신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우정을 평가

할 때 신뢰나 존경,수용,성공 등의 항목에서 낮은 수를 매겼고,친구

를 배신한 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우정에 해 친 감이나 지지,안정감,성공 등의 항목에서 낮은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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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겼다는 연구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배신을 하거나 경험한 사람

들은 우정 자체에 한 신뢰를 드러내지 않았다.

계  맥락이 요한 세 번째 이유는 아는 계에서 이루어진 사이

버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일상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감이 가 될 

가능성이 많다.그 한 로 사이버폭력을 도구 으로 이용하는 학교폭력

을 생각해볼 수 있다.실제 학교폭력의 주요 상자인 십 가 인터넷  

정보통신매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사이버 폭

력'을 학교폭력의 수단  하나로 이용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오

병호와 이상구(2012)는 휴 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학교폭력 피해학생의 13.3%가 

휴 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욕설과 비방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하 음을 

보고하 다.학교폭력을 유형별로 구분한 신동업(2012)의 연구에서는 사

이버폭력을 심리 인 학교폭력으로 구분하고,이러한 심리  폭력은 시

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하

다.

아는 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온라인상에서만 발생하는 사

이버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된다.괴롭히는 상 방이 구인지 

알거나 추측이 가능한 상황에서,가해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고 심한 

경우 오 라인에서의 폭력과 복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이 경우에 일

어나는 피해자들의 정서나 경험은 온라인상에서만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

과는 다른 경험이 될 것이다. 한,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신동업,2012)피해자들은 도망칠 곳이 없다는 에서 고통을 가 시킨

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의 계  맥락이 요한 이유는 같은 폭력 상

황에서도 가해 상자가 구인가에 따라 피해자가 경험하는 피해경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특히,성폭력이나 아동학 의 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성폭력 에서도 부모와 같이 가까운 애착 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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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성폭력은 배반외상(betrayaltrauma)으로 불리기도 한다.배반외

상은 아동이 가해자에게 가졌던 믿음과 신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함으

로써,성폭력 자체로 인한 충격과 계의 배반이라는 충격을 동시에 안

겨 다는 에서 계성이 미치는 향이 크다고 생각된다(Freyd,1994).

Allen(2005)은 이러한 피해경험을 애착외상이라 지칭하면서,애착외상은 

타인과 신뢰 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자체에 향을  뿐 아니라 다

른 종류의 외상에도 취약하게 만들고 외상치료에도 악 향을 미치기 때

문에 애착외상이 가지는 요성이 크다고 하 다.

사이버폭력은 부모-자녀 계와 같이 가장 가까운 애착 계에서 발

생하지는 않지만,사이버권리침해 통계(200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이

의 연인 계나 부부 계와 같은 성인애착의 상에게서 발생하기도 하

고,학교의 친구나 동료와 같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상에게서 발생하

기도 한다.청소년기에는 동료와 래에 한 애착이 강화되는 시기라는 

에서(황창순,2006),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졌던 정서의 정도에 따라 

계에 한 배반이나 애착의 상실이 발생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

각된다.

이상과 같이 사이버폭력에서는,가해자와 계가 있는 피해자들과 

계가 없는 피해자는 사이버폭력이 시작되는 동기나,그로 인해 경험되

는 정서의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에서 가해자와의 계성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피해경험을 일으키는 

지 확인하고,이러한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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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의 피해경험에 한 선행연구와 계성이 피

해경험에 미치는 이론  논의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

하고자 한다.  

1. 가해자와 계가 있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계가 없는 조건의 피

험자들과 다른 정서  경험을 하는가?

     1-1. 두 실험조건의 피험자들은 주요정서가 다를 것이다.

     1-2. 계가 있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배신감, 소외감, 분노를 

더 크게 경험할 것이다.

       

2. 가해자와 계가 있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계가 없는 조건의 피

험자들과 다른 인지  반응을 나타내는가? 

      2-1. 두 조건의 피험자들은 주요 인지반응에서 차이를 나타

낼 것이다. 

      2-2. 두 조건의 피험자들은 자신, 타인, 문제 상황에서 다른 

응행동을 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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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방법

체연구는 비연구와 본 연구의 2단계로 진행되었다. 비연구에

서는 실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사이버

폭력 경험이 피해자들에게 남긴 정서 ,인지  향을 확인하고 이를 

실험  상황구 에 반 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 으

며,가해자와의 계라는 변인에 따라 계성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

으로 구분하여 조건별로 피험자들이 다른 정서 ,인지  경험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연구의 체 인 과정은 서울 학교 생명윤리 원회

의 승인을 거쳤다.

1. 비 연구

비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첫째,선행연구에서 밝 진 피해자

들의 경험이 우울이나 스트 스와 같이 단일 요소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

아 구체 인 수 에서 세부정서와 인지를 악하고자 하 다.둘째,사이

버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정서,인지  수 에서 악하여 본 연구에서 

피해자들의 경험을 측정할 시나리오,정서측정도구,인지측정도구를 고안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 다.셋째,가해자와의 계라는 변인이 피해자

들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 다.넷째,사이버폭력 피

해자들의 피해 강도를 탐색하여,피해자에 을 둔 외상  으로 

근하는 것의 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1)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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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조건
사 폭  

경험시

( 터뷰시점 )

1

조건

여 학생
청  시  같    

게시
6  전 

2 여 개  그 5  전

(1)연구 상

연구 상을 확보하기 해 서울시내 1개 학의 상담센터 3곳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들을 통해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를 모집하 고,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주변 인 자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참여자를 모

집하 다.이는,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의 경우,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게시 에 한 회피 가능성이 높기에 게시  고보다는 주변 자

원을 활용하 다.

이와 같은 경로로 참여자 10명이 모집되었고,이  5인은 학생이

었고,5인은 직장인이었다.성별은 남성이 3명,여성이 7명이었다.평균 

나이는 24세 다.이들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경로를 살펴보면 학내 

 직장 내 포털사이트가 4명,유명 게임 사이트가 1명,인터넷 카페가 1

명,단과  내 게시  1명,같은 반 내 익명게시 이 1명,학과 내 익명

게시  1명,개인 블로그가 1명이었다.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시 을 살펴보면,인터뷰를 실시한 시 을 기

으로 참여자에 따라서 짧게는 한 달 부터 길게는 6년 까지 다양하

다.참여자들의 경험시기를 제한하게 되면,다양한 사례를 표집하기 어

렵고,참여자들의 경험 내용도 다양하게 포함시키기 어려우므로 시 을 

제한하지 않고 표집하 다.피해자들의 경험에 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인터뷰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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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   포탈게시  달 전

4 학생 학과  게시  1달 전

5 여 학생 단과   게시 6개월 전

6

무

조건

학생 터   달 전

7 여 게  사 트 4  전

8 여   포털게시 2  전

9 학생 학   포털게시 1  6개월 전

10 여   포털게시  1달 전

(2)연구 차

피해자들에게 연구의 의도를 설명하고,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

를 받은 이후에,피해자들의 경험을 구체 으로 탐색하기 한 인터뷰가 

30분에서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사이버 폭력 당

시의 정황을 탐색하고,그 때 피해자들이 경험한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구체 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질문을 순서

로 진행하기 보다는 참여자의 내용을 따라 가면서 빠진 부분을 채워서 

질문하고,구체화시키면서 진행하 다.

인터뷰 내용  사이버 폭력 상황에서 경험되는 인지목록이 추출되

었다. 이 과정에는 상담 공 박사 수료 이상의 문가 3인이 참여하여 

문장 선택  진술문 구성과정에 여하 다. 추출된 문장은 66개의 카

드로 제작되어 상담 공 박사 수료 이상의 문가 4인에 의해 유사성 

분류가 진행되었다. 유사성 분류에 따라 3개의 상 목록, 8개의 소분류, 

40개의 진술문을 지닌 인지목록이 만들어졌으며, 상담 공교수 1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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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를 거쳤다. 추출된 인지목록은 연구자 포함 4인의 문가에 의해 

100% 동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3차에 걸친 평정이 이루어졌다.이  1

인은 상담 공 박사 졸업자이며,3인은 수료이상자이고,4인 모두 상담심

리 문가 1 을 소지하 다.

<표 3>인터뷰 질문내용

 1.  라  정  하 습니 ?

 2.  쓴 사람과는  계 습니 ?

   - 는 계 습니 ? 고 다  게 고 는 계 니 ?

   - 는 계 니 ? 사  상 만 고 는 계 니 ?

 3. 제  처  보고 느  감정  무 니 ? ( 당 ? ? ? 슬픔? )

    그   신체적   습니 ?

    그  들  생각  무 니 ?

    그  가 저 들  느 과 생각  무 고, 그 는 무 니 ?

    가  강 하게   감정  무 니 ?

    제  들게 만들  감정  무 니 ?

    가  웠  상  무 니 ?

    감정  해간 순 는 하 습니 ? ( ex) 당  ->  -> )

    각  험과  무 니 ?

    감정  들게  생각  는? 

     쓴 사람들에 한 감정  하 습니 ?

     거   단 사람들에 한 감정  하 습니 ?

    신에 해  들  생각  습니 ?  

 4. 그   처 행동  하 습니 ?

 5. 당신에게  향  무 니 ? (신체적, 정 적, 계적 향)

 6.  에  복 는   시간  필 하 습니 ?

 7.   극복하는    것  무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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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결과

비조사를 통해,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을 확인하고,인지목록을 

추출하여 본 연구의 인지측정을 한 목록으로 제시하 다.피해 경험의 

내용은 사건 직후의 감정부터 그 이후에 경험한 내용들까지 모두 포함되

었다.피해자들이 경험한 구체 인 경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사건 직후 감정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에 충격과 당황,억울함 등의 감정을 호소하

다.피해자 10인은 모두 상치 못한 상황에 한 당혹감과 충격,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 다.

"그 때 생각만 하면 패닉상태 어요,억울하고 황당하고 물이 계속 터져

나왔어요.심장이 덜컹하면서,당황스럽고,서서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

요."(사례 1)

"무섭고,화가 났지만 무서운게 제일 컸어요.그 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

할 수 있다는 것에 해서..."(사례 3)

"황당하고 억울했어요."(사례 7)

"갑자기 숨이 탁 막히는 거 요.이거 뭐지?"(사례 9)

(2)재 경험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련 인터넷 화면이 지속 으로 떠올랐고,

련 생각들이 떠올라 일상 인 일들을 하기 어려움을 경험하 다.

"지 도 그 때 게시 에 이 올라왔던 장면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몇

페이지에 걸쳐서 제 욕이 써있는 거 요.넘겨도 있고,넘겨도 있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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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일에 한 해명을 하고,사과를 받을 때 까지 거의 일을 할 수가 없

었어요.계속 그 장면을 복기하고 상 방이 지 뭘하고 있나 생각했어요.

그 화면 같은 것도 계속 떠오르고..."(사례 7)

"그게 씨로 되어 있으니까 딱 박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텍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선명하게 남아서 생각이 났어요."(사례 9)

(3)기억력 상실 /이인화

피해자들은 사건과 련된 화면이나 장면은 기억하면서도 련 사람

과 구체 인 일들을 기억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끼는 경험들을 

고백하 다.

"당시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알겠는데, 가 같은 반이었는지 하나도 기억안

나는 거에요.주요 인물,나를 지지해 애들 몇 명만 기억나지 나머지 애

들 이름은 기억에 없어요."(사례 1)

"수치심도 느껴지고 화도 나면서,한편으로는 내일 같지 않은 먹먹함이 있

어요.그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인가..."(사례 9)

(4)신체화

사건 직후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을 제 로 하기 어려웠으며,불

면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 다.

"그 일 이후 일주일 정도는 제 일을 제 로 못했어요.계속 생각이 떠오르

고,해결될 때까지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었어요"(사례 7)

"당시에는 일주일가량 집에만 있었어요.밖에도 못 나갔고,잠도 제 로 못

잤고요.근데 요즘에도 불면 증상이 있어요.이유를 잘 모르겠어요."(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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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피 증상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인터넷에 을 쓰는 것을 아  피

하거나 밖에 나가지 않는 등 회피 인 증상을 보 다.

"인터넷 상에 을 남기는게 부담스러워요.작은 실수만 해도 마녀사냥으로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내가 군가한테 댓 을 다는 것도 못하겠

고요.그 사람한테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 "(사례 2)

"한동안 밖을 못 나갔어요.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사례

9)

" 는 인터넷에 아 을 안써요.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말들을 믿기

도 어렵고요"(사례 10)

"일주일 정도 집에만 있었어요.밖에도 못 나갔고요"(사례 4)

(6)자신  인 계상에서의 변화

피해 경험자들은 자신에 한 자책  인 계에서의 회피와 불신  

의 경향을 나타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느낌,그게 무 힘들게 했어요.당장 내일부터

학교 어떻게 가야하나...무섭고.근데 가 내편인지도 모르겠고"(사례 1)

"화살표가 다 나한테 돌아오고,나를 비난하게 되더라구요"(사례 6)

"불특정 다수에 해서 경계심을 지니게 어요.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것만 도 무섭고.."(사례 9)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었어요.수업시간에도

사람들 뒷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사례 4)

(7)자기 괴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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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인은 이 경험이후 고통스러워 자살시도를 한 이 있음을 

밝혔다.

"당시에 무 괴로워서 사실 약을 먹고 시도를 하긴 했었어요."(사례 1)

(8)무력감

피해자  일부는 사이버폭력 경험이후 무력감을 경험했음을 보고 

했다.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제가 어떻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었기

때문에..."(사례 1)

"뭔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처할 수 없다는 게 화가 나더라구요. 내가

이걸 회복할 수 없고.일방 인 거라서..."(사례 2)

"댓 을 달아서 '아닙니다'라고 하면은 별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이

아닐 것 같고...그냥 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애요.일 일이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터뜨리고 나면은 내가 손 수가 없으니까..."(사례 10)

인터뷰 내용을 검토한 결과,모든 사례에서는 아니지만 DSM-Ⅳ에서 

외상 후 스트 스 장애에 해당하는 주요 증상으로 이야기하는 재경험과 

회피/정서  마비 등의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복합외상의 진

단 거인 DESNOS에 해당하는 자기 괴  행동이나 자살시도,기억력 

상실과 해리와 이인화,자기 인식의 변화  타인과의 계 변화, 망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 연구를 통해서 사이버폭력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외상  경험이 

될 수 있을만큼 정서 인 충격을 주는 사건이며,외상  에서 다루

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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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지목록

인터뷰에서 추출된 인지목록은 자신에 한 인지,타인에 한 인지,

세상에 한 인지로 구분되었고,이는 8개의 유목과 40개의 목록으로 분

류되었다.구체 인 인지목록의 내용은 본 결과에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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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합계

4 7 3 15 29

여 6 8 11 16 41

합계 10 15 14 31 70

2.본 연구

1)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학생 87명을 상으로 실시되었다.연구 참여자는 학교 

게시 의 공고문을 통해 모집되었고,공고문은 '시나리오를 읽고 주인공

의 상황에 몰입하여 설문에 응답하는 실험'으로 게시되었다.

참여자 87명  17명은 결과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이  5명은 실험

에 몰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제외되었으며,1인은 실제로 시나리오와 

동일한 경험을 하여 제외되었고,5인은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

나 불성실하게 참여하여 제외되었다.동일한 실험에 참여한  있는 1인

과 실험 직  불쾌한 경험을 한 5인이 제외되어 총 70명의 자료가 분석

되었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가 29명,여자가 41명이었고,학년별로는 4학년

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3학년이 14명,2학년이 15명,1학년이 10명

의 분포를 나타냈다.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평균 21.69세(SD=2.362)

다.연구 참여자들의 구체 인 분포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연구 참여자의 성별  학년별 인원(명)

참여자들의 실험조건별 분포를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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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조건
합계

무 조건 조건

13 16 29

여 21 20 41

합계 34 36 70

<표 5>연구 참여자의 실험조건 분포

2)조사도구

(1)시나리오 

가해자와의 계에 따른 사이버 폭력의 자극을 구성하기 해,시나

리오를 제작하 다.시나리오의 내용은 교통에서 발생한 우연한 갈

등상황이 왜곡,과장되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된 경우와 학과 커뮤

니티에 공개된 경우의 두 가지로 만들어졌다.이는 재 인터넷 상에서 

유행처럼 등장하는 '~녀','~남'의 행태를 반 한 것으로 일반인들도 쉽

게 사이버 폭력의 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차용하 다.

시나리오의 내용에 한 평정은 연구자를 포함하여 상담 공 박사과

정 수료이상 문가 5인의 평정을 거쳤다.평정과정을 통해서 시나리오

의 내용의 성,실험과정의 성에 한 검토를 거쳐 수정 내용을 

반 하 다.이후 상담 공 석사 과정생 5인으로부터 수정사항을 검받

고 상담 공교수 1인의 승인을 거쳤다.두 가지의 시나리오의 내용은 

반부까지는 동일하고,게시물이 게시되는 상황에서만 차이를 두었다.

(2)SAM (Self-AssessmentManikin)

실험에 참여하기  사  정서에 한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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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SAM을 통해 사 정서를 측정하 다.SAM은 Lang(1980)이 개발한 

척도를 김민우․최 식․조양석 (2011)이 수정하여 만든 7  척도로,그

림을 통해서 피험자 정서의 호오와 각성도,통제감을 측정한다.가)는 정

서의 호오를 측정하는 것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슬  표정,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쁜 표정,가운데는 립 인 표정을 나타낸다.나)는 감성의 각

성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각성,오른쪽으로 갈 

수록 높은 각성도를,가운데는 평소의 각성도를 나타낸다.다)는 통제감

을 나타내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통제감을,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통제감을 나타내며 가운데는 평상시의 통제정도를 나타낸다.

[그림 1]SAM 척도

(3) 한국  외상정서평가척도(Korea Version of the Trauma

AppraisalQuestionnaire)

사이버 폭력에 한 시나리오 자극이후의 인지-정서반응을 측정하기 

해 한국  외상정서평가척도(KoreaVersionoftheTrauma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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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이하 KTAQ)를 사용하 다.이는 사이버폭력이후의 기  

정서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미비하고,사이버폭력이 인간에 발

생하는 외상이라는 측면에 기인한 것으로 외상 후의 정서  인지를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하 다.

본 척도는 DePrince,Zurbriggen,Chu와 Smart(2010)가 개발한 외상

정서평가척도(TraumaAppraisalQuestionnaire,이하 TAQ)를 타당화한 

척도이다.TAQ는 기존 외상정서평가척도들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직

인 감정단어를 사용하여,개인마다 주 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문제 과 ',아니오'의 형태로 구성되어 감정의 강도를 사용할 수 없었

던 문제 을 보완하기 해 개발된 것으로 외상당시,혹은 직후에 외상

경험을 어떻게 정서 으로 평가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장미수,2010).

즉,당시의 정서경험과 정서기억을 평가한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 당시의 정서기억을 평가하기 보다는 시나리오 

자극을 통해 재 경험하고 있는 정서와 인지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재 시제로 수정하고,사이버 폭력상황에 용할 수 없는 

문항 '나는 남성 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렸다','사람들은 내

가 안 하다고 말했지만 나는 안 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제외되었다.

한,시제를 바꿈으로 해서 의미가 달라지는 '나는 부분의 시간을 홀

로 보냈다'와 '주  사람들과의 계를 내가 단 해 버렸다'는 문항은 제

외되어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과정에서 연구자 포함 박사과

정 수료이상의 문가 3인의 평정을 받았으며,상담교수 1인의 검증을 

거쳤다.수정된 KTAQ의 체 내  합치도는 Cronbach'sAlpha값이 

.695이고,요인별 문항  합치도는 <표 6>과 같다.KTAQ는 1 (  

아니다)부터 5 (매우 그 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문항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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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항 시
적

합

신감

1,7,13,19,24,30,34

.7171. 가 가  신 한 사람들에게  상처  다

34. 통수  맞  듯한 다

책

 

죄책감

2,8,14,20,25,31,35,39,43,47

.875
2. 그   는 게 책  다

14. 가 다 게 행동했 라  그   

 것 다

공포 3,9,15,21,26,36,40,44,48,50

.8873. 제  적  험  사 고 다

36. 는 늘 주  험  경계하게 다

 

 

단절

4,10,16,27,31,37,41,45,49

.8344. 는  것만 같다

10. 는  텅  것 같  공허하다

 

 

공격

5,11,17,22,28,32,38,42,46

.878
11. 는 폭 적  충동  느 다

22. 그 에 책  는 사람  무 든 다 게 하고 

싶다

수  

 

6,12,18,23,29,33

.7276. 가 결  해  수 는 것 같  느껴 다

33. 는 감  느 다

<표 6>요인별 문항구성과 내  합치도

(4)사이버폭력 인지목록

사이버폭력 상황과 련된 주된 인지를 측정하기 해서 사이버폭력 

인지목록을 사용하 다.이는 연구자가 실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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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터뷰하여 사이버 폭력과 련된 인지 내용을 목록화한 것으로 40개

의 진술문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니오'  택일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이버폭력 경험자들은 학생 5인과 일반인 5인으

로 구성되었으며,유명 게임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학내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 다.인터뷰는 1인당 30분

에서 1시간가량 진행되었고,"사건이 일어난 정황은 어떠하 습니까?","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당신을 가장 힘들게 한 생각은 무엇입

니까?"등의 질문과 해당 질문을 구체화 시키는 탐색  질문이 이루어졌

다.

인터뷰 내용은 축어록으로 정리되었고,연구자를 포함하여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문가 3인이 66개의 인지목록을 추출하 으며,인지목록을 

유목화하는 과정에서는 문가 4인이 참여하 다.인지목록은 자신,타

인,세상에 한 3개의 분류와 8개의 소분류,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인지목록은 평정자들이 100%의 일치를 보일 때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되었다.4인  1인은 상담 공 박사졸업자이며,3인은 상담 공 수료

이상의 문가로 구성되었다.인지목록  유목화 내용은 상담 공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았다.

(5) 처반응

시나리오 자극을 읽고 난 후,연구 참여자가 자신이 실제로 취할 것

으로 상되는 반응  처행동을 주 식으로 작성하게 하 다.이후 

참여자들이 작성한 답안이 취합되어 연구자 포함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문가 4인에 의해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처반응은 실험 참여자들의 

문장의 형태로 작성한 경우가  부분이었으므로 이  표문장을 선정

하여 추출하 다.추출된 문장은 카드로 구성되어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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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목으로 분류되었다.유목화는 가해자와 계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각각으로 이루어졌다.유목화의 결과는 상담 공 교수 1인의 검

을 받았다.

3)연구 차

연구 참여자들은 실험실에서 개별 으로 실험에 참여하 다.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참여자들은 본 실험이 '시나리오를 읽고 주인공의 상황

에 몰입하여,설문을 작성하게 되는 실험으로 최 한 주인공의 상황에 

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동의서를 작성하 다.

실험에 한 안내 이후 참여자들은 실험을 시작하기  SAM 척도

를 측정(김민우 등,2011)하 다.다음 단계로 참여자들은 "이제부터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나리오를 읽게 됩니다.최 한 주인공의 상황에 

몰입하여 읽어주시고,화면을 천천히 넘기면서 화면에 있는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시

나리오를 읽었다.

참여자들은 무선으로 할당되어, 계성이 없는 가해자를 통한 사이

버 폭력 시나리오를 읽거나 계성이 있는 가해자를 통한 시나리오를 읽

게 되는데 실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설정하기 

해 개인별로 컴퓨터를 통해 시나리오를 읽도록 하 다.

시나리오를 읽은 이후에는 한국 외상정서평가척도(장미수,2011)와 

인지목록을 작성하 다.두 가지 종류의 설문을 마친 이후에는 '주어진 

시나리오를 읽고,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떤 처반응과 행동을 할 것인지

'주 식으로 작성하도록 하 다.

작성을 마친 이후에는 실험상황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었는지 7  

척도로 작성하게 하 다.1 은 '  몰입하지 못하 다'를,7 은 '매우 

몰입하 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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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디 리핑과정이 이어졌다.참여자

들에게 실험이후에 불편감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본 실험은 시나리오를 

통한 가상의 상황'임을 주의 깊게 설명하 다.이에 더해 실험에 얼마나 

몰입하 는지,시나리오 상황과 유사한 경험은 없었는지,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등을 확인하 다.모든 연구 차는 [그림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진행되었다.

실험에 한   동  2min

정 척  SAM(사전), 

시   (상  1   vs 상  2)

6min

                                                                   

    

한  상정 가척 ,  6min

 

처   2min

 

 핑(Debriefing) 10min

[그림 2]실험진행 차

4)자료분석

실험결과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해서 SPSS18.0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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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실험  집단 간 동질성 확인을 해 실시된 SAM 척도는 t-test를 

통해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 고,한국 외상정서평가척도는 사 에 차

이를 보인 정서를 조 하기 해서 MANCOVA분석을 하 다.

둘째,시나리오 상황에서 측되는 처반응은 주 식으로 작성된 

답안이므로 연구자 포함 상담 공 박사과정 수료이상 문가 4인의 평정

을 통해 유사성 분류  유목화를 거쳤다.유목화는 실험조건별로 이루

어졌으며 상담 공교수 1인의 검을 거쳤다.

셋째,인지목록은 피험자가 실험조건별로 크게 인지하는 인지목록을 

보여주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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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1.가해자와의 계에 따른 정서반응의 차이

1)사 정서측정결과

실험에 참여하기  실험조건별 사 정서가 동질한 지 확인하기 

하여 SAM 척도를 사용하 고,조건 간 차이분석을 해 t-test를 실시하

다.SAM 척도는 감정의 호오와 자각도,통제감으로 구성된다.<표 7>

에 따르면,각성도와 통제감에서는 실험조건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감정의 호오에 있어,<.05수 에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표 7>사  정서측정에 한 T-test결과

실험조건 사 수 균 차 t값

감정 1(무 ) 34 4.59 .988 68.000 -2.264*

2( ) 36 5.14 1.048

각
1(무 ) 34 3.47 1.212 67.136 .486

2( ) 36 3.33 1.146

통제감 
1(무 ) 34 4.71 1.115 67.121 .579

2( ) 36 4.56 1.054

*p<0.05,**p<0.01,***p<0.001

2)정서반응결과

시나리오 자극을 통한 집단 간 정서 반응의 결과를 분석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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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척도의 '정서의 호오'부분을 공변인으로 한국  외상정서평가척도

의 결과에 해 MANCOVA분석을 실시하 다.

먼 ,집단별 정서 반응의 평균 수는 <표 8>  [그림 3]과 같다.가

해자와의 계성이 없는 무 조건을 살펴보면 3.71로 공포  불안을 가

장 높은 수 에서 경험하 고,수치  오를 3.50으로 두 번째로 높게 

경험하 다.다음으로 분노  공격이나 소외  단 감을 3.18과 3.12로 

유사한 수 에서 경험하 고,자기 책임  죄책감을 3.08로 경험하 으

며 배신감을 2.90으로 가장 낮은 수 에서 경험하 다.

가해자와 계성이 있는 유 조건을 보면,3.78로 배신감을 가장 높

은 수 에서 경험하 다.두 번째로는 3.65로 수치  오감을 경험하

고,공포  불안(3.56)과 소외  단 (3.43),분노  공격 (3.27)의 순으

로 경험하 다.자기 책임  죄책감이 2.86으로 가장 낮게 경험된 것으

로 나타났다.

<표 8>가해자와의 계여부에 따른 정서-인지 반응의 평균과 표 편차

실

험

조

건

배신감
자기책임 

 죄책감

공포 

 불안

소외 

 단

분노

 공격

수치

 오

n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무
2.90 .536 3.08 .651 3.71 .729 3.12 .768 3.18 .680 3.50 .685 34

유
3.78 .452 2.86 .611 3.56 .660 3.43 .721 3.27 .863 3.65 .64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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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실험조건별 정서-인지 반응의 평균 차

정서-인지 반응에 한 MANCOVA분석 결과를 보면 <표 9>와 같

다.분석 결과 Wilk'sLamda는 .47[F(6,62)=11.607],유의수  p<.001에

서 6가지 정서의 조합에 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가해자와 계성이 있는 경우가,없는 경우에 비해 부정 인 정서 반응

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하  척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배신감

[F(1,67)=56.204,p<.001]과 소외  단  척도[F(1,67)=5.056,p<.05]에서 집

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이  배신감은 p<.001수 에서 뚜

렷한 차이를 나타냈다.즉,가해자와 계성이 있는 조건은 그 지 않은 

조건에 비해서 배신감과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기책임  죄책감과 공포  불안은 계성이 없는 조건이 

있는 조건보다 평균 수가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수 은 아니

었다. 한,분노  공격과 수치  오에서는 계성이 있는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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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조건에 비해 더 높은 평균 수를 보 지만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는 않았다.

<표 9>정서-인지 반응에 한 MANCOVA결과

TypeⅢ 제곱합 df 균제곱 F

신감 13.723 1 13.723 56.204***

책   죄책감 1.046 1 1.046 2.610

공포  .065 1 .065 .141

  단절 2.690 1 2.690 5.056*

  공격 .183 1 .183 .297

수   .748 1 .748 1.734

*p<0.05,**p<0.01,***p<0.001

한,6가지 정서에 한 상 계의 분석 결과를 보면,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6가지 정서의 상호상 결과 (n=70)

1 2 3 4 5 6

1. 신감 1 -.186 .201 .436** .288* .349**

2. 책   죄책감 -.186 1 .017 -.083 -.253 .107

3.공포  .201 .017 1 .707** .293* .639**

4.   단절 .436** -.083 .707** 1 .375** .691**

5.   공격 .288* -.253* .293* .375** 1 .467**

6.수   .349** .107 .639** .691** .467** 1

*p<0.05,**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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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상 의 결과를 보면,자기책임  죄책감을 제외한 다른 5가지 

정서들은 서로에 한 상 을 나타내고 있으나 자기책임의 경우에는 분

노와 음의 방향으로 상 을 이루고 있어,두 정서의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자기책임  죄책감은 다른 정서와도 상 을 

나타내지 않아 다른 정서들과는 구분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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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해자와의 계에 따른 처반응의 차이 

가해자와의 계여부는 처 반응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 지 알아

보기 해,피험자들이 작성한 처 반응을 분석하 다.

그 결과 70명의 피험자들로부터 아는 계에서는 129개,모르는 

계에서는 106개의 처 반응이 추출되었다. 처 반응의 유사성을 평정

하기 해 연구자 포함 4인의 평정 이 구성되었다.4인  1인은 상담

공 박사학  소지자이며,3인은 상담 공 박사수료의 학력을 소지하 다.

평정 은 유사성 평정을 통해 아는 계에서는 37개의 진술문과 19개의 

요인을 추출하 고,모르는 계에서는 25개의 진술문과 13개의 요인을 

추출하 다.추출된 목록은 내용의 유사성에 따라 '자신에 한 처반

응,가해자에 한 처반응,주변 사람에 한 처반응,문제 상황에 

한 처반응'이라는 4개의 상  유목으로 분류되었다.평정결과는 평

정자들이 100% 일치도를 보일때까지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1)자신에 한 처

사이버 폭력 상황에서 자신에 한 처 반응을 실험조건별로 살펴

보면 <표 11>과 같다. 처반응에서 차이가 나는 유목은 로 표기하

다.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사건에 한 충격으로 무기력을 경험하

며 사람에 한 공포 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이후,자신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외모나 다니는 경로를 바꾸고,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한 뒤 인터넷 사용도 자제하는 등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한 노력을 하겠다고 응답하 다.

반면,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인 계에 한 실망과 배신감을 

경험하고,오히려 인 계를 개선하기 해 더 극 인 노력을 하겠다

고 응답한 답변이 있었다.더불어,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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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하고 평소의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 다.

<표 11>자신에 한 처 반응

<무  조건 : 가해  계가 > 

공포 

 무

1. 사  본 당 에는 무런  할 수  것 같다.

2. 해  해  믿 주   것 다. 

3. 사람들  무 게 느 고 말   하  할 것 같다. 

신상

감추

1.  꿔    보게 한다. 

2. 통수단  경  다. 

3. 미니 피  개 정보 출가능  는 것  차단한다. 

터  사

제
1. 터  사  하  는다. 

상시 생 1. 무  다는 듯  조  다. 

<  조건 : 가해  계가 >

신감, 실망감 

경험

1. 학  전 적  간 계에 실망한다. 

2. 신감과 공허감  느 다. 

계

개  

1. 계 개  해 한다. 

2.  적극적  동하고  점  수정하  해 한다. 

3. 동 에 가 해  새   사 다. 

찰

  

1. 에게   므  한다. 

2. 들에게    는  물 본다. 

정심  찾  

한 행동

1. 하고  쓴  한다. 

2.  신감  가라  해 다  거  한다. 

상시 생 1. 무런 행동  취하  고 가만  는다.

2)가해자에 한 처반응

사이버폭력 상황에서 가해자에 한 처 반응을 살펴보면 <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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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처반응에서 차이가 나는 유목은 로 표기하 다.두 조건 

모두 공통 으로 가해자에게 사과나 해명 을 요구하고 원본 을 내리도

록 하는 '요구'의 처 반응을 주로 보고 하고 있다.

반면,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직  을 쓴 친구를 찾아가 공격

하거나 다른 친구를 동원해 비난하는 '공격  비난'의 처 반응을 보

고하 다.그리고, 쓴이를 확인하거나, 쓴이를 찾아가 직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반응이 있었다.이에 더해,가해자가 아는 계인 

만큼 계를 회복하겠다는 반응도 있어 가해자에 한 직 인 처라

는 차이를 나타냈다.

<표 12>가해자에 한 처 반응

<무  조건>

1. 사과  고 상  한다. 

2. 해  쓰  한다. 

3. 원본  게 한다. 

<  조건>

공격  

1.  쓴 에게   다.

2. 한 들  통해  쓴  공격하고 매 한다.

3.  다수  폭  가해  점  강조해 죄책감  한다.

쓴 1. 하철에  만  에게  쓴 게 맞는  한다. 

2. 게든  쓴 사람  찾 다. 

접 해  1.  쓴  찾 가 상 에 해 해 한다.

해 1.  쓴  해하고 갈등  해결한다. 

1. 사과  한다.

2.  삭제하고 정정   것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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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변 사람에 한 처 반응

주변 사람에 한 처 반응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처반응

에서 차이가 나는 유목은 로 표기하 다.두 조건 모두 공통 으로,

주변인들에게 사건에 한 왜곡  과장에 해 해명하고,정서  지지

를 추구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을 통해 억울함이나 실망감을 호

소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처 반응

을 보고하 다.이뿐 아니라,사람들에 한 실망감 때문에 사람들을 경

계하고,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다는 처 반응  내 주변 사람들과의 

계를 강화하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 한 신뢰를 더하겠다는 반응

을 보 다.즉, 계로부터 철수하거나 기존 계를 더 강화하는 반응이 

많아,정서 반응에서 배신감이나 소외감이 높게 나온 결과와 일 된 결

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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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주변 사람에 한 처반응

<무  조건>

접 해  1. 주 사람들에게 사실에 해 해 한다. 

정 적 

 추

1. 가  사람들에게  누  정 적  한다. 

2. 에게 해   탁한다. 

3. 가  사람들에게 사실  고 조  한다. 

<  조건>

함, 실망감 1.  통해 함  한다. 

2. 과 사람들에 한 실망감, 쉬  한다. 

피  고

1. 과 생 과 과 사람들  피할 것 다. 

2. 극적  행동하여 사 가  수  다.

3. 한동  집 에 만 생 할 것 다. 

계에 

한 신

1. 과에 해 실망하고 경계심  닌채 생 한다. 

2. 다  사람에게  열 가 고 가 워 고 싶  

 것 다. 

 

1.  하고 가  사람들과  계  강 한다. 

2.  고 한 사람들   하거  하   

거라 믿는다. 

접 해 1. 학과 사람들  접 만  사실에 해 한다. 

정 적 

 추

1. 가  사람들에게 사실  말하고 정 적  한다. 

2. 가  사람들에게 상  말하고 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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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조건>

정
1. 정말  가 맞는  사  검색한다. 

2.  보는  사   해본다. 

적조
1. 사  수사 에 고 한다. 

2. 훼 죄  민사상, 사상 책   정신적 피해보상 등 적수단  

동원한다. 

산 1. 다  슈     묻 게 한다. 

사과

1. 터 에 사과  해  다. 

2. 할 니에게  한다. 

해
1. 해  다. 

2. 필 시 상  할 수 는 료  찾   행동에 한 정당  

여하겠다. 

무 1. 라 상 는 조  취하  는다. 

4)문제 상황에 한 처 반응

문제 상황에 한 처 반응을 보면 <표 14>와 같다.차이가 나는 

유목의 내용은 로 표시하 다.두 조건 모두 이 확산되는 것을 방

지하기 해,다른 이슈 을 올리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한다는 반응

이 있었고,사과나 해명을 하거나 아무런 응을 하지 않겠다는 무 응

의 처가 공통 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자신의 이야기가 맞는지,자신이 드

러나는지 정황을 확인하고,법 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좀 더 극

인 처 반응을 보 다.

<표 14>문제 상황에 한 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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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산

1. 한 동 에게  달  에 한 사냥  추게 한다. 

2. 게시   연락한다. 

3. 사람들에게  커뮤니티  전  탁한다. 

사과 1. 사과  하는  다. 

해 1. 해   다. 

무  1. 행동  취하  고 학과에  본적  동  수행한다.  

무 조건 조건

신에 한 

처

공포  무

신상 감추 , 터 사 제

신감,실망감 경험

계 개

찰, 정심 찾

가해 에 한

처

공격  , 쓴  

접 해 , 해

주 에 한

처

함, 실망감 , 

피  고

계에 한 신, 

문제상 에 한

처
정 , 적 조

이상과 같이 실험조건별로 피험자들은 처방식을 상하 다.차이

가 나는 처방식들만 모아서 정리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실험조건별 처방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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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이버 폭력 경험에 따른 인지목록

사이버 폭력 경험이 이후 인지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인터뷰

를 통해 인지목록을 구성하 다.인터뷰는 실제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10인을 상으로 실시되었으며,인터뷰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가

량 진행되었다.인터뷰 내용은 축어록으로 정리되었고,연구자를 포함한 

3인의 문가가 인지목록을 추출하 다.3인의 문가는 상담 공 박사

과정 수료 이상으로 구성되었고,상담심리 문가 1 을 보유하 다.인터

뷰 내용의 검토와 추출과정을 통해 66개의 인지목록이 추출되었다.

인지목록의 유목화를 해서 연구자 포함 4인의 문가로 구성된 평

정 이 유목화 과정에 참여하 다.이  1인은 박사학  소지자이며 3인

은 상담 공 박사수료자 이상으로 구성되었고,모두 상담심리 문가 1

의 자격을 갖추었다.66개의 인지목록은 카드로 만들어져 유사성을 나타

내는 유목으로 분류되었다.그 결과 40개의 진술문이 추출되었고,이는 8

개의 소유목으로 분류되었으며,소유목은 3개의 유목으로 분류되었다.

3개의 유목은 '자신에 한 인지','타인에 한 인지','세상에 한 인

지'로 구분되었다. 3개의 유목은 소유목의 내용과 Labowitz와 

Newman(1996)의 연구에서 구분한 인지테마를 기반으로 하 다.이  자

신에 한 인지아래에 '자기 귀인  자책','고립','이후 계 지각'이 

포함되었고,타인에 한 인지 아래에 '타인의 시선의식','타인에 한 

불신','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이 포함되었으며 세상에 한 인지 아

래에 '처  통제'와 '험성 지각'이라는 소유목이 포함되었다.구체

인 인지목록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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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한 

각

 

책

1. 전에  행동들  초라하고 보처럼 생각 다.

2. 가 무 쓸 게 느껴 다.

3. 가 짜 한 건 는  걱정  다.

4. 가 그  그러  다  좋  것 다

5. 결  다  다.

고

6.    닌 것 같다

7. 가 할 사람  다.

8. 는 사 가  것 다.

9.   해  사람들   제할 수  다.

10. 해 고 싶  사람  졌다.

계

각

11.  는 사람들과 슷한 사람하고는  

 것 다.

12. 시    행동  해 할  겠다.

13. 가 또 실수할  걱정 다

14.   거슬   눈  한다.

15.   사람들과 함께 생 해  할 것  하다.

타 에 

한 

타

시

식

16. 사람들   고 는 것 같다

17. 전  는 사람들  에 해  좋  생각  하게  

것 다.

18. 랑 가  사람  에 해  좋  시  갖게  것

다.

19.  계에     것 다

20. 가 한테 게 보여   걱정 다 

타 에

한

21. 누가   수 다.

22. 랑 가  사람  에  에 해 할 수 다.

<표 16>사이버 폭력 경험이후 인지목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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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3. 사람들  볼  누가    심  든다.

24. 사람들  겉과  다 다. 

25. 사람들    거워 한다.

라

상

사람들

26. 터  상에  사람들  무 책 감  행동한다.

27. 사람들  라 상에  다  사람에 해    함

 한다.

28. 터 에  공격하는 사람들   말  듣   것 다.

29. 사람들  라 상에 는  심하게  는다.

30. 사람들  터  공격  출하  한 통  사 한

다. 

상에

한

처 

 

통제

31.  상  복하  해 가 할 수 는  다.

32. 런 에 한 처는 참는 게 제  좋  다.

33.  는 사람보다  는 게 복수다.

34.  쓴 사람  똑같  느  수  갚 주고 싶다. 

35. 한테 사죄하게 만들고 싶다. 

험

각

36. 특정 다수에 해 경계심  생 다. 

37. 터  느 한곳에  는 사   공격하는  

 수 다. 

38. 가 조그만 실수라  하  사냥처럼 한순간에  수

 다.

39.  드러 는 것  험하다.

40.   피해  보거   당할 수 다. 

시나리오 자극이후 피험자들의 인지를 분석하기 해 인지목록에 

한 반응을 빈도 분석한 결과를 아래 <표 17>과 <표 18>에 제시하 다.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 높게 응답한 문항 11개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문항의 내용  응답률이 같은 문항이 3개 존재하여 11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26번,27번,28번,29번 등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



-83-

에 한 인지에 속하는 문항과 37번,38번,40번 등 험성 지각에 한 

인지가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그 외 자기귀인  죄책감에 속하는 

4번 문항과 이후 계 지각에 한 13번,타인의 시선 의식에 속하는 20

번 문항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 높게 응답한 문항

문항 n
(%)

 

 죄책감
4. 가 그  그러  다  좋  것 다 33 97.1

 계

각
13. 가 또 실수할  걱정 다 31 91.2

타  시

식
20. 가 한테 게 보여   걱정 다 31 91.2

라 상

사람들

26. 터  상에  사람들  무 책 감  행동

한다.
33 97.1

27. 사람들  라 상에  다  사람에 해   

 함  한다.
34 100

28. 터 에  공격하는 사람들   말  듣  

 것 다.
31 91.2

29. 사람들  라 상에 는  심하게  

는다.
34 100

험  

각

37. 터  느 한곳에  는 사   공

격하는   수 다. 
34 100

38. 가 조그만 실수라  하  사냥처럼 한순

간에  수  다.
34 100

40.   피해  보거   당할 수 다. 32 94.1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 높게 응답한 문항 10개를 살펴보면 <표   

17>과 같다. 계성이 없는 조건과 공통 으로 응답률이 높았던 문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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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6번,27번,29번이 속한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에 한 인지와 38

번,40번이 속한 험성 지각에 한 인지가 있었다.자기귀인  죄책감

에 속한 4번 문항과,이후 계지각에 한 20번 문항도 공통 으로 높

은 응답률이 나왔으나 그 외에 고립에 속하는 9번 문항과 이후 계지각

에 속하는 11번 문항,타인의 시선의식에 속하는 19번 문항이 높은 응답

률을 나타내어 계성이 없는 조건과 비교하 을 때 타인과의 계를 의

식하는 문항들이 좀 더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 높게 응답한 문항

문항 n
(%)

 

 죄책감
4. 가 그  그러  다  좋  것 다 34 94.4

고 9.   해  사람들   제할 수  다. 44 91.7

 계

각

11.  는 사람들과 슷한 사람하고는  

 것 다.
36 100

타

시 식

19.  계에     것 다 33 91.7

20. 가 한테 게 보   걱정 다 35 97.2

라

상  

사람들

26. 터  상에  사람들  무 책 감  행동한다. 35 97.2

27. 사람들  라 상에  다  사람에 해   

 함  한다.
36 100

29. 사람들  라 상에 는  심하게  는

다.
36 100

험

각

38. 가 조그만 실수라  하  사냥처럼 한순간에 

 수  다.
34 94.4

40.   피해  보거   당할 수 다. 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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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실험조건에서 응답한 문항들을 비교해보면 <표19>와 같다.유 조건

의 경우 고립,타인의 시선의식에서는 무 조건보다 응답률상  문항수

가 더 많았으나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이나 험성 지각에서는 무

조건보다 응답률이 높은 문항이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9>실험조건별 응답률 상  문항

무 조건 조건

실험조건  답

상  10개 문항

(1)

 계 각(1)

타  시 식(1) 

라 상  사람들  

(4)

험 각(3)

(1)

고 (1)

 계 각(1)

타  시 식(2)

라 상  사람들  

(3)

험 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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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의

본 장에서는 앞서 기술된 연구결과에 해서 요약하고 이를 토 로 

가해자와의 계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게 미치는 향  상담개입에 

가지는 시사 에 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가해자와의 계에 따른 정서경험에 한 분석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계가 있는가,없는가

에 따라서 피해 경험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 다.이러한 

가정을 확인하기 해 가해자와의 계를 실험자극으로 설정하여,정서와 

인지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정서반응에 한 결과를 보면 첫째,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공포

(평균 3.71)를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 고 가해자와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배신감(평균 3.78)을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

다.이는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군가가 공격해올 때 가장 즉각

으로 반응하는 공포  불안이 작용한 결과로 단된다.공포감은 

인 자극에 해 즉각 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이훈구 등,2003)외부

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해 자신을 보호하기 해 진화론 으로 발달해

온 정서이다.사이버 폭력 역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집 으로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는 을 감안할 때 공포감이 높은 평균을 나타낸 것은 자

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하지만,5 에 가까운 높은 수를 나

타내지 않은 것은 외상정서평가척도에서 측정하는 공포감은 '신체 으

로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때를 측정(안 의 등,2012)하는 것으로 실험

상황에서는 윤리 인 문제 등으로 인해 모의 상황으로 사이버 폭력 상

황을 구 하 기 때문에 5 에 가까운 수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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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없는 조건에서 두려움이 가장 높은 수가 나온 것은 한,

상황 인 불확실에도 기인한다고 생각된다.피험자들은 을 올린 사람

이 구인지를 떠올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Greenberg와 

Paivio(2008)는 불확실함이 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하면서,상담장면에서

는 불확실함을 이기 해서 내담자의 경험을 상징화하는 개입을 하는 

것이 두려움을 감소시킨다고 하 다.이는 불확실함이 두려움과 련이 

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계성이 없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불확실함

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좀 더 오래 경험되고 감정이 자각된 상태에 있기

에 두려움을 주요 정서로 경험하 을 가능성이 있다.

알 수 없는 상으로 인한 두려움은 Phillay(2010)의 서에서도 확

인할 수 있는데,장애로 인해 한쪽 시야를 볼 수 없는 환자에게 장애시

야에 두려운 사진을 보여  경우와,정상 시야에 두려운 사진을 보여  

경우에,흥미롭게도 장애시야에 사진을 제시했을 때 편도체가 더 활성화

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알 수 없는 상,볼 수 없는 상에 해

서 더 두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고,그 

이 다수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확 되고 있는 시나리오를 읽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에 한 두려움과 그 일이 어떻게 개될지도 악할 수 

없는 불확실함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고 생각된다.

반면, 계성이 있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배신감을 가장 크게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신감은 신의를 상실한 것을 의미하는데,실험조건

에서 피험자들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학과친구를 사건 장에서 보았고,

이 내용이 학과 익명게시 에 올려져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를 을 올린 

당사자로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다.그리고,익명게시 상에서는 비난의 

댓 을 은 다수의 가해자가 공존한다.피험자들은 가깝게 지냈던 친구

에 한 실망감과 배신감,믿고 있었던 학과 친구들에 한 배신감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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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배신감을 가장 높게 경험하는 정서로 응답하

다고 생각된다.Shackelford와 Buss(1996)는 동성의 친구에게 가장 배

신감을 경험하는 경우는,친구가 자신의 애인과 외도를 했을 때로 응답

했고,두 번째로 높은 경우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할 때 방어해주

지 않는 경우로 응답했다.즉,실험조건에서도 친 감을 경험했던 사람이 

을 쓴데 한 배신감과,자신을 방어해주지 않았던 동료들에 한 배

신감이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Shackelford와 Buss(1996)는,가

까운 계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더 강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즉,자신의 아내가 모르는 사람과 부 한 성 계를 가

졌을 때와,자신의 (enemy)과 가졌을 때,자신의 친한 친구와 가졌을 

때의 세 가지의 경우를 비교해보면,친한 친구와 부 한 계를 가졌

을 때 가장 배신감을 많이 느끼며,두 번째가 자신의 과 가졌을 때,마

지막이 모르는 사람과 부 한 계를 맺었을 때 다.이처럼 가해자와 

맺는 계성은 배신감 정도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가해자와 

계가 있는가의 여부는 두 실험조건에 해 주요 정서를 다르게 경험하

도록 함으로써 첫 번째 가설은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의 계가 피해자에게 배신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는 외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Allen(2005)은 가까운 상 에게서 외상

을 경험할수록 그 고통이 커진다고 하 다.만일,가해자가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애착 상이라면 이 경우는 배반외상이라 부를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배신감이나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억의 손실이

나 해리와 같은 증상까지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Freyd,1994).

한,Jones와 Burdette(1994)는 배신이 거 보다도 더 큰 심리  

향을 다고 하 는데,배신은 그 동안의 계를 증진시키면서 헌신하고,

믿음을 키우며 상 에 맞게 나를 응시키는 노력을 하는데,배신 이후

에는 모든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 다.

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2007)을 보면,아는 계의 경우가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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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나 부부 계,같은 학교나 직장 내에 있는 동료나 선후배인 경우들이 

표사례로 제시되어 있다.모두 한 때 신뢰와 믿음을 가졌던 계이거

나 재 형성하고 있는 계로서 피해자들이 배신감을 경험할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정서반응에 한 두 번째 결과를 살펴보면,배신감과 소외감에

서 두 실험조건 간에 유의미한 평균차이가 나타났다.소외감은 '본래 지

녔던 어떤 것이 상실되거나 낯설게 되는 상태나 과정(Outhwaite,1983)',

혹은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집단의 기 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강완숙,2000)'를 의미한다. 계성이 있는 조건의 피

험자들은 자신과 친 한 계를 맺고 있던 친구가 비난성 을 쓴 것으

로 상되고,악성댓 로 에 동조하는 과 동료들을 보면서 학과라는 

집단에서 분리되고 고립된 느낌을 경험하 을 것으로 추측된다.반면 

계성이 없는 조건의 피험자들은 다수의 공격으로 인해 두려움을 경험하

기는 하지만 여 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계는 상실되지 않은 경우이므

로,소외감을 더 게 경험한 것으로 단된다.

한, 계성이 있는 조건의 피험자들이 소외감을 높게 경험한데는 

배신감과 계가 있다.Rose와 Asher(2000)는 친구 계에서 갈등과 배신

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 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서 더 외로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하 다.이러한 은 Sullivan(1968)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청소년기에는 래들로부터 수용될 수 있는지가 큰 심사이며,

래들로부터 따돌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고 하 다.

그리고,이러한 따돌림이 청소년기의 외로움과 많은 련성이 있음을 제

시하고 있다. 래들로부터의 배척과 따돌림의 결과로 외로움을 경험하

는 것인데,실험조건의 피험자들은 인터넷상의 을 통한 다수의 비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실제 가 내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가해자와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 익명성은 두려움과 불안을 일으키지만,가해자와 계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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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에서,특히 익명게시 과 같은 소규모 그룹내에서 이루어진 사이

버폭력의 경우,익명성은 배신감과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즉,익명성이 경우에 따라 다른 작용을 하는 것이다.

배신감,소외감과는 달리,분노는 상 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

데,이는 실험이 이루어진 시 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분노의 수가 상

으로 낮게 나온 것은 분노가 상황 인 단과 인지 인 평가에 기반

해서 경험되는 감정이라는 에서 시간차를 두고 경험될 가능성이 많다

(Novaco,1994).혹은,본 연구에서 측정한 분노는 '공격성의 표출'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실험  상황에서는 공격에 한 욕구가 크게 자각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떠한 정서들이 

더 활성화되고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

다.때문에 분노의 경우 가설과 달리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 생각된다.

반면 공포,수치심,자기비난은 실험 조건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이 ,공포감이나 수치심은 평균 수가 높긴 하나 집단 간

에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공포를 가장 

크게 경험하 고 두 번째가 수치심이었다.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배

신감을 가장 크게 경험하 고,수치심,공포의 순이었다.공포  불안의 

경우에는 본 연구결과가 실험직후에 측정되었기 때문에 공격으로 인한 

공포감이 많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측정되었다는 에서 높은 수치가 나

온 것이 설명될 수 있겠다.다만,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 알 수 없는 

상으로 인한 공포가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수치심의 경우에는 두 조건에서 모두 수치심이 높은 수를 나타냈

는데,이는 두 조건 모두 피해자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

는 청 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사 인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의 경우에

는 다르지만,인터넷 게시 이나 SNS,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의 사이

버 공간에는 다수의 동시 속이 가능하고 공개가 되어 있다는 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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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가 비난을 받거나 모욕을 받는 순간이 외부에 공개된다.수치심은 

기본 으로 타인의 존재가 가정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사회  정서이기 

때문에(Scheff,1988,김민경,2008재인용)이 상황에서,피해자의 수치심

은 클 수 밖에 없다.특히,안 의(2012)는 수치심과 같은 2차 정서에 문

화 인 요소들이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고,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과의 계가 주의의 이므로 타인을 우선 으로 참조 상으로 

하는 타인 심  정서의 체험이 권장된다고 보았다.즉,결과 으로 더 

강한 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타인의 평가

에 민감한 집단주의 문화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사이버폭력과 같이 비난

과 폭로가 이루어지는 폭력 상의 경우 더 큰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

고 생각된다.두 실험조건에서 피험자들은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

버 폭력의 내용이 공개된 상황이므로 이를 의식한 수치심이 활성화된 것

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비난은 상 으로 두 조건 모두에서 낮은 수를 

나타내고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도 않았다.이는 연구 시

과 련하여 설명될 수 있겠다.이 연구의 결과는 시나리오를 읽은 직

후에 측정된 것이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정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

다.즉, 기에는 배신감과 공포가 높은 수를 나타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분노가 더 높게 경험될 수 있고,더욱 시간이 지나 외부로 향한 감

정이 수그러들면 자기비난이나 자책이 차 으로 높아질 수 있다.자기

비난과 다른 정서와의 상 정도가 거의 없게 나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자기비난은 특히 더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

는 자기비난이 분노와는 방향성을 달리하기 때문이다(안 의,2012).즉,

배신감이나 분노가 외부를 향한 정서라면,자기비난은 자신의 내부를 향

한 정서라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본다면 실험직후,배신감이

나 공포가 높게 나온 반면 자기비난의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이 설명될 수 

있다.실제 정서변인들간의 상 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분노와 방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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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성이 있는 조건의 피험자들이 배신감이나 소외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분노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감,소외감,분노감을 더 높게 경험할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

으로 증명되었다.

이와 같이 가해자와의 계는 피해자들의 정서경험에 있어서 주요 

정서가 다르고,차이를 일으키는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더불어, 반 인 부정  정서경험에 있어서도 차이를 드러냈기 때문

에 동일한 상이 아닌 별개의 상으로 구분되고 논의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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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해자와의 계에 따른 인지 반응 분석

본 연구는 가해자와의 계가 정서 인 측면 뿐 아니라 인지 인 측

면에도 향을  것이라 가정하고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들이 인지 인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살펴보고자 하 다.

먼 ,사이버 폭력의 경험자들로부터 추출한 인지목록을 살펴보면,

크게 자신에 한 인지와 타인에 한 인지,세상에 한 인지로 나  

수 있다.자신에 한 인지를 살펴보면 '자기 귀인  자책','고립','이

후 계 지각'에 한 유목들이 속해 있고,타인에 한 인지를 살펴보

면 '타인의 시선 의식','타인에 한 불신','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

이 속해있다.세상에 한 인지에는 '처  통제'와 '험성 지각'의 유

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인지목록은 실제로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인터뷰에서 

추출한 것으로 짧게는 한 달 부터 길게는 6년의 시간동안 경험한 피해자

들의 인지가 담겨있다.

이 인지목록을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지를 분석한 인지테마(Roth&

Newman,1991;Lebowitz& Newman,1996)와 비교해보면 공통 으로 

자신에 한 부정 인 생각,타인에 한 부정 인 생각,세상에 한 부

정 인 생각으로 나 고 있다.Lebowitz와 Newman(1996)은 문화의 

향이라는 항목을 더 추가하여 인지목록을 구성하 는데,문화권의 향

으로 성폭력에 해 더 비난을 하거나 단정 인 평가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사이버폭력 역시 인간 외상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타

인,세상에 한 부정 인 인지로 유목화 되었으나,'온라인상의 사람들

의 속성'내지는 '험성 지각'에서 사이버폭력에서만 볼 수 있는 지각들

을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상에서 보는 사람들의 공격성이나 마녀사냥에 

한 인식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두 조건의 피험자들이 인지목록에서 많이 응답한 문항들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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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으로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과 험성 지각에 한 목록들이 

해당된다.이것은 피해자들이 정서반응에서 공통 으로 '공포  불안'에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실험에 임한 피험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은 직후에 인지목록에 응

답하 기 때문에,공격에 한 가장 즉각 인 반응으로 험성지각이나 

사람들의 공격성이 포함된 문항을 공통 으로 높게 응답한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공포나 두려움이 정서 인 반응이라면,인지 인 반응은 이

와 련된 험성에 한 평가나 상황에 한 평가(이훈구 등,2003)를 

의미하므로 두 가지 반응이 함께 활성화된 것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이 경우에도 가해자와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10개의 문항 

 7개의 문항이 모두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이나 '험성 지각'에 

속해 있는데,이는 상 으로 무 조건에 속한 피험자들은 주변 계의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주의가 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가해자와 아는 조건에서는 온라인상의 사람들의 속성이나 

험성 지각을 공통 으로 높게 응답하 으나,그 외에 '이일로 인해 사람

들이 나를 배제할 수도 있다'든지,'이쪽 세계에서의 내 평 이 나빠질 

것이다','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울 것이다'등의 

문항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 다.이는,타인과의 계 속에서의 나에 

한 지각이나 다른 사람에 한 지각이 다루어져야 할 요한 인지  테

마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나리오에서 유 조건의 내용이 학과 내 익명게시 에서 이루

어진 사이버 폭력이기 때문에,상 를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같은 과 동

료라는 ,그리고 익명게시 이기 때문에 가 내 편인지 알 수 없다는 

상황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사이버폭력의 여자가 일

상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는 에서 이 목은 의미를 지닌다.

Raskauskas와 Stolz(2007)는 온라인상의 폭력과 오 라인 상의 폭력이 결

합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온라인상의 피해자가 실에서의 피해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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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사이버폭력의 가해자가 실에서의 가해자 다고 밝히고 있다.

즉,가해자들을 면하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돌아와도 안 지 가 없는 것이다.이는 집단 

따돌림 피해학생들이 타인에 한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  불안

이 높다는 연구(구본용,1997)나 타인을 경계하고 의심하는 지각이 있다

는 연구(이규미,문형춘,홍혜형,1998)와도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이 일상에서의 폭력과 결합되어 반복 이고 오랜 

기간 이루어진다면,복합외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복합외상은 만성

이고 반복 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외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성격

인 변화  자아체계손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가 있다.이에 따르면 

이러한 만성 인 피해사례에서는 단순한 외상반응에 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기 조  등 자기 역에서의 손상과 애착 형성과 

련된 인 계에서의 문제임을 가정할 수 있다고 하 다(장진이,

2010).특히,아직 격한 신체 ,심리  성장 발달기에 있는 아동 청소

년에게는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성 으로 이어진다면 개인

의 성격발달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한 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안 의,2005).

본 실험은 일회 으로 이루어진 실험이기에 단순외상의 경향을 띄고 

있지만,같은 사례가 실제 장면에서 이루어진다면 사이버공간이 지니는 

반복재생산 가능성과 오 라인에서의 폭력과 결합될 가능성으로 인해 복

합외상으로 이어질 잠재성도 지니고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가 있다

고 생각된다.

한,아는 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은  '이일로 인해 사람들

이 나를 배제할 수도 있다'든지,'이쪽 세계에서의 내 평 이 나빠질 것

이다','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울 것이다'등의 응

답을 통해 측할 수 있듯이 새로운 계의 형성을 어렵게 함을 추측할 

수 있다.동료들과의 좋은 계가 정서  안 감을 제공하고,친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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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친구로 선택될 수 있다는 연구(Rose& Asher,

200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는 계에서 이루어진 사이버폭력은 

기존 계의 상실 뿐 아니라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토 도 없애고,새로

운 계형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에서 여러 가지 정서  고통을 더

하게 됨을 알 수 있다.특히 배신감을 다룬 Davis와 Todd(1985)의 연구

를 보면 친구 계에서 배신을 경험했거나 배신을 한 경우에,존경이나 

믿음,수용과 같은 항목에서 자신의 우정을 낮게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경험들이 계에 한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마찬

가지로,배신을 하거나 배신 당한이후 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Jones&Burdette,1994) 계가 끝나거나 계가 지속되어도 의심과 불

편한 감정 때문에 결국 계가 안 좋아진 경우가 남녀 모두 93%를 넘어

서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가해자와 계가 있는 조건에서는 주변사람과의 계와 

련된 의심이나,경계,불신의 부정 인지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

여주었다.다만,본 실험은 시나리오를 읽은 직후에 측정된 것이므로 시

간이 좀 더 지나서 이를 측정하게 되면, 계에 한 지각이 좀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의 실험 조건에 따라 처 반응에 어

떠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여기서 측정한 처 반응은 실제로 행

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한 측이므로 인지 인 역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자신에 한 처에서 공통 으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겠다는 의견이 있었다.이는,인터넷 공간에서 마녀사냥으로 한 개인

을 몰고 가다가도,다른 이슈가 나오면 그 쪽으로 심이 이동하기 때문

에 이러한 순간이 오기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미이기도 하고,한편으로는 

인터넷 공간의 공격성에 한 개인의 향력이 미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반 한 것이기도 하다.차이가 나는 은,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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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감을 크게 경험하면서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자신을 

감추기 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모르는 타인에게 사이버 폭력을 경

험하 지만,신상이 드러나게 되면 주변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된다.이

게 되면 아는 계에서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평 이 나빠질 것에 한 두려움을 공

통 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자신을 감추기 한 반응을 한 것으로 생각된

다.반면,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경험하면서 자신

에 한 성찰을 하고, 인 계를 개선하기 한 노력을 하겠다는 반응

들이 있었다.이는 손상된 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단

된다.즉,무 조건에서는 매체로부터의 회피이고 계에 한 회피는 아

닌 반면,유 조건에서는 인 계에서의 회피와 회복을 한 노력을 한

다는 에서 차이가 있었다.

가해자에 한 처에서는 두 집단 모두 사과나 해명을 요구한다는 

에서는 공통 이었으나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는 직  가해자를 만나

서 사과나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에서 차이가 있었고,가해자를 공격하

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비난하겠다는 의견이 있어,피해자의 공격

성이 직 으로 드러났다.이는 계성이 있는 조건의 피해자들이 경험

하는 배신감과 분노가 행동화되어서 드러난 것으로 실제,명백한 표출

상이 있고 실행 가능한 안들이 있기에 계성이 없는 그룹이 경험하는 

무력감과는 차이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이는 박종 과 서경원(2006)

의 연구에서 직  면해서 물리 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개 사과  

의 삭제,반박  게재를 요구하겠다는 명 훼손의 피해자들이 원하는 

구제 방안의 결과와 일 된 결과를 보 다.가해자에 한 처에서는 

계성이 있는 조건에서 상 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더 극

이고 공격 인 응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주변 사람들에 한 처를 살펴보면 두 그룹 모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한 정서  지지를 추구하겠다고 응답했다.차이가 나는 은 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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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건에서는 계에 한 불신과 회피  고립을 추구하거나,자기

편을 확인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이는 인간 외상의 피해자들이 나타

내는 회피 인 행동패턴을 드러낸 것으로(안 의 등,2011),피해자들이 

경험한 소외감이라는 정서와도 일 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한,배신감에 한 Fehr(1996)의 연구를 보면 계가 어려움에 직

면하 을 때,가장 공통 인 반응은 문제이슈를 다루는 것 보다는 수동

으로 피하는 것이라고 하 는데,아는 계에서 경험하는 배신감 자체

가 이미 계의 단 과 련되기 때문에 이러한 회피 인 경향과 연결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 상황에 한 처에서는 확산을 방지하고,사과와 해명하겠다

는 공통 인 의견이 있었고,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정황을 악하고 

법 인 조처를 취하겠다는 반응들이 있었다.이는,상 으로 계성이 

없는 조건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활용할 수 있는 안들이 없고,

다수를 상으로 해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력한 제스처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이나 피해를 알리고,손상된 명 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와 같이, 계성이 있는 조건의 피험자

들은 앞서 연구가정 로 자신,타인,세상에 해 더 회피 인 처반응

을 나타내었으나,가해자에 해서는 오히려 공격 이고 직 인 반응

을 나타냈다.

이처럼 계성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은 정서 ,인지  측면에서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같은 사이버 폭력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성격의 상이 묶여 있는 것이다.이는 도구 인 매체가 공통

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계성을 매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따라서,두 개의 상은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고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할 것이다.이를테면, 계성이 있는 그룹의 사이버 폭

력은 Turan등 (2011)이 제시한 '동료 간 사이버 폭력'내지는 '계  사

이버 폭력'등과 같이 다른 상으로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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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1.연구의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성이라는 기 을 가지고 사이버 폭력 상을 구분하 다.

아직 사이버 폭력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인 만큼 상에 한 명확

한 이해가 부족한 시 이기 때문에,다양한 상들을 '사이버 폭력'이라

는 하나의 명칭으로 지칭하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발생된 의도와 그

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가 다른 두 상황이 하나의 이름아래 존재하려면 

명확한 구분과 분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특히,그 상황이 상담  개

입이 필요한 문제 상황이라면 정확한 구분을 통해 한 개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본 연구는 가해자와의 계라는 자극을 통해서 피

험자들의 주요정서가 두려움과 배신감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하 고,

인지 인 측면에서도 계가 없는 경우에는 세상에 한 두려움,사람들

의 공격성에 한 인지를 주로 지각한 반면, 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람

들에 한 의심,경계,불신의 인지가 함께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처럼 두 상의 경험이 다른 것을 구분함으로써 사이버 폭력 상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 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하면 '익명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익명

성은 사이버 공간의 표 인 특성이었고,이러한 특성이 사이버 폭력을 

강화한다는 이론은 모두에게 당연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실제로는 익

명성이 기능하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 있고,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따라 

계가 있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익명성을 다면 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은 사이버 폭력 상에 한 이해를 한층 높여 주었다

고 생각된다.

둘째,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한 이해를 구체 인 수 에서 증진



-100-

시켰다.그간의 연구들은 사이버 폭력을 범죄나 비행의 한 상으로 규

정하여,범죄 발생요건이나 환경 인 변인 등 체계 인 근을 취하거나 

가해자와 련된 변인들을 탐색한 경우가 많았다.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나 포털 사이트 리자에 한 개입  사이버 모욕죄 등의 신설과 련

된 논의가 진행되어 시스템 인 차원에서 방이 모색되었지만,정작 피

해자의 심리 인 향이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근과 논의는 이루어

지지 못하 다.그런 에서 본 연구는 상담학의 근으로 사이버 폭력 

상을 규정하고 피해자들의 경험을 구체화하 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즉,심리사회 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을 두고 이들의 

고통을 개선하는 것에 을 두었다는 것이다.이 에도 피해자에 

을 둔 연구들은 있었으나 우울이나 스트 스 수  등으로 단일화되어 표

되었고,구체 인 기본 정서들을 탐색하거나 구체 인 인지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았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연구들을 진하는 토

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두고자 한다.

셋째,사이버 폭력 피해자에 한 차별  개입을 한 토 를 마련

하 다. 계성을 기 으로 계성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이들 집단의 주요 정서가 다르다는 을 확인하 다.이는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직후 피해자들에게 어느 지 에 해 개입해야 하

는지를 알게 해 다.다른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차별 인 정서와 

인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에서 의미를 지닌다.이를테면 계성이 없

는 조건에서는 두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정서로 보고하 고, 계성

이 있는 조건에서는 배신감을 가장 크게 경험하는 정서로 보고하 다.

이 두 가지 정서를 상담장면에서 개입할 때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Greenberg와 Paivio(1997)는 두려움을 다룰 때에는 재 일어나고 있는 

신체감각에 을 기울이면서 재에 머물기를 권하 다.경험을 회피

하지 않고 머무름으로써 부 응 인 요소들을 찾아내고 재구성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반면,분노와 련해서는 응 인 일차  분노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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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기 에 깔린 욕구를 악하도록 하 다.배신감

과 련된 분노에는 상실에 한 슬픔이 혼재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그동

안 충족되지 못했던 자신의 욕구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다.

한 무 조건에서는 두려움과 련된 인지가 많은 반면,유 조건

에서는 경계나 의심,불신과 련된 인지가 많은 것을 보여 으로써 다

루어야 할 인지 인 테마에 한 정보를 제공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고 생각된다.상담자가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에 해 알고 있

다는 것은 내담자들이 미처 표 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않는 경험에 해

서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상담의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방법론 인 측면에서 실험  방법을 통한 연구를 실시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실험은 보고자 하는 자극을 구 하여 인과 계를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Sani&Todman,2006)에서 가해자

와의 계라는 자극이 실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그 동안 선행연구를 통해,사이버폭력의 가해자나 피해

자가 아는 계가 있음을 밝히고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들

(Kowalski,2007;Wolak,2007;Turan,2011)은 있었으나 구체 으로 

계라는 변인이 미치는 향에 해서는 련성을 보이기에는 약함이 있

었기에,실험  방법을 통한 본 연구가 이러한 차이성을 드러내는데 

요한 정보를 제공하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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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 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에 한 제언은 다음과 같

다.

첫째,본 연구는 실험  상황이라는 모의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

에 사이버 폭력의 피해 경험 강도를 그 로 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는 제한 이 있다.실험  상황에서 외상  상황을 유발하는 것은 피험

자에게 험하고,이를 진행하는 연구자도 윤리 인 문제가 생길 수 있

다.때문에 실제 사이버 폭력 상황의 강도를 악하기 해서는 사이버 

폭력 직후의 피해자들을 통해 인터뷰나 정서 측정 질문지를 활용하여 정

서경험의 강도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실제 경험자들에 한 

연구를 통해서 사이버 폭력이 지니는 외상 인 속성도 악할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실험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인구표본을 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본 연구는 사이버 폭력 직후의 경험을 측정하 다는 에서 

제한 이 있다.정서와 인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할 수 

있고,이 부분 역시 요한 개입 지 이 되기 때문에,향후 연구를 통해

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자들이 사이버 폭력에 해 어떤 정서를 

경험하고 있는지,가장 지속 으로 피해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정서는 

무엇인지 탐색해 으로써,사이버 폭력 상에 한 심층 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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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2> 설 지

* 먼저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남, 여)                               2) 나이 :    만      세

 3) 전공 :                       

 

1.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을 

골라주세요. 

   * 여기까지 표시했다면 이제 시나리오를 읽고 지시에 따라 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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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가장 신뢰한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았다 1 2 3 4 5

2. 그 일이 일어난 데는 내게 책임이 있다 1 2 3 4 5

3. 언제나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혼자인 것만 같다 1 2 3 4 5

5. 나는 분노한다 1 2 3 4 5

6. 내가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7.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았다 1 2 3 4 5

8. 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2 3 4 5

9. 나는 안전하지 않다 1 2 3 4 5

10. 나는 내면이 텅빈 것 같이 공허하다 1 2 3 4 5

11. 나는 폭력적인 충동을 느낀다 1 2 3 4 5

12. 마치 나의 내면이 더러운 것만 같다 1 2 3 4 5

13.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예: 부모, 배우자, 연인, 친구)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2 3 4 5

14.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다
1 2 3 4 5

15. 나는 두렵다 1 2 3 4 5

16. 친구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17. 나는 화가 난다 1 2 3 4 5

18. 나는 당황스럽다 1 2 3 4 5

19.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위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 2 3 4 5

20. 내가 충분히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 1 2 3 4 5

21.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1 2 3 4 5

22. 그 일에 책임이 있는 대상은 사람이든 무엇이든 다치게 하

고 싶다
1 2 3 4 5

23. 나는 혐오감을 느낀다 1 2 3 4 5

2. 다음은 시나리오를 읽고 난 후의 감정과 생각에 관련된 문항들

입니다. 현재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낸 곳에 "0" 표시

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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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4.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예: 부모, 배우자, 연인, 친구) 

나를 보호해 주었어야 했다
1 2 3 4 5

25. 나는 그런 일을 당할만 하다 1 2 3 4 5

26. 마치 공포영화속에 있는 듯 도망칠 수가 없다 1 2 3 4 5

27. 나는 누구와도 교류가 거의 없을 것이다. 1 2 3 4 5

28. 나는 언제든 공격하고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1 2 3 4 5

29. 나는 수치심을 느낀다 1 2 3 4 5

30. 배신당한 기분이다 1 2 3 4 5

31. 나에게 실망했다 1 2 3 4 5

32. 분노는 나에게 힘이 된다 1 2 3 4 5

33. 나는 굴욕감을 느낀다 1 2 3 4 5

34.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다 1 2 3 4 5

35. 내가 나쁜 사람이다 1 2 3 4 5

36. 나는 늘 주위의 위험을 경계하게 된다 1 2 3 4 5

37. 누구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1 2 3 4 5

38. 나는 복수하고 싶다 1 2 3 4 5

39. 나는 죄책감이 든다 1 2 3 4 5

40. 나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2 3 4 5

41. 나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 1 2 3 4 5

42. 누가 내게 말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반격할 상태다 1 2 3 4 5

43. 내가 뭔가 잘못했기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1 2 3 4 5

44. 끔찍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45.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46. 나는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고 싶다 1 2 3 4 5

47.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나 스스로를 책망하게 된다 1 2 3 4 5

48. 나는 공포에 질려 있다 1 2 3 4 5

49. 나는 누구도 믿고 싶지 않다 1 2 3 4 5

50. 뭔가 나쁜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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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 아니오

1. 이전에 내 행동들이 초라하고 바보처럼 생각된다.

2. 내가 너무 쓸모없게 느껴진다

3. 내가 진짜 잘못한 건 없는지 걱정이 된다.

4. 내가 그 때 그러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5. 결국은 다 내 잘못이다.

6. 모두 내 편이 아닌 것 같다

7.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8. 나는 아웃사이더가 될 것이다.

9.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배제할 수도 있다.

10.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졌다.

11.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하고는 어울리기 어려울 것이다.

12. 혹시 욕 먹을까봐 어떤 행동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13. 내가 또 실수할까봐 걱정된다

14. 남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을려면 눈치를 봐야한다.

15. 나를 괴롭힌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할 것이 막막하다.

16.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다

17.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나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18. 나랑 가까운 사람도 나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19. 이쪽 세계에서의 내 평판이 나빠질 것이다

 

3. 다음은 시나리오를 읽고 난 이후 당신의 생각과 관련된 질문입

니다. 아래 지문을 읽고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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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예 아니오

20.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질 지 걱정된다 

21. 누가 내편인지 알 수 없다

22. 나랑 가까운 사람도 뒤에서 나에 대해 욕할 수 있다.

23. 사람들을 볼 때 누가 글을 썼을 지 의심이 든다.

24.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25. 사람들은 나를 괴롭히면서 즐거워 한다.

26.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은 너무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27.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

한다.

28. 인터넷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29. 사람들이 온라인 상에서는 더 심하게 악의를 퍼붓는다.

30. 사람들은 인터넷을 공격성을 분출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한다. 

31. 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2. 나를 괴롭히는 사람보다 잘 되는게 복수다.

33. 이런 일에 대한 대처는 참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34. 글을 쓴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갚아주고 싶다. 

35. 나한테 사죄하게 만들고 싶다. 

36.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경계심이 생긴다. 

37. 인터넷 어느 한곳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나를 공격하는 글이 있을 수 있

다. 

38. 내가 조그만 실수라도 하면 마녀사냥처럼 한순간에 몰릴 수도 있다.

39. 나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40. 이 일로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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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시나리오를 읽고 난 이후, 당신의 대처와 관련된 질문입

니다. 시나리오와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어떠한 대처 행동을 취하

겠습니까? (주관식) 

6. 당신은 이 시나리오에 얼마나 몰입하였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몰 하지

못했다

몰 하지

못했다

약간

몰 하지

못했다

보통 다
약간

몰 했다

몰

하였다

매우

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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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pread of Internet and smartphone use, people today 

are experiencing increased convenience. However, adverse effects of 

active communication in cyberspace are alarming. Trivial incidents 

are sometimes distorted out of proportions, personal information are 

unknowingly leaked out, and suicides are committed because of 

slanderous online postings. Violence committed in cyberspace can no 

longer be ignored.  

In efforts to explain such phenomena, accumulating research on 

cyber violence have reported findings on the causes of cyber 

violence or the variables related to perpetrators. However, relatively 

little research have dealt with the specific experiences of the 

victims. Thus,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victims who need 

psychological help and explored their victim experiences in order to 

find useful information for counseling interventions. 

In particular, the study investigated into the victim experience 

of cyber violence in terms of the victim’s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The victim is said to have a valid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ntimacy; the depth of the 

relationship ranges from merely knowing the faces to  sharing 

intimacy. Also, even if the victim knows the face and name of the 

perpetrator. it is hard to say tha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two if the victim does not have any connection with the perpetrator 

offline. On the other hand, even if the perpetrator is not pointed out 

specifically, if the perpetrator can be speculated as is the case with 

anonymous online bulletin within the school website, and if the 

perpetrator has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offline, then vali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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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nymity is frequently considered as a characteristic of 

cyberspace; however, studies have discovered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perpetrator is known or can be speculated (Ybarra & 

Mitchell, 2004a;  Li, 2007; Kowalski, 2007). Thu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anonymity from multiple aspects. Experiencing cyber violence 

from a known person means that the occurrence motive of violence may 

be different and that i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in their teens and twenties. Moreover, such type of cyber 

violence may be linked with school violence and increase the victim’s 

pain. As it may also produce additional victim experiences in identical 

violence situations, cyber violence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Also, 

the victim experience was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uma. 

Cyber violence is interpersonal occurrence that can lead to serious 

depression or even suicide.  Understanding cyber violence from the 

trauma perspective allows for discernment between nonrecurrent and 

chronic phenomena. 

Furthermore,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into how victim’s 

relationship with the perpetrator affects the victim’s experience of 

cyber violence using experimental methods. In experimental design, 

the variable of interest is presented as the experimental stimulus 

and its direct effects are verified. Thus, it is helpful in manifesting 

the influence of particular variables. However, making participants go 

through actual cyber violence is unethical. Therefore,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read scenarios of cyber violence, and the 

entire process had been approved by the Ethics Committee. 

The procedures for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10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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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yber violence were interviewed through a pilot study. The 

interview contents helped confirm the traumatic attributes of cyber 

violence experience and provided information on how to best create 

experimental stimuli. Three counseling experts who are at least 

Ph.D candidates coded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and four 

experts collaborated in creating a cognitive schema scale. 

Participants for the study were recruited through internet 

advertisement. 87 people agreed to participate upon hearing what 

the study was about.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either Control 

or Experimental group, and were first assessed for emotion prior to 

participating. Then, they read the scenario assigned to their group. 

Afterwards, participants took the Korean version of the Trauma 

Appraisal Questionnaire and the cognitive schema scale. Lastly, they 

were asked to write down coping responses that they could take in 

situation of the scenario. A few participants who could not 

concentrate on the experiment were excluded, and data from a total 

of 70 participants were analyzed. 

The main findings for the study were as follows. Emotional 

response results indicated that in the Group 1 condition where the 

victim knew the perpetrator, ‘betrayal’ was the strongest emotion, 

whereas in the Group 2 condition where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fear’ came out the highest. 

Emotions that had significantly different results between groups 

were betrayal and alienation; Group 1 experienced stronger emotions 

of betrayal and alienation compared to Group 2. 

The coping response results were evaluated by four counseling 

experts who classified them into coping with self, coping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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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etrator, coping with others, and coping with problem situation. 

Results were analyzed aroun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for 

each of the coping response groups. In Group 1 condition, the 

participants chose more direct and aggressive coping responses and 

chose evasive coping with others. In Group 2 condition, participants 

chose to hide their personal information (coping with self), and to 

take legal actions (coping with the problem situation). 

The cognitive schema results were categorized into ‘thoughts 

about self,’ ‘thoughts about others,’ and ‘thoughts about life.’ 

‘Thoughts about self’ category included subcategories of ‘self 

attribution and condemnation,’ ‘isolation,’ ‘future relationships.’ In the 

‘thought about others’ category, ‘conscious of others’, ‘mistrust of 

others,’ ‘characteristics of online people’ subcategories were 

included. For ‘thoughts about life,’ ‘risk awareness’ and ‘coping 

behaviors’ were included. Ten cognitive schema scales with most 

responses were selected from each experimental group for analysis. 

In Group 2, more responses were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online people’ or ‘risk awarenes,’ while in Group 2, more responses 

fit the ‘conscious of others’ or ‘future relationships.’ 

Results from coping response and cognitive schema scale were 

consistent in that Group 1 revealed higher mistrust and caution 

about relationships, and showed isolated or alienated thoughts. 

The current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focused on the victims 

of cyber violence and have explored their experience from the 

trauma theory perspective. Also, the findings enabled different 

counseling interventions for cyber violence victims depending on the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In other words, in th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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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victim knew the perpetrator, ‘betrayal’ was the strongest 

emotion, whereas in the condition where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fear’ was the main emotion. 

Moreover, further intervention strategies can be built around the 

findings on differences in the cognitive domains. In addition, the 

study utilized experimental design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on the 

experience of cyber violence victims. Experimental studies are 

useful in that it allows researchers to directly test their hypotheses 

on particular variables of interest and to analyze at microscopic 

levels. 

However, the fact that the participants had only experienced 

cyber violence via reading scenarios for ethical reasons is a 

limitation of this study. Future research should also investigate into 

longitudinal changes in emotion and cognition since the current study 

measured experiences right after reading the scenarios. 

⃞ Keywords: Cyber violence, victim experience, interpersonal trauma, 

relationship 

⃞ Student ID#: 2007-3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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