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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최근 학교 폭력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

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학교 폭력 예

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

구하고 학교 폭력 건수와 심각성은 노력에 비해 감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예방 보다는 사후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제도의 한계이며, 가해

자와 피해자만의 문제로 국한시켜 학교 폭력을 이해하려는 관점의 한계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를 가해자와 피해자를 둘러싼 

맥락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학교 폭력 문제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주변인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었

다.

또한 학교 폭력 중 반복적,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으로 인해 문제

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괴롭힘에 초점을 두고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를 위해 행동 이면의 매커니즘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피해자의 고통

을 공감적으로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돕지 않게 되

는 이유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면서도 

돕지 않는 이유가 괴롭힘을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적으로 자각함에도 불구하

고 자신이 피해자를 도울 때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인식

하여 그로 인해 위협을 느끼면 피해자를 돕는 행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를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 상황보다는 이를 해석하는 

것과 높은 위협으로 인식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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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평가 모델에 기반하여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피험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위협 수준을 조절하여 주변인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상황이 담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피

해자를 도와주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피험자에게 위협이 되는 정도 괴

롭힘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조정하여 위협 수준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험자의 친사회적 정서와 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상황을 자신에게 높은 위협을 주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해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한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에 피험자의 친사회적 정서와 행동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91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활용한 실험

을 실시하였으며, 이들 중 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제

비뽑기를 통해 세 집단으로 무선 할당되었다. 이들은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사전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설문과 공감 및 이타적 특성을 측정하

는 사회적 관심 척도에 응답하였다.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에는 사후 정

서 상태를 측정하는 설문과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는 정도, 피해자에 

대한 도움 의향을 묻는 질문, 타인 지향 정서를 측정하는 설문을 실시하

였다. 세 번째 집단(C집단)의 경우에는 사후 정서 상태에 대한 설문을 

작성한 이후에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글쓰기 활동을 실시하고 나머지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집단이 위협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를 제공받은 집단에 비해 친사회적 정서와 도움 및 

위로 행동 의도에서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가치 확인 활동의 경우에는 가치 확인 활동을 실시한 집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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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친사회적 정서와 도움 및 위로 행동 의도에

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나, 도움 및 위로 행동 의도에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또래 역동안에서 그들의 경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괴

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관심을 갖고 이를 다룰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을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험자들이 지각

한 위협 수준이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해 조절됨을 확인함으로써 주변인들

이 목격한 외부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적 심리 상태를 변화시킴으로

써 반응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주변인들이 지각하는 위협 수

준에 대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 주요어 : 또래 괴롭힘, 주변인, 지각된 위협 수준, 가치 확인 활동

□ 학번 : 2010-3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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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교 폭력이 집단화되고 잔인해지며, 점점 더 어린 학생들 사이

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1995년 이후부터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에는 학교폭

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이 어

느 정도 줄어들긴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약하다(박효정, 정미경, 2006).

학교폭력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 방식이 개

인 특성 중심적 관점을 취하는 것과 관련된다(손경원, 2008). 기존 시책

들은 가해자-피해자에게 초점을 두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

결하려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키고, 이들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및 사후 

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학교

폭력은 특별한 학생들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김범수, 2008), 학급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므로(류영숙, 2012), 가해자-피해자 중심의 개인 특성 중심

적 관점으로 학교폭력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손경원,

2008).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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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특성을 강화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데에는 그들을 둘러싼 맥락

의 영향도 작용한다. 그중에서도 폭력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특

히 또래들의 반응은 학교폭력을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는 중요

한 요인 중 하나이다. 청소년의 경우 어떤 연령층보다도 또래집단의 영

향을 많이 받으므로 집단의 규칙이나 행동을 따르려는 동조 경향이 강하

다(이희경, 2003). 실제로 가해자가 폭력을 행사할 때, 주변 사람들의 기

대나 규범에 대한 지각은 자신의 폭력에 대한 견해보다 더 큰 영향을 준

다(이훈구, 홍영오, 2002). 또한 친구에 대한 애착, 동조성, 비행친구와의 

접촉 등 친구의 영향이 가해 행동에 영향을 크게 준다(김명자, 2001). 이

러한 선행연구결과들에 따른다면, 청소년의 경우 주변인들의 반응이 그

들의 가해 행동에 큰 영향을 주므로 학교폭력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 주변 또래들이 학교폭력에 의미 있는 영

향을 준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학교폭력의 주변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

고 있다. Twemlow와 Fonagy, 그리고 Sacco (2010)은 주변인이 개인을 

희생자로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므로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의 

삼각구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자들은 주변인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들의 행동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역할에 따라 주변인 

집단을 유형화하였으며(김현주, 2003; O`Connell, Pepler, & Craig, 1999),

관찰이나 면담을 통해 확인된 유형을 근거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를 개발하였다(장수정, 최윤경, 2010; Salmivalli et al., 1996; Gossens,

Olthof, & Dekker, 2006).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

는 개입 전략 및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기도 하였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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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2003; 윤성우, 이영호, 2007; Twemlow, Fonagy, & Sacco, 2010).

주변인 유형을 파악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개입 전략들로는 피해자를 

도울 가능성이 높은 ‘피해자지지’ 집단의 특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발굴

하여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

법(Twemlow, Fonagy, & Sacco, 2010), 집단 규범이나 인식을 전환시킴

으로써 가해자를 동조하는 집단을 변화시키는 방법(김현주, 2003), 학생

들이 서로를 긍정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서

기연, 유형근, 권순영, 2011; 윤성우, 이영호, 2007) 등이 있다. 이러한 방

법들은 주변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관련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들

의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

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변인들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 매커니즘에 대

한 이해보다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

을 확인한 연구들에서도 행동 변화만을 확인하였다(Polanin, Espelage, &

Pigott, 2012).

개입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이 행동 변화에 있다고 할지라도 행동 이

면에 있는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하기 어렵다

(Polanin, Espelage, & Pigott, 2012). 주변인들이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경험하는 심리 내적 현상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좀 더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주변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

방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피해자를 돕는 동기뿐만 

아니라 돕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들의 피해자 도움 행

동을 유지시키면서도 피해자를 외면하거나 피해자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줄이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Rigby, 1996).

이러한 필요에 의해 학자들은 주변인들의 내적 경험인 공감적 자각에 

주목하였다. 인간은 누군가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목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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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적으로 자각되면서 피해자의 필요를 인식하게 된다(Hoffman, 2000).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면 공감적으로 이를 자각하며, 공감

적 자각으로 인한 고통과 같은 불편한 감정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돕거나(Piliavin et al., 1981),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켜주려는 공감적 

관심의 활성화로 인해 피해자를 돕는다(Batson, 1987, 1991). Batson (

1987, 1991)은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려는 것을 이기적 욕구로 명

명하였고, 타인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것을 이타적 욕구로 명명하였으며,

이 두 욕구 모두 주변인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Dovidio, Allen, & Schroeder, 1990).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누군가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은 공감적 자각으로 인해 활

성화되는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감소시키거나 타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돕는 개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인들이 누군가 고통

을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다고 해서 항상 피해자를 돕지는 않는다.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은 심정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해서 동정

심을 느끼고 도와주고 싶어 하며, 이성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Whitney & Smith, 1993; Rigby, 1996,

1997), 실제로는 이들 중 일부만 피해자를 돕는다(O`Connell, Pepler, &

Craig, 1999). 주변인들은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를 행

동으로 옮기지 못해(Craig & Pepler, 1997) 인지적 부조화나 죄책감(윤성

우, 이영호, 2007)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주변인들은 공감적 고통 

외에 다른 심리 내적 경험을 하며, 이들 간의 충돌로 인해 심리적 불편

감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인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는 주변인

들 중 피해자를 돕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를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여겨 이들의 공감 능력을 발달시켜야 함을 주장함으로써(신

나민, 2012; 이희경, 2003; 이상미 외, 2008; 오인수, 2010), 주변인들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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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심리적 불편감이나 어려움을 간과하고 이들이 나아가야 할 이상

적인 방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누군가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을 목격하는 주변인들

은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적으로 자각함으로써 동정심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이 피해자를 돕게 될 때 감수해야 할 비용도 인식한다(Dovidio et

al., 1991; Piliavin et al., 1981; Schroeder, 1995). 주변인들이 인식하는 

피해자의 고통은 피해자를 돕는 행동을 촉진하지만 감수해야 할 비용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 도움 행동을 억제한다.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두 요인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Hoffman, 2000). Piliavin과 그의 동료들(1981)은 주변인들의 반응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촉진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억제하는 요인을 둘 

다 고려해야 함을 인식하여 이를 반영한 비용-보상 모델(The arousal:

cost-reward model)을 제안하고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하지만 학교폭

력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주변인들의 피해자 도움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지적 공감 능력이나 정서적 공감 능력(신나

민, 2012; 이희경, 2003; 이상미 외, 2008; 오인수, 2010)과 같이 타인의 

고통을 공감적으로 자각하는 것과 관련된 변인에 집중되어 있어 도움 행

동을 억제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연구들과는 달리, 거리에서 발생하는 폭력상황

에서 주변인들의 반응에 대해 확인한 연구자들은 피해자 도움 행동을 억

압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 모두에 관심을 기울이고 각각의 요인을 확

인했다. 이들은 주변인들이 폭력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그 상황을 지켜보

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거나 그 상황을 외면하고 지나쳐 버

리는 상황에 주목하여 이 현상을 방관자 효과로 명명하고(Latané &

Darley, 1970), 방관자 효과를 강화시키는 요인을 밝혔다(Latan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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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ley, 1976; Garcia et al., 2002; Ross & Braband, 1973; Schwartz &

Clausen, 1970). 이러한 연구물들에 따르면 목격하는 상황이 모호할수록,

다른 주변인들의 수가 많을수록 방관자 효과는 강하게 나타난다(Latané

& Nida, 1981). 반면, 방관자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을 확인한 연구물

들에서는 피해자가 처한 위험 상황의 심각성(Fischer et al., 2006; Harari,

Harari, & White, 1985)과 다른 주변인들과 친밀성(Rutkowski, Gruder,

& Romer, 1983; Levine & Crowther, 2008)이 피해자 도움 행동을 촉진

함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피해자에 대한 주변인들의 도움 행

동을 억제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이 둘 다 존재함을 보여줬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방관자 효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물들은 즉흥

적이고 일회적인 폭력상황에서의 주변인들의 반응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러한 연구결과를 학교폭력과 같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가 잦은 폭력 현상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 특히 교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은 

관계적 측면과 지속성 측면에서 거리에서 발생하는 폭력과는 다른 특성

을 보인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의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은 같

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급우 관계로 얽혀있으며, 같은 학급 혹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한 그 관계는 지속된다(류영숙, 2012). 또한, 청소년기에는 

또래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인기를 얻는 것을 추구하

므로(Jarvinen & Nicholls, 1996; Merten, 1997), 주변인들은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변인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 역동, 특히 주

변인들이 피해자를 도왔을 때 이를 바라보는 가해자와 다른 주변인들의 

반응을 지각함으로써 주변인들이 겪게 되는 심리 내적 경험에 대한 이해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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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변인들은 피해자를 돕게 되면 자신에 대한 다른 또래들의 인

식이 부정적으로 될까봐 걱정하며(Oliver, Hoover, & Hazler, 1994), 자

신 역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 혹은 두려움을 느낀다(김소영,

1999; 이상미, 2008; Juvonen, & Galván, 2008). 청소년들에게 친구관계를 

잃거나 또래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매우 큰 위험이므로(Vaillancourt

et al., 2010), 피해자를 도울 때 또래로부터 배척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Dovidio et al., 1991; Hoffman, 2000). 이러한 내적 경험

으로 인해 주변인들은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을 때 피해자를 돕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를 돕지 않는다(김소영,

1999; 이상미, 2008; Oliver, Hoover, & Hazler, 1994; Juvonen, &

Galván,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비용-보상 모델에 적용해보면, 괴

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가능성이 주변인들에게는 피해자를 도왔을 때 감

수해야 할 비용으로 인식되어 피해자 도움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며, 가능성을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들의 반응에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주변인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서미정(2008)

이 주변인들이 인식하는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위험부담감

으로 정의하여 주변인들의 유형을 구분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나 주변

인들의 반응에 대한 영향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주변인들이 인식하는 위협 요인으로 설정하

여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작하여 위협 수준을 달리했을 때 주변

인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주변인들이 지각하는 위협 수준은 피해자를 도왔을 때 감수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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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손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심리사회적 자원에 의해 

조절가능하다(Hobfoll, 2002; Harber, Einev-Cohen, & Lang, 2008). 즉,

주변인들이 괴롭힘 당할 가능성에 대해 지각하더라도 심리사회적 자원을 

인식하게 되면 그들이 지각하는 위협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인

지 평가 모델로 설명가능하다. 인지 평가 모델을 제시한 Lazarus와 

Folkman (1984)에 따르면, 인간은 특정 상황에 처하면 일차적으로 그 상

황이 현재 혹은 미래에 자신에게 이득을 줄지, 손해를 줄지를 평가하며,

이차적으로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대처할만한 자원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즉, 인간은 주어진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평가할지라도 

대처할만한 자원이 있다면 상황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Harber,

Yeung, & Iacovelli, 2011). 이는 객관적 위협 수준보다 주관적 위협 수준

이 주변인들의 반응을 더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동일

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개인의 심리사회

적 자원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주변인의 경우에도 학교

폭력 상황을 목격했을 때 피해자를 돕게 되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더라도 심리사회적 자원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이 상황을 

덜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로 인해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위협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심리사회적 자원으로는 자존감

(Greenberg et al., 1991), 자기효능감(Bandura, 1997), 자기 가치감(Steele,

1988), 자기 통합감(self-integrity)(Harber, Yeung, & Iacovelli, 2011) 등이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자기(the self)를 안정화시키므로, 자원이 많을수

록 주어진 상황에서 손해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덜 위협적으

로 지각하게 된다(Harber, Yeung, & Iacovelli, 2011).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사회심리적 자원을 강화하는 활동에 주목하여 이들 중 하나인 가치 

확인 활동(value affirmation)의 주변인 반응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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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확인 활동은 자기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개입(Steele, 1998)으로 

개인이 위협적인 상황에 처할 때 자기 통합감을 강화함으로써 위협을 느

끼는 정도를 감소시킨다(Sherman & Cohen, 2006). 또한, 가치 확인 활동

은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Schmeichel & Vohs, 2009)시키거나 학업 성취

를 높여주는(Cohen et al., 2009) 등 위협적인 환경에서 좀 더 나은 수행

을 하도록 촉진한다(Cohen et al., 2009). 특히, 가치 확인 활동은 자신의 

인지, 정서, 가치, 행동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자기 명료성

(self-clarity)을 증가시킴으로써 자기를 안정화시켜 위협 상황에 대해 좀 

더 적응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다(Stapel & van der Linde, 2011). 따라

서 괴롭힘 상황을 목격할 때 공감적 고통과 괴롭힘 당할 것에 대한 두려

움을 동시에 느껴(Craig & Pepler, 1997)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 

주변인들에게 가치 확인 활동이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적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해 자기를 안정

화시키는 것이 높은 위협 수준을 지각하도록 조작한 실험 자극에 노출된 

피험자들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폭력 상황에서의 주변

인 반응에 대한 연구에 비해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주변인 반응에 대한 

연구는 주변인의 피해자 도움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도움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감이 피해자지지 및 방어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대만큼 

크지 않고, 공감만으로는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없으며(Salmivalli,

Kärnä, & Poskiparta, 2010), 주변인들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

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Whitney & Smith, 1993; Rigby,

1996, 1997), 실제로 피해자를 돕지 않는 경우가 존재함에도(O`Connell,

Pepler, & Craig, 1999)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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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연구와 개입은 주변인들의 도움 행동을 촉진하는 공감과 관련된 특

성들에 치중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의 도움행동을 억제하는 요인에 주목하여 

비용-보상 모델(Piliavin et al., 1981)과 인지적 평가 모델(Lazarus &

Folkman, 1984)을 기반으로 주변인들이 지각하는 위협 수준을 달리하여 

이에 따라 주변인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주변인들

이 인식하는 위협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첫째, 피험자들이 자신의 도움

행동에 대한 결과, 즉, 도움 행동으로 인해 감수해야 할 비용의 정도를 

다르게 해석하게 하였으며, 둘째, 심리적 자원을 강화시켜 위협을 지각하

는 수준을 조절하기 위해 가치 확인 활동의 실시 여부를 달리하였다. 피

험자들의 반응은 정서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에서 확인하였다. 정서적 차

원은 친사회적 정서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행동적 차원은 도움 의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친사회적 정서는 개인이 자신의 필요가 아닌 다른 사

람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심리적 상태일 때 유발되므로(Thomaes et

al., 2012), 이를 통해 피험자들이 지각하는 위협 수준에 따라 다른 사람

의 필요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동적 

차원의 경우, Fishbein과 Ajzen (2010)의 합리적 행동 이론에 따라 의도

가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지각

하는 위협 수준에 따라 실제 피해자를 돕는 행동이 달라질 가능성을 도

움 의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이 지각하는 위협 수준에 따라 주변인

들의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관심과 피해자에 대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로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변인

들이 지각하는 위협 요인과 수준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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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위에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높은 위협 수준을 지각한 집단과 낮은 위협 수준을 지각한 집단은 

친사회적 정서 반응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도움 의도에서 차이가 있는

가?

2. 동일하게 높은 위협 수준이 담긴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 가치 확인 

활동 여부에 따라 친사회적 정서 반응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도움 의도

에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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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또래 괴롭힘(Bullying)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 1항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금품갈취, 따돌림 등에 의

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된다(임구

원, 2009). 이에 따르면 학생들 간에 발생하면서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이라 부를 수 있다.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에 관심

을 기울이고 예방과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

력 중 괴롭힘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괴롭힘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

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나 고통을 주는 것이다(Olweus, 1984). 최근 보

도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들을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장기적

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보인다(장수정, 최윤경, 2010). 또한 한국의 집단주

의적 문화로 인해 학교폭력 역시 집단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곽금

주,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지칭하는 학교 폭력(school violence)이라는 용어보다는 반복성과 지속성

을 내포하며, 여러 명에 의해 발생하는 특성을 포함하고 있는 괴롭힘

(bullying) 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같은 학급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

는 괴롭힘 행동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강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ullying’을 ‘또래 괴롭힘’으로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제시하는 학교폭력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는 

괴롭힘의 요소들(반복성, 지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두

려워하는 상황인 집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박효정, 정미경, 한국교

육개발원, 2005)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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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Bystander)

‘주변인(Bystander)’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곳에 함께 있기는 하지

만 사건에 참여하지는 않는 사람으로 국내에서는 ‘방관자’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괴롭히는 가해자와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외에 이 사건을 지켜보는 ‘bystander’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bystander’를 ‘방관자’로 지칭하지 않고 ‘주변인’으로 

지칭하였다. 또래 괴롭힘 연구에서 ‘bystander’는 가해자와 피해자처럼 

그 상황에 직접 관여되지는 않았으나 사건을 목격한 뒤에 그에 대한 다

양한 행동 반응을 보이며, 그 반응에는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

동도 포함된다(Salmivalli et al, 1996). 따라서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

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뜻을 함의하는 ‘방관자’라는 단어보다는 그 사건

을 직접적으로 일으키지 않고 그 주변에서 사건을 목격한 상태를 함의하

는 ‘주변인’이라는 단어가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처럼 괴롭힘 상황에 직접 참여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여 ‘주변인’이라고 명

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시나리오에 묘사되는 괴롭힘 

상황을 목격하는 입장에 몰입하라고 요청함으로써 모든 피험자들이 괴롭

힘 상황을 지켜보는 주변인의 입장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지각된 위협 수준(perceived threat level)

위협의 사전적 의미는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끼게 한다는 뜻이므로 위

협 요인이란 누군가에게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의 위협 요인은 주변인들에게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끼게 

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특히, 주변인들이 괴롭힘 상황에 개입하지 않은 이유로 언급한 내용들 



- 14 -

중 자신이 난처해지거나(Sabini, Siepmann, & Stein, 2001)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한 두려움(Salmivalli, Kärnä, & Poskiparta, 2010)에 주목하여 위

협 요인 자체보다는 이를 지각했을 때 주변인들의 내적 사고와 그에 따

른 반응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피험자들에게 제시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주변인들

이 처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게 될 때 예상되는 결과를 해석하는 내적 

사고를 통해 피험자들이 지각하는 위협 수준을 조작하였다. 즉, 피험자들

이 피해자를 도울 때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하게 하여 낮

은 수준의 위협을 지각하게 하였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게 하여 높

은 수준의 위협을 지각하게 하였다.

가치 확인 활동(Value-Affirmation)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높은 위협을 인식하도록 조작된 시나리오를 

접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지각된 

위협 수준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을 가정하고 이를 입증하였다. 지각된 위

협 수준을 조절하는 심리사회적 자원에는 자존감(Greenberg et al.,

1991), 자기효능감(Bandura, 1997), 자기 가치감(Steele, 1988), 자기 통합

감(Harber, Yeung, & Iacovelli, 2011) 등이 있으며, 가치 확인 활동은 자

기를 명료하게 하여 이러한 심리사회적 자원들 중 자기통합감을 강화하

는 활동이다(Harber, Yeung, & Iacovelli, 2011).

가치 확인 활동은 자기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개입(Steele, 1998)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실시한 가치 

확인 활동 방법들 중 Thomaes와 Bushman(2012)이 11세~14세 청소년들

에게 실시해서 효과를 확인했던 방법을 활용하였다. Thomaes와 

Bushman(2012)은 12가지 가치가 적혀있는 목록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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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 중 자신들에게 가치 있는 내용 2~3개를 선택하여 그 가치가 자신

에게 중요한 이유와 정도에 대해서 기술하게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도 이들의 방법을 따라 피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활동

을 하게 하였으며, 이를 가치 확인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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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또래 괴롭힘(Bullying)

또래 괴롭힘(Bullying)은 한 명이나 여러 명의 학생이 한 학생에게 반

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나 고통을 주는 것이다

(Olweus, 1984). 신체적 괴롭힘이나 언어적 괴롭힘은 겉으로 드러나기 

쉬우나 일상 생활에서 특정 학생만을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괴롭힘은 미

묘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또래 괴롭힘은 또래들 사이에서 일어

나는 다툼이나 놀이와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Olweus (1993)는 또래 괴

롭힘의 세 가지 필수 요소(힘의 불균형, 피해, 빈도)를 제안하였다.

Olweus (1993)에 따르면, 또래 괴롭힘은 동등한 힘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진 또래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다툼이나 갈등과는 다르다. 또래

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다툼이나 갈등을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분류된다. 첫째, 또래 괴롭힘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힘이나 사회적 지위, 능력 면에서 우위에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둘째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해를 가해

야 한다. 이는 또래 괴롭힘과 놀리거나 밀고 때리는 식의 장난을 구분하

는 기준이 된다. 세 번째로 또래 괴롭힘은 일회적 사건이 아닌 반복적이

고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다. 한 학생이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자신

보다 작고 약한 학생에게 화를 내거나 때렸다고 해서 그것이 또래 괴롭

힘이 되지는 않는다. 만약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또래 괴롭

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에 또래 괴롭힘의 세 가지 요소 중 피해의 유형에 대한 관심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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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Carney & Hazler, 2001; Craig, Henderson, & Murphy, 2000;

Hazler et al., 2001). 피해에는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고통이 모

두 포함된다. Crick과 Bigbee (1998)는 신체적 피해를 외현적 공격 피해

로, 언어적이고 사회적/정서적 피해를 관계적 공격 피해로 명명하였다.

관계적 공격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나 우정을 이용해서 고통을 주는 것

(상대방을 속한 집단에서 소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쁜 소문을 퍼뜨

리기 등)인 반면, 외현적 공격은 신체적으로 공격하거나 협박하여 상대

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것 등)이다(Crick, & Bigbee, 1998). 관계적 공격 행동은 여학생들 사이에

서 많이 나타나며, 외현적 공격 행동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자주 나타난

다(문용린 외, 2007).

신체적 피해는 얼굴에 상처가 난다거나 옷이 찟어진다거나 머리가 흐

트러지는 등 눈에 보이는 증거가 쉽게 남는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공격

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동료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쉽게 알려지므로 상대

적으로 교사나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쉽다(Carney, 2005). 반

면에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피해는 교사들이 알아차리기 어렵다

(Carney, 2005). 따라서 관계적 피해를 입는 학생들이 신체적 피해를 받

는 학생들보다 교사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유형의 괴롭힘보다 사회적/정서적 괴롭힘이 가장 

심각하며 고통스러운 정도도 가장 강렬하다고 보고 한다(Carney, 2005).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관계 안에서 소외되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경험에 결핍이 일어나므로 결핍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이 증폭된다(Borg, 1998). 또한 관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자신

이 당한 피해에 대해 인지적 왜곡을 일으켜 모욕감, 좌절감, 무기력감을 

느끼며 이는 복수심과 자살 사고로도 이어진다(Harter, 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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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sell, 2003; Hazler & Carney, 2000; Rigby, & Slee, 1999). Hazler와 

Carney (2000)는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이차적 피해까지 나타나면서 그

로 인한 고통이 장기화되는 것은 교사를 포함한 주변 어른들의 부주의와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교사나 어른들이 괴롭힘 

사건, 특히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이

를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알아차린다고 해도 적절하게 개입할 거라고 생

각하지 않는다(Crothers, & Kolbert, 2004). 이는 또래 괴롭힘이 한 개인

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

하고 있으며,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피해자

들의 고통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나 또래 괴롭

힘 상황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이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어른들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게 하거나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돕거나 가해자에게 

저항함으로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즉, 학생들 사이의 관계나 

역동을 활용하여 또래 괴롭힘 상황을 예방하거나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주변인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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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인 연구

1) 일회적이고 즉흥적인 폭력상황에서의 주변인 연구

주변인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Latané과 Darley

(1970)는 길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아무도 이를 막지 않

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지나가

는 행인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길거리 폭력을 목격하더라도 아무도 돕지 

않는 현상을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라고 명명하였다.

Latané과 Darley (1970)는 방관자 효과가 나타날 때 개인 내적으로 발

생하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심리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과정은 

책임의 분산(diffusion of responsibility)이다. 사건을 목격한 주변인들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가짐으로써 자신이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편감을 분담한다. 이 때문에 이들이 상황

에 개입할 필요를 느끼는 정도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크지 않다.

두 번째 과정은 평가 불안(evaluation apprehension)이다. 평가 불안은 

자신이 상황에 개입했을 때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주변인들은 

상황에 개입하지 않게 된다. 즉, 자신이 적절하게 개입하지 못하거나 실

수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정은 다원적 무지

(pluralistic ignorance)이다. 개인은 모호한 상황에 대해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근거로 삼게 된다. 문제 상황을 목격하는 사

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 상황이 

실제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해석하게 되어 개입하지 않게 된다.

Latané과 Darley (1970)에 의해 방관자 효과가 명명되고 그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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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발표된 이후에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여러 연구자들은 다양한 상황들을 실험으로 구현하여 방관자 효과가 나

타남을 확인했다(Schwartz & Clausen, 1970; Ross & Braband, 1973;

Latané & Darley, 1976; Garcia et al., 2002). Latané와 Nida(1981)는 선

행연구들을 정리하면서 주변인의 수와 목격하는 상황의 모호성에 따라 

방관자 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했다. 즉, 주변인의 수가 많을수록, 상황이 

모호할수록 방관자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Latané과 Darley

(1970)가 제시한 방관자 효과의 심리적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연구자들은 주변인들의 도움 행동이 억압되지 않는 조건에 대해

서 관심을 기울였다(Schwartz & Gottlieb, 1976; Harari, Harari, &

White, 1985; Fischer et al., 2006; Fischer et al., 2011). 이들은 주변에 다

른 사람이 있더라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에 주목하여 어떤 조건들이 방관자 효과를 완화하는지 확인

하였다. Schwartz와 Gottlieb (1976)는 주변인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여

러 명이 있을 때 피해자를 돕는 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Harari와 Harari,

그리고 White (1985)의 연구에서도 여성이 강간을 당할 위험에 있는 사

건을 목격한 주변인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피해자

를 돕는 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확인했다. Fischer와 그의 동료들(2006)

도 주변인들은 피해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

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개입 정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1960년대

부터 2010년까지 발표된 방관자 효과 연구를 수집하여 메타 분석을 실시

한 Fischer와 그의 동료들(2011)의 연구에서도 주변인들이 피해자가 위험

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인식하면 방관자 효과가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Fischer와 동료들(2006)과 Fischer와 동료들(2011)은 방관자 효과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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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는 실험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비용-보상 모델(The arousal:

cost-reward model)(Dovidio et al., 1991; Piliavin et al., 1981;

Schroeder, 1995)을 활용하였다. 비용-보상 모델은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

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델로 사람들은 누군가의 고통을 목격하면 공감적 

자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상대방을 돕고자 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됨을 가정한다. 누군가의 고통을 인식하게 되면 자신도 불

편감을 느끼게 되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돕지 않으면 그 불편감을 비

용으로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 

즉,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하게 된다. 주변인들 

역시 위험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자각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피해자를 돕게 되므로 

피해자가 당하는 상황의 위험 정도가 높을수록 방관자 효과가 억제될 수 

있다. 즉, 상황의 위험성에 대한 주변인의 인식이 방관자 효과를 완화시

키는 요인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자각이라는 심리적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또한, Fischer와 그의 동료들(2011)은 위험 상황에서 방관자 효과가 완

화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다른 기제로 주변인들이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

을 지지자원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과정을 제시하였다. Fischer와 그의 동

료들(2011)에 따르면, 위험 수준이 높은 상황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은 자

신 역시 피해를 당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상

황에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면 이들을 지지자원으로 인식해서 

방관자 효과가 완화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개입했을 때 비용이 증가할수

록 혼자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보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 때 개인이 개

입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위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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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함께 개입할

거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Rutkowski와 Gruder, 그리고 Romer (1983)의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은 다른 주변인들이 낯선 사람일 때보다 친분이 있

는 사람들일 경우 주변인의 숫자가 많을수록 상황에 개입하게 됨을 확인

하였다.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인원 수가 많아질

수록 유대감을 더 강하게 느껴 상황에 개입하는 힘을 얻게 된다. Levine

과 Crowther (2008)의 연구에서도 자신과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

이 주변에 있으면 인원 수가 많아질수록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

입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변인들이 동일 집단인지 여부

가 방관자 효과를 완화시키는데 영향을 줌을 의미한다. 이 때 방관자 효

과를 완화시키는 것은 상황의 위험성보다는 주변인들 사이에 형성되는 

집단 유대감과 집단 규범이다. Rutkowski와 Gruder, 그리고 Romer

(1983)은 동일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공유하는 집단 

규범이 강력해지는데 주변인들이 문화적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중요한 규

범으로 여기는 집단의 구성원들이므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많아질

수록 집단 규범의 압력으로 인해 상황에 개입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요약하자면, 방관자 효과는 주변인 수가 많고 상황이 모호할수록 강화

되는 반면 주변인들이 인식하는 상황의 위험성 정도와 주변인들 사이의 

유대감이 강할수록 완화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괴롭

힘 상황에 적용해보면 주변인들이 상황을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하거나 

이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통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

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한 주변인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길거리를 지나

다가 폭력 상황을 일회적으로 목격한 경우에 주변인들의 즉흥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들을 괴롭힘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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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류영숙, 2012)가 잦은 

폭력 현상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괴

롭힘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괴롭힘 상황에서의 주변인 연구

길거리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목격한 주변 학생들

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학교에

서 일어나는 괴롭힘 상황은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폭력상황과는 달리 가

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

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괴롭힘 상황의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상황에서 직·간접적인 역할을 한다.

Salmivalli와 그의 동료들(1996)은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외에 이를 지켜보는 주변인들의 반응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주변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주변인들의 역할은 가

해자 강화자, 가해자 보조자, 피해자 옹호자, 방관자로 나뉜다. 가해자 강

화자나 가해자 보조자는 가해자의 공격 행동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데,

보조자가 강화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괴롭힘 행동에 참여한다. 방관자는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으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반

면 피해자 옹호자는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교사나 부모와 같은 어른들에

게 상황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

려는 시도를 한다.

여러 연구자들은 주변인들이 괴롭힘 상황에 피해자 옹호자와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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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긍정적으로 개입하게 함으로써 괴롭힘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려 노력

하였다(김현주, 2003; 윤성우, 이영호, 2007; Cowie & Sharp, 1994;

Pepler et al., 1994; Salmivalli et al., 1996; Sutten & Smith, 1999;

Twemlow, Fonagy, & Sacco, 2010).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주변인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했다. Salmivalli와 그의 동료

들(1996)은 교실안에서 주변인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가 피해자를 옹호하

는 행동과 관련됨을 확인하였고, Caravita와 DiBlasio, 그리고 Salmivalli

(2009)도 사회적 선호도(social preference)와 지각된 인기도가 피해자를 

방어해주는 행동과 관계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기가 많

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도왔을 때 다른 주변인들이 이들의 행동을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를 돕는 주변인들은 부모와 친구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지해 줄거라고 믿으며(Ridby & Johnson, 2006), 이들의 친구들

은 실제로 피해자를 돕는데 협조하기도 한다(Salmivalli, Huttunen, &

Lagerspetz, 1997).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Twemlow와 Fonagy,

그리고 Sacco (2010)은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를 옹호할 가능성

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교육하여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적 개입은 힘 있는 학생들 외에 다른 주변인들

에게는 효과가 없으므로 전체 주변인들을 위한 다른 방식의 개입이 필요

하다.

전체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및 괴롭힘 예방 개입을 개발하고

자 하는 연구자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공감에 주

목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깊은 특성이

다(Eisenberg, 1987). 선광식(2003)은 아동의 왕따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대처를 확인하였는데, 왕따 피해자에 대해서 마음 아프다

는 반응을 한 집단이 마음 아프지 않다고 반응한 집단보다 피해자를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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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는 응답을 더 많이 했다. 서미정(2006)은 주변인들의 역할을 판별할 

수 있는 변인을 확인하였는데, 공감과 친사회적 도덕추론이 피해자 옹호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인수(2010)의 연구에서도 피해자

를 돕는 것과 같은 긍정적 행동반응은 공감, 특히 정의적 공감과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했다. Caravita와 DiBlasio, 그리고 Salmivalli (2009)

도 정서적 공감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방어해주는 것과 연관 있음을 밝혔

다.

공감과 피해자를 돕는 행동의 관계에 대해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한 학

자들도 있다.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25%가 

피해자를 불쌍하게 여겨도 개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Salmivalli와 

Kärnä, 그리고 Poskiparta (2010)는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이 관련이 있기

는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으며,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공감만으로 피해자를 돕는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

다. 김민지(2013)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공감이 피해자 방어 행동을 설명

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공감한다고 하더

라도 피해자를 돕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 다른 요인들이 개입함을 

암시한다. 따라서 주변인들이 자신의 태도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

는 요인이나 동기와 관련된 심리적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학자들은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돕지 않는 데에 영향을 주는 여러 이유

들을 확인하였다. Oliver와 Hoover, 그리고 Hazler (1994)는 청소년들이 

괴롭힘을 부당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까봐 피해자를 돕기 

위한 개입을 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김소영(1999) 역시 청소년들은 같은 

학급의 구성원들이 특정인을 괴롭히고 있을 때 이를 막거나 반대하게 되

면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이 학급 전체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으

로 인식되어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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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관함을 확인했다. 이상미(2008)의 연구에서도 주변인들이 집단으로

부터 배척될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피해자를 돕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Juvonen과 Galván (2008)은 피해자가 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을 자기-보호 동기로 명명하였다. 누군가를 도왔을 때 자신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인식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지 않게 된다(Dovidio et al., 1991;

Hoffman, 2000).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는 누군가를 돕

고자하는 친사회적 동기를 억제할 수 있다(Thornberg, 2007). 특히, 청소

년기에는 또래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인기를 얻는 것

을 추구하기 때문에(Jarvinen & Nicholls, 1996; Merten, 1997), 친구관계

를 잃거나 또래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매우 큰 위험이다(Vaillancourt

et al., 2010). 따라서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은 피해자 편에 섰을 

때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면 이를 큰 위협으

로 느끼며,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돕는 

개입을 하지 않게 된다.

괴롭힘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에 피해자가 될 것에 대한 위험을 인식

하는 것이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

하거나 개선할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서미정(2006)이 이에 관심

을 갖고 위험부담감이라는 변인을 주변 또래 유형 판별 변인으로 선정하

여 주변인 가해 동조자와 방관자들이 위험부담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밝혔지만 이 결과는 위험부담감을 유형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근거

가 되기는 하나 실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라는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피험자들이 위험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독립변인인 실험 자극을 조작

하여 그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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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인 반응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

(1) 비용-보상 모델

본 연구의 가설은 비용-보상 모델(The arousal: cost-reward model)을 

근거로 설정되었다.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주

변인들의 반응을 설명하는 여러 모델들 중 비용-보상 모델은 친사회적 

행동 촉진 요인과 억제 요인을 둘 다 고려하여 주변인들의 다양한 반응

들을 설명할 수 있어 부정적 상태 이완 모델(Cialdini, Darby, &

Vincent, 1973)이나 이타주의적 가설(Batson, 1991)과 같이 한 가지 요인

만을 강조한 모델에 비해 주변인들의 행동에 대한 심리적 매커니즘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다.

Piliavin et al. (1981)은 자각(arousal)이 친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중

요한 동기라고 언급하면서 인간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매커니즘을 설

명하기 위해 비용-보상 모델을 제안하였다(Schroeder, 1995). 이 모델에서

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목격하면 내면에서 공감적 자각(empathic

arousal)이 일어난다고 가정한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면 이

를 목격하는 주변인들도 심리적으로 불편해지며, 이 불편감을 해소하고

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어려움

을 겪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상대의 고통을 낮춰주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를 도와주지는 않는다. 상

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버리거나 불편감을 억압 혹은 회피하는 식

으로 공감적 고통을 줄이기도 한다. 이는 공감적 자각이 친사회적 행동

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줌을 암시한다.

비용-보상 모델에서는 도움 행동을 억제하는 요인까지 고려하여 주변

인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의 비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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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주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므로 주변인들의 반응

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Piliavin et al., 1981). 한 범주는 피해자를 도왔

을 때 주변인이 감수해야 할 비용이고 또 다른 범주는 돕지 않았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이다. 피해자를 돕게 될 때 감수해야 할 비용으로는 시

간, 노력, 돈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를 돕지 않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으

로는 죄책감, 수치심, 비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됨으로 인해 느껴지는 

공감적 고통 등이 포함된다. 피해자를 돕게 될 때 드는 비용이 적고 피

해자를 돕지 않을 때 감수해야 할 비용이 크면 주변인들은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지만 그 외에 경우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즉,

주변인들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을 목격하면 피해자를 도울 때 

발생하는 비용과 피해자를 돕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하여 피해

자를 직접 도울 지 여부를 결정한다(Schroeder, 1995; Frings et al.,

2010). 다음은 Schroeder (1995)가 Piliavin et al. (1981)의 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두 범주의 비용과 비용 수준에 따른 주변인의 반응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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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도왔을 때 비용

돕지 

않았을 때 

감수할 

비용

낮음 높음

높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혹은 

돕지 않을 때 피해자가 

감수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동을 함(상황

을 재해석, 피해자를 탓

함, 다른 사람에게 책임

을 돌림 등)

낮음

인식된 집단 

규범에 따라 

다양하게 반

응

그 상황을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인함

[그림 1] 비용 수준과 조합에 따른 주변인들의 행동 반응

(Schroeder, 1995)

여러 연구를 통해 도움을 주는 경우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주변인들의 정서나 행동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Piliavin과 Piliavin(1972)은 피해자를 돕지 않을 경우에 드는 비용을 통제

하고 피해자를 도울 경우에 드는 비용을 조작하여 주변인들의 반응을 확

인했다. 그 결과, 주변인들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

를 직접 돕는 행동보다는 간접적으로 도우려 하며, 돕는 경우도 더 적음

을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것은 주변인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피해자를 도울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예상하게 하는 자극이다. 따라서 이 결과는 피해자를 도울 때 비용

이 많이 든다고 예상될수록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돕는 행동이 감소됨을 

증명한다. Piliavin과 Piliavin, 그리고 Rodin (1975)의 연구에서도 주변인

으로 하여금 협오감을 불러일으키거나 도울 때 비용이 발생하는 자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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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을 때 피해자를 돕는 행동이 명백하게 줄어든다는 것이 입증되었

다. Shaw와 Batson, 그리고 Todd (1994)의 연구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사

람을 봐도 그 사람을 돕는데 시간이나 노력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 것으

로 예상되면 그 사람에 대한 공감적 반응을 억압하며, 실제 돕는 행동도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 Fritzsche와 Finkelstein, 그리고 Penner

(2000)의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도울 때 비용과 돕지 않을 때의 비용의 

종류와 정도를 다양화하여 50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피험자들에게 제시

하여 각 시나리오에서 피해자를 도울지 여부에 대해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이 피해자를 도울 때의 비용과 돕지 않을 때의 비용에 

따라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Piliavin et al. (1981)의 모

델을 타당화 하였다.

비용-보상 모델은 일회적이고 즉각적인 도움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맥

락에서의 도움 행동을 설명하는데도 적용된다. 몇몇 연구자들은 비용-보

상 모델을 자원봉사와 같은 지속적인 도움 행동이나 조직 내부에서의 동

료 지원과 같은 지속적 관계 안에서의 도움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 적용

하였다. Callow (2004)는 노인들의 자원봉사 동기를 확인하였는데, 자원

봉사를 통해 이익(기분이 좋아짐, 사회적 관계 경험, 통제감을 경험함 

등)을 얻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행동이 유지되지만 자원봉사를 위해 자신

이 비용(시간, 사람들 간의 갈등 등)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 

행동이 유지되지 않았다. Lindenmeier (2008)는 자원봉사를 독려하는 광

고문구나 방식을 비용-보상 모델을 적용하여 구상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

였다. 그 결과, 광고 문구를 정서적 자각을 일으키도록 만들고 자원봉사

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불러일으키면 자원봉사를 하려는 시도가 많아지

나 자원봉사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면 자원봉사를 하려는 시도가 줄어들

었다. 또한, Frings와 그의 동료들(2010)은 비용-보상 모델을 조직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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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일탈 행동에 대한 개입 행동에 적용하였다. 이들

은 도움 행동을 줄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인 도움 행동에 드는 비용을 

억제요인(inhibitor)으로, 도움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요인인 돕

지 않을 때 드는 비용을 강화요인(enabler)으로 명명하여 각각의 수준이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도움 행동의 정도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들은 억제요인의 수준과 강화요인의 수준을 조작하여 구성원

의 일탈 행동에 대한 개입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낮은 억제요인

과 높은 강화요인 조건일 때 일탈행동을 하지 않도록 개입하겠다는 응답

이 더 많이 나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비용-보상 모델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람들

의 타인에 대한 도움 행동을 설명하는데 활용되었다. 비용-보상 모델에

서는 타인을 돕는 행동이 피해자를 도울 때 발생할거라고 인식하는 비용

의 수준과 돕지 않을 때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는 비용의 수준 간의 상호

작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도움 행동 촉진 요인과 억

제 요인을 둘 다 고려하며, 개인이 인식하는 비용의 수준까지 고려하여 

주변인들의 반응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용-보상 

모델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돕지 않을 때 드는 비용의 수준은 동일하게 

하고 피해자를 돕는데 드는 비용의 수준을 달리하여, 그에 따라 피험자

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2) 인지 평가 모델(Cognitive appraisal Model)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이 괴롭힘 상황을 목격했을 때, 그 상황을 위

협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덜 위

협적으로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반응이 달라진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스트레스, 평가, 대처의 관계를 설명하는 Lazarus와 Fol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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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의 인지 평가 모델 혹은 스트레스 대처 모델에 근거한다. 이들은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반응 사이에 심

리사회적 자원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객관적인 위협 정도보다 주관적인 

위협 정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며, 이 때 심리사회적 자원이 작용한다

고 하였다. 즉, 동일한 위협 수준의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심

리사회적 자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인지 평가 모델은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변인들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개

인의 심리내적 상태로 설명하므로 주변인들의 심리내적 상태나 반응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Lazarus와 Folkman (1984)에 따르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더라

도 이에 대한 대처가 달라지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사회심리적 자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특정 환경에 

처하게 되면, 먼저, 일차적으로 그 환경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지 혹은 해

를 입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다. 일차적 평가는 무관한 평가, 온건한-긍

정적 평가, 스트레스 평가의 세 종류로 구분되며, 이 중 스트레스 평가에 

위협이 포함된다. 일차적 평가 단계에서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해석이 되

면, 이차적으로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느 정도이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원이 상황을 다룰 만큼 충분하다고 평가하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반면, 심리사회

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 처한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느끼

며, 그 상황으로부터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한다(Bouchard,

2003; Stake, 2000). 이는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이 심리사회적 자원

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 한다(Hobfoll, 2002). 즉, 심리사회적 자원이 위협

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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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자원은 실제 상황의 위협 요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요

인을 위협으로 느끼는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반응의 차이를 

야기한다. Harber와 Einev-Cohen, 그리고 Lang (2008)에 따르면, 심리사

회적 자원이 결핍되면 위협을 더 과장해서 인식하게 되는 반면 심리사회

적 자원이 강화 혹은 촉진되면 과장해서 인식한 위협의 수준이 감소된

다. 이는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라 위협 정도를 인식하는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협에 대한 인식은 자기(the self)가 조절하는데,

통합감(integrity)을 강화하거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거나 자기 가치감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기(the self)를 안정화시키게 되면 개인이 

주변에 발생하는 위협을 인식하는 수준도 완화된다. 또한, 자기를 강화하

는 활동을 통해 위협을 인식하는 수준이 달라지면 위협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게 된다.

심리사회적 자원이 상황의 위협 수준을 인식하는 정도를 낮춘다는 것

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었다. 자원에 따라 지각된 위협 수준의 차

이를 확인한 연구에 따르면, 심리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

은 주변의 불쾌 자극을 보다 더 많이 인식했다(Harber, Einev-Cohen, &

Lang, 2008). 또한, 자신의 자원을 더 많이 인식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가 있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량이 더 적었으며

(Taylor et al., 2003), 자원을 강화시키지 않은 집단과 달리 스트레스 상

황에서도 에피네프린이 증가하지 않았다(Sherman et al., 2009). 위협을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연구물들은 자원 강화로 인한 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의식적 차원이 아닌 생리학적 변화와 관련된 무의식적 차원에서

도 발생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심리사회적 자원은 환경에 대한 반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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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 자기 확인을 통해 자존감이 강화(Johnson & Stapel, 2011)되거나 

필요한 사회적지지(송종용, 원호택, 1988)를 받으면 과업 수행 결과가 향

상되며,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부과된 부담을 인식하더라도 사회적 

지지가 있으면 우울증상이 완화되고(Grϋmer & Pinquart, 2011), 가족의 

지지, 자신감과 같은 자원들로 인해 우울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며

(Holahan et al., 1999), 정서적 지지와 자존감으로 인해 건강이나 기분상

의 문제가 완화된다(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이 외에도 

자기 가치감, 자기 효능감, 자기 개방 등 여러 자원들이 위협을 감소시킴

으로써 긍정적 결과를 야기한다(Harber, Yeung, & Iacovelli, 201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심리사회적 자원들은 개인이 위협

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를 덜 위협적으로 인식하게 도움으로써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키거나 긍정적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위협

에 대한 반응은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시킴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의 효과에 주목

하여 이들 중 하나인 자기 통합감을 강화시키는 가치 확인 활동(value

affirmation)에 따라 같은 수준의 위협 자극을 접한 주변인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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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 확인

1) 자기 확인으로써의 가치 확인 활동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 (1984)의 인지 평가 모델에 근거하

여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여 높은 위협을 느끼는 피험자들의 경

우에도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인식된 위협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 

중 가치 확인(Value Affirmation) 활동을 실시하였다. 가치 확인 활동은 

Steele (1988)이 자기 확인 이론(self-affirmation theory)을 제한한 이후로 

자신을 위협하는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변화시키는 개입으로 

활용되었다. 가치 확인 활동은 자기 통합감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이 느끼

는 위협의 정도를 감소시킨다(McQueen & Klein, 2006; Sherman &

Cohen, 2006). 특히, 인간이 자신의 인지, 정서, 가치, 행동 사이에 부조

화가 발생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치 확인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 명

료성이 증가하면서 자기가 안정화되어 위협 상황에 좀 더 적응적으로 대

처할 수 있게 된다(Stapel & van der Linde, 2011). 따라서 괴롭힘 상황

을 목격할 때 공감적 고통과 괴롭힘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

껴(Craig & Pepler, 1997) 인지적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 주변인들에게 

가치 확인 활동이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는 활동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여 피험자들의 지각된 위협 수준을 

조절하는 개입으로 가치 확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Steele (1988)은 자기 확인 동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적

응적, 도덕적, 긍정적이라고 확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그런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자극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 방어적 반응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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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인간은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자극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다. Steele (1988)은 사람들이 외부 위협상황에 대한 여러 다

양한 대처 행동들 중 위협 자극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자기 방어적 반응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teele (1988)은 자기 확인을 하게 하는 활동으로 자기 가치에 대

해 생각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자기 위협 자극에 대한 방어 행

동을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자기 이미지를 지키고자 하는 욕구는 

자기에 대해 확신하는 생각을 통해 감소한다.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행동을 한 이후에 자기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그 

상황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가 줄어든다. 반면, 자기

를 위협하는 자극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할 때 자기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그 상황을 왜곡되어 

판단하여 방어적으로 행동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적합한 행

동을 하게 된다.

자기 확인 이론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특히, 건강과 관

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자기 확인 활동 실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

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자기 확인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많았

다(Harris, & Napper, 2005; Sherman, Nelson, & Steele, 2000; van

Koningsbruggen, Das, & Roskos-Ewoldsen, 2009). Harris와 Napper

(2005)는 알코올 문제 위험군을 대상으로 알코올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

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자기 확인으로 인해 조절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기 확인 활동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그 정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알코올 섭취를 줄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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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Sherman과 Nelson, 그리고 Steele (2000)은 카

페인과 유방암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이 자

기 확인으로 인해 조절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자기 확인

한 집단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기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더 

높게 보였다. van Koningsbruggen와 Das, 그리고 Roskos-Ewoldsen

(2009)도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카페인이 건강이 나쁘다는 정보를 인

식하고 커피를 줄이려는 의도를 갖는지 여부가 자기 확인을 통해 조절되

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자기 확인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카페인이 건강에 해롭다는 정보를 잘 인식하고 수용하여 보

다 적응적인 행동을 하려고 함을 밝혔다. 이처럼 자기 확인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정보를 부정하고 자신의 행동

을 정당화하려고 하기보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돕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도록 촉진한다.

Steele (1998)이 자기 확인 이론을 발표한 이후에 연구자들은 자기 확

인 연구를 할 때 가치 확인 활동을 주로 사용했다. 자기 확인은 자신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확인하고 그 가치와 자신을 연관시키

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McQueen & Klein, 2006).

Sherman과  Nelson, 그리고 Steele (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이 전형

적인 예가 될 수 있다(Staple, & van de Linde, 2011). Sherman과  

Nelson, 그리고 Steele (2000)은 가치 확인 활동을 위해 10개의 가치를 

제시하고 이들을 중요한 순서대로 등급을 매기게 한 뒤 그 중 자신이 가

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선택하여 그 가치가 왜 중요한지, 그 가치가 

특별히 중요했던 순간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글을 쓰게 했다. 다른 학자

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치 확인을 통해 자기 확인을 하게 함으로

써 자기 확인의 영향을 확인하였다(Crocker, Niiya, & Mischk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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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McQueen & Klein, 2006; Sherman, & Cohen, 2006).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한 자기 확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 가치 

확인 활동은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시켜 주며(Schmeichel, & Vohs,

2009),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Creswell et al., 2005; Sherman

et al., 2009), 학업 성취를 높이며(Cohen et al., 2009), 소수자들이 학년

이 바뀔 때 학업 소속감이 낮아지는 정도가 완화시키며(Cook et al.,

2012), 사회 평가적 상황에서 심리적, 행동적 적응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

다(Creswell et al., 2005; Sherman, & Cohen, 2006).

특히,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성에 위협을 받을 때 가치 확인 활

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명료화되면서 안정화되어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

는 방어 행동이 낮아진다. 자신의 행동, 생각, 정서 등이 서로 불일치하

여 자기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가치 확인 활동을 하게 되면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 줄어들게 된다(Steele, & Liu, 1983). 자신의 인지, 정서, 가

치, 행동사이에 불일치는 자기 일치감(self-consistendy)과 자기 통합감

(self-integrity)에 위협적이다(Noordewier, & Stapel, 2010). 이런 상황에

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면서 자기 통합감(self-integrity)을 경

험하여 스스로에 대해 명확하게 알게 되어 자기를 위협하는 자극으로부

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줄어든다(Steele, 1988).

가치 확인 활동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가치 확인 활동

을 통해 자신의 핵심 자원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

각이 강해지는 것과 관련된다(Sherman & Cohen, 2006). Stapel과 van

der Linde (2011)는 가치 확인 활동(value affirmation)과 특성 확인 활동

(attribution affirmation)을 비교하면서 가치 확인 활동이 자기 방어를 낮

추는 매커니즘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특성 확인 활동이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강점이나 장점)에 초점을 두게 하는 활동인데 비해 가치 확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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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해 자신이 명확(self-clarity)해 지므로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

이 불일치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명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Harber와 Yeung, 그리고 Iacovelli (2011)

는 가치 확인 활동이 자기통합감을 증가시켜 자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개인이 인식하는 위협의 정도

를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를 돕게 되면 괴

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여 높은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심리

사회적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해 인식하는 위협 수준

을 조절함으로써 주변인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2) 가치 확인 활동과 친사회적 반응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해 자기통합감이 강화되어 자기가 안정되면 위협 

상황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할 수 있다. 인간은 자기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면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렬해진다(Kenrick et al., 2010).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구가 강렬해지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반면 다른 사람

의 필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Crocker, 2008; Crocker,

Olivier, & Nuer, 2009). 이 때 가치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면 자기 자신

을 지킬 필요가 약화되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하

게 된다(Burke & Stets, 1999; Hoffman, 1994; Kenrick et al., 2010).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확인하는 활동을 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

에 비해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위협을 덜 느끼며 다른 사람에 대해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van Dijk 과 그의 동료들(2011)은 다른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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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서 자신이 열등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가치 확인 활동을 한 집

단과 하지 않은 집단의 위협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자신보다 우수한 비교 

대상의 불행을 기뻐하는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실험 결과 가치 확

인 활동을 한 집단은 위협도 덜 느끼고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 정도도 

적었다. 상대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자기 보호와 방어를 위한 반응인

데 가치 확인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 Crocker와 Niiya, 그리고 

Mischkowski (2008)는 흡연자들이 자기 가치를 확인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신의 행동과 충돌하는 담배의 위험성에 대한 기사를 

더 잘 수용하는데, 이 때 '애정 어린(loving)'이라는 친사회적 정서가 매

개 변인 역할을 함을 확인했다. 이는 가치 확인 활동이 친사회적 정서를 

강화시키며 그로 인해 자기를 위협하는 자극들에 대한 방어 행동이 줄어

든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글을 작성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확

인되었다. Crocker와 Niiya, 그리고 Mischkowski (2008)는 대학생을 대

상으로 자기 가치에 대한 글을 작성한 집단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가치에 대해 작문한 집단의 친사회적 정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작문 활동 이후에 자기 가치를 확인한 집단이 친사회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함을 확인하였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가치 확인 

활동은 친사회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 Thomaes와 Bushman (2012)은 11

세~14세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정서와 행동에 대한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친사회적 정서와 행동 모두 통

제집단에 비해 가치를 확인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사회성

이 높은 집단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향상 정도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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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치 확인 활동은 여러 영역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지각하는 위협 수준을 낮춤으로써 보다 긍정적

인 반응을 하도록 이끄는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교육 및 상담 분야에서 

가치관 교육이나 가치 명료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

인의 가치를 확인하는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

는 미비하다.

가치 확인 활동이 간단한 개입이며(Thomaes & Bushman, 2012), 효과

도 장기적임(Cohen et al., 2009; Cook et al., 2012; Epton & Harris,

2008; Sherman et al., 2009)을 고려할 때 효율성 측면에서도 가치 확인 

활동을 위협 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긍정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개입으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위협적 상황에서 

가치 확인 활동이 주변인들의 지각된 위협 수준을 낮춤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 개입의 교육 및 상담학적 

활용에 대해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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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이 인식하는 위협 수준에 따라 주변인들의 반

응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피해자를 도울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주변인들의 반응

에 영향을 준다는 비용-보상 모델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자신의 

행동 이후에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행동 반응이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에 인식하는 위협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인지 평가 

모델에 근거하여 실험 자극을 조작하였다. 피험자들이 느끼는 위협 수준

을 조작하기 위해 먼저, 시나리오에 제시된 또래 괴롭힘 상황을 해석하

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돕는 행동을 했을 때 결과를 예상하는 

내적 사고 과정을 조작하였으며, 다음으로 높은 위협 수준을 인식하게 

조작한 시나리오를 접한 피험자들에게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해 심리사회

적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위협 수준을 인식하는 정도를 조절하고자 하였

다.

또한,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내적 사고에 몰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제시되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는 학급 구성원들의 수(2~3

명, 0명)를 조작하였다. 가해자는 주변 또래들 중 피해자를 돕는 친구들

의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도 자신의 행동에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고 해석하는 반면, 피해자 지지자가 있으면 자신의 행동을 승인하지 않

는 친구들도 있음을 인식하므로 피해자 동조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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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강도와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김연화, 2009). 주변인의 경우에도 

다른 주변인들이 그 상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행동이 전

체 학급의 규범처럼 인식이 되어 만약 자신이 다른 주변인들과 달리 적

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거라고 여기게 된다

(Thornberg, 2007). 이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

의 존재 여부가 이 상황 속에 있는 가해자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주변인

의 상황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 대한 해석의 조작을 곤고히 하기 위해 피해

자를 돕는 학급 구성원들의 수(2~3명, 0명)를 달리 하여 피험자들이 실제

로 그 상황에 대한 내적 사고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중학교 교사 2명과 교육상

담전공 박사수료생 2명을 대상으로 실험 자극과 설문지의 가독성,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여 실험 자극과 설문지 내용을 수정하였고, 교육상담전

공 교수 1인의 감수를 받았다.

실험은 본 연구자와 실험 수행에 대해 교육을 받은 교육상담전공 석사

과정생 9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5개 학교와 1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실

시되었다. 그 중 4개 학교는 교사의 도움으로 교실 1개 혹은 3~4개를 실

험 장소로 사용하여 본 연구자와 2~4명의 석사과정생들이 일대일 면대

면 상황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1개 학교와 1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본 연구자 단독으로 일대일 면대면 상황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자극은 노트북 화면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실험자들은 피실험자

들에게 실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작성해야 할 시기에 맞게 

해당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피실험자들이 응답을 솔직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설문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음을 알리고 설문을 실시한 이후에도 설

문지를 봉투에 넣고 밀봉하여 실험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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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 중 시나리오에 몰입하지 못했다고 응답했

거나 설문에 불성실하게 참여했거나 최근에 피해 경험이 있는 사례들을 

제외한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주변인의 입장에 감정이

입하라는 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감정 이입을 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최근 6개월 내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의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연구 절차



- 45 -

1) 실험 자극 개발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같은 반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피

험자가 목격하는 가상 상황을 담고 있다.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을 담고 있는 시나리오를 활용한 연구물들(Yeager et al., 2011;

Nordgren, Banas, & MacDonald, 2011)과 신체 폭행과 욕설과 폭언이 

학교폭력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홍종관,

2012)에 근거하여 한 학생이 여러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

을 당하고 욕설과 폭언을 듣는 상황을 시나리오에 담았다.

또한, 피험자들이 주변인의 입장에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 시나리오

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주변인에게 감정 이입하도록 요청하였다. 피험자

가 주변인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도울 경우에 자신도 괴롭힘을 당할 위협

을 느끼도록 조작하기 위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을 구체화

시켰다. 위협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에는 피험자가 제시된 상황에 개입을 

해도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제시하였고,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에는 피험자가 개입을 하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는 생각을 제시하였다. 피험자들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를 보다 더 명확

하게 조작하기 위해 위협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에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다른 친구들 중에 가해자에게 동조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음을 언급하였

고,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에는 다른 친구들 모두 가해자에게 동조

하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내용의 적절성과 가독성은 중학교 생활지도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중학교 교사 1인과 5년 이상 중고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은 교사 1

인에게 감수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교육상담전공 박사수료

생 2인과 교육상담전공 교수 1인이 시나리오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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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이 끝난 후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실제로 그들이 목격한 괴롭힘 

상황에 대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뚱뚱하거나 더럽다는 등의 이유로 

놀림을 당하거나 맞는 경우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었으며, 자신도 시

나리오와 동일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어 본 연구의 

시나리오 내용이 학생들의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시나리오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2) 자료수집과정의 타당성 제고

실험 실시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고자 중학교 교사 2

인, 교과교육학 박사수료생 1인, 교육상담전공 박사수료생 1인을 대상으

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을 실시한 결과, 시나리오 몰입을 돕

기 위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삽화와 음성 자료가 글과 함께 제시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최종 실험 자극에 반영하였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폭언의 강도가 피험자들에게 위협적일 정도로 

강하지 않다는 피드백이 있어 가해자들의 폭언의 양을 늘리고 강도도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

노트북 화면을 통해 실험 자극을 제시하고 설문은 종이를 활용하기 때

문에 피험자들이 어떤 시점에 노트북에 집중하고 어떤 시점에 설문을 실

시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있어 설문지와 PPT자료에 어떤 

자극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문을 넣었으며, 설문지 실시 시점을 

통제하기 위해 실험 초기에 설문지를 모두 배부하지 않고 실험자들이 설

문을 해야 할 시점에 해당 설문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도

록 설계하였다. 피드백을 받아 수정한 최종 실험 자극은 부록에 제시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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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실험

실험은 실험 대상자 1인과 실험 수행자 1인의 일대일 면대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20~25분 정도였다.

실험 대상자는 실험하기 전에 실험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

은 뒤 제비뽑기를 통해 세 집단(A집단, B집단, C집단)으로 무선 할당되

었다. 각 집단에 배정된 학생들은 실험 자극에 노출되기 전에 먼저 사전

검사로 사회적 관심 척도를 실시하고, 검사 실시 이후에 컴퓨터 화면을 

통해 제시되는 지시문과 시나리오를 읽고 그에 대한 반응을 설문지에 기

록하였다. 마지막 집단(C집단)의 경우, 시나리오를 읽은 후에 자기 가치

를 확인하는 활동을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후 설문지에는 피해

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 도움 의도, 친사회적 정서를 확인하는 질문이 포

함되었다. 실험 자극 조작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

의 현재 감정 상태를 묻는 질문을 실험 자극을 제시하기 전후에 제시하

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피험자들이 주변인으로써 또래 괴롭힘 상황을 목

격할 때 자신이 피해자를 돕는 행동을 했을 경우 예상되는 비용(자신 역

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으로 인해 위협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반응

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집단과 B집단을 비교하였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피해자를 돕는 행동으로 인한 같은 수준의 비용을 인

식하더라도 자기 확인 활동을 통해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시키면 피험

자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집단과 C집단을 비교

하였다. A집단은 낮은 위협 요소가 포함된 시나리오가 자극으로 제시되

며, B집단은 높은 위협 요소가 포함된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C집단의 

경우에는 B집단과 마찬가지로 높은 위협 요소가 포함된 시나리오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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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며,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활동이 추가되었다. 다음 그림들은 각각의 

연구문제를 위한 실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연구문제 1의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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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연구문제 2의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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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및 결과 해석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친사회적 정서와 

피해자에 대한 도움 의도에서 시나리오의 위협 수준에 따른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A집단과 B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t검정을 실시하였다.

A집단의 B집단의 경우 사회적 관심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므로 사전 검사 점수를 통제할 필요가 없어 집단 간 평균 비교를 위

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B집단과 C집단의 경우에는 두 집단 간 사회적 

관심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집단을 비교할 때 사전검사점수를 통제하였다. 사전검

사 점수를 통제하고 B집단과 C집단의 친사회적 정서와 괴롭힘 상황에 

대한 개입 행동에서 평균 차이를 검증해야 하므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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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이 중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임

구원, 2009),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주은

선, 박은란, 2003; 허승희 외, 2006에서 재인용)에 근거하여 중학교 3학년

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4개 중학교의 교사와 S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

로 참가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통해 실험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하

였다. 교사와 대학생들은 담당 학생들에게 실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설

명을 듣고 실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호자 동의를 구하

도록 요청하였다. 학생 당사자와 보호자가 실험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 수는 총 91명이었으며, 이 중 실험 자극에 몰

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거나 사전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모든 개입에 

대해서 동일하게 응답한 사례와 최근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

답한 사례를 제외한 82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근 6개월 내에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시문에서 주변인의 입장이 되어 반

응하라고 요청하여도 주변인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에 감정 이입을 할 가

능성이 크므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외하였다. 다음은 분석에 사용된 사례의 성별에 따른 분포와 A, B, C

집단 별 사례 수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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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 성별 분포

성별 사례 수(명) 비율(%)

남학생 42 51.2

여학생 40 48.8

전체 82 100

<표 2> 집단별 사례 수 분포

집단 사례 수(명) 비율(%)

A 27 32.9

B 25 30.5

C 30 36.6

전체 8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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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1) 사회적 관심 척도

연구대상자들의 친사회적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감적 특성 및 

이타적 특성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

였다. 사회적 관심은 개인이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의 

목적과 소속감을 이루고 성취해 나아가는 능력이다(Adler, 1958). 사회적 

관심은 본 연구에서 종속 변수로 설정한 친사회적 정서나 도움 의도와 

같은 타인 지향적 특성과 관련된다.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게 되면 타인

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부족으로 비행을 저지르지만(Rehbein et al.,

2010), 사회적 관심이 높으면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다른 사

람과 협력하며 아무 대가없이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한다(Crandall, 1976;

1980; Macaskill, Maltby, & Day, 2001).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를 구성하는 공감적 관심과 이타적 관심은 친사회적 특성을 예측하는 요

인이며(Batson, 1987, 1991), 주변인 유형화 연구에서 유형을 예측하는 변

인들로 활용되었다(신나민, 2012; 이희경, 2003; 이상미, 유형근, 손현동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친사회적 정서와 도움 의도는 피험자

들의 사회적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자극

을 제시하기 전에 이를 측정하여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관심 척도는 Crandall (1975, 1981)이 개발

한 것으로 하창순 외(2004)가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타당화하였다. 하창순 

외(2004)는 번역과 역번역 과정을 거쳐 번안의 타당화를 확보하였으며,

문항양호도 분석을 통해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였다. 이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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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요인은 공감적 관심으로 사회적 

관심의 정서적 측면을 반영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요인은 

이타적 관심으로 행동적 측면을 반영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창순 

외(2004)는 이 척도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으나 본 연구는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박사과정 수료이상의 상담 및 교육 전

문가 3인과 교사 1인에게 안면타당도 확보를 위한 용어의 적절성과 요인

의 적합성에 대한 평정을 받고 상담교수 1인의 검증을 거쳤다.

이 척도의 문항은 총 20개이며, 문항 당 쌍을 이루는 단어가 제시되어 

있으며, 둘 중 하나는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쌍을 이

루는 두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하며, 선택한 단어들 중 사회적 관심과 관

련된 단어들의 수를 합한 것이 사회적 관심 점수이다. 문항 20개 중 9개

는 사회적 관심과 관련된 문항이 없어 허위문항이므로, 사회적 관심 점

수는 0점 ~ 11점이다. 이 척도의 Cronbach’α는 .72이며,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2) SAM(Self-Assessment Manikin)

실험 자극이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자극이 제시되

기 전 정서 상태를 확인하고 실험 자극이 제시된 이후 정서 상태를 

SAM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SAM은 Lang (1980)이 개발한 척도로 세 

가지 종류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극에 대한 피험자의 정서반응

을 자극에 대한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으로 측정한다. 김민우, 최준식,

조양석(2011)은 한국인 얼굴표정자극세트의 정서차원을 평정하기 위해 

SAM을 활용하였으며, 이 때 호감도를 측정하는 첫 번째 그림은 표정을 

보다 강조한 Suk(2006)의 초상화 버전으로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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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도 김민우, 최준식, 조양석(2011)이 사용한 버전을 활용하였으며, 7

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첫 번째로 제시되는 그림은 호감도를 표현한 것으로 자극에 대한 긍정

성이나 부정성을 의미한다. 중간의 중립적 표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

수록 슬픈 표정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기쁜 표정이다. 두 번째로 제시

되는 그림은 각성도를 표현한 것으로 자극이 유발하는 정서의 각성 정도

를 의미한다. 중간은 평소의 각성 상태를 나타내며, 왼쪽으로 갈수록 낮

은 각성 상태,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각성 상태를 나타낸다. 세 번째로 

제시되는 그림은 통제감을 표현한 것으로 피험자가 자극에 대해 느끼는 

주도감이나 영향력을 의미한다. 중간은 평상시와 같은 통제감이며, 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통제감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은 통

제감에 해당한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SAM 척도이다.

[그림 5] 실험 자극 조작 확인을 위해 사용한 7점 척도 SAM

(김민우, 최준식, 조양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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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시나리오에 따라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달

라지도록 조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AM척도를 활용하여 사

전, 사후의 정서 상태를 비교하였다. SAM척도의 세 가지 차원들 중 통

제감은 정서적으로 위협을 느끼면 감소되며(Mehrabian, 1996; 김민우, 최

준식, 조양석, 2011에서 재인용), 호감도의 경우에도 위협으로 인해 느껴

지는 두려움과 같은 정서 상태에 있을 때 낮게 나타난다(Laukka, Juslin,

& Bresin, 2005). 반면, 각성도는 위협과 관련된 상태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았다(Mehrabian, 1996). 따라서 높은 위협을 야기하는 시나리오를 읽게 

된 집단이 낮은 위협을 일으키는 시나리오를 읽게 된 집단보다 통제감과 

호감도에서의 상태 변화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시나리오를 보여준 집단이 서로 다른 위협 수

준을 경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제감과 호감도에서의 사전, 사후의 상

태 변화 차이를 검증하였다.

3) Faces Pain Scale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피험자 인식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Faces Pain Scale을 사용하였다. Faces Pain Scale은 Wong과 

Baker (1988)가 개발한 것으로 고통을 얼굴표정으로 나타낸 6개의 그림

과 그림을 설명하는 설명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김경운(2010)은 Wong과 

Baker (1988)가 개발한 척도에서 지시문과 그림을 설명하는 문구를 한국

어로 번안하였고, 백혈병 환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고통을 나타

내는 정도를 응답하게 하여 타당화하였다.

고통을 표현한 얼굴표정으로 구성된 척도들은 신체적 고통인 통증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고통을 측정할 때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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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dgren과 Banas, 그리고 MacDonald (2011)는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사회적 고통이나 다른 사람이 느끼는 사회적 고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

는데 Bieri와 그의 동료들(1990)이 개발한 Faces Pain Scale를 활용하기도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Nordgren과 그의 동료들(2011)의 연구에서처

럼 신체적 고통이 아닌 사회적 고통을 측정하는데 이 척도를 활용하였

다. 특히, 본인의 고통이 아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피해자가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시문도 본인의 통증이 아

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질문으로 수정하고, 신체

적 통증을 의미하는 그림에 대한 설명도 삭제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

서 사용한 Faces Pain Scale이다. 그림에서 0점으로 갈수록 고통의 강도

는 약해진다.

[그림 6] 본 연구에서 사용한 Faces Pain Scale(김경운, 2010)

4) 도움 의도 질문지

시나리오에 제시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실제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했

을 때 피험자의 대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도움 의도 질문지를 활용했

다.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주변인들의 반응을 확인한 Bellmore와 그의 

동료들(2012)은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누군가 학

교폭력을 목격하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시나리오 속 목격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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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묻고, 돕지 않은 거라고 응답하는 

경우와 도울 거라고 응답하는 경우 각각에 하위 질문을 하였다. 피해자

를 돕지 않을 거라고 응답하게 되면, “그 상황을 무시할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것인지”, “교실을 떠날 것인지” 여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

였다. 피해자를 도울 거라고 응답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 직원에서 말할

지”, “가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말할지”, “가해자를 위로할지” 여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ellmore와 그의 동료들(2012)의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하나의 질문으로만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질문으

로 확인하는 것이 학생들의 반응을 보다 신뢰롭고 타당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Bellmore와 그의 동료들(2012)이 제시한 질문에 하나의 질문을 

추가하였다. Bellmore와 그의 동료들(2012)이 제시한 질문과 같이 “실제

로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음에 제시된 행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실제 상황에 처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행동 

반응을 확인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 ‘나’라면,

다음에 제시된 행동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넣었으며,

이를 통해 시나리오 안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입

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Bellmore와 그의 동료들(2012)은 주변인들의 행동 반응을 두 단

계를 거쳐 확인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돕지 않을 경우의 세 반응을 요약

하여 회피 및 무개입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돕는 경우의 세 반응

은 좀 더 구체화시켰다. 응답방식은 Bellmore와 그의 동료들(2012)의 경

우와 동일하게 각 행동 양식에 대해 1점(절대 아니다)에서 5점(정말 그렇

다)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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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친사회적 정서 척도

시나리오에 대한 피험자의 정서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친사회적 정

서를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Thomaes와 그의 동료들(2012)이 사용한 

친사회적 정서 척도에서 사용한 정서 목록들을 활용하였다. Thomaes와 

그의 동료들(2012)은 Crocker와 Niiya, 그리고 Mischkowski (2008)가 사

용한 타인 지향적 정서 척도에 포함되는 문항들 중 5개 문항(다정한, 교

감되는, 공감하는, 너그러운, 감사한)을 선택하여 친사회적 정서로 명명

하였다. 친사회적 정서란, 자신의 가치나 이미지보다는 다른 사람이나 외

부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애정을 쏟는 것과 관련된 정서를 의미 한다

(Crocker, Niiya, & Mischkowski, 2008).

정서 목록들을 사용하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이중 언어 사용

자이면서 상담전공 대학원생 1인과 이중 언어 사용자 1인에게 번역과 역

번역을 의뢰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번역자의 검토를 거쳐 상담 전공 교

수 1인의 감수를 받아 목록을 최종 결정하였다.

친사회적 정서 척도의 문항은 총 5개다. 피험자들은 각 정서를 어느 

정도 느끼는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

다. 이 척도의 Cronbach’α는 .72이며, 본 연구에서는 .71로 나타났다.

6) 가치 확인 활동

Steele (1988)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면 위협적인 사건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특히, 가치 확인 활동은 자기 이미

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자극을 합리적으로 다루는데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높은 위협 수준의 시나리오를 읽은 피험자가 피해자의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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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식하면서도 자신도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내적 

갈등과 불일치를 경험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 때의 갈등을 완화시켜 줌으

로써 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

는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피험자들에게 12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그 중에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

를 2~3가지 선택하게 하고, 그 가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작문할 시

간을 충분히 줬다. 이 때 사용한 12가지 가치는 Thomas와 Bushman

(2012)가 사용했던 가치 목록에서 발췌하였다. Thomas와 Bushman

(2012)은 본 연구의 연구대상들과 비슷한 연령대인 11세~14세 청소년들

에게 가치 확인을 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가치 확인을 한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Thomas와 Bushman (2012)이 제시한 가치 목록을 사용하였다. 가치 목

록은 이중 언어 사용자 2인에 의해서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거쳐 번안

되었으며, 이를 연구자가 검토하고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감수를 받았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12가지 가치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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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치 목록

번호 내 용

1 운동을 잘하는 것

2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

3 똑똑해지거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

4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

5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

6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

7 집단에 소속되는 것

8 음악을 잘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것

9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10 친구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11 신앙심을 갖는 것

12 유머 감각을 갖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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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위협 수준에 따른 주변인들의 반응 차이 

1) 실험 자극 조작 확인

(1) 실험 자극으로 인한 피험자들의 정서 변화

본 연구에서는 같은 반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시나

리오를 제시하여 피험자들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피험자들이 피해자를 

도와줬을 때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피험

자들의 반응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A집단과 B집단을 비교하였다. 두 집

단의 반응을 비교하기 전에 우선 시나리오가 피험자들에게 영향을 주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독립변인의 조작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SAM 척도를 활용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전과 

시나리오를 본 이후의 피험자들의 정서상태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였다.

정서 상태를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의 각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호감

도(t=12.906, p<.001)와 통제감(t=3.485, p<.01)은 감소하였고 각성도

(t=-6.648, p<.001)는 증가하였으며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실험 자극이 피험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켰으며, 실험 자극으

로 인한 감정이 충분히 활성화되었고,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충분히 받았

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서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종속표

본 t검정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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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시나리오 자극으로 인한 정서변화에 대한 종속표본 t검정 결과

정서 차원 측정 시기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호감도
사전 52 4.79 1.24

12.906***
사후 52 2.56 0.80

각성도
사전 52 2.60 1.54

-6.648***
사후 52 4.10 1.42

통제감
사전 52 3.98 1.24

3.485**
사후 52 3.21 1.32

*** p<.001, ** p<.0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이 괴롭힘 상황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 요인으로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으로 설정하고 괴롭힘을 당할 가능

성에 대한 피험자들의 기대를 조작함으로써 위협의 수준을 조작하였다.

B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하

였으며, A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

하게 하였다. 자극을 조작함으로써 피험자가 인식하는 위협의 정도가 달

라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극에 대한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의 

변화에서 두 집단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검사점수를 통제하였을 때 교정된 사후검사점수의 평

균값이 호감도(F=7.032, p<.05), 각성도(F=.128, p>.05), 통제감(F=4.288,

p<.05) 모두 B집단이 A집단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 중 호감도와 통제

감에서 차이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A집단에 비해서 B집단

에 속한 피험자들이 시나리오 자극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불쾌감을 경

험했으며, 자극으로 인한 영향에 더 높은 수준으로 압도되었음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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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피해자를 돕게 되면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피험자들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며, 자극의 영향

에 더 많이 압도되는 느낌을 불러일으킴을 나타낸다. 선행 연구에 따르

면, 호감도와 통제감이 위협이나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석 결과에서도 호감도와 통제감에서 차이가 나타났

으므로 본 연구에서 의도한 실험 조작이 적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은 사전 정서를 통제했을 때 사후 정서의 집단 별 평균과 표준편차

를 제시한 표와 호감도와 통제감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한 표이

다.

<표 5> 위협 수준에 따른 정서 차원에 대한 기술통계

구

분
집단

위협 수준

낮은 집단

(n1=27)

위협 수준

높은 집단

(n2=25)

전체

(nt=52)

호

감

도

사전 평균(표준편차) 4.67(1.04) 4.92(1.44) 4.79(1.24)

사후 평균(표준편차) 2.74(0.86) 2.36(0.70) 2.56(0.80)

교정 사후 평균

(표준오차)
2.77(0.14) 2.33(0.15) 2.55(0.10)

각

성

도

사전 평균(표준편차) 2.67(1.39) 2.52(1.71) 2.60(1.54)
사후 평균(표준편차) 4.19(1.55) 4.00(1.29) 4.10(1.42)

교정 사후 평균

(표준오차)
4.16(0.26) 4.03(0.27) 4.09(0.18)

통

제

감

사전 평균(표준편차) 3.70(1.10) 4.28(1.34) 3.98(1.24)
사후 평균(표준편차) 3.48(1.37) 2.92(1.22) 3.21(1.32)

교정 사후 평균

(표준오차)
3.57(0.25) 2.83(0.26) 3.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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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위협 수준에 따른 교정된 사후 호감도에 대한 ANCOVA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전호감도)
3.884 1 3.884 7.032*

위협 수준 2.456 1 2.456 4.448*

오차 27.062 49 0.552

합계 373.000 52

* p<.05

<표 7> 위협 수준에 따른 교정된 사후 통제감에 대한 ANCOVA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전통제감)
7.341 1 7.341 4.657*

위협 수준 6.760 1 6.760 4.288*

오차 77.240 49 1.576

합계 625.000 52

* p<.05

(2) 피험자가 인식하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를 돕게 되면 자신이 입게 될 피해 때문에 피해자를 돕지 않음을 가정

하였다. 즉, 실험자극을 통해 피험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 

본 실험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한 피험자가 인식하는 위협수준

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는 정도가 동일해야 피험자들의 반

응 차이가 이들이 인식하는 위협 수준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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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인식하는 피해자의 고통 수준과 집단

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이 

5점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크다고 인식하며 A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인식과 B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를 도울 때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피험자들은 피해자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한데로 실험자극이 조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A집단과 B집단의 피험자 고통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를 제시한 표이다.

<표 8> 위협 수준에 따른 피험자 고통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위협 수준 낮은 집단

(n1=27)

위협 수준 높은 집단

(n2=25)

평균 4.85 4.20

표준편차 2.60 2.65

t통계값 0.895

2) 위협 수준에 따른 주변인들의 친사회적 정서 차이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이 존재하는 상

황에 처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고

자 하였다. 이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친사회적 정서가 위협 

수준에 따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친사회적 정서 차이를 검증하기



- 67 -

에 앞 서 피험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관

련이 되는 사회적 관심 정도에서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사회적 관심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사회적 관심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

증한 t검정 결과표이다.

<표 9> 위협 수준에 따른 사회적 관심 정도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위협 수준 낮은 집단

(n1=27)

위협 수준 높은 집단

(n2=25)

평균 4.85 4.20

표준편차 2.60 2.65

t통계값 0.375

피험자들의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태도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 정도가 

집단 간 차이가 없었으므로, 위협 수준에 따른 친사회적 정서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높은 위협 수준을 지각한 

집단에서 친사회적 정서를 더 낮게 보고하였으며, 두 집단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046, p<.01). 다음은 친사회적 정서에서 두 집단

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t검정 결과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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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위협 수준에 따른 친사회적 정서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위협 수준 낮은 집단

(n1=27)

위협 수준 높은 집단

(n2=25)

평균 2.05 1.70

표준편차 0.46 0.37

t통계값 3.046**

** p<.01

3) 위협 수준에 따른 주변인들의 도움 의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이 존재하는 상

황에 처하면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가 감소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

고자 하였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도움 의도가 위협 수준에 따라 다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두 집단이 사회적 관심에서 동질하므로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각 개입 행동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해 보면,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이 위협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에 비해 

괴롭힘 상황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겠다고 응답한 정도가 더 높았

으며,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극적 도움 의도에서도 더 높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를 위로하려

는 의도와 가해자에 맞서고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에서는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자를 위로하

려는 의도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892,

p<.01). 다음은 각 도움 의도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한 t검정 



- 69 -

결과표이다.

<표 11> 위협 수준에 따른 도움 의도에 대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도움 의도 집단 구분 평균 표준편차 t통계값

회피 및 

무개입 행동

위협 수준 낮은 집단

(n1=27)
2.54 0.83

-0.782
위협 수준 높은 집단

(n2=25)
2.72 0.85

어른에게 

도움 요청

위협 수준 낮은 집단

(n1=27)
3.35 1.01

-0.573
위협 수준 높은 집단

(n2=25)
3.50 0.84

피해자 위로 

및 도움

위협 수준 낮은 집단

(n1=27)
3.19 0.79

2.892**
위협 수준 높은 집단

(n2=25)
2.58 0.72

가해자 대응 

및 피해자 

도움

위협 수준 낮은 집단

(n1=27)
2.72 0.90

1.023
위협 수준 높은 집단

(n2=25)
2.48 0.80

** p<.01

또한, 주변인들의 행동 의도의 반응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피 및 무개입은 피해자를 위

로하거나 돕는 반응(r=-.603, p<.01)과 가해자에게 맞서고 피해자를 돕는 

반응(r=-.662,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돕는 반응과 가해자에게 맞서고 피해자를 돕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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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714, p<.01). 어른에

게 도움을 요청하는 반응은 나머지 반응들과 부적 혹은 정적 관계를 나

타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도움 의도 반응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2> 도움 의도 반응들 간의 상관계수(n=52)

회피 및 무개입
어른에게 

도움 요청

피해자 

위로 및 도움

어른에게 

도움 요청
-.246

피해자 

위로 및 도움
-.603** .179

가해자 대응 및 

피해자 도움
-.662** .184 .714**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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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확인 활동 여부에 따른 주변인들의 반응 차이 

1) 실험 자극 조작 확인

(1) 실험 자극으로 인한 피험자들의 정서 변화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피해자를 도와줬을 때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더라도 가치 확인 활동을 하면 피해자를 돕

는 행동을 하게 될 것임을 입증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하게 높은 위협 

수준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나 가치 확인 활동 유무에 차이를 둔 B집

단과 C집단의 반응을 비교하였다. B집단과 C집단의 친사회적 정서와 도

움 의도를 비교하기 전에 두 집단이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와 두 집단이 동일하게 높은 위협 수준의 시나리오를 접했으므로 자극으

로부터 영향을 받은 정도가 유사함을 확인함으로써 시나리오로 인한 조

작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AM 척도를 활

용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전과 시나리오를 본 이후의 피험자들의 정

서상태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정서 상태를 호감도, 각성도, 통제감의 각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호감

도(t=12.403, p<.001)와 통제감(t=5.591, p<.001)은 감소하였고 각성도

(t=-5.286, p<.001)는 증가하였으며 변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실험 자극이 피험자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켰으며, 실험 자극으

로 인한 감정이 충분히 활성화되었고,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충분히 받았

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정서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종속표

본 t검정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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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시나리오 자극으로 인한 정서변화에 대한 종속표본 t검정 결과

정서 차원 측정 시기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값

호감도
사전 55 4.95 1.33

12.403***
사후 55 2.55 0.77

각성도
사전 55 2.65 1.51

-5.286***
사후 55 4.00 1.45

통제감
사전 55 4.16 1.21

5.591***
사후 55 2.96 1.47

*** p<.001

또한, B집단과 C집단은 둘 다 동일하게 피험자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두 집단은 호감도, 각성

도, 통제감의 변화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분석 결과, 사전검사점수를 통제하였을 때 교정된 사후검사점수의 평

균값이 호감도(F=2.720, p>.05), 각성도(F=.013, p>.05), 통제감(F=0.172,

p>.05) 모두 두 집단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B

집단과 C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이 시나리오 자극에 대해 불쾌감, 각성,

통제감에서 유사한 수준의 정서 경험을 하였음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에

서 의도한 실험 조작이 적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피험자가 인식하는 피해자의 고통 정도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를 돕게 되면 자신이 입게 될 피해 때문에 피해자를 돕지 않음을 가정

하였다. 즉, 실험자극을 통해 피험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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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는 B집단과 C집단도 마찬가지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이 인식하는 피해자의 고통 수준과 집단

에 따른 인식 차이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이 

5점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크다고 인식하며 B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인식과 C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인식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자를 도울 때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피험자들은 피해자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함을 의미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의도한데로 실험자극이 조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B집단과 C집단의 피험자 고통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를 제시한 표이다.

<표 15> 위협 수준에 따른 피험자 고통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무처치 집단

(n2=25)

처치 집단

(n3=23)

평균 4.66 4.62

표준편차 0.43 0.63

t통계값 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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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확인 활동 여부에 따른 주변인들의 친사회적 정서 차이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가치 확인 

활동을 하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고자 하

였다. 이에 B집단(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한 집단)과 C집단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가치 확인 활동을 한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친사회적 정서가 가치 확

인 활동 여부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였다. 친사회적 정서 차이를 검증하

기에 앞 서 피험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와 

관련이 되는 사회적 관심 정도에서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

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사회적 관심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은 사회적 관심에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

한 t검정 결과표이다.

<표 16> 가치 확인 활동 실시에 따른 사회적 관심 정도의 차이에 대한 

두 독립표본 t검정 결과

집단

가치 확인 활동 

무처치 집단

(n2=25)

가치 확인 활동 

처치 집단

(n3=30)

평균 4.20 5.90

표준편차 2.65 2.62

t통계값 -2.387*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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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들의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태도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 정도가 

집단 간 차이가 있으므로, 가치 확인 활동 실시에 따른 친사회적 정서의 

차이는 공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가치 확인 활동을 실시

한 집단에서 친사회적 정서를 더 높게 보고하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사회적 관심을 통제했을 때 친사회적 정서

의 집단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표와 친사회적 정서에 대한 공분

산분석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표 17> 가치 확인 활동 실시에 따른 친사회적 정서에 대한 기술통계

집단

가치 확인 활동 

무처치 집단

(n2=25)

가치 확인 활동

처치 집단

(n3=30)

전체

(nt=55)

친사회적 정서 

평균(표준편차)
1.70(0.37) 1.79(0.61) 1.75(0.52)

교정 

친사회적 정서 평균

(표준오차)

1.71(0.11) 1.78(0.10) 1.74(0.07)

<표 18> 가치 확인 활동 실시에 따른 사후 친사회적 정서에 대한 

ANCOVA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회적 관심)
0.076 1 0.076 0.277

가치 확인 활동 

실시 여부
0.054 1 0.054 0.197

오차 14.248 52 0.274

합계 182.00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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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치 확인 활동 여부에 따른 주변인들의 도움 의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주변인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요인이 존재하는 상

황에 처하더라도 가치 확인 활동을 하면 심리사회적 자원이 강화되면서 

위협을 덜 느끼게 되므로 그로 인해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입

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도움 의도가 가치 확인 활동 실시 

여부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였다. 두 집단이 사회적 관심에서 동질하지 

않으므로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도움 의도에서 두 집단 간 교정된 평균의 차이를 확인해 보면, 가

치 확인 활동을 실시한 집단이 실시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괴롭힘 상황

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돕지 않겠다고 응답한 정도가 더 낮은 반면, 어른

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극적 도움과 피해자를 위로하고 도우려는 의

도, 가해자에게 맞서면서 피해자를 돕는 적극적 도움 의도에서는 더 높

았다. 하지만 피해자를 위로하려는 의도에서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F=4.264, p<.05). 다음은 사회적 관심이 통제되었을 때 

각 도움 의도에서 집단 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표와 공분산분석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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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가치 확인 활동 실시에 따른 각 도움 의도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집단

가치 확인 활동 

무처치 집단

(n2=25)

가치 확인 활동 

처치 집단

(n3=30)

전체

(nt=55)

회피 및 

무개입 행동

평균(표준편차) 2.72(0.85) 2.48(0.87) 2.59(0.86)

교정 평균

(표준오차)
2.65(0.17) 2.54(0.16) 2.60(0.11)

어른에게 

도움 요청

평균(표준편차) 3.50(0.84) 3.67(0.78) 3.59(0.81)

교정 평균

(표준오차)
3.50(0.17) 3.67(0.15) 3.58(0.11)

피해자 위로 

및 도움

평균(표준편차) 2.58(0.72) 3.15(0.82) 2.89(0.82)

교정 평균

(표준오차)
2.65(0.16) 3.09(0.14) 2.87(0.10)

가해자 대응 

및 피해자 

도움

평균(표준편차) 2.48(0.80) 2.92(0.97) 2.72(0.91)

교정 평균

(표준오차)
2.52(0.18) 2.88(0.17) 2.70(0.12)

<표 20> 가치 확인 활동 실시에 따른 

회피 및 무개입 행동 의도에 대한 ANCOVA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회적 관심)
2.161 1 2.161 3.027

가치 확인 활동 

실시 여부
.139 1 .139 .194

오차 37.121 52 .714

합계 409.25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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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가치 확인 활동 실시에 따른 

어른에게 도움 요청 의도에 대한 ANCOVA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회적 관심)
.003 1 .003 .949

가치 확인 활동 

실시 여부
.323 1 .323 .489

오차 34.664 52 .667

합계 744.250 55

<표 22> 가치 확인 활동 실시에 따른 

피해자 위로 및 도움 의도에 대한 ANCOVA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회적 관심)
1.922 1 1.922 3.333

가치 확인 활동 

실시 여부
2.459 1 2.459 4.264*

오차 29.993 52 0.577

합계 496.000 55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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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가치 확인 활동 실시에 따른 

가해자 대응 및 피해자 도움 의도에 대한 ANCOVA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분산

(사회적 관심)
.685 1 .685 .856

가치 확인 활동 

실시 여부
1.624 1 1.624 2.030

오차 41.597 52 .800

합계 451.250 55

또한, 주변인들의 도움 의도 반응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피 및 무개입은 피해자를 위로

하거나 돕는 반응(r=-.634, p<.01)과 가해자에게 맞서고 피해자를 돕는 반

응(r=-.674,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피해자를 위로하거나 돕는 반응과 가해자에게 맞서고 피해자를 돕는 반

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744, p<.01). 어른에

게 도움을 요청하는 반응은 나머지 반응들과 정적 관계를 나타냈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은 도움 의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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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도움 의도 반응들 간의 상관계수(n=55)

회피 및 무개입
어른에게 

도움 요청

피해자 

위로 및 도움

어른에게 

도움 요청
-.159

피해자 

위로 및 도움
-.634** .169

가해자 대응 및 

피해자 도움
-.674** .105 .744**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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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장에서는 앞 서 기술한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피

해자 도움 행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의 위협 수준이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지각

하더라도 심리적 자원 강화 활동을 통해 주변인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를 정서와 행동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결과들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상담 연구 및 실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지각된 위협 수준에 따른 주변인들의 반응 차이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

더라도 피해자를 도와주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자신들에게 위협적이라

고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피험자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위협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와 높은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각 시나리오를 서로 다른 두 집단에 제시하고 피험

자들의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먼저, 피험자들의 정서적 차원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를 도와줬

을 때 피해 입을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도록 조작한 시나리오(위협 수준

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한 집단이 피해 입을 가능성을 낮게 지각하도

록 조작한 시나리오(위협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를 제시한 집단에 비해 

친사회적 정서가 낮게 나타났으며(MA=2.05, MB=1.70), 그 차이도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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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했다(t=3.046, p<.01). 이는 주변인들이 괴롭힘을 목격했을 때,

자신이 피해자를 도와주게 되면 괴롭힘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친사회적 정서를 약화시키며,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킴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폭력 상황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의 반응을 설명하는 비용-보

상 모델(Piliavin et al., 1981)로 설명할 수 있다. 비용-보상 모델에 따르

면 주변인들은 피해자를 도울 때 발생하는 비용을 높게 인식하면 피해자

에 대한 친사회적 반응보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반응을 더 

많이 한다. Shaw와 그의 동료들(1994)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어려움을 당

한 사람을 도울 때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조작한 상황에서 피험자

들이 공감적 정서를 억압하려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친사회적 행

동의 매커니즘을 제안한 Hoffman (1994, 2000)도 개인이 도움 행동으로 

인한 비용을 인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동기가 촉진되면서 다

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Thornberg (2007) 역시 자기

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가 촉진되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동

기가 억제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와 학자들의 주장은 본 

연구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또한, 피험자들이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의 친사회적 정서가 낮게 나타난 것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울 것을 인식한

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관심을 유지하기 어려움을 암시

한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타주의적 가설(Batson, 1991)에서는 인간

에게는 온전히 다른 사람의 복지와 행복에만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동

기가 있으며, 이는 친사회적 정서인 공감적 관심과 관련된 정서와 연관

된다고 하였다(Batson, 1991). 즉,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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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되면 친사회적 정서가 활성화되면서 대가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

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이타적 동기

가 이기적 동기를 초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 처하면 

공감적 관심과 관련된 친사회적 정서가 억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청

소년들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위험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동기가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행동적 차원에서의 연구 결과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

난다. 도움 의도에서 주변인들이 지각하는 위협 수준에 따른 차이를 확

인한 결과, 낮은 위협 수준의 시나리오를 본 집단이 높은 위협 수준의 

시나리오를 읽은 집단에 비해 피해자를 위로하고 돕는 직접적 도움 행동 

의도가 더 높게(MA=3.19, MB=2.58) 나타났으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t=2.892, p<.01). 위협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를 본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피해자를 직접 돕고 위로하겠다고 응답한 정도가 보통 이상인 

반면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본 집단의 학생들은 보통 이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가 가상의 상황임에도 괴롭힘을 당할 가능

성이 높다고 인식할 경우 피해자를 돕고 위로하겠다고 응답한 정도가 보

통 이하라면 실제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방관자 효과를 설명할 때는 기존의 

방관자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와는 다른 매커니즘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한다. 기존 방관자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회적이고 즉각적

인 상황에서 누군가 피해를 입을 때 이를 목격하는 주변인들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되면 주변 사람들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



- 84 -

이 피해자를 돕는 행동을 한다(Harari, Harari, & White, 1985; Fischer

et al., 2006; Fischer et al., 2011). 게다가 그 상황에서 자신도 위험에 처

할 가능성이 높으면 오히려 그 상황을 목격하는 사람이 많을 때 피해자

를 돕는 행동이 증가한다(Fischer et al., 2011). 또한, 그 상황을 함께 목

격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있으면 피해자를 돕는 행동이 증가한다

(Rutkowski, Gruder, & Romer, 1983; Levine, & Crowther, 2008).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피

험자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인식하고 주변에 이 상황을 함께 

목격하는 사람들이 친분이 있는 같은 학급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신

이 피해자를 도울 때 손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면 피해자를 돕겠다는 행

동 의도가 감소했다. 이는 또래 간 괴롭힘 상황에서 발생하는 방관자 효

과와 기존 주변인 연구에서 다루었던 상황에서의 방관자 효과가 나타나

는 매커니즘이 다름을 암시한다. 즉, 또래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상황에서는 단순히 주변인의 수나 주변인들 사이의 관계, 주변인들이 피

해자의 고통을 감지하는 정도보다 주변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더 

강력한 변인이 있으며 이는 또래들 사이의 역동과 관련되는 괴롭힘을 당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의 수나 주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도움 행

동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단순한 사람 수나 친분 관계보다는 주변인들로

부터 자신의 도움 행동을 지지받을 가능성과 관련될 것이다. Fischer와 

그의 동료들(2011) 역시 주변인 수나 주변인들의 관계가 도움 행동을 촉

진시키는 것은 주변의 다른 사람의 존재가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지 여

부와 관련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들은 주변 사람들의 수가 주변인들

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을 통해 주변인들이 다른 주변인들을 지지자원

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추측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내적 사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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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역동이 

주변인의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피험자들이 피해자가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친사회적 정서와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를 감소시키는 결과는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적으로 자

각하도록 돕는 개입으로는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주변인들이 정서적으로 피

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돕는 행동이 증가한다(선광식,

2003; 오인수, 2010; Caravita, DiBlasio, & Salmivalli, 2009)는 선행 연구

들도 존재하지만, 정서적 공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다른 연구들(김민

지, 2013; Salmivalli, Kärnä, & Poskiparta, 2010)도 존재한다. 서미정

(2008)은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정서적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피해자를 도

와주었을 때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

를 돕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Twenge와 그의 동료들(2007)의 연

구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적 관심이 감소되며, 이는 친사회적 행동의 감소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후자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지각

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본 집단은 피해자에 대한 도움 행동 의도뿐만 아

니라 친사회적 정서까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주변인들이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는 역할을 하도록 촉

진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이에 공감적 관심을 보이

는 것과 관련되는 친사회적 정서를 촉진시키는 개입뿐만 아니라 주변인

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시켜 줄 개입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돕고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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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도움 의도 반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를 통해 피

해자에 대한 개입 의도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임을 추측

할 수 있다. 괴롭힘 상황에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것(MA=2.54, MB=2.72)

과 어른들에게 알리는 소극적 개입(MA=3.35, MB=3.50)에서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본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해자에

게 대항하는 반응(MA=2.72, MB=2.48)에서는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

를 본 집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주변인들이 피해

자를 도울 때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각하게 되면 괴롭힘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방관할 가능성과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

성은 높아지고 피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에 대항하는 반응은 낮아짐을 의

미한다.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과가 

모집단에서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를 직접 돕고 

위로하려는 의도 외에 다른 주변인들의 개입 의도 반응에는 괴롭힘을 당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응 차이를 일으킬 만큼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

며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인에 비해 설명력이 낮거나 그 영향

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주변인들의 반응을 이해할 

때 그 형태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것임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입 반응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를 

돕고 위로하는 행동 의도와 무관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

(r=-.603, p<.01)를 나타냈고, 가해자에 대항하려는 의도는 유의한 정적 

관계(r=.714, p<.01)를 나타냈다. 이는 각 도움 의도가 서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므로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도움 의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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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치 확인 활동 실시 여부에 따른 주변인들의 반응 차이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도울 경우 자신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위협을 느

끼면 친사회적 정서가 낮아지고 피해자를 돕고 위로하려는 의도가 낮아

진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교육 및 상담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 및 상

담적 처치를 통해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룰 수 있기 위해

서는 주변인들이 지각하는 위협의 정도가 조절 가능해야 하며, 그에 따

른 반응도 달라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협적인 상황에 맞닥뜨

리더라도 심리적 자원이 강화되면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 감소한다는 인

지 평가 모델에 근거하여 심리적 자원을 강화시키는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해 높은 위협 수준을 지각한 주변인들의 반응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확

인하였다. 이를 위해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한 이후에 가치 

확인 활동을 수행 한 집단과 수행하지 않은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의 정

서적, 행동적 차원의 반응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 확인 활동을 한 집단이 가치 확인 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

에 비해 친사회적 정서가 높게 나타났지만(MB=1.70, MC=1.79), 그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197, p>.05). 이는 주변인들이 괴롭힘

을 당한 위험을 지각하는 경우에 가치 확인 활동을 실시해도 친사회적 

정서로 대변되는 타인에 대한 공감적 관심이 향상되지 않음을 암시한다.

이는 선행연구물들과는 다른 결과이다.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물들에서는 가치 확인 활동이 친사회적 정서를 향상시킨다고 보

고하였다(Crocker, Niiya, & Mischkowski, 2008; Thomaes, & Bushman,

2012). Crocker와 Niiya 그리고 Mischkowski (2008)는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한 자기 확인이 방어적 행동을 감소시킴에 있어 친사회적 정서가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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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친사회적 정서 향상이 가치 확인 활동 

효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치 확인 

활동을 한 집단의 친사회적 정서가 무처치 집단에 비해 높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가치 확인 활

동을 실시한 맥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가치 확인 활동이 친사회적 정

서를 향상시킨다는 기존 연구들(Crocker, Niiya, & Mischkowski, 2008;

Thomaes, & Bushman, 2012)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 제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 확인 활동만을 실시하였다. 특히, 청소년을 대

상으로 가치 확인 활동을 실시한 Thomaes와 Bushman (2012)의 연구에

서는 위협적인 상황에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치 확인 활동을 실시한 

직후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정서가 어떠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와 유사하게 자기 이미지를 위협하는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 가치 확

인 활동의 효과를 친사회적 정서면에서 확인한 연구에서는 그 대상이 청

소년이 아닌 대학생이었다(Crocker, Niiya, & Mischkowski, 2008).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정서에 대한 가치 확인 활동

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활동을 실시한 맥락 역시 피험자들에게 위협적인 

상황이었으며, 정서에 대한 지시문에서는 가치 확인 활동을 실시한 동안 

느꼈던 정서가 아닌 시나리오를 읽는 동안의 정서에 대해 응답하라고 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친사회적 정서에서의 가치 확인 활동의 

영향을 확인한 기존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가치 확인 활동

을 실시한 대상과 맥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위협적인 상황에 있을 때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에서는 친사회적 정서보다는 스트레스

(Creswell et al., 2005)나 소속감(Cook et al., 2012)과 같은 자기 중심적 

심리 특성이나 대처 행동(Fry & Prentice-Dunn, 2005)과 같은 행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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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종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위협적인 상황에서 가치 확인 활동

의 효과는 친사회적 정서보다는 자기 중심적 심리 특성이나 인지 혹은 

행동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이는 행동 차원에

서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친사회적 정서와는 달리 피해자를 직접 돕고 위로하려는 의도에

서는 가치 확인 활동을 한 집단이 가치 확인 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MB=2.58, MC=3.15),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

다(F=4.264, p<.05). 앞서 언급했듯이 가치 확인 활동은 자기 이미지를 위

협하는 상황에서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시킴으로써 방어적 행동을 줄여

주고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Steele, 1988;

Steele, & Liu, 1983; van Dijk et al., 2011). 즉, 가치 확인 활동은 위협적

인 상황에서 행동적 차원의 변화를 야기한다.

가치 확인 활동은 자기 위협적인 상황에서 손상된 자기 이미지를 자기 

명확화를 통해 회복시켜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행동을 약화시킨다(Stapel & van der Linde, 2011; Steele,

1988). Harber와 Yeung 그리고 Iacovelli (2011)는 가치 확인 활동을 통한 

자기 확인이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위

협을 덜 느끼게 돕는다고 하였다. 이는 가치 확인 활동이 자기 명확화를 

통해 자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심리적 자원을 강화시켜 위협적인 상황에

서도 주변인들이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치 확인 활동을 실시한 집단이 피해자를 위로하고 돕겠다는 

응답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였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가치 확인 활동이 주변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가치 확인 활동을 실시한 집단이 무처치 집단에 비해 친사회적 정서가 



- 90 -

높지 않음에도 피해자를 돕고 위로하는 행동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치 확인 활동이 친사회적 정서를 매개하지 않고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친사회적 정서는 Batson (1991)이 이타주

의적 행동을 촉진하는 정서로 제안한 공감적 관심과 유사하다. 이타주의 

가설에 따르면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은 

공감적 관심에 의해 자극되며, 이러한 매커니즘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가치 확인 활동이 친사

회적 정서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의도에서는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치 확인 활동

으로 인한 피험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도움 의도의 변화는 친사회적 정서

의 변화보다는 도움 행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지각 정도를 

줄임으로써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 실시

한 가치 확인 활동은 친사회적 정서를 향상시킴으로써 피험자들의 피해

자 도움 행동을 증가시켰다기 보다 피험자들이 느끼는 위협 수준(괴롭힘

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즉 도움 행동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

의 지각 정도를 낮춤으로써 피해자 도움 행동을 증가시켰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자면,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도울 때 발생 가능하는 비용인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지각하

는 경우 친사회적 정서와 피해자를 돕고 위로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감소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 역동을 고려한 요인을 고려하여 주변인의 

반응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가치 확인 활동이 친사회적 정서

에서는 효과가 없었지만 피해자를 돕고 위로하려는 의도에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가치 확인 활동이 공감적 관심을 촉진함으로써 피해자 

도움 행동을 촉진한다기보다 도울 때 예상되는 비용, 즉 괴롭힘을 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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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인식함으로 인한 위협 정도를 낮춤으로써 피해자 도움 행동을 

증가시킴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직

접적 도움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도움 행동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

여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매커니즘에 근거하여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도왔을 때 자신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인식함에 따라 느끼는 위협 

수준을 낮춰주는 개입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친사회적 

특성인 공감 능력을 강화하는 개입뿐만 아니라 괴롭힘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위협 정도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자원

을 강화하는 가치 확인 활동이 높은 위협 수준에 노출된 주변인들의 반

응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는 주변인들의 지각하는 위협 수준의 조절 

가능성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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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피해자에 대

한 도움 행동을 감소시킬 만큼 위협적인 요인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도 청소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

들에 대해 불쌍한 마음이 있어도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괴롭힘 상황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게 됨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를 

주변인들 중 일부의 경험으로 보거나 주변인 유형을 판별하는 하나의 속

성으로 보고 주변인들 중 일부의 특성으로만 여겼다. 본 연구에서는 괴

롭힘을 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여 그로 인해 느끼는 위협 정도가 주변인들 

중 일부의 속성이라기보다 주변인들의 반응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중

요한 요인임을 밝히면서 이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주변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비용-보상 모델을 괴롭힘 상황에 적

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주변인 연구에서는 일회적이고 즉

각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변인들의 반응을 설명하는데 비용-보상 모

델을 적용하였다. 최근에는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동료 도움 

행동을 설명 하는 데에도 비용-보상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이를 괴롭힘 상황에 적용하였으며, 특히, 청소년기에 중요한 요인인 

또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역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비용으로 설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93 -

셋째,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돕는 행동 매커니즘을 이타주의적 가설뿐

만 아니라 비용-보상 모델과 같은 이기주의적 동기 측면에서 이해할 필

요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제안하는 개입방법들은 도덕적 의식을 강조하거나 공감과 같은 이타주의

적 정서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괴롭힘을 당할 위험에 처했을 

때 이기주의적 동기가 우세하여 친사회적 정서를 억제함을 암시하는 본 

연구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개인의 도덕 의식

이나 이타주의적 정서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주변인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기존의 이

론적 틀뿐만 아니라 다른 이론적 모델의 필요성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괴롭힘 현상에서 중요한 맥락적 요소인 주변인들의 반

응에 초점을 두고 이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부분의 주변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연구는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인터뷰나 주변인들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 연구에 국한되었다. 학

교 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주변인 관련 요인이 가해자와 피해자 관련 요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다뤄졌고, 주변인들 유형 연구에서는 

공감, 공격성과 같은 주변인들의 특성에만 초점을 두었다. 이는 피험자들

의 반응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실태조사와 설문지 연구의 방법적 한계와 

관련된다. 반면, 실험 연구는 피험자들의 자극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며 본 연구에서도 실험 연구의 장점을 살려 주변인

들의 반응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를 보완할 수 있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가치 확인 활동을 새로운 맥락에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 주변인이 지각하는 위협 수준을 낮추기 위한 개입으로 제안한 

활동은 사회 성격심리학에서 자기 방어 행동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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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활동으로 제안하고 효과를 입증한 것이다. 기존 가치 확인 활동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흡연자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광고를 보여주거

나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상황에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

를 입증하였다. 친사회적 정서에 대한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친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면서 피험자에게 위협적인 맥락에서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위협적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공감적으로 자

각함으로 인해 친사회적 행동이 촉진되는 상황에서 가치 확인 활동의 효

과성을 입증하여 새로운 맥락에서 자기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새로운 개입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기존 학교 폭력 예방 프로

그램에서는 학교 폭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게 돕거나 도덕적 규범이

나 정서를 강화시키는 교육적 개입을 강조했다. 이는 또래 관계 맥락과 

역동에서 주변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괴롭힘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간과한 개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주변인들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위협을 느낄 때 심리사회적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변인들의 반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

는 활동으로 가치 확인 활동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는 실

제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개인의 내적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주

변인들의 반응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됨으로 교육 및 상담적 개

입을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확인했으므로 이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장기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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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친사회적 정서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한

계가 있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위해 기존 연구에서 활용한 척도

를 사용하려다 보니 정서 변인 측정 시 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

다. 행동적 측면을 측정했던 것처럼 정서적 측면을 측정할 때도 특정 대

상에게 느껴질 수 있는 친사회적 정서들을 목록화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다면 실험 자극과 가치 확인 활동의 영향력을 더욱 민감하게 측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특정 대상에게 도움 행동

을 이끌어내는 친사회적 정서를 확인하여 이를 목록화한 척도를 활용하

여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반응이나 처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를 제작할 때 성별에 따른 괴롭힘 상황

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학교 폭력 양상은 성

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를 고

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학교 폭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

며 이에 따라 주변인들의 개입 행동에 영향을 주는 성별에 따라 서로 다

른 요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 괴롭힘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성별에 따라 주변인들

의 반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한다면 주변인들의 행동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치 확인 활동을 위해 국외에서 개발한 가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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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피험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 가치 목록들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에서는 신뢰롭지만 국외와 국내의 문화적 차

이를 고려하여 수정되지 않았으므로 문화적 타당도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여 국내 청소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로 구성된 목록을 개발하여 가치 확인 활동을 위

한 목록으로 사용하여 가치 확인 활동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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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험 자극

1. 위협 수준이 낮은 시나리오가 포함된 실험 자극 (A집단에 제시한 실

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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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가 포함된 실험 자극 + 무처치(B집단에 제

시한 실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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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협 수준이 높은 시나리오가 포함된 실험 자극 + 처치(C집단에 제시

한 실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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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부록 2> 설문지

1. 가치 확인 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A집단, B집단)의 설문지

● 먼저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남, 여) 2) 나이: 만     세

1.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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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번호 문항

1 ① 상상력이 풍부한
②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11 ① 능력 있는

② 참을성 있는

2 ① 도움을 주는
② 재치 있는 12 ① 일 처리가 매끄러운

② 논리적인

3 ① 일 처리가 매끄러운
② 동정심 있는 13 ① 유능한

② 존중하는

4 ① 상식이 있는
② 유능한 14 ① 실용적인

② 자신감 있는

5 ① 지적인
② 마음쓰는 15 ① 상상력이 풍부한

② 도움을 주는

6 ① 자립적인
② 야심 있는 16 ① 현실적인

② 도덕적인

7 ① 존중하는
② 독창적인 17 ① 인기 있는

② 양심적인

8 ① 창의적인
② 도리에 맞는 18 ① 마음쓰는

② 현명한

9 ① 인심 좋은
② 개성 있는 19 ① 이성에 맞는

② 재치 있는

10 ① 책임감 있는
② 친근감 있는 20 ① 동정심 있는

② 개성 있는

2. 아래에 제시된 단어들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게 생각
하거나 갖고 싶은 특성(성격)을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①, ② 
중 하나에 V표시를 하세요.

나는 성격이면 좋겠다.(밑줄에 특성(성격)들을 넣어서 생각해보세요)

※ 20번까지 답변을 한 뒤에는 다시 PPT화면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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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3. 이야기를 읽고 난 이후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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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절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정말 
그렇
다.

① 재영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모르는 척 할 것
이다.
②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어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릴 것이다.
③ 재영이와 함께 청소를 하면서 재영이를 위로해
줄 것이다.
④ 재영이를 괴롭히는 애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
하고 재영이와 함께 청소할 것이다.

4.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림으로 고르세요.

(1) 괴롭힘을 당한 재영이의 기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은?

(2) 재영이를 괴롭힌 애들은 재영이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었나?

5.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세요. 자신이 해당되는 곳에 V표시 하세요.

(1)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 ‘나’ 라면, 다음에 제시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 다음 페이지까지 응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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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절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정말 
그렇
다.

①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모
르는 척 할 것이다.
②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어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릴 것이다.
③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고 위로해줄 것이
다.
④ 괴롭히는 애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괴롭
힘 당하는 아이를 도와줄 것이다.

(2) 실제로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음에 제시된 행동을 할 수 있을
까?

6.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입장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각 
단어를 읽고, 그 때의 감정이나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V”표시 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정한
2 교감되는
3 공감하는
4 너그러운
5 감사한

7. 다음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시오.

질문 그렇다 아니다

1) 최근 6개월 안에 학교폭력(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
2) 최근 6개월 안에 다른 사람이 학교폭력(괴롭힘)을 당하는 것
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

※ 설문지에 응답을 다 하면 PPT 화면을 보고, PPT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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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2. 가치 확인 활동을 한 집단(C집단)의 설문지

● 먼저 간단한 인적 사항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남, 여) 2) 나이: 만     세

1.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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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문항 번호 문항

1 ① 상상력이 풍부한
②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11 ① 능력 있는

② 참을성 있는

2 ① 도움을 주는
② 재치 있는 12 ① 일 처리가 매끄러운

② 논리적인

3 ① 일 처리가 매끄러운
② 동정심 있는 13 ① 유능한

② 존중하는

4 ① 상식이 있는
② 유능한 14 ① 실용적인

② 자신감 있는

5 ① 지적인
② 마음쓰는 15 ① 상상력이 풍부한

② 도움을 주는

6 ① 자립적인
② 야심 있는 16 ① 현실적인

② 도덕적인

7 ① 존중하는
② 독창적인 17 ① 인기 있는

② 양심적인

8 ① 창의적인
② 도리에 맞는 18 ① 마음쓰는

② 현명한

9 ① 인심 좋은
② 개성 있는 19 ① 이성에 맞는

② 재치 있는

10 ① 책임감 있는
② 친근감 있는 20 ① 동정심 있는

② 개성 있는

2. 아래에 제시된 단어들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좋게 생각
하거나 갖고 싶은 특성(성격)을 선택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①, ② 
중 하나에 V표시를 하세요.

나는 성격이면 좋겠다.(밑줄에 특성(성격)들을 넣어서 생각해보세요)

※ 20번까지 답변을 한 뒤에는 다시 PPT화면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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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3. 이야기를 읽고 난 이후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감정)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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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내 용
1 운동을 잘하는 것
2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것
3 똑똑해지거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
4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
5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
6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것
7 집단에 소속되는 것
8 음악을 잘하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것
9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10 친구나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11 신앙심을 갖는 것
12 유머 감각을 갖는 것

원하고 바라는 가치 자신에게 중요한 이유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4. 아래에 제시된 내용들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가치들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 2~3개를 골라서 그 내용이 자신에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되기를 바
라는지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 글쓰기 > - 아래 표에서 왼쪽에는 자신이 고른 중요한 가치를 적고, 오른쪽에
는 그 가치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적어보세요. 그 가치에 자신에
게 중요했던 순간과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충분히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그것
을 떠올렸을 때 기분도 어떤지 충분히 느껴보세요. 5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질문에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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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절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정말 
그렇
다.

① 재영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모르는 척 할 것
이다.
②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어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릴 것이다.
③ 재영이와 함께 청소를 하면서 재영이를 위로해
줄 것이다.
④ 재영이를 괴롭히는 애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
하고 재영이와 함께 청소할 것이다.

5.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림으로 고르세요.

(3) 괴롭힘을 당한 재영이의 기분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림은?

(4) 재영이를 괴롭힌 애들은 재영이의 기분을 어떻게 만들었나?

6.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세요. 자신이 해당되는 곳에 V표시 하세요.

(1) 만약 당신이 이야기 속 ‘나’ 라면, 다음에 제시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 다음 페이지까지 응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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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절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정말 
그렇
다.

①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모
르는 척 할 것이다.
② 선생님이나 부모님 같은 어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릴 것이다.
③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고 위로해줄 것이
다.
④ 괴롭히는 애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괴롭
힘 당하는 아이를 도와줄 것이다.

(2) 실제로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다음에 제시된 행동을 할 수 있을
까?

7.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입장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각 
단어를 읽고, 그 때의 감정이나 기분의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V”표시 해 
주세요.

번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정한
2 교감되는
3 공감하는
4 너그러운
5 감사한

8. 다음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해당하는 곳에 V표 하시오.

질문 그렇다 아니다

1) 최근 6개월 안에 학교폭력(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
2) 최근 6개월 안에 다른 사람이 학교폭력(괴롭힘)을 당하는 것
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

※ 설문지에 응답을 다 하면 PPT 화면을 보고, PPT를 다음 페이지로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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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어린이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학교폭력 및 괴롭힘 상황에서 지각된 위협 요인에 따른 주변인

들의 인식 차이 분석

연구 책임자명 : 이주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생)

이 설명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 

선생님 (이주영, 010-3232-052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를 왜 하나요?

이 연구는 김동일 교수님과 연구원 선생님들이 학교 폭력이나 괴롭힘 상황을 

목격하는 어린이들에 대해 알기 위해 많은 정보를 얻고자 이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

여할 지 물어볼 것입니다.

2. 왜 저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전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인 150명의 어린이가 이 연구에 참

여할 것입니다. 연구원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 학생들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참여하고 싶은 지를 묻는 것입니다.

3. 꼭 참여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4. 연구 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연구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서 이야기를 읽고 설문지에 답변하는 것을 할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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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여러분과 보호자가 허락하면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을 연구하는 다른 

연구하는 선생님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여러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5. 연구에 얼마나 참여하나요?

20분 정도 실험에 참여하게 됩니다.

6.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되나요?

네. 만일 실험에 참여하여 하더라도 도중에 하고 싶지 않으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만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연구

원 선생님한테 알려주세요. 

7.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이 연구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

구가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

력을 예방하여 학생들이 좀 더 즐겁고 편안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9.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든 연

구원 선생님 

이나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원한다면 “보호자용 

설명서”를 읽어 볼 수도 있습니다.

10. 이 연구에 참여하면 선물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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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면 5,000원 정도 되는 상품권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보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선생님이 복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도 함께 동의

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서명해 주십시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의 모든 궁금한 점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게서 설명 받았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아동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법정대리인 명(연구 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연구 책임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 150 -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보호자용)

연구 과제명 : 학교폭력 및 괴롭힘 상황에서 지각된 위협 요인에 따른 주변인들

의 인식 차이 분석    

연구 책임자명 : 이주영(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생)

이 연구는 학교폭력 및 괴롭힘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이런 상황을 목격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학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

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이주영 연

구원(010-3232-0521)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

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

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

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및 괴롭힘 상황을 목격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달라

지게 하는 요인을 확인하여 학교 폭력 예방 개입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

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 150명의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본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사전 검사를 1회 실시할 것이며, 본 실험은 시나리오

를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설문을 통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1회 진행됩

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가 소속된 학교 교실이나 서울대학교 강의실 혹은 상담

실에서 진행됩니다.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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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실험 전에 이루어지는 설문을 실시한 후, 노트북을 통해 학교폭력 및 괴

롭힘 상황이 설명된 시나리오를 읽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읽을 때 상황에 몰입

하도록 요구됩니다. 시나리오를 본 후 그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설문조사에는 총 10~2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귀하가 소속된 학교 교실이나 서울대학교 강의실 혹은 상담실에서 

진행됩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약 2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 책임

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시나리오가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귀하는 언제든지 시

나리오 읽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

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담당 연구원에서 즉시 문의해 주십시

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학교폭력 및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

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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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

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김동일 교수 (880-7636)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심의위

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

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댓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5,000원 정도 되는 작은 기념품이 증정될 것

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이  주  영            전화번호:       010-3232-0521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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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violence is a social phenomenon that existed for a long time.

Although bullying among children and youth is not a recent

phenomenon, it has received increased attention during the past

several decades. It now more recogniz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the pattern of bullying is becoming more brutal, and the

bullying is causing serious negative outcomes that include

psychological, academic, and physical problems.

The government has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school violence

and have started to propel policy for prevention of school bulllying

since 1995. Also, at 2004, School Violence Preparedness Act was

enacted so that by law school personnel must report to the school

board when they watch or notice the bullying. In spite of these

efforts, the rate and severity of school bullying has not decreased.

This shows that there are some part which existing policies do not

take effect on(Park, & Jung, 2006).

There are some reasons for such failure (Lee, 1998): (1) the

ineffective method (e.g, statistical method such as survey about school

bullying), (2) ad hoc countermeasures, and (3) on-off and piecemeal

program. The main problem is that policies focus on ad hoc

countermeasures. Countermeasure is important and effective on

reducing secondary harms but ineffective on prevention(Son, 2008).

Such neglect is unfortunate because observational research has found

that when bystanders intervene on behalf of the victim, they

successfully abate victimization more than 50% of the time (Craig,

Pepler, & Atlas, 2000; O’Connell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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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school bullying occu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llys and the victims, the influence of contextual factors should not

be overlooked to prevent the bullying. Especially, peer group can

either enhance or stop the bullying situation. Lee & Hong (2002)

found that victimizers were affected by the expectations or norms of

others more than their own opinion about violence. Especially, youth

is strongly influenced by peer group compared to any other age

group and they have a strong tendency of conformity(Lee, 2003). Kim

(2001) also found that peer influence including attachment to friend,

conformity, contact with friend who is committing misdeeds have an

effect on bullying behaviors.

Recently, several authors have paid attention to the critical role

played by peers in bully-victim interactions, and increasing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idea of targeting the anti-bullying interventions

not only towards the bullies and their victims, but also towards the

group as a whole(Kim, 2003; Steven, Van Oost, & De Bourdeaudhuij,

2000; Twemlow, Fonagy, & Sacco, 2010). Twemlow, Fonagy, and Sacco

(2010) defined the bystander role as an active role with a variety of

manifestation, in which an individual or group indirectly and

repeatedly participates in a victimization process as a member of the

social system. They redefinded bullying as a

triadic(bully-victim-bystander) phenomenon rather than a

dyadic(bully-victim) situation. Some researchers investigated the

different participant roles children may have in bullying situation for

understanding behaviors of bystander(Salmivalli et al., 1996;



- 158 -

O`Connell, Pepler, & Craig, 1999; Kim, 2003). Measurements for

bystander role were also developed based on results of observation or

interview(Salmivalli et al., 1996; Gossens, Olthof, & Dekker, 2006; Jang

& Choi, 2010). These results help us not only to understand behavior

patterns of bystander when they watch the bullying events but also

to set up bullying prevention strategies for all students involved.

Researchers have proposed prevention strategies for changing

bystander`s role. There are several strategies based on bystander roles:

(1) finding out students who are similar to defender of victim and

training and giving a role to help victims(Twemlow, Fonagy, & Sacco,

2010), (2) transforming assistants or reinforcers of bullying to helper

of victim by changing group norm and perception to school

bullying(Kim, 2003), (3) facilitating peer group to support each other

positively for preventing school bullying(Yun & Lee, 2007). These

strategies are useful and meaningful in terms of focusing on

bystander`s behavior based on results of researches. However, most

researches or programs considered only behaviors except the

psychological mechanism(Polanin, Espelage, & Pigott, 2012). Even

though the purpose of intervention is a behavioral change, it is

difficult to propose effective strategies or identify the core factors

causing change of behavior without understanding psychological

mechanism of behaviors. Especially, for developing prevention

intervention for bystanders, methods which maintain positive behavior

and reduce hostile behavior against victims can be effectively devised

by identifying the reason why they do not help the victim (Rig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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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Researchers who study school bullying pay attention to empathy as

a psychological factor enhancing prosocial acts of bystanders(Gini et

al., 2007; Lee, 2003; Lee et al., 2008; Nickkerson, Mele, & Princiotta,

2008; Oh, 2010). They were assumed that the reason why bystanders

do not help is their as low empathic ability as the bullies(Lee, 2003;

Lee et al., 2008; Oh, 2010). Lee (2003) identified the effect of empathy

on impression evaluation and preference of victim and prosocial

behavior. Lee et al. (2008) found that defender group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empathic ability than any other group. Oh

(2010) identifie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pporting behavior

to victim and empathy. Especially, emotional empathy or tendency

was related with supporting or defending victims(Caravita, DiBlasio,

& Salmivalli, 2009; Pöyhönen, & Salmivalli, 2007). Other authors

developed prevention program including method of promoting

empathy abilities(Gini et al., 2007; Nickkerson, Mele, & Princiotta,

2008).

On the other hand, other researchers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empathy and defending behavior is not strong and empathy

alone might not to be sufficient to make a child take side with the

victimized student(Crag et al., 2000; Salmivalli, Kärnä, & Poskiparta,

2010). One might expect that bystanders would often help a victim of

bullying; studies consistently find that a majority of pupils (around

60-70%) say that they do not like bullying, and feel some sympathy

for victims or would like to help (Whitney & Smith, 1993; Rig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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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7). However, peers actually helped only 25.4% of the

time(O’Connell et al., 1999). To explain this phenomenon, Juvonen

and Galván (2008) proposed two motives which prevent children from

taking side with the victim. The first is increasing one`s own social

standing by appearing more like the person in power and the second

is self-protection.

There are some researches about motive of enhancing social

standing(Ojanen et al., 2005; Sijtsema et al., 2009; Kang et al., 2002).

Bystanders who strongly want to have power are likely to assist bully

either actively or passively(Ojanen et al., 2005; Sijtsema et al., 2009;

Kang et la., 2002), but students who do not consider status or power

as an important factor avoid school bullying situation(Song, 2009). Um

and Song (2011) found that bystanders who consider status or power

as important but are not likely to get high status avoid the bullying

event, while bystanders whose motive to get high status is low but

the possibility for high position is high do not intervene the event

even though they have power to stop the bullying. Vaillancourt et al.

(2010) indicated that it is very risky to challenge a high status person

because being popula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ursuits for

children and adolescent so it is difficult for youth to help victim. In

sum, researches about social status and bystander`s behavior make us

be aware of the effects of social status or power on bystander`s

behavior, that is, by individual`s desire for power, possibility of

getting high position, or popularity.

There are also some studies about self-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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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e(McLaughlin, Arnold, & Boyd, 2005; Sabini et al., 2001;

Salmivalli, Kärnä, & Poskiparta, 2010; Zoccola et al., 2011). Salmivalli,

Kärnä, and Poskiparta (2010) addressed that the reason why

bystanders do not help is the risk of becoming victims. Sabini et al.

(2001) indicated the relation between the fear of embarrassment and

the behavior of bystanders. Zoccola et al. (2011) also identified that

avoidance tendency inhibits prosocial behaviors of bystanders.

However, in Korea, self-protection has not regarded as psychological

factor seldom even though bystanders have reported that they did not

help victim because they were afraid of being bulled.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 the effect of threatening factor, the

fear of becoming the victim, on helping behavior for victim to

provide a framework of psychological mechanism of bystander acts

focusing on self-protection motive. Also, this study proposes a new

intervention for dealing the dissonance caused by conflict between

fear and empathic distress and identify the effect of the intervention

on bystander response to school bullying.

Method

Participants

An opportunity sample of 91 ninth graders recruited from 5 middle

schools and 1 child-adolescent center. 9 participants were removed

from the data analysis because they responded to survey in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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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were bulled recently. The final sample thus comprised 82

students(51% boys, 49% girls). They obtained informed parental

consent and provided their own assent.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condition; the low-threat-for-helping condition, the

high-threat-for-helping condition, and the intervention condition.

Procedure

Subjects participated individually. Each experimenter explained the

process and the way how to control computer presenting

experimental stimulation.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ad and listen

directions and scenario describing bullying situation presented in

computer screen. Before presenting scenario, students completed

pre-test questionnaire and after reading and listening scenario they

also completed a reaction questionnaire as witnesses.

Manipulation of threat for help. Subjects in the threats conditions read

and listened a paragraph describing internal thought about

consequence of helping victim on scenario. This paragraph introduced

the threat-for-helping manipulation. In the low-threat-for-helping

condition, the paragraph not including possibility of being bulled due

to helping and comporting victim as a witness. On the other hands,

in the high-threat-for-helping, the paragraph including the possibility.

Affirmation intervention. Students in the intervention condition were

given a list of 12 values(i.e., being athletic, being good at art or

liking art, being smart or getting good grades, being creative, begin

independent, living in the moment, belonging to a social group,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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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at music or liking music, being knowledgable about a politics,

having good relationships with friends or family, being religious,

having a good sense of humor). In the intervention group, students

selected two or three of their most important values and were

instructed to "think about times when these values were important to

you" and to "do writing exercise about the reason why these values

were important to you". They were also asked to "focus on thoughts

and feelings". This process came from the study of Thomaes et al.

(2012).

Measures

Social interest scale Before reading and listening scenario, students

completed checklist about their own social interest. The checklist is

the Korean version of Social Interest Scale(Ha et al., 2004). It

contained 20 paired-characteristics including 11 features related with

social interest. Participants were instructed to select one characteristic

in pair which they wanted to be or are favor. The score of

Cronbach`s α is .72(.71 in this study).

Emotional response To assess students` emotion state, I used a

version of Kim and collegue`s(2011) Self-Assessment Manikin(SAM).

SAM assess the pleasure, arousal, and dominance associated in

response to an object or event. It illustrate nonverbal and graphic

depiction of various points along each of the three major affective

dimension. Subjects can place an 'x' over any of the seven figures in

each scale. They responded to the scale before and after pres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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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for identifying change of emotion.

Awareness of other`s pain To assess subjects` awareness of other`s

pain, I used a Kim`s(2010) version of Face Pain Scale. It contains 6

faces illustrating pain. Students were instructed to rate a victim`s

painful experience as to the degree of pain felt, using the faces scales.

Prosocial feelings To assess emotion response to scenario as a

witness, I used a list of prosocial feelings taken from the list of

Thomaes et al. (2012). Students rated "which degree" they experience

prosocial feelings(i. e., love, giving, empathic, connected, grateful) after

reading and listening scenario as a witness. Items were rated along

4-point scale and responses were summed and averaged. The score of

Cronbach`s α is .72(.71 in this study).

Behavior responses To identify behavior response of subjects as a

witness, I used Bellmore et al. (2012) questionaire and modified it.

Students were asked, "Which of the following actions would you bo

most likely to engage in if you were a witness in scenario?" and

"Which of the following actions would you bo most likely to engage

in if you witness a similar situation in real life?". Participants

responded on the dimensions: (1) not help at all, try to stay

uninvolved, (2) try to inform and authority figure, perhaps a teacher

or parents, (3) help and comfort victim, and (4) confront bully and

help victim. Each question was answered on a 5-point scale ranging

from 1(not at all likely) to 5(very lik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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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Effectiveness of the threat-of-helping Manipulation

I checked the effectiveness of the threat-of-helping manipulation by

comparing emotion state before and after presenting scenario. All

dimension of emotion score chang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leasure(t=12.906, p<.001) and dominance(t=3.485, p<.01) decreased but

the arousal(t=-6.648, p<.001) increased.

Also,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threat level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being bulled, I compared the degree of change on

emotion in the low-threat-for-helping condition with the degree of it

in the high-threat-for-helping condition. In the pleasure(F=7.032, p<.05)

and dominance(F=4.288, p<.05) dimension, the degree of change on

emotion in the high-threat-for-helping condi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than the other condition.

Possibility of being bulled when helping victim as a cost for

help

Effect of awareness of threat on prosocial feelings To identify the effect

of awareness oh threat on prosocial feelings, I compared the score of

prosocial feelings students responded in the low-threat-of-helping

condition with the score of it in the high-threat-for-helping condition.

The score in the high-threat-for-helping condition was lower than the

other condition statistical significantly(t=3.046, p<.01). Table 1 pres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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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and standard deviation each condition and the result of

comparing mean between two conditions.

Table 1. The result of t-test on prosocial feelings

Condition
Low-of-threat

(n1=27)

High-of-threat

(n2=25)

M 2.05 1.70

SD 0.46 0.37

t 3.046**

** p<.01

Effect of awareness of threat on behavior responses To identify the effect

of awareness oh threat on behavior responses, I compared the score

of each behavior response in the low-threat-for-helping condition with

the score of it in the high-threat-for-helping condition. The score of

only one bahavior(helping and comforting victim) in the

high-threat-for-helping condition was lower than the other condition

statistical significantly(t=2.892, p<.01). Table 2 present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each condition and the result of comparing mean

of helping and comporting behavior between two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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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result of t-test on helping and comforting behavior

Condition
Low-of-threat

(n1=27)

High-of-threat

(n2=25)

M 3.19 2.58

SD 0.79 0.72

t 2.892**

** p<.01

Value affirmation and bystander response

Effect of value affirmation on prosocial feelings To assess the effect of

value affirmation on prosocial feelings after subject read and listened

scenario, I compared the score of prosocial feelings in the

non-intervention condition with the score of it in the intervention

condition. The score in the intervention condition was higher than the

other condition but the difference wa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F=0.197, p>.05).

Effect of value affirmation on Behavior responses To assess the effect of

value affirmation on behavior response after subject read and listened

scenario, I compared the score of each behavior response in the

non-intervention condition with the score of it in the intervention

condition. The score of only one behavior(helping and comforting

victim)in the intervention condition was higher than the other

condition and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statistically(F=4.264, p<.05).

Because the score of social interest must be controlled, I used

ANCOVA to compare mean between two condition. Table 3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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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how the descriptive statistic result and the result of

ANCOVA on helping and comforting behavior.

Table 3. The descriptive statistic results of

helping and comporting behavior

Condition

Non-intervention

condition

(n2=25)

Intervention

condition

(n3=30)

Total

(nt=55)

Helping and

comporting

M(SD)

2.58(0.72) 3.15(0.82) 2.89(0.82)

Helping and

comporting

Corrected M(SE)

2.65(0.16) 3.09(0.14) 2.87(0.10)

Table 4. The result of ANCOVA on helping and comporting behavior

Source Sum of square df Mean Square F

Covariance

(Social Interest)
1.922 1 1.922 3.333

Condition 2.459 1 2.459 4.264*

Error 29.993 52 0.577

Total 496.000 55

Discus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consistent with, and ad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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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ce suggesting that self-protection motive inhibit the prosocial

feeling and behavior. Previous some researches about bystander has

indicated egoistic motivation to explain their behavior(Thornberg,

2007). Especially, some researchers have used the arousal: cost-reward

model to explain various response of bystander(Piliavin et al., 1981).

On the other hand, other researches provided the evidence for

altruism motivation promoting prosocial behavior(Batson, 1991).

Altruism hypothesis insists that people help others without

considering their own benefit. However, the present research identify

the effect of threatening factor, possibility of being bulled due to help

victim, on bystander`s prosocial feeling and behavior. The result

shows that egoistic motivation is more powerful on bystander`s

response when they witness bullying in peer relationship than

altruistic motivation.

In addition, the current research provides the first evidence of the

effect of value affirmation on bystander`s behavior in

high-of-threat-for-helping condition.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value

affirmation do increase prosocial behavior but not prosocial feelings.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value affirmation mitigate the effect of

threatening factor on bystander behavior. Previous studies suggested

value affirmation to improve prosocial feelings, too(Crocker et al.,

2008; Thomaes, & Bushman, 2012). However, the present study

identify the effect of value affirmation on only prosocial behavior.

This result indicates that bystanders can help victims without

prosocial feelings. The egoistic motivation is more proper to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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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ing behavior of adolescent than altruistic motivation when they

are threatened for being bulled.

The strength of this research is the new conceptual framework for

school bullying. Previous studies or policies for increasing bystander`s

helping behavior focusing on altruistic motivation especially empathy.

However, this study focuses on egoistic motive mechanism to

understand bystander behavior in school bullying and also provides

effective activity for improving bystander`s positiv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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