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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래괴롭힘의 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 효과*1)

오승은(吳承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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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생 남녀 집단에서 마음읽기와 또래괴롭힘 직접적 가해, 간접적 가해, 방어행동 간의 관계가 

냉담-무정서 특성의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6개 중학교 1-3학년 539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마음읽기는 가해 및 방어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녀 모두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직접적 가해는 많이, 방어행동은 적게 보였

으며, 여학생은 간접적 가해도 많이 보였다. 한편, 남녀 모두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 경우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직접적 가해를 더 많이 보였으나, 냉담-무정서 특성이 약할 경우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은 증가된 

방어행동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희박한 냉담-무정서 특성에 주목하고, 마음읽기와 또래괴

롭힘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를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또래괴롭힘,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 직접적 가해, 간접적 가해, 방어행동

Ⅰ. 서론

래괴롭힘(bullying)이란 힘의 불균형에 의해 한 학생이 한 명 이상의 학생들로부터 반복

이고 지속 으로 부정 인 행동을 당하는 상이다(Olweus, 1991). 청소년기에 래의 향력이 

요해지면서, 이러한 래괴롭힘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  응에 큰 향을 미친다. 특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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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건 피해자건 그로 인한 부정 인 결과가 장기 으로 지속된다는 (Baldry & Farrington, 

2005; Kumpulainen, 2008)에서 래괴롭힘에 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극  개입이 요구된다.

래괴롭힘을 포함한 공격성에 한 이  연구들은 공격 인 아동이 사회  단서 사용에 서

툴고, 타인의 의도를 으로 잘못 해석하는 등 부족한 사회인지 능력으로 인해 공격  행동

을 하게 된다고 밝  왔다(Crick & Dodge, 1994; Randall, 1997). 그러나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사회인지 능력 결함은 반응  공격자(reactive aggressor)에게서만 나타날 뿐 자신의 목  달성

을 해 공격성을 사용하는 주도  공격자(proactive aggressor)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주도

 공격자는 주로 반응생성  결정 단계에서 결함을 보인다고 밝 졌다(Sutton, Smith, & 

Swettenham, 1999a). 

래괴롭힘이 자신의 개인  목 을 해 약자를 이용하는 주도  공격성의 한 형태(Carney 

& Merrell, 2001; Griffin & Gross, 2004)임을 감안해 볼 때, 래괴롭힘을 행하는 아동들이 타인

의 마음상태를 유추하는 사회인지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을 수 있다. 결정

으로, Sutton, Smith, 그리고 Swettenham(1999b)의 연구에서 피해경험이 없는 주도  가해아들

이 타인의 믿음, 의도, 바람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마음읽기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밝 져, 그들

이 결코 사회  능력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행동이 사회인지 

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자신의 목  달성을 해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하기 때문임을 보여 다. 이는 후속연구들에서도 반복 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10; Gasser & Keller, 2008), 국내연구에서도 가해아가 피해

아보다 더 나은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혜리, 이진혜, 2006). 

이러한 마음읽기 능력은 남아의 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정 으로 측하 으나 여아의 가해

행동은 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Caravita et al., 2010), 이는 아마도 신체  폭행이나 

언어  박 같은 직  괴롭힘 외에 여아들이 주로 보이는 간  형태의 괴롭힘, 즉, 소문 퍼

뜨리기, 이간질, 사회  배제 등을 충분히 반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직  가해아가 

간  가해아보다 우울이나 외 화 증상을 더 많이 겪는 등 서로 다른 심리사회  응을 보인

다는 연구(Prinstein, Boegers, & Vernberg, 2001)에도 불구하고, 래괴롭힘 연구에서 가해행동의 

유형을 구분한 경우는 흔치 않았다. 마찬가지로 마음읽기와 래괴롭힘에 한 선행연구들도 직

, 간  가해행동을 나 어 보지 않아( , 송경희, 이승연, 2010; Caravita et al., 2010) 제한

을 가진다. 반면, Jolliffe와 Farrington(2006)의 학생 상 연구에서 인지  공감은 남아에게

서는 폭력  괴롭힘(직  괴롭힘과 유사)과, 여아에게서는 간  괴롭힘과만 련이 있었다. 

인지  공감이 상 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을 취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마음읽기

와 유사한 개념(Blair, 2005; Jolliffe & Farrington, 2006)으로 간주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마음읽기와 래괴롭힘 가해행동 간의 계를 연구하기 해서 마찬가지로 가해행동의 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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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살펴 야 할 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자들은 우수한 마음읽기 능력이 가해행동 뿐 아니라, 방어행동과도 련이 있음을 

발견하 다. 즉, 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돕는 방어자들이 가해자나 피해자보다 높은 수

의 마음읽기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Gini, 2006; Monks, Smith, & Swettenham, 

2005), 마음읽기는 남녀 모두에서 방어행동을 정 으로 측하 다(Caravita et al., 2010). 즉, 타

인의 생각과 느낌을 아는 것은 타인을 속이고 이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사회  

행동의 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는 높은 수 의 마음읽기 능력을 가진 아동이 인 계 문제, 

빈약한 친구 계  반사회  행동특징을 보이기도 하지만(Cuming & Repacholi, 1999; Dunn, 

1995), 반 로 사회  기술이 뛰어나고, 래들 간에 인기가 높고, 친사회  행동도 많이 한다

(Capage & Watson, 2001; Slaughter, Dennis, & Pritchard, 2002)는 사실로 더욱 지지된다. 이러

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마음읽기가 반사회  는 친사회  행동이라는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

도록 만드는 조 변인의 존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  정서  공감은 마음읽기 능력이 래괴롭힘 가해  방어행동과 모두 련되는 상을 

설명하기 해 연구자들이 주목해 온 표  변인이다. 많은 래괴롭힘 방  개입 로그램

들이 공감의 하 유형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일반 인 공감훈련에 을 맞추어 왔으나(이해

경, 김혜원, 2000; 양미진, 김은 , 이상희, 2008; Kaukiainen, Bjӧrkqvist, Ӧsterman, & 

Lagerspetz, 1996; Richardson, Hammock, Smith, Gardner, & Signo, 1994), 연구의 진 과 함께 

공감의 하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남이 밝 졌다. 즉,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지  

공감이 남녀 모두에서 가해행동과 정  계로 보고되기도 하고, 남학생에서만 부  계로 보

고되기도 하는 등 그 련성이 일 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타인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정서  

공감은 가해행동과는 부  계, 방어행동과는 정  계가 있음이 일 되게 밝 졌다(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09;  Espelage, Mebane, & Adams, 2004; Kaukiainen et al., 1999). 

이에 따라 정서  공감은 래괴롭힘 연구  개입에서 더욱 많은 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정서  공감은 Caravita 등(2010)의 연구에서 남학생 집단에서만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사이를 조 하 고, 남녀 모두에서 마음읽기와 가해행동 사이는 조 하지 못하 다. 정서  공

감의 매개효과에 을 맞춘 송경희, 이승연(2010)의 연구에서도 정서  공감은 남학생 집단에

서만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사이를 매개하 다. 한 마음읽기와 가해행동 간의 계에서 

남녀 모두 정서  공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음읽기와 가해

행동, 방어행동 사이에 개입하는  다른 잠재  조 변인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냉담-무정서 특성(callous-unemotional traits)은 성인의 정신병질(psychopath) 개념을 구성하

는 요소  하나로(Essau, Sasagawa, & Frick, 2006), 공감능력의 결여, 죄책감의 결여, 제한된 

정서 표 , 자신의 목  달성을 한 타인 이용 등과 같은 특징 인 정서 , 인 계  양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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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컫는다(Frick & Dickens, 2006). 사회에 한 정신병질의 폐해로 인해, 연구자들은 정신병질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조기에 식별하여 개입하고자 하 으며, 아동․청소년기의 

냉담-무정서 특성이 성인기의 정신병질  반사회  행동을 유의미하게 측함을 발견하 다

(Frick & White, 2008).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한 아동․청소년은 평균보다 높은 지능과 조망수용 

능력에도 불구하고(Anastassiou-Hadjicharalambous & Warden, 2008; Saleskin, Neumann, 

Leistico, & Zalot, 2004), 공감  심이나 도덕  추론에서의 결함(Fisher & Blair, 1998; Pardini, 

Lochman, & Frick, 2003), 낮은 정서  반응성, 타인의 부정  정서 표 에 한 인식 부족과 

같은 정서  결함을 보인다(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Loney, Frick, Clements, 

Ellis, & Kerlin, 2003; Stevens, Charman, & Blair, 2001). 한 두려움 결핍(fearlessness), 높은 

수 의 자극  보상추구 경향성을 보이며(Frick, Lilienfeld, Ellis, Loney, & Silverthorn, 1999), 

처벌에 덜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부정 인 효과에 해 신경을 덜 쓴다(Fisher 

& Blair, 1998; Frick et al., 1999; Pardini et al., 2003). 이러한 냉담-무정서 특성의 원인에 해서

는 아직 정확히 밝 진 바가 없지만, 유  요인, 낮은 코티솔(스트 스 호르몬) 수 , 높은 테

스토스테론 수 과 같은 신경학  기능상의 문제, 낮은 불안 수 과 같은 기질 /성격  요인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Larsson, Andershed, & Lichtenstein, 2006; Loney, Butler, Lima, Counts, 

Eckel, 2006; Young, Fox, Zahn-Waxler, 1999). 

많은 연구들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은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과 공격성, 반사회  행동과 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rick & Dickens, 2006). 그럼에도 이러한 냉담-무정서 특성이 청소년 수

용시설에 수감된 표본뿐 아니라(Caputo, Frick, & Brodsky, 1999; Silverthorn, Frick, & 

Reynolds, 2001) 일반 청소년 표본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Essau et al., 

2006; Frick, Bodin, & Barry, 2000). 실제로 일반 ․고등학생을 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Fanti, Frick, 그리고 Georgiou(2009)의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은 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정

으로 측하 고, 피해는 부 으로 측하 다. 한 일반 학생 상의 다른 연구(Viding, 

Simmonds, Petrides, & Frederickson, 2009)에서도 냉담-무정서 특성은 간  가해는 측하지 

못하 으나, 직  가해는 정 으로, 친사회  행동은 부 으로 측하 다. 냉담-무정서 특성

이 래괴롭힘을 포함한 여러 반사회  행동들과 련되며(Frick et al., 2000), 친사회  행동과

는 부  련성을 갖는다(Viding et al., 2009)는 연구결과들은 냉담-무정서 특성이 래괴롭힘 

가해행동과는 정  련성, 방어행동과는 부  련성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냉담-무정서 특성을 통제하자 인지 , 정서  공감이 11, 12세 일반 학생들의 직 /간

인 래괴롭힘 가해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 다는 Muñoz, Qualter, 그리고 

Padgett(2011)의 연구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래괴롭힘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공감능력 이상으로 

유의한 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러나 일반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냉담-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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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래괴롭힘 상과 어떤 련성을 가지는지, 과연 공감능력, 특히 정서  공감처럼 조

변인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연구는 국내외 으로 많지 않다. 

한편 냉담-무정서 특성이 다양한 정서  결함(Blair et al., 2001; Loney et al., 2003; Stevens 

et al., 2001)과 련되는 반면, 평균 이상의 높은 지능과 조망수용 능력처럼 인지  능력에는 문

제가 없다(Anastassiou-Hadjicharalambous & Warden, 2008; Salekin et al., 2004)는 사실은 냉담

-무정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정서  공감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마음읽기 능력은 떨어지지 않

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실제로 정신병질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마음읽기 능력에는 결함

을 보이지 않으나 손상된 정서  공감능력을 보인다는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Blair, 2005). 

따라서 냉담-무정서 특성과 마음읽기 능력의 련성을 가정해 볼 수 있으며, 냉담-무정서 특

성이 래괴롭힘 가해  방어행동과 서로 상반되게 련되어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냉담-무정

서 특성이 마음읽기와 가해행동 는 방어행동 간의 계에서 조 효과를 가질 가능성 역시 생

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강한 냉담-무정서 특성은 마음읽기 능력과 가해행동 간의 련성을 

높일 것이고, 약한 냉담-무정서 특성은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의 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래괴롭힘 가해행동과 방어행동,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된다. 보통 가해행동이 남아에게서 더 흔한 것으로 보고되지만(Khoury-Kassabri, 

Benbenishty, Astor, & Zeira, 2004; Whitney & Smith, 1993) 간  가해를 따로 고려했을 시에

는 여학생의 간  가해가 남학생의 직  가해 못지않게 높다는 연구도 있다(Crick & 

Grotpeter, 1995; Olweus, 1994). 마음읽기 능력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양혜

 외, 2008),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Viding et al., 2009). 

이상에서, 본 연구의 목 은 마음읽기 능력과 래괴롭힘 가해행동, 방어행동의 계에서 냉

담-무정서 특성이 조 효과를 갖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가해행동의 유형을 직  가

해와 간  가해로 구분하여 여아의 공격성을 보다 잘 반 하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며, 성별

에 따라 측정변인들 간의 계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Ⅱ.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를 해 서울과 경기도에 치한 6개 학교 1-3학년(M=13.74세, SD=.70)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학생을 연구 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래괴롭힘이 청소년기 기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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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며(Nickerson, Mele, & Princiotta, 2008), 마음읽기 능력과 래괴롭힘(Caravita et al., 

2009), 마음읽기 능력과 냉담-무정서 특성(Dadd et al., 2009)간 련성이 청소년기 기에 확실

해지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후반부로 갈수록 피로에 의한 불성실한 응답이 늘어나므로, 마음읽기 과제를 제외

한 나머지 척도들의 순서를 달리하여 A, B 두 가지 유형으로 제작하 다. 마음읽기 과제의 경우, 

각 에피소드의 내용을 녹음한 CD, 에피소드의 이해를 돕기 한 그림과 함께 제시하 으며, 

체 설문 소요시간은 약 20-25분이었다. 배부된 총 600개의 설문지  불성실하게 응답하 거나, 

일부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6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남자 183명(33.4%), 여자 356명(65.0%), 

총 539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2. 측정도구

1) 래괴롭힘 가해, 피해, 방어행동

래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을 평가하기 해 최은숙(1999)의 래괴롭힘 척도, 이춘아

(2001)의 래 공격성 척도를 참고하여 김미경(2006)이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신

체  폭행이나 언어  박을 포함한 직  가해(10), 친구 계 철수  사회 계 배제와 같은 

간  가해(8), 직  피해(10), 간  피해(8)의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likert 

척도(1 :  그 지 않다-5 : 항상 그 다)이다. 수가 높을수록 래괴롭힘 가해  피해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피해경험을 함께 측정한 것은,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의 높은 련성으

로 인해(송경희, 이승연, 2010; Fanti et al., 2009) 피해경험을 통제한 순수한 가해를 측정하기 

함이었다.

래괴롭힘 방어행동은 Salmivalli와 동료들(1996)이 고안한 참여자 역할 질문지를 바탕으로 

서미정(2008)이 구성한 32문항의 척도  방어행동 6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5  likert 척도

(1 :  그 지 않다-5 : 항상 그 다)이며, 수가 높을수록 방어행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등학교 5, 6학년을 상으로 한 김미경(2006)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Cronbach's )는 직

 가해 .80, 간  가해 .83, 직  피해 .75, 간  피해 .80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1, .82, .84, .91로 나타났다. 방어행동 척도의 경우, 학교 1, 2학년을 상으로 한 송경희, 

이승연(2010)의 연구에서 .89의 내 합치도를 보 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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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음읽기 능력

마음읽기 능력을 측정하기 해서 최 옥(2007)이 사용한 반구조화 형식의 마음이론 과제  

2차 순  틀린 믿음 과제 1가지, 모호한 상황 과제 1가지, 말의 숨은 의미 악 과제 2가지, 헛디

딤(faus pax) 과제 2가지로 축소 구성한 송경희, 이승연(2010)의 도구를 사용하 다. 각각의 과제

에 해서 에피소드가 주어지고, 에피소드별로 2-6개 정도의 주 식 문항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

다. 각 문항에 해서 선행연구들(김아름, 2009; 송경희, 이승연, 2010; 최 옥, 2007)의 채  체계

에 따라 0-2 의 수를 부여하 다. 일반 으로 아동이 주인공의 마음상태를 이해하고 답한 경

우 수가 주어졌으며, 그 지 않고 보이는 사실 그 로를 언 하거나 맥락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을 한 경우 수를 얻지 못하 다. 수가 높을수록 마음읽기 능력이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와 미리 훈련받은 발달심리 공 석사생 한 명이 채 하여 평정자간 일치도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 다. 본 연구에서 평정자간 일치도는 .99로 나타났으

며, 평정자간 채 이 일치하지 않는 문항에 해서는 두 명의 평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값을 

사용하 다.

3) 냉담-무정서 특성

Frick(2003)이 개발한 냉담-무정서 척도(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를 이

 역번역하여 번안한 뒤 사용하 다. 본 척도는 냉담(Callous) 11문항, 무 심(Uncaring) 8문항, 

무정서(Unemotional) 5문항의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가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요인구조를 타당하게 반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해 직교회 에 의한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 선행연구들(Essau et al., 2006; Fanti, et al., 2009)과 동일한 

요인구조를 발견할 수 있었다. 0 (  그 지 않다)에서 3 (매우 그 다)에 이르는 4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수가 높을수록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함을 의미한다.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일반 청소년 군을 상으로 한 Essau 등(2006)의 연구에서 내 합치

도(Cronbach's )는 .77이었다. 본 연구에서 10번 문항(“나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통제하도록 

두지 않는다.”)이 체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10번 문항을 제외하

으며, 그 결과 내 합치도는 .72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를 해 2011년 4월 한 달 동안 수집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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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를 악하기 해 내 합치도를 산출하 으며, 기술통

계, t검증, Fisher's Z test, 상 분석,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 

1.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차이검증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 편차, t검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다. 그 결과, 냉담

-무정서 특성(t=4.41, p<.000), 직  가해(t=4.03, p<.000), 피해경험(t=3.83, p<.000)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t=-4.81, p<.000)은 남학생

보다 우수하 으며, 간  가해(t=-2.17, p<.05) 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어행동의 경우 성차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남녀별 평균  성차검증

변인
남(N=183)

M(SD)
여(N=356)

M(SD)
t(df) p

마음읽기 17.30(3.40) 18.82(3.54) -4.81(539) .000

냉담-무정서 특성 50.00(6.39) 47.38(6.62) 4.41(539) .000

직접적 가해 17.96(5.10) 16.17(4.77) 4.03(539) .000

간접적 가해 12.76(4.29) 13.64(4.58) -2.17(539) .030

피해경험 25.01(8.88) 22.24(5.85) 3.83(265.43) .000

방어행동 12.07(4.85) 11.47(4.90) 1.33(539) .183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상 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남녀에서 상 의 체 인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남녀 모두,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남: r=-.17, p<.05; 여: 

r=-.22, p<.01)은 경미하지만 부  상 을 보 으며, 냉담-무정서 특성과 직  가해(남: r=.45, 

p<.01; 여: r=.32, p<.01), 간  가해(남: r=.39, p<.01; 여: r=.30, p<.01), 피해경험(남: r=.30, p<.01; 

여: r=.17, p<.01)은 정  상 , 방어행동(남: r=-.16, p<.05; 여: r=-.31, p<.01)은 부  상 을 보

다. 한 직  가해와 간  가해(남: r=.59, p<.01; 여: r=.60, p<.01), 피해경험(남: r=.30, p<.01; 

여: r=.33, p<.01)간 정  상 , 간  가해와 피해경험(남: r=.39, p<.01; 여: r=.32, p<.01)간 정  

상 이 나타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할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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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변인들의 남녀별 상 분석

1 2 3 4 5 6

1. 마음읽기 
남 1

여 1

2. 냉담-무정서 특성
남 -.17* 1

여 -.22** 1

3. 직접적 가해 
남 .09 .45** 1

여 .05 .32** 1

4. 간접적 가해
남 .05 .39** .59** 1

여 .03 .30** .60** 1

5. 피해경험
남 .00 .24** .30** .39** 1

여 -.04 .17** .33** .32** 1

6. 방어행동
남 .04 -.16* -.03 -.11 .09 1

여 .13* -.31** -.10 -.13* .10 1

*p < .05, **p < .01

한편 몇몇 변인에 있어서는 상 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 이 나타나지 않았던 남학생

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마음읽기와 방어행동(r=.13, p<.05), 간  가해와 방어행동(r=-.13, 

p<.05)간에 경미하지만 유의한 상 이 나타났다. 한 Fisher's Z검증 결과, 냉담-무정서 특성과 

방어행동 간 부  련성은 여학생 집단에서 유의하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Z=1.74, p<.05). 

3. 마음읽기와 직접적 가해, 간접적 가해, 방어행동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1) 직  가해에 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계  회귀분석

마음읽기와 직  가해의 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해, Aiken과 

West(1991)의 차에 따라 남녀별로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3). 순수하게 직  가해

를 측하기 해, 먼  피해경험과 간  가해를 통계 으로 통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 다. 

즉, 1단계에 통제변인인 피해경험과 간  가해, 2단계에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 3단계

에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다. 측변인들과 상호작용항 간의 가

능한 다 공선성을 이기 해 모든 변인은 표 수(Z-score)로 변환하여 투입하 다(Aiken 

& West, 1991). 표 수를 사용하 지만,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구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

하기 해서는 마찬가지로 비표 화 계수(B)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표 화 계수(β)를 사용하게 

될 경우, 상호작용항은 측변인 각각을 표 화 한 값의 곱이 아니라 그 표 화 수들의 곱을 

다시 표 화한 값이 되어 단순회귀선을 구할 때 계산의 어려움이 생기고 해석이 모호해지기 때

문이다(Friedrich, 1982, Aiken & West, 19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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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경우, 피해경험과 간  가해를 통제했을 때, 마음읽기는 직  가해를 측하지 

못하 으며,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직  가해는 증가하 다(β=.28, p<.001). 마음읽기

와 냉담-무정서 특성 간의 상호작용(B=.35, p<.05) 역시 유의하 으며, 이는 체 설명량 44.3% 

[F(1,177)=26.42, p<.001]  약 2%를 추가로 설명하 다. 

<표 3> 직  가해에 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계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직접적 가해

B β R2 △R2

남

1
피해경험 .43 .09

.36 .36***

간접적 가해 2.85 .56***

2
마음읽기 .62 .07

.42 .06*

냉담-무정서 특성 1.42 .28***

3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35 .07* .44 .02*

여

1
피해경험 .74 .15***

.39 .39**

간접적 가해 2.65 .56***

2
마음읽기 .37 .08

.41 .02***

냉담-무정서 특성 .78 .16***

3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27 .07* .43 .02*

*p < .05, **p < .01, ***p < .001

여학생의 경우에도 마음읽기는 직  가해를 측하지 못하 으며,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

할수록 직  가해는 증가하 다(β=.16, p<.001).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상호작용

(B=.27, p<.05)도 유의하 으며, 체 설명량 42.8%[F(1,350)=49.84, p<.001]  약 2%를 추가 설명

하 다.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구체 인 상호작용 형태를 살펴보기 해 냉담-무

정서 특성의 고 에 따라 단순회귀선을 구하 다(그림 1 참조). 그 결과, 냉담-무정서 특성이 높

을 때 기울기는 B=.99(t=2.27, p<.05)로 유의하 으나, 냉담-무정서 특성이 낮을 때에는 유의하지 

않았다(B=.29, n.s).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높을 때에만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직  가

해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냉담-무정서 특성이 높을 때(B=.68, t=2.46, 

p<.05)에만 마음읽기가 직  가해를 정 으로 측하 으며, 낮을 때(B=.14, n.s)에는 마음읽기

와 직  가해의 계가 유의하지 않았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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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학생의 마음읽기, 직  가해의     

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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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학생의 마음읽기, 직  가해의 

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 효과  

2) 간  가해에 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계  회귀분석

마음읽기와 간  가해의 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 효과를 알아보기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4). 분석 방법은 동일하나, 이번에는 피해경험과 직  가해가 통제

변인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피해경험과 직  가해를 통제했을 때,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

성 모두 간  가해를 측하지 못하 으며,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상호작용 역시 유

의하지 않았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마음읽기는 간  가해를 측하지 못하 으나, 남학생과는 달리 냉담-

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간  가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 p<.05).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3) 방어행동에 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계  회귀분석

방어행동의 경우 상 분석에서 직 , 간  가해, 피해경험 모두와 련성이 없거나 그 정

도가 매우 경미하여, 통제변인 투입 없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표 5). 남녀 모두, 마음

읽기는 방어행동을 측하지 못하 으며, 냉담-무정서 특성이 약할수록 방어행동이 증가하 다

(남: β=-.16, p<.05, 여:β=-.31, p<.001).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마음읽기와 냉담-무정서 

특성 간의 상호작용(B=-.57, p<.01)이 유의하 으며 체 설명량 12% [F(1,352)=15.97, p<.001]  

약 2%를 추가로 설명하 다. 

상호작용의 형태를 구체 으로 살펴본 결과(그림 3 참조), 여학생의 냉담-무정서 특성이 낮을 

때(B=.94, t=2.73, p<.01)에만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방어행동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냉담-

무정서 특성이 높을 때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의 계는 유의하지 않았다(B=-.20,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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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간  가해에 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계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간접적 가해

B β R2 △R2

남

1
피해경험 .99 .23***

.40 .40*

직접적 가해 2.24 .52***

2
마음읽기 .12 .03

.41 .01
냉담-무정서 특성 .09 .13

3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49 -.11 .42 .01

여

1
피해경험 .59 .13***

.38 .38***

직접적 가해 2.58 .56***

2
마음읽기 .01 .00

.39 .01*

냉담-무정서 특성 .51 .11*

3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09 .02 .39 .00

*p < .05, **p < .01, ***p < .001

<표 5> 방어행동에 한 마음읽기, 냉담-무정서 특성의 계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방어행동

B β R2 △R2

남

1
마음읽기 .03 .01

.03 .03*

냉담-무정서 특성 -.79 -.16*

2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01 .00 .03 .00

여

1
마음읽기 .37 .08

.10 .10***

냉담-무정서 특성 -1.52 -.31***

2 마음읽기 x 냉담-무정서 특성 -.57 -.14** .12 .02**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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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여학생의 마음읽기, 방어행동의 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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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래괴롭힘이 가장 빈번한 시기인 학생을 상으로 마음읽기 능력이 가해행동

과 방어행동이라는 상반된 결과와 련되는 상을 설명하기 해, 냉담-무정서 특성을 조 변인

으로 설정하여 그 역할을 남녀별로 살펴보았다. 한 여학생의 래괴롭힘 가해행동이 지닌 특성

을 충분히 반 하고자 가해행동을 직  가해와 간  가해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학생이, 마음읽기 능력은 여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을 포함하여 정신병질이 남학생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나며(Essau et al., 2006; 

Muñoz et al., 2011; Viding et al., 2009),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이 우수하다는 선행연구(송경

희, 이승연, 2010; 양혜  외, 2008) 결과와 일치한다. 냉담-무정서 특성은 생물학 , 신경학  원

인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생물학  차이가 냉담-무정서 특성의 성차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Loney et al., 2006). 한편, 여자에게 타인에 한 이해나 배려를 강조하는 사회문화  향

은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은 남학생이, 

간  가해행동은 여학생이 유의하게 더 많이 보고하 으며, 역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송경희, 이승연, 2010; Crick & Grotpeter, 1995). 여자의 경우 신체  공격성보다는 간 인 

계  공격성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Prinstein et al., 2001). 

그러나 상 분석 결과, 직  가해, 간  가해, 피해경험 간에 서로 정 인 상 이 보고되

어 한 유형의 가해행동 시 다른 유형의 가해행동도 할 가능성이 크며(Crick & Grotpeter, 1995; 

Kaukiainen et al., 1999) 가해와 피해를 복하여 경험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다(Gasser 

& Keller, 2008). 한편, 여학생의 간  가해와 방어행동 간에 매우 경미한 부  상 을 제외하

고는, 가해행동과 방어행동 간에는 련성이 없었다. 가해행동과 방어행동 간 부  상 은 송경

희, 이승연(2010) 연구에서도 여학생 집단에서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경우 가해행동을 한다고 

해서 방어행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마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에는 여학생의 경우에만 경미한 정  상 이 있었는데, 이는 마

음읽기와 방어행동 간 정  상 을 보고한 연구들(Caravita, et al., 2010; Gini, 2006)을 통해 부분

으로 지지되는 바이다. 한편, 선행연구들(Frick et al., 2000; Muñoz et al., 2011; Viding et al., 

2009)과 유사하게,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녀 모두 직 , 간  가해와 정  상 , 방어행동과

는 부  상 을 보 다. 냉담-무정서 특성과 방어행동과의 부  계는 여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더 컸으며. 방어행동을 증가시키기 해 냉담-무정서 특성에 을 맞추는 략은 여학생에게 

더 효과 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냉담-무정서 특성과 마음읽기 능력 간에 부  상 이 나타났으며, 이는 Muñoz 등(2011)의 

연구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이 마음읽기와 유사한 개념인 인지  공감과 부  련성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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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다. 그러나 Anastassiou-Hadjicharalambous와 Warden(2008)은 일반 집단과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한 품행장애 집단의 마음읽기 능력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을 보고하 고, 냉담-무정

서 특성과 마음읽기 능력 간의 상 을 직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어 재검증이 필요하다.

마음읽기와 래괴롭힘 행동 간에 냉담-무정서 특성이 조 효과를 가지는지에 해 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  마음읽기는 성별에 상 없이 직  가해, 간  가해, 방어행동

을 모두 측하지 못하 다. 이는 마음읽기 자체로는 가해자와 방어자를 구별할 수 없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Gasser & Keller, 2008; Gini, 2006). 그러나 이는 9-11세 아동들의 경우 마음읽

기가 남녀 모두의 방어행동, 남학생의 가해행동을 직 으로 측했던 Caravita 등(2010)의 연

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연령이 13.74세 던 것을 고려하면, 아

마도 더 어린 연령에서는 마음읽기 자체가 가해행동과 방어행동을 측할지 몰라도 청소년기가 

되면 래괴롭힘 행동에 있어 마음읽기보다 다른 요인들이 더 요해 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가해행동을 직  가해, 간  가해로 나 고 있지 않아 

마음읽기 능력이 남녀 청소년의 직 , 간  가해 모두를 직 으로 측하지 못한 본 연구

의 결과에 해서는 추후 재검증이 필요하다. 

한 남녀 모두에서 냉담-무정서 특성은 직  가해행동을 정 으로, 방어행동은 부 으로 

측하 다.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직  형태의 래괴롭힘에 주로 가담하며, 친

사회  행동은 덜 보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Fanti et al., 2009; Muñoz et al., 2011; 

Viding et al., 2009). 여학생의 경우에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수록 간  가해도 많이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의 냉담-무정서 특성은 그들의 주된 공격성 양식인 간  가해

(Crick & Grotpeter, 2005; Olweus, 1994)를 통해 표출되는 경향성을 보 다. 한편, 냉담-무정서 

특성과 직  가해행동의 계는 남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남: β=.28 vs. 여: β

=.16), 냉담-무정서 특성과 방어행동의 계는 여학생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남: β=-.16 vs. 

여: β=-.31).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의 감소에 을 맞춘 개입 략이 남학생의 직  가해행

동을 이는데 상 으로 더 효과 이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방어행동을 늘리는데 보다 성

공 일 수 있음을 보여 다.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 효과는 남녀 모두 마음읽기와 직  가해 사이에서 유의하 다. 즉,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할 때에만,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직  가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타인의 의도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도, 이를 타인의 정서와 연결 지어 

생각지 못하고 타인의 정서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마음읽기 능력을 자신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공격 이거나 반사회 인 행동에 악용할 수 있

음을 보여 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에도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 효과가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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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여학생들은 냉담-무정서 특성이 약할 때에만, 마음읽기 능력이 좋을수록 방어행동을 더 

많이 했다. 냉담-무정서 특성이 강하다면 마음읽기 능력은 방어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앞

서 언 했듯이 더 많은 가해행동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냉담-무정서 특성은 특히 여학생의 경우

에 마음읽기가 반사회  는 친사회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

었다. 

정서  공감이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 계를 조 했던 선행연구(Caravita et al., 

2010)와는 달리,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의 계를 조 하지 않았

다. 이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단순히 정서  공감능력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Muñoz et 

al., 2011)을 명확히 보여 다. 이는 선행연구(Caravita et al., 2009)에서 정서  공감이 여학생의 

방어행동을  측하지 못하 으나, 냉담-무정서 특성은 여학생 집단에서 마음읽기와 방어행

동 간 계를 조 하 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반 으로 남학생보다 정서  

공감능력이 우수한 여학생의 경우 정서  공감이 래괴롭힘과 같은 사회  행동을 잘 설명하

지 못하는 반면, 남학생에 비해 낮은 수 인 냉담-무정서 특성은 래괴롭힘 행동에서의 개인차

를 더 잘 설명한다는 것 한 시사한다.  

한편, 여학생보다 래압력을 더 크게 느끼는 남학생의 경우(Padilla-Waker & Carlo, 2007; 

Sim & Koh, 2003) 방어행동이 래의 규 이나 래에 의한 수용 여부에 의해 더 많이 향 

받을 수 있다. Caravita 등(2010)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 정  계는 정

서  공감 뿐 아니라, 래로부터의 선호도에 의해 조 되었다. 김은아, 이승연(2011)의 연구에

서는 일반  공감능력이 높아도 학 규 이 래괴롭힘에 해 정 이라면 남자 학생은 방

어행동을 덜 보 다. 래로부터의 선호도나 래 기 , 학 규 (Salmivalli & Voeten, 2004; 

Rigby & Johnson, 2006) 같은 환경  변인이 정서  공감이나 냉담-무정서 특성 등 개인내  

변인보다 남학생의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의 계를 더 잘 설명할 가능성에 해 살펴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 청소년의 래괴롭힘 방  개입과 련하여 냉담-무정서 특성에 

을 맞출 필요성을 시사한다. 냉담-무정서 특성이 래괴롭힘 뿐 아니라 훨씬 심각한 반사회  

행동과 련되며 성인기 후가 좋지 않다는 (Frick & Dickens, 2006)을 고려해볼 때 냉담-무정

서 특성에 한 조기 식별  개입은 매우 요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근은 필수 이다.

남학생에 있어서는 냉담-무정서 특성이 약한 것이 그 자체로 방어행동을 늘리기는 하지만, 마

음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의 계를 조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서  공감이 높을 경우 마음

읽기 능력과 방어행동 간 정  련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에 비추어(Caravita et al., 2010), 남학

생의 경우 정서  공감 훈련에 집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학생의 마음읽기 

능력이 직  가해의 감소와 방어행동 증가로 이어지기 해서는 정서  공감을 늘리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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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것 신, 오히려 냉담-무정서 특성을 구성하는 다른 측면들, 즉, 죄책감 결핍이나 제한

된 정서 표 ,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한 심의 부족, 자신의 목  달성을 해 타인을 이용하

는 것 등에 을 맞추는 것이 더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냉담-무정서 특성은 기질  특성이긴 하지만 온정 인 양육과 바람직한 훈육, 따뜻한 부모-자

녀 계를 통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Frick, Kimonis, Dandreaux, & Farell, 2003; Pardini, 

Lochman, & Powell, 2007)가 있으므로, 효과  개입을 해서는 아동·청소년이 지지 이며 온

정 인 양육과 타인에 의해 수용되는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가 함께 노력해

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처벌에 반응하지 않는 냉담-무정서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행동에 한 

처벌 신 친사회  방어행동에 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 정  행동

지원(positive behavior support)’ 체계를 학교장면에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에서 래괴롭힘

의 방과 개입에 매우 효과 일 것이다(Osher, Bear, Sprague, & Doyle, 2010). 정  행동지

원체계는 래집단이나 학 의 규 을 래괴롭힘에 반 하고 방어행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변

화시키기 해서도 필수 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연구가 희박한 냉담-무정서 특성에 주목하 으며, 마음읽기 능력이 가해

행동과 방어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냉담-무정서 특성의 조 효과를 밝 냈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여학생의 반사회 , 친사회  행동에 있어 냉담-무정서 특성이 결정 인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밝 냄으로써 여학생의 마음읽기와 래괴롭힘 간의 계에 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래괴롭힘 가해행동에 하여 직  가해와 간  가해로 세분하여 

살펴 으로써, 남학생과는 달리 냉담-무정서 특성이 여학생의 간  가해행동에만 측력을 가

진다는 을 밝 내었다. 냉담-무정서 특성은 남학생들의 간  가해를 설명하지는 못하 는

데, 이는 래괴롭힘 가해행동의 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별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도구만을 사용하 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냉담-무정서 특성이

나 가해, 방어행동과 같은 변인들은 자기보고 시 사회  바람직성이 반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에 후속 연구에서는 래보고나 교사보고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샘  수집과정에서 남학생 비 이 매우 낮았으며 학교장면의 일반군

만을 연구 상으로 했다는 에서 제한 을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성비를 보다 유사하

게 구성하여 성차를 재검증해야 할 것이며, 래괴롭힘 행동이나 냉담-무정서 특성이 더 흔하게 

찰될 수 있는 보호 찰 청소년, 임상군 청소년을 상으로 한 반복연구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이 방어행동에 한 설명량이 크지 않았다는 것과, 마음읽기 능력

과 남녀 학생의 간  가해, 남학생의 방어행동 간 계를 조 하는 다른 변인의 가능성을 고려

하여, 다양한 심리사회  변인의 역할에 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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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 between Theory of Mind and Bullying /

Defend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Moderation effect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Oh, SeungEun*1)2)

Lee, Seung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callous-unemotional(CU) traits moderate 

the relations between theory of mind(ToM) and direct/indirect bullying or defending behaviors. 

For this research, the self-report data of 539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analyzed. Results indicate that regardless of gender, ToM predicted neither bullying nor 

defending. However, CU traits predicted direct bullying positively and defending behaviors 

negatively. Only among girls, CU traits also positively predicted indirect bullying. Above all, 

CU traits moderated the relations between ToM and direct bullying among both boys and 

girls, and between ToM and defending behaviors among girls. ToM led to more direct bullying 

only in the high level of CU traits. In addition, girls' ToM led to more defending behaviors 

only when their CU traits were weak. The implication of the findings and the suggestions 

for intervention were discussed.

Key words: bullying, theory of mind, callous-unemotional traits, direct bullying, indirect 

bullying, defend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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