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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괴롭힘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를 목격

하는 주변인들의 행동이 괴롭힘을 강화시키거나,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Voeten, &

Poskiparta, 2011). 괴롭힘은 그 집단적인 특성으로 인해(Salmivalli,

2010) 주로 이를 목격하는 주변인들이 존재할 때 발생하기 떄문이

다(Atlas & Pepler, 1998). 주변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크게 가해

자의 편을 들며 추종하거나, 피해자를 방어하거나, 수동적으로 방관

하는 역할행동을 선택하게 된다(Salmivalli et al., 1996). 그런데 대

부분의 청소년들이 괴롭힘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이며

부정적으로 인식함에도 불구하고(Boulton, Trueman, &

Flemington, 2002; Rigby & Johnson, 2006; Salmivalli & Voeten,

2004), 약 24~26%는 오히려 괴롭힘 가해자의 편을 들며 추종하고,

약 24~32%는 수동적으로 방관하며, 약 17~19%만이 피해자를 방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O'Connell, Pepler, & Craig, 1999; Pouwels,

Lansu, & Cillessen, 2016; Salmivalli, 1999; Salmivalli et al., 1996).

나머지는 대부분 괴롭힘 가해자(약 8~9%)이거나 피해자(6~12%)라

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주변인은 오히려 괴롭힘을 강화시켜

준다. 괴롭힘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 주변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

는 것이다. 즉, 주변인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더 많이 방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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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해자를 추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Salmivalli, Kärnä, & Poskiparta, 2010; Salmivalli, Voeten, &

Poskiparta, 2011), 이러한 주변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피해자를 방어하기보다 가해자를 추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

관하게 되는 원인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이러한 원인의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통

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환경적 원인으로서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의 인기를 실험적으

로 조작하여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영

향을 완충해줄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주변인의 사회적 성

취목표지향성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괴롭힘 상황에서 환경적 원인으로서 가해자의 인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주변인들의 개입의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괴롭힘

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개입의도

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방향성을 시사해줄 수 있기 때

문에 중요하다. 괴롭힘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Boulton, Trueman, & Flemington, 2002; Rigby & Johnson, 2006;

Salmivalli & Voeten, 2004) 이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동을

저해하는 환경적 원인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괴롭

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고유

한 특성이기 보다는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 Voeten, 2004), 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적 원인으로서 많은 괴롭힘 가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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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집단 내 위계질서 상에서 누리고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 즉

인기(Bukowski, 2011)가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방어하는 것을 저해

하고, 가해자를 추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것을 조장할 것이

라고 제시되어 왔다(e.g., Dijkstra, Cillessen, & Borch, 2013;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청소년들은 인기와 연

관되어 있는 행동이나 태도, 가치, 규준 등에 동기화되며 높은 인기

를 누리는 괴롭힘 가해자에 편승함으로써 인기를 획득하려 하기 때

문이다(Dijkstra et al., 2013;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그러나 실제로 환경적 원인으로서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주변인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

행 연구는 부족하며, 주로 가해자 추종, 소극적 방관, 피해자 방어

를 보이는 각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가해자의 인기라는 환경적 원인과 주변인의 사회적 성취목표

지향성이라는 개인 내적 변인의 상호작용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괴롭힘 현상에 대한 다차원적 이해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개입의

도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시사하기 때

문에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처치를

통해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이 인기 있는 가해자를 추종하거

나 소극적으로 방관하게 되는 영향을 완충해주고, 피해자 방어를

촉진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실천적으로 주변인들의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원인으로서 괴롭힘 가해자의 인

기에 대한 직접적인 처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체 또래집단의

규준(peer group norm)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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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livalli, 2010), 개인적 특성으로서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에 대

한 처치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괴롭힘 가해자의 높은 인기라는 환경적 원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 주변인들과는 다르게, 가해자를 추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하

지 않고 피해자를 방어 하는 일부 주변인들은(Atlas & Pepler,

1998; Hawkins, Pepler, & Craig, 2001; O'Connell, Pepler, &

Craig, 1999; 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 Voeten, 2004).

가해자의 인기라는 환경적 원인의 영향에 덜 민감한 완충요인을 가

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또래의 영향(peer

influence)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신이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적으

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지향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인기 있는

또래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제안해 왔다(e.g.,

Bukowski et al., 2008; Dijkstra et al., 2013;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즉 환경적 원인인 가해자의 인기가 주변인

들에게 가해자 추종, 소극적 방관을 조장하고 적극적 방어를 저해

하는 이유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의 인기에 편승하려 한다는 것인데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인기에 편승하는 것

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또래들에게 입증하는 것 중요시하는 사

회적 입증목표를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환경적

원인인 가해자의 인기의 영향을 더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기에 편승보다는 친구와의 개인적인 친분과 연대감 그리고 사회

적 숙달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계발목표를 가진 청소년은 이 환경적

원인인 가해자의 인기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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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조작한 가해자의 인기와 주변인의 사

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상호작용하여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에 있어서 주변인들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보인다. 공감능력은 각 주변인 역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중 하나로서, 주변인들의 개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변수 중 하나이다(안효영,

진영은, 2014; 오인수, 2010; Gini, Albiero, Benelli, & Altoe, 2008;

Kärnä et al., 2011). 또한 괴롭힘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개입의도 자

기보고에 있어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문영, 이동형. 2015) 이 역시 통제하고자 하였다. 가해자의 인기

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개입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이 두 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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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및 연구의 틀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목적은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피해

자 방어 보다는 소극적 방관, 가해자 추종을 선택하게 되는 환경적

원인과 이 원인의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의 효과

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괴롭힘 가해자의 또래집단 내 강력

한 사회적 지위, 즉 인기를 그 예상 원인으로 설정하고 인기의 수

준을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주변인의 개입의도(i.e., 피해자 방어, 소

극적 방관, 가해자 추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영향과 상호작용하는 요인으로 주변인의 사회적 성취목표지

향성(i.e., 사회적 입증접근, 입증회피, 계발목표)의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이 때, 통제변인으로 사회적 바람직성과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문제를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주변

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가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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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들의 행동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의 상호작용

에 따라 그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가장 적합한 행동을 선택한다는

이론적 틀(Ladd, 2003; Swearer & Espelage, 2004)을 적용하여 연

구의 틀을 설정해보면 [그림 1]과 같다. 즉, 괴롭힘을 목격하는 상

황 속에서 가해자의 인기를 그 환경적 요인으로, 주변인의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을 개인 내적요인으로 설정하고 이 둘이 상호작용하

여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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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용어의 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용어에 대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괴롭힘 목격상황

괴롭힘 목격상황은 연구 참여자의 학급 내 익명의 동성급우가 자

신보다 약한 익명의 동성급우를 괴롭히고 있는 시나리오를 읽고 상

상한 상황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 때 괴롭힘의 핵심 요

소라고 할 수 있는 힘의 불균형의 요소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Olweus, 2007). 이를 통해 단순히 동일한 힘을 가진 두 명의 학생

이 싸우는 경우와 구분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괴롭힘 가, 피해자와

이를 목격하는 상황을 상상하는 연구 참여자의 성별이 그들이 선택

할 개입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통제해주었다(Felix

& Green, 2010). 이와 같은 시나리오 상황을 통한 설문연구의 타당

성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헌들에서 경험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e.g., Chung & Asher, 1996; LaFontana & Cillessen,

2010; Rose & Asher, 1999).

나. 가해자의 인기

먼저 인기는 또래집단의 위계질서 상에서 개인이 누리는 사회적인

지위로서 또래집단에서의 상대적인 영향력, 힘과 위신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의 인기는 괴롭힘 목격상황의 시나리오에서 가

해자의 특징에 대한 기술에 따라 높운, 중립, 낮은 인기 수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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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적 정의되었다. 인기 있는 가해자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반에서

제일 인기가 있다고 기술되었으며 이와 함께 소위 잘나감, 반에서

의 영향력, 운동능력, 재미, 인기 있는 무리와의 상호작용, 옷을 잘

입음, 유행을 잘 따름 등의 묘사가 기술되었다. 이는 기존의 인기에

대한 인식연구에 의해 인기와 가장 높은 관련성을 가지는 개인적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강인설 & 정계숙, 2009; Babad, 2001;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Kennedy, & Axelrod, 2002;

Lease, Musgrove, & Axelrod, 2002; Parkhurst & Hopmeyer, 1998;

Vaillancourt, & Hymel, 2006; Xie, Li, Boucher, Hutchins, &

Cairns, 2006). 이 때,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여학생 시나리오의

경우 운동능력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었다. 인기가 없는 가해자의

경우는 반대의 기술이 제시되었으며, 인기가 중립적인 가해자의 경

우는 위와 같은 기술이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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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은 학업적 맥락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오던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의 개념을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

적용한 개념이다(Ryan & Shim, 2006, 2008). 사회적 계발목표, 사

회적 입증접근 목표,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로 구성되며 각각 학업적

맥락의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의 개념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계발목표는 사회적 관계

와 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두며,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타인으로부

터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적 위신의 획득에 초점을 둔다. 반면, 사회

적 입증회피목표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는 것

에 초점을 둔다(Ryan & Shim, 2006, 2008).

라. 주변인의 개입의도

주변인의 개입의도는 괴롭힘 목격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역할행

동으로서 소극적 방관, 피해자 방어, 가해자 추종의 3가지 개입의도

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괴롭힘 참여역할 접근(Salmivalli

et al., 1996; Pouwels et al., 2016)에 따라 괴롭힘에 참여하는 역할

에는 가,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하는 주변인(bystander)이 존

재한다는 접근법을 적용한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괴롭힘을 목

격하는 주변인은 크게 소극적으로 지켜보거나 못 본 척 하는 방관

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주거나 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

어자, 가해자 편을 들거나 다른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가해자 추종

자로 구분지어 진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기보고 혹은 또래지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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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얻어진 점수를 토대로 학생들을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

어자, 추종자의 5가지 역할 중 하나에 할당시킨다(Andreou &

Bonoti, 2010; Pouwels et al., 2016 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할당식 역할접근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각각의 역할행동을 개입의도로 조작적 정의하고 연속

변수로서 각각의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주변인들이 괴롭힘을 목

격하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이

고 고유한 특성이기 보다는 목격하고 있는 상황의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almivalli et al., 1996). 또한, 본 연구는 가

해자의 인기에 따라 이를 목격하는 주변인들이 선택하는 반응행동

이 달라 질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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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괴롭힘(Bullying) 개관

가. 괴롭힘 정의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인정받는 괴롭힘에 대한 정의 중 하나는

괴롭힘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학자 Olweus의 정

의이다. 가장 최신판이라고 할 수 있는 괴롭힘 측정도구

OBQ(Olweus Bullying Questionaire, Olweus, 2007)에 의하면, 괴롭

힘은 일반적인 공격적 행동과는 구분되는 하위개념으로서, 의도성,

지속성, 힘의 불균형의 3가지 기준을 포함한다(Olweus, 2013). 또한,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반응적 공격성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주도적

공격성으로도 분류되기도 한다(Coie & Dodge, 1998; Sijtsema et

al., 2008). 주도적 공격성은 사회적 지위와 같이 특정하게 원하는

어떠한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반응적 공

격성은 적대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용된다. 물론 괴롭힘이

일반적으로 주도적 공격성의 전형으로 분류된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가해자들이 반응적 공격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며, 때때로 두

종류의 공격성을 모두 보일 수 있다(Camodeca, & Goossens, 2005;

Salmivalli & Nieminen, 2002). 또한 괴롭힘은 신체적, 언어적 혹은

직접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관계적 혹은 간접적인 공격도 포함한다.

보통 이 3가지 형태의 피해(i.e., 신체, 언어, 관계적)들은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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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롭힘 피해자들은 이 3가지 형태의 피해

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Bellmore & Clissen, 2006;

Ladd & Kochenderfer-Ladd, 2002).

괴롭힘과 다른 종류의 또래 간 공격을 구분해주는 가장 중요한 정

의적 요소는 바로 힘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해자

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의 차이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스스로를 괴롭힘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Olweus,

1994). Hunter, Boyle, 그리고 Enderson (2007)은 괴롭힘 피해자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일반적 또래 공격의 피해자에

비해 유의하게 더 우울하고, 위협을 느꼈으며 상황에 대한 더 낮은

통제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 반응에 있어서 더 많은 희망적

사고를 하고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신체적, 혹은 물리적인 힘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

위와 같이 또래들에게 특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힘

의 차이도 포함한다(Juvonen & Galván, 2008).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괴롭힘인 사이버 괴롭

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괴롭힘의 경우 그

수단이 조금 다를 뿐,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괴롭힘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는다. Steffgen과 König (2009)에 따르면 전통적인 괴롭힘

피해자자가 사이버 괴롭힘 피해자가 되고 전통적인 괴롭힘 가해자

가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가 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등 매우 깊은 관

계를 가지고 있다(Steffgen, & König, 2009). 따라서 여기서는 사이

버 괴롭힘에 대한 차별적인 논의는 배제하고 이를 포괄하는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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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괴롭힘을 대상으로 한다.

나. 괴롭힘의 심리적 기제

왜 괴롭힘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몇몇 다른

접근방식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접근방식들 중 Caravita 와

Cillessen (2012)의 지위-동기부여 가설과 지위-확대경 가설은 실증

적인 지지를 받는 가설 중 하나이다. 가장 먼저 괴롭힘과 공격성

관련 선행연구들에 있어서 괴롭힘은 또래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와 위신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적인 전략의 개념이라는 점

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일치가 있어왔다(Cillessen & Mayeux, 2004;

Dijkstra, Cillessen, Lindenberg, & Veenstra, 2010; Olweus 1994;

Sijtsema, Veenstra, Lindenberg, & Salmivalli, 2009; Vaillancourt,

Hymel, & McDougall, 2007). 이러한 이유로 인해 괴롭힘 가해자들

은 순종적이고 약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또래로부터 거부를 받

는 또래들을 주로 괴롭힘의 대상으로 선택한다(Schwartz et al.,

1998, Hodges & Perry, 1999). 특히, 주변에 또래들이 존재하며 그

들의 괴롭힘을 지켜볼 때 주로 피해자들을 괴롭힌다(Atlas &

Pepler, 1998). 또한, 실증적으로 괴롭힘 행동이 또래 내 높은 지위

를 예측한다는 연구들이 횡단, 종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Cillessen & Mayeux, 2004; Juvonen, Graham, & Schuster, 2003

Garandeau, Ahn, & Rodkin, 2011); Asher, & McDoanld, 2011;

Cillessen & Mayeux, 2004; Cillessen & Borch, 2006; Vaillantcourt

et al., 2001). Caravita 와 Cillessen (2012)의 지위-동기부여가설에



- 4 -

의하면, 또래집단 내에서의 인기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

어 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괴롭힘을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괴롭힘은 또래집단 내 사회적 영향력, 특히

인기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Cillessen &

Mayeux, 2004; Dijkstra et al., 2010; Olweus 1994; Sijtsema et al.,

2009; Vaillancourt et al., 2007), 이렇게 얻어진 인기를 유지하고 지

켜내기 위해 괴롭힘으로 이어 질 수 있다(Garandeau, Ahn, &

Rodkin, 2011; Asher, & McDoanld, 2011; Cillessen & Mayeux,

2004; Cillessen & Borch, 2006; Vaillantcourt et al., 2001).

Caravita와 Cillessen (2012)의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으로 지

지해주었다.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내 사회적인 영향력

을 발휘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또래

내 영향력 있는 지위와 위신을 의미하는 인기의 부분매개효과를 확

인한 바 있다.

지위-동기부여 가설에 더하여 지위-확대경 가설에 의하면, 또래

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청

소년이 괴롭힘을 통해 실제로 인기를 획득하게 되면, 이 획득된 인

기가 자신의 사회적 목표와 괴롭힘의 정적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고 제안한다. Cillessen (2012)의 연구는 이러한 가설을 실증적

으로 지지해주었다. 4,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목표가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있어서 인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인기가 높은 집단에서,

또래 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목표와 괴롭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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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낮은 집단에 비해 더욱 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

로 또래 내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는 목표, 괴롭힘,

인기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가설과 연구들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Caravita et al., 2009; Garandeau & Cillessen, 2006;

Sijtsema et al., 2008).

다. 괴롭힘 가해자의 특성

공격성과 괴롭힘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Crick과 Dodge (1994,

1998)의 사회적 기술 결손 모형의 맥락을 따라왔다. 즉, 이 모형에

따르면, 또래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사회적 정

보처리과정 상에서 일정한 결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어떠한

중립자극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는 적

대적 귀인편향이 그 결손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적대적 귀인편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우연하게

지나가는 친구와 부딪혔을 경우, 이를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에서 적대적 귀인편향과 공격성 간의 부정적이

거나 유의하지 않은 관계가 나타났으며 공격적인 행동이 자신이 원

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실제 공격

적 행동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보고되었다(Pornari & Wood, 2010;

Sutton, Smith, & Swettenham, 1999a; Toblin et al., 2005). 또한,

이러한 사회적 기술 결손 모형을 지지해줄 만한 실증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몇몇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다. 특히 일반적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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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적인 행동 중 주도적 공격성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괴롭힘

(Coie & Dodge 1998; Sijtsema et al., 2008)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

형이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괴롭힘 가해자들은

사회적 기술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 정서에 있어서도 어떠

한 결손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높은 능력수준을 보였다

(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10; Gini, 2006; Sutton et al.,

1999a; Pornari & Wood, 2010). 일반적으로, 괴롭힘 가해자들은 높

은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2000; Kaukiainen et al., 1999).

Sutton과 동료들(1999a, 1999b)은 이러한 사회적 기술 결손 모형

에 대해, 괴롭힘이 또래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와 위신을 얻

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적인 전략이라는 고유한 성격(Cillessen &

Mayeux, 2004; Dijkstra et al., 2010; Olweus 1994; Sijtsema et al.,

2009; Vaillancourt et al., 2007)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

에 따라 그들은 교묘한 조종자 모형을 제시한다. Sutton과 동료들

(1999a, 1999b)에 의하면, 괴롭힘은 특정한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때때로는 적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괴롭힘 가해자들은 또래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역동을 잘 이해하고

이를 교묘하게 조종하기 위한 뛰어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교묘한 조종자 모형은 그 후로 많은 연구들을 통

해 실증적인 지지를 받아왔다(Caratvita et al., 2010; Graham &

Bellmore, 2007; Perren & Alsker, 2006; Vaillancourt, McDougall,

Hymel, & Sunderani, 2010; Salmivalli, 2010). 이러한 모형은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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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내에서 인기 있고, 매력적이며, 멋있고(cool), 또래로부터 존경

을 받고(admired) 높은 자존감과 뛰어난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

으며 괴롭힘을 또래 내 사회적 영향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은 수단으로 능숙하게 사용하는 권모술수에 능한 괴롭힘 가

해자(the Machiavellian bully)( Graham & Bellmore, 2007;

Salmivalli, 2010; Vaillancourt et al., 2010)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라. 괴롭힘 피해자의 특성

괴롭힘 피해자들은 또래로부터 거부 받고, 다른 또래들에 비해 반

에서 친구가 적은 경향이 있으며(Juvenon et al., 2003; Perren &

Alsaker, 2006), 주로 괴롭힘을 당하면서 또래로부터의 거부가 더욱

악화된다(Hodges & Perry, 1999; Ladd & Trrop-Gordon, 2003). 심

지어, 이러한 괴롭힘 피해자 지위는 안정적이며 특히 중학교 시기

의 경우 이 피해자의 지위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Boivin, Hymel,

Van Brunschot, & Cantin, 1998; Boulton & Smith, 1994; Hodges,

& Perry, 1999). 피해자들은 대개 수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철회되었

고 때때로 사회적 기술의 결손을 보이기도 하며 (Perren &

Alsaker, 2006; Schwartz et al., 1998; Sutton et al., 1999a) 따라서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손쉬운 괴롭힘 대상이 되기도 한다(Schwartz

et al., 1998).

그러나 이러한 수동적인 피해자와는 대조적으로, 공격적인 피해자

들도 소수 존재한다(Schwartz, 2000). 공격적인 피해자들은 공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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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행동을 포함하여 외현적인 문제들을 보인다(Pellegrini, Bartini,

& Brooks. 1999). 이들은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졌다고 하여 가-피해자(bully-victims)라고도 불린다(Solberg,

Olweus, & Endresen, 2007). 이러한 공격적인 피해자 혹은 가-피해

자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을 보인다. 일

반적으로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을 모두 보이며 욱하는 성향이 있

고 절제되지 못하는 등 가장 부적응적인 집단일 수 있다(Salmivalli

& Nieminen, 2002; Schwartz, Proctor, & Chien, 2001; Schwartz,

2000). 이러한 공격적인 피해자 역시 또래로부터 거부를 받는다

(Schwartz, 2000).

마.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의 개입의도

괴롭힘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단

순히 가해자, 피해자 외에도 이를 목격하는 주변인들이 괴롭힘에

참여하게 된다(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 Salmivalli, 2010). Salmivalli 등 (1996)은 이러한

집단적인 괴롭힘의 특성을 바탕으로, 또래 집단 내에서 괴롭힘에

참여하는 참여역할을 가해자, 피해자 외에 강화자, 조력자, 방관자,

방어자의 총 6개 역할로 나누고 측정 도구를 개발 및 타당화 하였

다. 강화자는 가해자처럼 먼저 괴롭힘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괴롭힘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에서 괴롭힘을 강화고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괴롭힘 상황을 보고 킥킥대며 웃거나 다른 친구들을 불

러 모으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 조력자는 괴롭힘 가해자가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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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힘을 시작하면 괴롭힘 가해자의 편을 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괴롭힘을 먼저 시작하지는 않지만 후에 괴

롭힘에 참여하여 함께 괴롭히거나 피해자를 붙잡아 괴롭힘을 수월

하게 돕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 방관자는 괴롭힘 상황을 보고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방관에 그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괴롭힘 상황을 보고 못 본 척 지나가거나

가해자나 피해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애써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 방어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편

에서 도와주거나 가해자에 맞서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어른들

에게 괴롭힘 상황을 알리거나 피해자를 위로해주고, 오히려 가해자

를 공격하며 맞서는 등의 행동 특성을 보인다(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2010).

이러한 참여역할 중 소극적인 방관자의 역할을 가장 많은 학생들

이 보이며, 이는 초등학생시기보다 중학생 시기에 더 증가하게 된

다(Salmivalli, 1999). 또한, 많은 학생들이 강화자, 조력자와 같은

친 괴롭힘 가해자적 행동들을 보인다(Salmivalli, 1999; Salmivalli

et al., 1996). 방어자 역시 일반적으로 괴롭힘 가해자 못지 않게 또

래집단 내에서 높은 지위를 향유하며(Salmivalli et al., 1996), 친사

회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e.g., Pozzoli, & Gini, 2010).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기보고 혹은 또래지명방식으로 얻어진 점수

를 토대로 학생들을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방어자, 추종자의 5가

지 역할 중 하나에 할당시킨다(Andreou & Bonoti, 2010; Pouwels

et al., 2016 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1999). 그러나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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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할당식 역할접근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각각의 역할행동

을 개입의도로 조작적 정의하고 연속변수로서 각각의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주변인들이 괴롭힘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

는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고유한 특성이기 보다는

목격하고 있는 상황의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Salmivalli et al., 1996). 또한, 본 연구는 가해자의 인기에 따라 이

를 목격하는 주변인들이 선택하는 반응행동이 달라 질 것으로 가정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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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기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고유한 특성이기 보다는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almivalli et al., 1996). 학생들은 각각의 환경에 맞는 적응적 행동

을 선택하며(the child-by-environment perspective, Ladd, 2003;

Swearer & Espelage, 2004),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 중 하나는 또래집단 내에서 높은 사회적 위신(social prestige)

즉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다(LaFontana & Cillessen 2010). 청소년

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청소년들은 인기와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나

태도, 가치, 규준 등에 동기화 된다(Gibbons Gerrard, Blanton, &

Russel, 1998; Prinstein & Dodge, 2008; Berger, 2008). 실제로 청

소년들은 자신보다 낮은 인기의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자

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인기를 가진 학생들과 주로 어울림으로써

인기를 획득한다는 인기의 전염성이론은 선행연구에 의해 실증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Cialdini & Richardson, 1980; Dikstra, Cillessen,

Lindengerg, & Veenstra, 2010; Dijkstra et al., 2013; Marks et al.,

2012). 그런데 문제는 괴롭힘 가해자들이 또래집단 내에서 높은 인

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arvita et al.,2009). 먼저 이러

한 인기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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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기의 개념

인기는 또래집단 내에서 학생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기는 사회적인 특성의 개념으로 또래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과 지배적인 지위, 또래집단에서 가치있게 여기

는 특성을 보유하는 위신을 의미한다(Bukowski, 2011; Cillessen &

Marks, 2011). 인기 있는 학생은 이를 통해 자기 고양적인 또래집

단의 규준을 형성함으로써 이 강력한 지위를 유지한다(Bukowski,

2011; Pellegrini, Roseth, Van Ryzin, & Solberg, 2011).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연구되는 유사하지만 다른 종류의

사회적 지위로 선호도(social preference)가 있다(Cillessen, 2009).

인기와 선호도 모두 사회적 지위 모두 한 교실 내에서 또래지명방

식으로 측정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기존에는 이 두 종류의 사회

적 지위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이 두 종류의 사회적 지위가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한다는 것에 많

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Cillessen & Marks, 2011;

Mayeux, Houser, & Dyches, 2011). 기존의 문헌에서 선호도는 사

회측정학적 인기(sociometric popularity), 인기는 지각된 인기

(perceived popularity)라고 명명되었으나(Parkhurist & Hopmeyer,

1998), 용어의 명확한 구분 을 위한 Cillessen 과 Marks (2011)의

제안에 따라, 전자를 선호도, 후자를 인기도라고 명명하겠다.

먼저, 선호도는 청소년들의 또래에 개인적인 선호와 관련된다. 이

는 주로 "(반에서) 누가 제일 좋은가요?"와 "(반에서) 누가 제일 싫

은가요?" 와 같은 또래지명 방식에 기반을 하고 있다(Cilless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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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 2011).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기는 평판적 공감대와 관련된

다. 이는 주로 "(반에서) 누가 제일 인기 있나요?"와 "(반에서) 누가

제일 인기 없나요?"(Cillessen & Marks, 2011; Parkhurist &

Hopmeyer, 1998)와 같은 또래지명방식에 기반을 하고 있다. 또래관

계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 두 사회적 지위가 부분적으로 겹

치는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구분 되는 차원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

으고 있다(Cillessen & Marks, 2011). 즉 선호도의 경우는 개인적인

선호의 차원이라면, 인기는 또래 집단 내에서의 힘, 위신, 영향력의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인기와 선호도의 상관은 학

년이 올라감에 따라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나 그래도 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인기와 선호

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게 되거나 혹은 반대로 부적인 관계를 가

지게 되기도 한다(Hymel, Closson, Caravita, & Vaillancourt, 2010).

또한 선호도에 비해 인기가 더 높은 안정성을 보이며,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선호도와 인기의 상관은 낮아진다(Cillessen & Marks,

2011; Cillessen & Mayeux, 2004). 무엇보다도 또래 영향과 관련하

여 인기 있는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학생들 보다, 또래집단 내에

서, 더 강력한 영향력을 주변의 또래들에게 미친다(Lease,

Musgrove, & Axelrod, 2002; Sandstrom, 2011; Sandstrom, &

Romano,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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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기의 심리사회적 영향력

기존의 또래의 영향(peer influence)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흔히

청소년이 또래로부터 받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른 지인들에 비해 친

한 친구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따라서

실제로 직접적인 친분이 없더라도 인기와 같이 또래 집단 내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또래의 영향에 대해서는 많

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Brown, Bakken, Ameringer, &

Mahon, 2008). 또래의 영향은 상호작용을 하는 또래의 특성과 그

또래 집단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Bukowski,

Velasquez, & Brendgen, 2008). 청소년들의 또래 집단은 기본적으

로 힘의 불균형이 전제되며(Adler & Adler, 1998) 따라서 이러한

힘의 역학으로 인해 주변 또래들의 또래 영향에 대한 민감성을 높

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실제 자신의 인기와 같은 사회적 지위 역

시 또래 영향에 대한 민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own et al.,

2008).

즉, 이러한 또래집단 내에서의 인기는 주변 또래들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Sandstrom, 2011). 특히, 일생에 있어서 또래의 영

향에 대한 민감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시기(Berndt,

1979; Brown, Clasen, & Eicher, 1986)에 인기의 영향력은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들은 인기 있는

특정 또래집단에 편승함으로써 인기를 얻기 위해, 실제로 인기가

있는 또래의 행동을 수용하거나 따라 하는 등 동조하게 된다

(Adams, Bukowski, & Bagwell, 2005; Berger, 2008; Juvo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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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ván, 2008; Prinstein & Dodge, 2008; Sandstrom, 2011). 즉, 인

기가 의미하는 사회적인 위신을 얻기 위해 주변 또래들은 인기와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나 태도, 가치, 규준 등에 동기화 된다

(Gibbons Gerrard, Blanton, & Russel, 1998; Prinstein & Dodge,

2008; Berger, 2008). 이러한 또래로부터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은

특히 자기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학생들에게

혹은, 높은 사회적 지위의 또래가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 때 더욱

높아진다(Brown et al., 2008; Bukowski et al., 2008; Prinstein,

2007; Juvonen, & Galván). 즉, 인기 있는 또래의 행동 자체가 또래

영향의 근본적인 원천이 된다고 할 수 있다(Brown et al., 2008;

Juvonen & Galván, 2008). 이에 더불어 인기 있는 학생은 대부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그 결과로서

적응적인 보상을 받기도 한다(Allen & Antonishak, 2008). 즉, 인기

와 같은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 혹은 과시하기

위해 주변 또래의 행동, 태도 등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자기 고양적

인 목표를 이루게 된다(Adler & Adler, 1998; Wiseman, 2002). 또

한, 이러한 인기 있는 학생들의 영향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며 의도적이지 않을 수 있다(Brow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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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기와 괴롭힘

앞서 살펴보았듯이, 괴롭힘과 다른 종류의 또래 간 공격을 구분해

주는 가장 중요한 정의적 요소는 바로 "힘의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의 차이로 인해 괴

롭힘을 당하는 피해자는 스스로를 괴롭힘으로부터 지켜내는 데 어

려움을 겪게 되며, 더욱 무기력하게 된다(Hunter et al., 2007;

Olweus, 1994).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신체적, 혹은 물리적인 힘

의 차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같이 또래들에게 특정한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의 차이, 즉 인기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Juvonen & Galván, 2008). 이러한 교실 내 "사회적 지

위의 불균형"은 또래집단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dominant position)

을 차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동과 경쟁적인 태도를 부추길 수 있

다(DeRosier, Cillessen, Coie, & Dodge, 1994).

사회적 지배 위계질서(Social dominance hierarchy)는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을 구성하는 특징 중 하나이며(Garandeau, Ahn, &

Rodkin, 2011), 특히 이 시기에 교실 내 사회적 지위, 즉 인기는 청

소년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이다(LaFontana & Cillessen, 2010).

이들에게 있어서 괴롭힘은 또래집단 내 사회적 영향력, 특히 인기

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으며(Cillessen & Mayeux,

2004; Dijkstra et al., 2010; Olweus 1994; Sijtsema et al., 2009;

Vaillancourt et al., 2007), 이러한 또래집단 내 사회적 영향력, 특히

인기(popularity)라는 사회적 지위가 또래들로부터 개인적인 선호

(social preference)를 받는 것을 곧바로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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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괴롭힘 가해자들은 또래 내에서 인기 있고, 영향력이 있으며, 멋

있다고 여겨지며(cool), 또래로부터 존경(admired)을 받는다

(Garandeau et al., 2011; Graham & Bellmore, 2007; Juvonen &

Galván, 2008; Rodkin, Farmer, Pearl, & van Acker, 2000;

Vaillancourt, Hymel & McDougall, 2003). 즉, 괴롭힘 가해자들은

또래집단 내에서 낮은 선호도를 가지나, 높은 인기를 보이는 경향

이 있다(Carvita et al., 2009).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공격적인 행동

이 인기를 예측하며, 높은 인기는 또한 공격적인 행동을 예측한다

(Garandeau, Ahn, & Rodkin, 2011; Asher, & McDoanld, 2011;

Cillessen & Mayeux, 2004; Cillessen & Borch, 2006; Vaillantcourt

et al., 2001).

라.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와 주변인의 개입의도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이고

고유한 특성이기 보다는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almivalli et al., 1996). 학생들은 각각의 환경에 맞는 적응적 행동

을 선택하며(the child-by-environment perspective, Ladd, 2003;

Swearer & Espelage, 2004),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 중 하나는 또래집단 내에서 높은 사회적 위신(social prestige)

즉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다(LaFontana & Cillessen 2010). 청소년

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청소년들은 인기와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나

태도, 가치, 규준 등에 동기화 된다(Gibbons Gerrard, Blanton, &

Russel, 1998; Prinstein & Dodge, 2008; Berger, 2008). 실제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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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은 자신보다 낮은 인기의 또래와 어울리는 것을 피하고, 자

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인기를 가진 학생들과 주로 어울림으로써

인기를 획득한다는 인기의 전염성이론은 선행연구에 의해 실증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Cialdini & Richardson, 1980; Dikstra, Cillessen,

Lindengerg, & Veenstra, 2010; Dijkstra et al., 2013; Marks et al.,

2012).

그런데 문제는 괴롭힘 가해자들이 또래집단 내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arvita et al.,2009). 선행연구에 의하

면 괴롭힘 가해자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지배적인 위치에 대한 열망

을 가지고 있으며,(Caravita & Cillessen, 2012; Olthof, Goossens,

Vermande, Aleva, & Meulen, 2011; Sijtsema, Veenstra,

Lindenberg, & Salmivalli, 2009) 괴롭힘을 또래 내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은 수단으로 능숙하게 사

용한다(Dijkstra et al., 2010; Houghton, Nathan, & Taylor, 2012;

Olthof et al., 2011; Peeters, Cillessen, & Scholte, 2010; Salmivalli,

2010). 괴롭힘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는 주변인들 역시 피해자 방어

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

(Thornberg et al., 2012). 따라서 인기 있는 가해자가 괴롭힘을 하

는 환경 속에서, 적극적 방어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의 인기

에 편승이라는 적응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Dijkstra, Cillessen, &

Borch, 2013;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반대로,

인기가 없는 가해자가 괴롭힘을 하는 환경 속에서는 적극적 방어행

동을 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응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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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대표

적인 괴롭힘 개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의 KiVa 프로

그램(Salmivalli et al., 2004)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가 높은 반에서는 KiVa 프로그램이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

은 반면,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가 낮거나 중간수준인 경우에는 괴

롭힘 발생이 유의하게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하였다(Garandeau,

Lee, & Salmivalli, 2014). Grandeau 등 (2014)은 이러한 현상의 원

인으로서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이 인기 있는 가해자에 편승

하기 위해 동기화되어 괴롭힘 행동에 더욱 높은 지지를 보이는 반

면,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방어에 대한 동기화가 더욱 낮게 이루

어지기 때문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러나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주변인들의 적극적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구체적인 괴롭힘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반사회적인 행동 영

역에서 학생들이 의사소통 하는 또래의 사회적 지위를 조작한 경우

는 존재한다(e.g., Cohen & Prinstein, 2006). 그러나 여기서의 사

회적 지위는 인기와 사회적 선호도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되

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Cohen 과 Prinstein

(2006)는 16~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하는 또래의 사회적

지위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높은 사회적 지위의 또래와 낮은 인

기의 또래가 피험자들의 동조, 태도 및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보통 수준의 인기와 사회적 선호도를 지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결과, 학생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이는 또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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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에 더욱 동조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실제 이들과 같은 사회적 배제의 행동을 보였다. 반

면, 낮은 사회적 지위의 또래의 같은 행동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동조와 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실제 행동도

낮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andstrom 과 Romano (2007)는 이에 이어 같은 방법으로 의사

소통 하는 또래의 사회적 지위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였으나, 인기와

선호도를 구분하여 조작하였다. 실험결과, 개인적인 선택의 상황에

서는 선호도가 높은 또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다는 것을 확인한

반면, 다른 또래들이 주변에 존재하는 버스 안에서 한 또래가 괴롭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피해 받고 있는 또래를 적극적으로 방

어해줄 것 인지와 같은 집단적인 상황에서의 선택에서는, 낮은 인

기의 또래에 비해 높은 인기의 또래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더욱 동

조하였다.

청소년들은 특히, 괴롭힘 상황과 같은, 사회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부모와 같은 어른들의 충고 보다는 주변 또래의 의견에 더욱 수용

적이다(Brown et al., 2008). 또한, 괴롭힘 상황에서 이를 지켜보는

주변인들은 적극적인 방어에 대한 선택을 할 때,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Thornberg et al., 2012). 이러한 괴롭힘 가해자들

이 향유하는, 또래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즉 높은 인

기로 인해 같은 반의 또래들은 괴롭힘 가해자들에게 다가가고 친해

지고 싶은 마음과 함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Cohen & Prinstein, 2006; Dijkstra et al., 2010; Juvon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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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ván, 2008; LaFontana & Cillessen, 2010). 따라서, 인기에 대한

성취로 보상받고 강화 받는 괴롭힘은 이를 지켜보는 교실 내 또래

들의 괴롭힘에 대한 학습을 촉진시키며 반사회적인 교실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고(Bandura, 1977; Cohen & Prinstein, 2006;

Logis, Rodkin, Gest, & Ahn, 2013; Rodkin & Roisman, 2010;

Sijtsema et al., 2009),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주려는 의도나

행동을 낙담시킬 수 있다(Hodges, Biovin, Vitaro & Bukowski,

1999; Polyhonen, Juvonen, & Salmivalli, 2010; Salmivalli &

Voeten, 2004). 실제로 괴롭힘 가해자는 높은 인기를 향유하며(e.g.,

Rodkin et al., 2000)대부분의 학생들은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보다는 인기 있는 가해자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인다(Atlas & Pepler, 1998; Craig & Pepler, 1997; O'Connell,

Pepler, & Craig, 1999; Salmivalli, 1999, 2002).

종합해보면,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 수준을 실험적으로 조작한다면,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는 주변인의 가해자에 대한 추종과 소극적 방

관에 정적인 영향을, 피해자에 대한 방어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

를 조작하여 주변인의 가해자 추종, 소극적 방관, 적극적 방어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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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또래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같은 또래의 같은 행동도

다양한 개인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Brown et al., 2008). 이러한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신이 사회적으

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지향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래의 영향

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괴롭힘과 또래관계 관련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되어 왔다(e.g., Bukowski et al., 2008; Dijkstra et

al., 2013;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즉, 또래집

단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입증해 보이고 싶은 목표를 지

닌 학생에게는 인기 있는 또래의 괴롭힘을 보고 이를 자신의 사회

적 지위, 즉 인기를 획득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인기

있는 또래에 편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또래집단 내에

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보다는 또래와의 개인적인 친분, 연대와

사회적인 숙달을 목표로 지닌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괴롭힘 가

해자의 인기의 영향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괴롭힘 가

해자의 행동에 편승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괴롭힘과 또

래관계 관련 기존 문헌들에서 예측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

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사회적 성취

목표지향성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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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개념과 유형

학업적 맥락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의 개념

이 Ryan 과 Shim (2006)에 의해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맥락에

적용되었다. Ryan 과 Shim(2006)은 먼저, 대학생들을 열린 질문

(open-ended questions)을 통해 사회적 목표에 대한 지향성을 확인

하고, 성취목표지향의 "숙달", "수행접근", "수행회피"의 틀에 따라,

"사회적 계발(social development)", "사회적 입증접근(social

demonstration approach)", "사회적 입증회피(social demonstration

avoidance)"의 가설을 상정하였으며,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사회적 성취목표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 및 타당화 하였다.

사회적 계발목표는 사회적 관계와 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두며 사회

적 입증접근목표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적 위신의

획득에 초점을 둔다. 반면, 사회적 입증회피목표의 경우, 타인으로

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수렴 및 변별 타

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적 성취목표를 통제한 상태에서 종단 분

석 결과, 사회적 계발목표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자기수용, 개인

적 성장, 사회적 효능감, 사회적 적응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사회

적 입증회피목표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 사회적 걱정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개인적 성장, 자율성, 사회적 효능감을 부적으로 예

측하였다.

이에 이어 Ryan 과 Shim(2008)은 이러한 사회적 성취목표의 개념

을 학령기 학생들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Ryan과 shim(2006)의 절차대로 사회적 성취목표 척도를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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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하였다.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학업적 성취

목표와 인식된 사회적 유능감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단 분석 결과,

사회적 계발목표는 친사회적 행동, 가장 친구관계의 질 을 정적으

로 예측하였으며, 공격적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인기를 유의

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반면, 사회적 입증접근 목표는 공격적 행

동과 인기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부적으로 예

측하였다. 사회적 입증회피 목표의 경우는 불안한 고독(anxious

solitary behavior)과 사회적 걱정(social worry)를 정적으로 예측하

였으며, 공격적 행동과 인기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대표적인 문항

으로 사회적 계발목표는 "다른 애들에 대해, 그리고 그 애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로는 "다른 애들이 나를 인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로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등이 있다.

나.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과 개입의도

또래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같은 또래의 같은 행동도

다양한 개인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Brown et al., 2008). 이러한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신이 사회적으

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지향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또래의 영향

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괴롭힘과 또래관계 관련 기존

문헌들에서 제시되어 왔다(e.g., Bukowski et al., 2008; Dijkstra et

al., 2013;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즉, 또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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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입증해 보이고 싶은 목표를 지

닌 학생에게는 인기 있는 또래의 괴롭힘을 보고 이를 자신의 사회

적 지위, 즉 인기를 획득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인기

있는 또래에 편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면, 또래집단 내에

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보다는 또래와의 개인적인 친분, 연대와

사회적인 숙달을 목표로 지닌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괴롭힘 가

해자의 인기의 영향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괴롭힘 가

해자의 행동에 편승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괴롭힘과 또

래관계 관련 기존 문헌들에서 예측되어 왔다. 그러나 이를 실증적

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Ryan 과 Shim (2006, 2008)의 사회적 성취목표의 개

념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적 성취목표에 대

한 연구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Ryan 과 Shim

(2006, 2008) 이전에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대인관계 목표 척도

(Ojanen, Gronroos, & Salmivalli, 2005)가 사용되어 왔다. 대인관계

목표와 사회적 성취목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목표와 실제

사회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주로 확인해왔다. 이

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입증목표는 소극적 방관,

가해자 추종의도와 정적인 관계를, 피해자 방어의도와는 부적인 관

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반대로 사회적 계발목표는 소

극적 방관, 가해자 추종의도와 부적인 관계를, 피해자 방어의도와는

정적인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인관

계 목표와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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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목표 측정 척도와 연구 참여자의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 대인관계 목표와 사회적 행동

먼저, Ojanen 등(2005)은 대인관계 가치에 대한 원형모형

(interpersonal cimcumplex model, Locke, 2000)에 입각하여 대인관

계 목표 척도를 계발 및 타당화하였다. 주도적 지위에 대한 목표

(agentic goals), 연대적 관계에 대한 목표(communal goals)를 주된

골자로 하며, 전자는 사회적 성취목표의 사회적 입증목표와, 후자는

사회적 계발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횡단 분석한 결과,

주도적 지위에 대한 목표는 공격성을 정적으로 매개하여 또래 수용

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또래 거부는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반대로, 연대적 관계에 대한 목표는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매

개하여 또래 수용을 정적으로, 또래거부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Ojanen, Aunola 와 Salmivalli (2007)은 11~13세 학생들을 대상으

로 대인관계 목표와 사회적 상황,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 또래

거부와 수용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였다. Ojanen 등 (2005)의 대인

관계 목표 척도를 통해 횡단분석 결과, 또래와의 갈등, 긍정적인 상

황 등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인관계적 목표를 확인하였다. 또

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주도적 지위에 대한 목표를 정적으

로 예측하였고, 타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연대적 관계에 대한 목

표를 정적으로, 주도적 지위에 대한 목표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각각 주도적 지위에 대한 목표는 또래 거부를 정적으로, 연대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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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대한 목표는 또래 거부를 부적으로, 또래 수용을 정적으로 예

측하였다.

Sijtsema 등 (2009)은 10~11세와 14~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도

적 지위에 대한 목표, 공격성과 인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Ojanen 등 (2005)의 대인관계 목표 척도를 통해 횡단분석 결과, 괴

롭힘 가해자들은 주도적 지위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높

은 주도적 공격성을 보였다. 또한, 괴롭힘은 인기를 예측하였다.

Caravita와 Cilessen (2012)는 4~5학년, 7~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목표, 인기와 괴롭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Ojanen 등

(2005)의 대인관계 목표 척도를 통해 횡단분석 결과 4~5학년의 경

우 주도적 지위에 대한 목표는 낮은 선호도를 부분 매개하여 괴롭

힘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연대적인 관계에 대한 목표는 인기도를

완전 매개하여 괴롭힘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7~8학년의 경우, 주

도적 지위에 대한 목표는 인기도를 완전 매개하여 괴롭힘을 정적으

로 예측하였고, 연대적인 관계에 대한 목표는 선호도를 완전 매개

하여 괴롭힘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4~5학년 학생의 경우,

주도적 지위에 대한 목표가 괴롭힘을 예측하는 데, 인기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Shoulberg, Sijtsema 그리고 Murray-Close (2011)은 약 12~13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기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것과 관계적 공격성,

실제 인기와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인기에 두는 높은 가치는 또래

지명방식으로 측정하여 횡단 분석한 결과, 인기에 두는 높은 가치

는 관계적 공격성을 예측하였으며, 실제 자신의 인기가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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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에 두는 높은 가치가 관계적 공격성을 더욱 강하게 예측하였

다.

Cillessen, Mayeux, de Bruyn 과 LaFontana (2014)은 14세 학생을

대상으로 인기에 대한 우선순위도(prioritizing popularity), 인기, 공

격성,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LaFontana와 Cillessen

(2010)의 인기에 대한 우선순위도 척도로 횡단분석 결과, 실제 인기

를 통제한 상태에서 인기에 대한 우선순위도는 공격적 행동을 정적

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인기에 대한 우

선순위도는 인기가 공격적 행동, 리더십을 예측하는데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실제 자신의 높은 인기와 함께 인기에 대한 우선순위도

를 보이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공격적 행

동과 리더십을 보였다.

Pöyhönen, Juvonen 과 Salmivalli (2012)는 3~5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자신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두는 가치와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자 역할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체 개발한 척도를 통해 횡단

분석 결과, 사회적 지위 상승에 두는 가치는,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

자처럼 먼저 괴롭힘을 시작하지는 않지만, 괴롭힘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에서 괴롭힘을 조장하고 가해자에 편승 하는 강화행동을 예측

하였다.

Li 와 Wright (2014)는 11~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인기 목표

(popularity goal)과 사회적 선호 목표(social preference goal) 등의

사회적 지위 목표와 사회적 지위 불안정(social status insecurity),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자체 개발한 사회적 지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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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 횡단 분석 결과,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 불안정이 인기

목표와 사회적 선호 목표 등 사회적 지위목표를 매개하여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였다. 학생들의 실제 인기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인기

목표는 관계적 공격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부

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실제 선호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선호 목표는 외현적, 관계적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2)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행동

Rudolph, Abaied, Flynn, Sugimura 와 Agoston (2011)는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적응, 상황특수적 목

표와 또래 공격에 대한 반응양식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종단분석

결과, 사회적 계발 목표는 협동적 목표, 갈등 감소 목표, 자기에 대

한 긍정적 인식, 긍정적 또래 인식,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

하였으며, 복수 목표, 통제 목표, 자기 이익적 목표, 부정적 자기 인

식, 또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복수 목표, 통제 목표, 자기 이익적 목표, 부정적

또래인식, 공격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협동적 목표, 친사회적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사회적 입증회피목표의 경우, 갈등 감

소 목표, 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정

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공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또래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사회적 계발목표는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

력(effortful engagement), 교사로부터의 조언 추구 등 적응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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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식을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비자발적 인 해결참여(involuntary

engagement)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비자발적 해결 비참여(involuntary disengagement), 복수와 같은 부

적응적 대처방식을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

력과 같은 적응적 대처방식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사

회적 입증회피목표는 문제해결, 무시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복수

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Rodkin, Ryan, Jamison 과 Wilson (2013)은 3~5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행동,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를 확

인하였다. Ryan과 Shim (2008)의 사회적 성취목표척도로 종단분석

결과, 기존의 선호도와 인기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계발목표

는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부적으로 매개하여

높은 선호도와 인기도를 예측하였으며,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공

격적 행동을 정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부적으로 매개하여 높은

인기도와 낮은 선호도를 예측하였다. 반면,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인기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Llewellyn (2015)은 2~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

와 사회적 성취목표간의 관계에 대해 확인하였다. 종단 분석 결과,

또래 괴롭힘 피해와 이 피해의 증가량이 새로운 학교환경인 중학교

에서 사회적 입증접근 및 회피목표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성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Levy, Kaplan 과 Patrick (2004)은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회적인 가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반구조화된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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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숙달지향적인 사회적 목표를 가진 학생들

은 협동을 학습에 대한 기여, 우정, 반의 단합 등과 연결시켰으며,

함께 하는 또래의 사회적 지위와는 별개로 협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행지향적인 사회적 목표를 가진 학생은 협동을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연결시켰으며, 높은 사회적 지

위를 가진 또래와의 협동을 더욱 선호하였다. 특히, 또래집단 내에

서 낮은 사회적 지위와 수행회피지향적인 사회적 목표를 가진 학생

들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모습을 보였다.

Shin 과 Ryan (2012)은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취목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 종단분석 결과, 사회적 계발 목표가 가장 친한 친구관계의 질을

정적으로 예측하는데, 숙달적 대처가 부분매개 하였고, 사회적 입증

회피목표가 불안한 고독(anxious solitude)를 예측하는데, 회피적 대

처가 완전매개 하였다. 또한, 이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외현적 공

격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외현적 공격

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데, 냉담적 대처가 부분 매개하였다

Shim 과 Finch (2014)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을 통

해 사회적 성취목표, 학업적 성취목표와 학업적,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횡단 분석 결과, 높은 학업적 숙달목표와 사회

적 계발목표를 지닌 군집, 높은 학업적 숙달목표와 사회적 계발, 입

증접근, 입증회피를 모두 높게 보이는 군집, 학업적 성취목표와 사

회적 성취목표를 모두 적당히 높게 보이는 군집, 학업적 성취목표

는 모두 적당히 높게 보이나, 사회적 목표는 낮게 보이는 군집,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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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사회적 성취목표 모두 낮게 보이는 군집, 학업적 성취목표는

낮게 보이나, 사회적 성취목표는 높게 보이는 군집의 총6개의 군집

으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각 군집별로 사회적, 학업적 적응에서 다

양한 차이들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중학교 학생들의 학교적

응을 이해함에 있어서 학업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성취목표를 모두

고려할 것을 시사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Shim, Cho와 Wang (2013)은 6~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 목

표구조, 사회적 성취목표, 학업적,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를 확인하

였다. 종단 분석 결과, 인식된 교실 숙달 목표구조는 사회적 계발목

표를 정적으로,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를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인식

된 교실 수행 목표구조는 사회적 입증접근 및 회피목표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각각 사회적 계발목표는 학업에 대한 감정적 몰입

(emotional engagement), 사회적 만족감을,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분열성 행동(disruptive behavior), 사회적 걱정(social worry)을 정

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분열성 행동을 부적

으로, 사회적 걱정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Shim 과 Ryan (2012)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취목표와 사회적 행동 및 적응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종단분석

결과, 사회적 계발목표는 사회적 능력,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사회적 능력, 공격적 행동, 인

기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사회적 불안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사회적 능력, 친사회적 행동, 내재적

문제행동(internalizing behavior)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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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 Wang 과 Cassady (2013)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성취목표와 자아존중감, 감정적 안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횡단분

석 결과 사회적 계발목표는 사랑, 기쁨 등 긍정적인 감정을 정적으

로 예측하였고, 반대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부적으로 예

측하였다.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기쁨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슬픔과 수치심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기

쁨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다. 가해자의 인기,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과 개입의도

종합해보면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또래들에게

입증해 보이고 싶은 목표(i.e., 사회적 입증목표)를 지닌 학생에게는,

괴롭힘 목격 상황을 자신의 또래집단 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가해자를 추종하거나, 적어도 소극

적으로 방관하고 피해자에 대한 방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접근과 회피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에 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패턴을 예상하

지는 않았다. 반면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보다는

또래와의 개인적인 친분, 연대와 사회적인 숙달을 목표(i.e., 사회적

계발목표)로 지닌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추종과 소극적 방관을 덜 보이며, 더 피해자를 방어할 것으로 예상

된다. 각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주효과외에도 구체적인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4 -

(1)가해자 인기와 사회적 입증목표의 상호작용효과

사회적 입증목표와 같이 또래집단 내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

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학생의 경우, 높은 공격성(Cillessen et al.,

2014; Ojanen et al., 2005; Rodkin et al., 2013; Rudolph et al.,

2011; Shim et al., 2012, 2013; Shin & Ryan 2012; Shoulberg et

al., 2011 Sijtsema et al., 2009)과 인기도(Caravita & Cilessen,

2012; Rodkin et al., 2013; Shim & Ryan, 2012; Sijtsema et al.,

2009),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추종(Camodeca, &

Goossens, 2005; Pöyhönen et al., 2012), 실제 괴롭힘 행동(Caravita

& Cilessen, 2012; Sijtsema et al., 2009)과 또래공격을 애써 외면

하는 경향(Rudolph et al., 2011)에 더불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선호(Levy et al. 2004), 의 특징을 보인

다. 따라서 사회적 입증목표가 높은 학생들은 괴롭힘 가해자의 인

기가 높아질수록, 이 인기에 편승하여 자신의 사회적 걱정(Shim,

Cho, & Wang, 2013)과 불안정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Li &

Wright, 2014)를 해소시키고, 자기 이익적(Rudolph et al., 2011)인

목표를 이루고, 이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기회(Levy

et al., 2004)로 삼거나 적어도 회피와 냉담적 대처(Shin & Ryan,

2012)를 하고 피해자에 대한 방어를 더 낮게 보일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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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 인기와 사회적 계발목표의 상호작용효과

반면, 사회적 계발목표와 같이 개인적인 관계와 연대에 대한 목표

를 가진 학생의 경우, 자신의 높은 친사회적 행동(Li & Wright,

2014; Ojanen et al., 2005; Rodkin et al., 2013; Rudolph et al.,

2011; Shim & Ryan, 2012), 선호도(Caravita & Cilessen, 2012;

Rodkin et al., 2013), 사회적 만족감(Shim, Cho & Wang, 2013), 협

동적 목표(Rudolph et al., 2011), 갈등 감소 목표(Rudolph et al.,

2011)에 더불어, 함께하는 또래의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과는 별

개로 협동하고자 하는 의지(levy et al., 2004) 또래 공격에 대한 대

처 방식으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Rudolph et al., 2011), 교

사로부터의 조언 추구(Rudolph et al., 2011),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숙달적 대처(Shin & Ryan, 2012)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계발목표가 높은 학생들은,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높은 피해자를 방어를

보이며 낮은 가해자 추종과 소극적 방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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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감능력

괴롭힘에 대한 기존 문헌에서 괴롭힘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어행동

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

던 변수 중 하나는 공감능력이다(e.g., Şahin, 2012). 그러나 대부분

의 경우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 변수 외에 맥락적 변수로서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괴롭힘 상황에서의 공감

능력과 적극적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 집중해왔다(Hymel et al.,

2010).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공감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가해자의 인기라는 환경적 영향과 이 환경에 대한 민감성으로서 사

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영향이 유의할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먼저, 공감능력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감능력의 개념 및 유형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Davis, 1994). 그러나 많은 선행연

구들은 공감능력에 인지적은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인지적 공감능력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왔다

(Jolliffe & Farrington, 2006a).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적인 상태

나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sharing)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Cohen & Strayer 1996, p. 523). 즉,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적인

상태나 상황을 "이해"하는 인지적인 부분과 이를 "공유"하는 정서

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특히 괴롭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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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참여 역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van Noorden,

Haselager, Cillessen, & Bukowski, 2015). 앞서 언급된 숙련된 교묘

한 조종자 모형(Skilled manipulator model)에 따를 경우 괴롭힘 가

해자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능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교묘하게 타인을 괴롭힐 수 있는

반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공유하고 함께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공

감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 실제로 Caravita, Di Blasio, & Salmivalli

(2009)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준다.

나. 공감능력과 괴롭힘

괴롭힘 가해와 정서적 공감능력 간의 부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 선행연구들의 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괴롭힘 가해와 인지

적 공감능력 간에는 약한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거나(e.g., van

Noorden et al., 2015)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보인다거나(e.g.,

Jolliffe & Farrington, 2006b; Jolliffe, & Farrington, 2011;

Stavrinides, Georgiou & Theofanous, 2010), 오히려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등(e.g., Caravita et al., 2009) 연구결과들이 혼재되어 있

는 상태이다. 괴롭힘 피해와 공감능력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지만, 몇몇 연구들에 의하면 인지적 공감능력과는 부적인 관

계를 보였으나(e.g., Kokkinos & Kipritsi, 2012), 정서적 공감능력과

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e.g., van Noorder et al., 2015).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괴롭힘 가해, 피해와 공감능력의 관계를 확인

한 선행연구들을 측정도구와 연령에 따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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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Jolliffe와 Farrington (2006a)의 기본적 공감능력과 괴롭힘

Muñoz, Qualter와 Padgett (2011)은 11~1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냉담적-비감정적인 개인적 특성과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

력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Jolliffe와 Farrington (2006a)의 기본적 공

감능력 척도를 통해 교차 분석한 결과, 냉담적-비감정적인 개인적

특성의 하위구인인 냉담적임, 비감정적임, 남을 크게 신경 쓰지 않

음 등의 구인들은 정서적 공감능력을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

으며, 남을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은 인지적 공감능력을 유의하게 부

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직접적, 간접적 괴롭힘을 예측하는데 있어

서 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특성이 추가되었을 때, 인지적, 정서

적 공감능력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Caravita 등 (2009)은 초,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와

인기도 등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과 괴롭힘 가

해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Bonino, Lo Coco, 와 Tani, (1998)

의 공감능력척도를 통해 횡단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의 경우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은 인기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선호도와 괴롭힘 가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인기

도는 괴롭힘 가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선호도는 괴롭힘

가해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높은 선호도의 학

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인지적 공감능력이 괴롭힘 가해행동을

부적으로 더욱 강하게 예측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인지적 공감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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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괴롭힘 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공

감능력이 괴롭힘 가해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여학생의 경

우 정서적 공감능력은 괴롭힘 가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

였다. 인기는 괴롭힘 가해행동을 정적으로, 선호도는 가해행동을 부

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인기가 높은 학생들이 낮

은 학생들에 비해, 인지적 공감능력이 괴롭힘을 정적으로 더욱 강

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괴롭힘 가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

어서,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또래집단 내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

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Jolliffe와 Farrington (2011)은 13~17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경

제적지위 등의 사회적 배경변수와 충동성 등의 개인적 변수들을 통

제한 상태에서 괴롭힘과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의 관계

를 확인하였다. Jolliffe와 Farrington (2006a)의 기본적 공감능력 척

도를 통해 교차 분석한 결과, 인지적 공감능력은 괴롭힘을 유의하

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정서적 공감능력은 남학생들의 괴롭힘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Stavrinides 등 (2010)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괴롭힘과 인지

적, 정서적 공감능력의 종단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Jolliffe와

Farrington (2006a)의 기본적 공감능력 척도를 통해 종단 분석한 결

과, 정서적 공감능력은 후의 괴롭힘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괴롭

힘 역시 후의 정서적 공감능력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인지적 공

감능력과 괴롭힘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opcu, & Erdur-Baker (2012)은 13~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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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괴롭힘,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 Jolliffe와 Farrington (2006a)의 기본적 공감능력 척도를 통해

교차 분석한 결과, 성차가 괴롭힘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정서적 공

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여학생들의 더 높은 정서적

공감능력이 남학생들에 비해 괴롭힘 가해가 더 낮은 이유를 부분적

으로 설명해주었다.

Jolliffe와 Farrington (2006b)은 약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적

공감능력, 정서적 공감능력,과 괴롭힘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Jolliffe와 Farrington (2006a)의 기본적 공감능력 척도를 통해 횡단

분석한 결과, 인지적 공감능력은 괴롭힘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낮은 정서적 공감능력의 경우 괴롭힘을 예측하였다.

van Noorden 등(2015)은 공감능력을 인지적 공감능력(cognitive

empathy)과 정서적 공감능력(affective empathy)의 구분을 강조하

면서 각 공감능력과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역할 간의 관계를 확인한

40개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 괴롭힘 가해는 정서적 공감능력과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인 관

계를 보였으며, 인지적 공감능력과는 낮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괴롭힘 피해의 경우 인지적 공감능력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정서적 공감능력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기타 공감능력 척도와 괴롭힘

Kokkinos 와 Kipritsi (2012) 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괴롭힘

가해와 피해, 감성지능과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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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Davis (1983)의 공감능력 측정도구로 횡단 분석한 결과, 남학

생 성별, 감성지능, 인지적 공감능력이 괴롭힘을 부적으로 예측하였

고, 사회적 자기효능감, 감성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괴롭힘 피해의 경우 역시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인지적 공감능력이 아닌 정서적 공감능력

이 괴롭힘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Şahin (2012)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훈련(empathy

training)의 괴롭힘 감소에 대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괴롭힘 가해

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주 간의 공감능력 훈련프로그램을 진행한

실험결과, 통제집단과 공감능력 훈련 집단 간에 Bryant (1982)의 공

감능력 척도를 통해 측정한 공감능력 향상과 괴롭힘 감소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다. 공감능력과 개입의도

일반적으로 공감능력은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것을 고려하

였을 때(Davis, 1994), 흔히, 공감능력은 괴롭힘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어행동과 소극적 방관을 구분해줄 수 있는 개인 특성의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선행연구들을 이를 지지해주는 실증

적인 결과를 보고한다(e.g., Barchia, & Bussey, 2011b; Gini, 2007;

Nickerson, Mele, & Princiotta, 2008). Nickerson 등 (2008)은 부모

와의 애착, 공감능력과 괴롭힘 방어 또는 방관의 관계를 확인하였

다. Olweus 와 Endresen (1998)의 괴롭힘 상황에 대한 공감적 반응

척도를 통해 교차 분석한 결과, 소극적인 방관에서 적극적인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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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공감능력, 어머니와의 애착의 유의한 영향력

을 확인하였다. 아버지와의 애착과 성차는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Barchia, & Bussey (2011b) 은 12~15세 학생들을 대상으

로 또래 공격에 대한 방어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사회인지적

요소들과 공감능력의 종단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Bryant (1982)의

공감능력 척도를 통해 종단 분석한 결과, 또래들과 교사들이 함께

또래 공격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집단적 효능감과, 공감능력이 후

의 방어행동을 예측하였다. Gini 등 (2007)은 약 13세 학생들을 대

상으로 공감능력과 괴롭힘 상황에서의 역할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Davis (1983)의 공감능력 측정도구로 횡단 분석한 결과 여학생

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남학생의 경우 공감능력은 친괴롭힘

적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고 방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1) 공감능력과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대한 논쟁

그러나, 이러한 공감능력이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행동을 예측하지

못하거나, 다른 맥락적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연구

들 역시 존재한다(e.g., Caravita et al., 2009; Gini, Albiero, Benelli,

& Altoe, 2008; Peets, Pöyhönen, Juvonen, & Salmivalli, 2015;

Pöyhönen, Juvonen & Salmivalli, 2010). 공감능력을 인지적 공감능

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각 공감능력과 괴롭힘

상황에서 참여역할 간의 관계를 확인한 40개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분석을 실시한 van Noorden 등(2015)의 분석에 따르면.

방어행동은 정서적, 인지적 공감능력 모두가 정적인 관계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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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행동의 경우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적이거나 부적인 관계를 보

고하는 논문들이 분분하였으며, 정서적 공감능력과는 부적이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를 보였다. 즉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방관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학생들이 적극적인 방

어행동을 보이는 학생들보다 공감능력이 낮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

다는 것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감능력이 방어행동

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이를 완충해주는 조절변수나,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면서 방어행동을 더욱 강하게 예측하는 다른 변

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를 받는

조절변수로서는 학생들의 또래집단 내에서 지위라고 할 수 있는 선

호도와 인기도(e.g., Caravita et al., 2009; Pöyhönen et al., 2010)가

있으며, 공감능력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면서 방어행동을 더욱 강하

게 예측하는 변수로 사회적 자기효능감(e.g., Gini et al., 2008)과 방

어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e.g., Pöyhönen et al., 2010)이 있다.

Caravita 등 (2009)은 초,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도와

인기도 등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과 괴롭힘 방

어행동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Bonino, Lo Coco, 와 Tani, (1998)의

공감능력척도를 통해 횡단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의 경우 인지적 공

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은 인기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선호

도와 괴롭힘 방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인기와

선호도는 괴롭힘 방어행동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높은 선호도의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정서

적 공감능력이 괴롭힘 방어행동을 더욱 정적으로 강하게 예측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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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학생 중 남학생의 경우 정서적 공감능력이 괴롭힘 방어행동

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정서적 공감능력은 괴롭

힘 방어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선호도는 방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높은 선호도의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정서적 공감능력이 괴롭힘 방어행동을 더욱

정적으로 강하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괴롭힘 방어행동을 예

측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또래집단 내에서 학

생들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Gini 등(2008)은 12~14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괴롭힘에 대한 적극적

인 방어 행동과 소극적인 방관을 구분 해주는 개인적인 특성의 변

수로서, 공감능력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Davis

(1983)의 공감능력척도를 통해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을 포함하는

일반공감능력을 측정하여 횡단분석 결과, 공감능력은 괴롭힘에 대

한 적극적인 방어 행동과 소극적인 방관을 모두 정적으로 예측했

다.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적극적인 방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

으며 소극적인 방관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적극적인 방어와

소극적인 방관을 구분해주는 개인적인 특성은 공감능력보다는 사회

적 자기효능감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Pöyhönen 등(2010)는 이러한 Caravita 등(2009)와 Gini 등 (2008)

을 더욱 확장하여 4~8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괴롭힘에 대한 방어

행동을 예측해줄 수 있는 개인적인 특성의 변수로서, 인지적 공감

능력, 정서적 공감능력,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과 사회적인

지위로서 선호도와 인기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Bonino, Lo C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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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Tani (1998)의 공감능력척도를 통해 횡단분석 결과, 학년은 방어

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방어 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 선호

도, 인기도는 방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인지적, 정서적 공

감능력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정서적 공감능력

과 방어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경우 인기와 상호작용을 통해 방

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또래집단 내에서 인기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낮은 학생들에 비해 정서적 공감능력과 방어행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방어행동을 더욱 강하게 예측하였다. 즉, 괴롭힘

에 대한 방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서적 공감능력의 역할은 미미하며, 사회적 지위가 뒷

받침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역할을 발휘함을 시사해 주었다. 또한,

괴롭힘에 대한 방어행동을 예측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서, 방

어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였으며, 이 역시 사회적 지

위가 뒷받침 되었을 경우 더욱 강하게 방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시사해 주었다.

Peets 등, (2015)은,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실 맥락에 따른,

공감능력, 방어 자기효능감, 인기와 적극적 방어행동의 관계를 확인

해보았다. 횡단 분석 결과, 개인적 요인으로서 정서적 공감능력, 방

어 자기효능감, 인기는 적극적 방어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교

실 맥락적 요인으로서 교실 학생 수, 교실 내 괴롭힘의 만연도, 괴

롭힘과 인기의 연관성이 높은 교실은 적극적 방어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교실 내 괴롭힘의 만연도가 높은 반에서 정서적

공감능력이 적극적 방어행동을 더욱 강하게 예측하였으며,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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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기의 연관성이 낮은 교실에서, 인기가 방어행동을 더욱 강하

게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정서적 공감능력

이 적극적 방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맥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해주었다.

(2) 환경적 요인 고려의 중요성

종합해보면, 적극적인 방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개인

적 특성변수라고 할 수 있는 공감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 교실의 분위기와 같은 맥락적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어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나 사회적 자

기효능감이 고려될 경우, 공감능력의 유의한 영향력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 역시 모두 괴롭힘 상황을 지켜보는 "주

변인"과 관련된 변수들을 고려하였지만, 괴롭힘 "가해자"와 관련된

변수들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사회적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괴롭힘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역시 공감능력이

적극적인 방어행동으로 이어지는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방어 자기효능감(Pöyhönen et al., 2010) 혹은 사회적 자기효능감

(Gini et al., 2008)을 고려할 경우, 공감능력이 적극적 방어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거나, 그 영향력이 줄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가 고려되었을 경우, 공감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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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방어행동을 예측하는 직접적 영향력이 줄거나 유의하지 못

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또한, Hymel 등 (2012)의 제안에

따라 적극적 방어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공감능력과 자신의 사

회적 지위의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였을 때(Caravita et al.,

2009; Pöyhönen et al., 2010), 공감능력이 가해자의 인기가 낮은 상

황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적극적인 방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

으나, 가해자의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유의

하지 않게 적극적인 방어행동을 예측할 것 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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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변인의 행동의도 자기보고와 사회적 바람직성

가.사회적 바람직성의 개념

먼저, 사회적 바람직성이란 자기보고식 검사에서 사회적으로 바람

직하지 않은 특성을 부인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방식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경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Nederhof, 1985). 따라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해 자기보고식으

로 측정된 구인들 간에 왜곡된 상관이 발생하거나 혹은 실제는 존

재하는 상관관계가 제대로 관측되지 못할 수 있다(Van de Mortel,

2008).

이러한 편향성의 혼입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는 Crowne과

Marlowe (1960)의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로서, 사회문화적으로 수용

되고 승인된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행동

을 반영하고 있다. 본 척도는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 대

상자들은 각 진술에 예/아니오 응답하게 된다. 이 때, 각 진술에 있

어서 사회적 바람직성에 부합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채점이

된다. 예를 들어 “남이 잘 된 것이 매우 부러웠던 적이 있다”의 문

항에 “아니오”라고 응답하면 사회적 바람직성 방향으로 1점을 부여

받게 된다.

이렇게 측정된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를 통제변수로서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편향을 통계적으로 통

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자 하는 응답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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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하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수정함으로써 자기보고식으로 측

정된 구인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Van de Mortel, 2008). 실제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

해 지지를 받고 있다(e.g., Beretvas, Meyers, & Leite, 2002;

Reynolds, 1982; Stöber, 2001).

나. 사회적 바람직성과 개입의도의 자기보고

괴롭힘 관련 행동을 측정할 때에도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

을 수 있다. 괴롭힘 문제는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친괴롭힘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반대로 반괴롭힘적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

다고 여겨질 수 있다(Oh & Hazler, 2009). 그러나 대부분의 괴롭힘

관련 문헌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고려한 경우가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괴롭힘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주변인

의 개입의도(i.e., 가해자 추종, 소극적 방관, 적극적 방어) 구인 역

시 자기보고식 검사로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문영, 이동형. 2015). 실제로 최문영과 이동형(2015)은 괴롭힘 참

여 역할 척도와 사회적 바람직성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괴

롭힘 참여역할 척도는 국내에서 괴롭힘 관련 행동을 측정하는데 있

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로서, Salmivalli 등 (1996)의

괴롭힘 참여역할 척도를 한국판 자기보고식으로 번안한 서미정

(2008)의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주변인의 행동의

도와 같은 척도이다. 중학생 708명을 대상으로 횡단분석 결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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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바람직성은 괴롭힘 가해와 피해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괴롭

힘 상황에서 가해자 추종, 소극적 방관을 부적으로, 피해자 방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반응하고자 하는 편향이 소극적 방

관과 가해자 추종의 응답을 낮추고 반대로 피해자 방어의 응답을

높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된 상관을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6. 요약

종합해보면 괴롭힘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환경적 원인으로

서 많은 괴롭힘 가해자들이 또래집단 내 위계질서 상에서 누리고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 즉 인기(Bukowski, 2011)가 주변인들이 피

해자를 방어하는 것을 저해하고, 가해자를 추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것을 조장할 것이라고 제시되어 왔다(e.g., Dijkstra,

Cillessen, & Borch, 2013;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청소년들은 인기와 연관되어 있는 행동이나 태도, 가치, 규준

등에 동기화되며 높은 인기를 누리는 괴롭힘 가해자에 편승함으로

써 인기를 획득하려 하기 때문이다(Dijkstra et al., 2013;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그러나 실제로 환경적 원인으

로서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여 주변인들의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선행 연구는 부족하며, 주로 가해자 추

종, 소극적 방관, 피해자 방어를 보이는 각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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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또래의 영향(peer influence)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신이 또

래집단 내에서 사회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지향성이 무엇

인가에 따라 인기 있는 또래의 영향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질 것이

라고 제안해 왔다(e.g., Bukowski et al., 2008; Dijkstra et al., 2013;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즉 환경적 원인인 가

해자의 인기가 주변인들에게 가해자 추종, 소극적 방관을 조장하고

적극적 방어를 저해하는 이유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의 인기에 편승

하려 한다는 것인데(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인기에 편승하는 것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또래들에게 입증하

는 것 중요시하는 사회적 입증목표를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환경적 원인인 가해자의 인기의 영향을 더 받을 것

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기에 편승보다는 친구와의 개인적인 친분

과 연대감 그리고 사회적 숙달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계발목표를 가

진 청소년은 이 환경적 원인인 가해자의 인기의 영향을 덜 받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괴롭힘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조작한 가해자

의 인기와 주변인의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을 실증

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상호작용하여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에 있어서 주변인들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과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보인다. 공감능력은 각 주변인 역할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중 하나로서, 주변인들의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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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키기 위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변수 중 하나이다(안효영,

진영은, 2014; 오인수, 2010; Gini, Albiero, Benelli, & Altoe, 2008;

Kärnä et al., 2011). 또한 괴롭힘을 목격하는 상황에서 개입의도 자

기보고에 있어서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향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문영, 이동형. 2015) 이 역시 통제하고자 하였다. 가해자의 인기

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개입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이 두 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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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인기의 획득과 인기 있는 또래의 영향에 가장 민감하며

(LaFontana & Cillessen, 2010), 괴롭힘 상황에서 적극적 방어행동

을 가장 적게 보이는(Salmivalli, 1999; Salmivalli et al., 1996;

Pouwels et al., 2016)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수도권 소재 중학교 학생 552명을 대상으로 시나리오 설문

을 진행하였다. 이 때, 조작된 가해자의 인기를 반대로 지각한 30명

을 제외하고 총 522명(남=326명, 여=19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약14.39세였으며 표준편차는

약 0.85세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2학기 초에 설문과 시나리오 처치를 통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자들이 직

접 각 학교를 찾아가 실험 절차를 설명한 뒤 약 30분가량에 걸쳐

진행되었다. 괴롭힘 목격 상황과 가해자의 인기를 실험적으로 조작

하기 전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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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현적 공격행동, 친사회적 행동, 괴롭힘 가해와 피해 경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 사회적 바람직성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외현적 공격행동, 친사회적 행동, 괴롭힘 가해와 피해 경험, 인지적,

정서적 공감능력을 통해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 검증

을 실시하여 실험조작 후 각 집단별 주변인의 개입의도의 차이가

원래 각 집단의 차이가 아님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지적, 정

서적 공감능력과 사회적 바람직성은 통제변수로서 분석에 직접 사

용되었다. 공감능력은 선행연구에서 주변인의 개입의도와 가장 깊

은 연관성을 보이는 변수 중 하나로서, 이를 통제한 이후에도 가해

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효과가 유의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또한, 사회적 바람직성 문항(박중규, 2009)은 괴롭힘과 관련

된 자기보고식 문항들의 사회적 바람직성 문제를 사후적으로 통제

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괴롭힘 상황에서 가해자의 인기를 조작하기 위해 익명의

인기 높은(남: n=101 , 여:n= 67), 인기 없는(남: n=103 , 여:n= 58),

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립적인 반 친구(남: n=122 , 여:n= 71)

가 괴롭힘을 하는 3가지 상황의 시나리오를 무선 할당하여 읽게끔

하였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상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기존의

인기에 대한 인식연구(강인설 & 정계숙, 2009; Babad, 2001;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Kennedy, & Axelrod, 2002;

Lease, Musgrove, & Axelrod, 2002; Parkhurst & Hopmeyer, 1998;

Vaillancourt, & Hymel, 2006; Xie, Li, Boucher, Hutchins, &

Cairns, 2006)에 의해 남녀에 따라 확인된 인기와 가장 높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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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가지는 개인의 특성들(e.g., 유머 있음, 영향력이 있음, 잘 나

감, 유행을 잘 따름 등)을 함께 조작해줌으로써 인기 있는 혹은 없

는 가해자를 상상하는데 최대한 현실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험조작 후 이와 같은 시나리오 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자신이 선

택할 역할행동(Salmivalli & Voeten, 2004)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조작 확인으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상상한 시나리오 상황에서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를 측정하였다(1=

매우 인기 없었다, 7= 매우 인기 있었다, Cohen & Prinstein, 2006).

자료 분석은 앞서 설정한 통제변수를 1단계, 괴롭힘 가해자의 인

기와 주변인의 사회적 성취목표를 2단계, 2단계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3단계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남학생

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별개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가

해자의 특징에 대한 기술이 달랐으며(e.g., 여자의 경우는 운동능력

에 대한 언급 삭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역시 참여자와 동성으

로 사전에 통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 독립

변수들의 경우 평균 센터링을 사용하여 다중공선성 문제에 대처하

고 독립변수의 주효과 해석 시, 이와 상호작용하는 변수의 평균값

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하였다(Aiken & West, 1991). 가해

자의 인기의 경우는 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립적인 반 친구가

괴롭힘을 하는 상황의 처치집단을 0으로, 익명의 인기 높은 반 친

구가 괴롭힘을 하는 상황의 처치집단을 1으로, 익명의 인기 없는

반 친구가 괴롭힘을 하는 처치집단을 -1로 코딩하여 “가해자 인기”

변수로서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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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가. 독립변수: 사회적 성취목표 지향성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은 Ryan과 Shim (2008)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

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1= 매우 그렇지 않다, 5=는 매우 그

렇다). 사회적 성취목표는 사회적 계발목표, 사회적 입증접근목표,

사회적 입증회피목표의 총 3가지의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적 계발목표는 사회적 관계와 기술의 향상에 초점을 두며(e.g., "다

른 애들에 대해, 그리고 그 애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α = .92),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사회적 위신의 획득에 초점을 둔다

(e.g., "다른 애들이 나를 인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

다," α = .91). 반면, 사회적 입증회피목표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부

정적인 평가를 피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친구들 앞에서 창피한 행

동이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α = .90).

나. 종속변수: 괴롭힘 목격상황에서 주변인의 개입의도

익명의 인기 있는, 없는 혹은 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익명의 반

친구의 괴롭힘을 목격하는 시나리오 상황에서 개입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괴롭힘 참여역할 척도(Andreou & Bonoti, 2010; 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 Voeten, 2004)를 서미정(2008)이 번안 및 타

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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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이는 각 3가

지의 역할별 6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소극

적 방관자 역할(.g., “못 본 척 지나간다,” α = .93) 피해자 방어자

역할(e.g., "그만 괴롭히라고 말한다," α= 87) 가해자 추종자 역할

(e.g., "가해자의 편을 든다," α= .84)로 구성되어 있다. Salmivalli

등(1996)의 기존 연구에서는 가해자 추종자 역할을 조력자와 강화

자 역할로 나누었으나, 이 두 역할의 구분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이

후 연구에 따라 이를 합쳐서 가해자 추종자 역할로 설정하였다

(Pouwels et al., 2016; 서미정).

주변인의 개입의도는 괴롭힘 목격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역할행

동으로서 소극적 방관, 피해자 방어, 가해자 추종의 3가지 개입의도

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기보고 혹은 또래

지명방식으로 얻어진 점수를 토대로 학생들을 가해자, 피해자, 방관

자, 방어자, 추종자의 5가지 역할 중 하나에 할당시킨다(Andreou &

Bonoti, 2010; Pouwels et al., 2016 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199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할당식 역할접근을 그대로

취하지 않고 각각의 역할행동을 개입의도로 조작적 정의하고 연속

변수로서 각각의 행동의도를 측정하였다. 주변인들이 괴롭힘을 목

격하는 상황에서 선택하게 되는 행동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개인적이

고 고유한 특성이기 보다는 목격하고 있는 상황의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almivalli et al., 1996). 또한, 본 연구는 가

해자의 인기에 따라 이를 목격하는 주변인들이 선택하는 반응행동

이 달라 질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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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제변수

(1) 공감능력

참여자들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Bonino, Lo Coco, 와

Tani, (1998)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 구성되어 있으며(1= 매우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

렇다), 인지적 공감능력6개, 정서적 공감능력 6개 총 12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적인 상태

나 상황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의 인지적인 부분이며(e.g., “나는 친

구들의 행동방식을 보면, 그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

”, α = 86), 정서적 공감은 이를 "공유"하는 정서적인 부분이다(e.g.,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면, 나 역시 울 것 같다.”, α = .89). Bonino,

Lo Coco, 와 Tani, (1998)의 공감능력 척도는 괴롭힘 관련문헌에서

주로 사용되는 척도 중 하나로서, 특히 대표적인 괴롭힘 개입 프로

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핀란드의 KiVa 프로그램(Salmivalli et al.,

2004)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종단연구에서 번안 및 수정되어 사용

되는 척도이다(Kärnä et al., 2011).

(2)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바람직성은 Reynold(1982)가 Crowne과 Marlowe (1960)의

33문항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를 13문항으로 단축화한 것을 박중규

(2009)가 한국판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사회문화적으로 수용되고 승인된다고 여겨지지만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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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행동을 반영하고 있으며, 측정 대상자

들은 각 진술에 예/아니오 응답하게 된다(e.g., “남이 잘 된 것이 매

우 부러웠던 적이 있다.” α = .58). 선행연구의 내적 일치도 값 역시

.58~.60의 값을 보였다(박중규, 2009). 이 때, 각 진술에 있어서 사회

적 바람직성에 부합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채점이 된다.

이렇게 측정된 사회적 바람직성 점수를 통제변수로서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응답하려는 편향을 통계적으로 통

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자 하는 응답을 최

소화하고 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수정함으로써 자기보고식으로 측

정된 구인의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Van de Mortel, 2008). 실제로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많은 선행 연구들에 의

해 지지를 받고 있다(e.g., Beretvas, Meyers, & Leite, 2002;

Reynolds, 1982; Stöber, 2001).

라. 집단 간 동질성 검증변수

(1) 외현적 공격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외현적 공격행동(e.g., "친구들과 언쟁을 한다.")은 Cairns, Leung,

Gest과 Cairns (1995)의 대인관계 유능감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Scale)의 하위척도 중 공격성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했

으며, 총 3개 문항으로 5점 Likert식 척도로 사용하였다(1=전혀 그

렇게 하지 않는다, 5=항상 그렇게 한다). Cronbach's α는 .80으로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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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행동(e.g., "다른 친구들을 도와준다.")은 Cassidy와

Asher (1992)와 Crick (1996)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Ryan과

Shim (2008)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총 5개의 문항으로, 5

점 Likert식 척도를 사용하였다(1=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 5= 항

상 그렇게 한다). Cronbach's α는 .92로 신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2) 괴롭힘 가,피해 경험

괴롭힘 참여역할 척도(Andreou & Bonoti, 2010; 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 Voeten, 2004)를 서미정(2008)이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5점 Likert 척도 구성

되어 있다(1=전혀 없다. 5= 11회 이상). 이는 기존 괴롭힘 참여역

할 척도(Salmivalli et al., 1996)의 단축형으로 각 역할별로 7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괴롭힘 참여 역할 중 괴롭힘 가해 역할

(e.g., “다른 친구에게 괜히 툭툭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

이 있다”, α = .82 )과 괴롭힘 피해 역할 (e.g., “반 아이들이 나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린 적이 있다", α = .88)을 가해/

피해경험으로 설정하였다. 참조시간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이번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최문영, 이동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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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익명의 인기가 높은, 낮은 그리고 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립

적인 반 친구가 괴롭힘을 하는 시나리오 상황의 3개 처치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각 처치집단별 통제변수들의 차이가 있는지 다

변량 분산분석(MANOVA)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외현적

공격행동[F(2, 511) = 0.112, p > .05], 친사회적 행동[F(2, 511) =

0.395, p > .10], 괴롭힘 가해[F(2, 511) = 0.55, p > .05]와 피해 경

험[F(2, 511) = 0.12, p > .05], 인지적 공감능력[F(2, 511) = 1.23, p

> .05], 정서적 공감능력[F(2, 511) = 1.80, p > .05] 모두에서 각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 동

질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험조작확인

먼저 인기가 높은 가해자의 괴롭힘 목격 상황의 시나리오에 할당

되었음에도 자신이 상상한 가해자의 인기를 Likert 7점 중 3점 이

하로 평정하였거나, 반대로 인기가 낮은 가해자의 괴롭힘 목격 상

황의 시나리오에 할당되었음에도 자신이 상상한 가해자의 인기를

Likert 7점 중 5점 이상으로 평정한 30명의 응답은 제외한 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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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였다.

익명의 인기가 높은, 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그리고 인기가 낮

은 가해자의 괴롭힘 목격 상황 집단별 연구 참여자들이 평정한 가

해자 인기도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원

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각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 503) = 285.96, p < .001]. Bonferroni 방법으로 사후 분

석 결과 인기가 높은 가해자가 괴롭힘 하는 상황집단(M = 5.71),

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립적인 가해자가 괴롭힘을 하는 상황집

단(M = 4.42), 인기가 낮은 가해자가 괴롭힘 하는 상황집단(M =

2.15), 각각의 쌍이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괴

롭힘 가해자 인기는 주변인의 소극적 방관의도와 .12(남), .17(여)

피해자 방어의도와는 -.14(남), -.15(여), 가해자 추종의도와는 유의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입증접근목표, 입증회피목표 및

사회적 계발목표 간 상관은 .29~.65의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입증

접근목표는 가해자 추종의도와 .16(남), .27(여)의 상관을 보였으며

사회적 계발목표는 피해자 방어의도와 .18(남), .23(여), 가해자 추종

의도와 -.17(남), -.16(여), 소극적 방관의도와 남자의 경우는 -.18

여자의 경우는 유의하지 않았다. 각 측정변인의 왜도는 -0.65에서

0.47 사이였고, 첨도는 -1.43에서 1.83 사이로 왜도 |2|, 첨도 |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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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넘지 않아 측정변인이 정상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urran, West, & Finch, 1996).

<표 1> 주요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대각선 아래:남, n=326. 대각선 위:여, n=196)

1 2 3   4 5 6 7 8 9 10

1. 가해자 인기 - .17* -.15* -.01 .00 .01 .07 .05 .01 -.07

2. 소극적 방관의도 .12* - -.61** .20** .14 -.05 .07 -.06 -.02 -.09

3. 피해자 방어의도 -.14* -.59** - -.19** -.14 .23** -.09 .23** .17* .19**

4. 가해자 추종의도 .03 .35** -.14* - .27** -.16* .01 -.08 -.22** -.07

5. 사회적 

   입증접근목표
.13* .08 -.03 .16* - .30** .51** .19** .04 -.27**

6. 사회적 

   계발목표
.00 -.18** .18** -.17** .43** - .29** .54** .37** -.10

7. 사회적 

  입증회피목표
.11* -.01 .00 -.03 .65** .45** - .20** .11 -.23**

8. 정서적 공감 -.01 -.17** .20** -.09 .42** .53** .39** - .43** -.01

9. 인지적 공감 .03 -.18** .18** -.19** .25** .54** .31** .49** - -.02

10. 사회적 바람직성 -.09 -.16** .19** -.05 -.17** -.03 -.23** -.05 .08 -

평균 .05 2.82 2.96 1.58 3.98 2.83 3.39 3.57 3.96 .45

표준편차 .80 .93 .83 .58 .85 .75 .90 .80 .70 .20

왜도 -.08 -.05 -.20 .92 -.03 -.63 -.13 -.52 -.65 .47

첨도 -1.43 -.34 -.10 .27 -.37 .74 -.39 .513 1.13 1.83

주. *p < .05**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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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주변인의 개입의도(피해자

방어, 소극적 방관, 가해자 추종의도)에 미치는 영향: 남자(n= 326)

변인

피해자 방어의도 소극적 방관의도 가해자 추종의도

  단계별  최종    단계별  최종    단계별  최종 

1단계: 통제변수(  ) .10*** .08*** .25***

학년 .07 .04 .03 .08 -.02 .03

사회적 바람직성 .18** .15** -.16** -.16** -.03 -08

정서적 공감능력 .19** .21** -.14* -.17** -.01 -.03

인지적 공감능력 .08 .06 -.12 -.08 -.18** -.07

2단계: 주효과(∆  ) .04** .05***
.04

**

괴롭힘 가해자 인기(A) -.15** -.16** .14** .14** -.01 -.01

사회적 계발목표(B) .13 .10 -.17* -.15* -.18* -.19*

사회적 입증접근목표(C) -.09 -.10 .20** .21** .37*** .33***

사회적 입증회피목표(D) -.02 -.02 -.02 -.02 -.13 -.07

3단계: 상호작용효과(∆  ) .02* .01 .01

A x B .03 -.01 .11

A x C .08 -.04 .06

A x D -.19* .11 -.11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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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주변인의 개입의도(피해자

방어, 소극적 방관, 가해자 추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자(n= 196)

변인

피해자 방어의도 소극적 방관의도 가해자 추종의도

  단계별  최종    단계별  최종    단계별  최종 

1단계: 통제변수(  ) .11*** .01 .08**

학년 .14* .13* -.04 -.03 -.16* -.14*

사회적 바람직성 .16* .12 -.09 -.05 -.04 -.01

정서적 공감능력 .19* .14 -.06 -.08 .01 .07

인지적 공감능력 .07 .03 .02 -.03 -.20** -.16*

2단계: 주효과(∆  ) .07** .05* .11**

괴롭힘 가해자 인기(A) -.15* -.14** .18* .19** .00 .02

사회적 계발목표(B) .21* .22** -.06 -.05 -.22** -.19*

사회적 입증접근목표(C) -.14 -.14 .17 .17 .36*** .35***

사회적 입증회피목표(D) -.05 -.06 .00 -.01 -.12 -.12

3단계: 상호작용효과(∆  ) .00 .01 .02*

A x B -.06 -.07 -.18*

A x C -.02 -.05 .00

A x D .04 .01 .05

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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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주변인의 개입

의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

연령, 사회적 바람직성,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을 통제한 상태

에서, 가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상호작용하여 주

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표 3>의 최종단계인 3단계와 같다.

먼저, 피해자 방어의도롤 예측하는 데, 가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

취목표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

로 남자의 경우에만 가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입증회피목표의 상호

작용항이 유의하였다(남: β = -.19, p < .05, 여: .04, p > .05). 상

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방향 및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사회적 입증회피목표의 상, 하 값(±1SD)

값에서 가해자의 인기가 피해자 방어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

를 통해 확인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가해자 인기가 낮거나 평

균인 경우 사회적 입증회피목표에 따른 피해자 방어의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 인기가 높은 경우, 높은 사회적 입증

회피목표의 학생들이 낮은 사회적 입증목표의 학생들에 비해 낮은

피해자 방어의도를 보였다(β = -.20, p < .05). 상호작용효과의 단

순회귀선 분석결과, 가해자의 인기는 사회적 입증회피목표가 높거

나(β = -.34, p < .001), 평균수준인 경우에(β = -.16, p < .01)만

피해자 방어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사회적 입증회피가

낮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인기가 피해자 방어의도를 유의하게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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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였다. 남녀 모두에서 사회적 입증접근목표, 사회적 계발목

표는 피해자 방어의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효과를 보이

지 않았다. 또한 소극적 방관의도를 예측하는 데, 남녀 모두에서 가

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

았다.

[그림 2] 가해자의 인기(±1SD)와 사회적 입증회피목표(±1SD)가 상호작용하여 주변인

의 피해자 방어의도에 미치는 영향: 남자

마지막으로 가해자 추종의도롤 예측하는 데, 가해자의 인기와 사

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구

체적으로 여자의 경우만 가해자 인기와 사회적 계발목표의 상호작

용항이 유의하였다(남: β = .11, p > .05, 여: -.18, p < .05). 상호

작용효과의 구체적인 방향 및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의 제안에 따라 사회적 계발목표의 상, 하 값(±1SD) 값

에서 가해자의 인기가 가해자 추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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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확인하면 [그림 3]과 같다. 가해자의 인기가 낮은 경우 사회적

계발목표에 따른 가해자 추종의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가해자 인기가 평균수준이거나(β = -.21, p < .05) 높은 경우(β =

-.40, p < .01) 높은 사회적 계발목표의 학생들이 낮은 사회적 계발

목표의 학생들에 비해 낮은 가해자 추종의도를 보였다. 상호작용효

과의 단순회귀선 분석결과, 가해자의 인기는 사회적 계발목표가 높

은 경우(β = -.17, p > .05, , 낮은 경우 모두 가해자 추종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β = .20, p > .05). 사회적 계발목표가

평균수준인 경우 역시 가해자 인기는 가해자 추종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p > .05). 반면에 남녀 모두 사회적 입증접근목

표와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가해자 인기와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3] 가해자의 인기(±1SD)와 사회적 계발목표(±1SD)가 상호작용하여 주변인의

가해자 추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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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해자의 인기가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주효과

상호작용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인기가 주변인의 개입

의도에 미치는 주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표 3>의 2단계와 같다. 최종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 모두에서 가해자 인기는 피해자 방어

의도를 부적으로(남: β = -.16, p < .01, 여: β = -.14, p < .05),

소극적 방관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남: β = .14, p < .01, 여:

β = .18, p < .05). 그러나 남녀 모두에서 가해자 인기는 가해자 추

종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p > .05).

6.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주효과

상호작용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주변인

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역시 <표 2>와 <표 3>의 2단계와 같다. 최종 표준화 회

귀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 모두에서 사회적 계발목표는

가해자 추종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고(남: β = -.37, p < .05,

여: .β = -.19 p < .05), 여자의 경우만 피해자 방어의도를 정적으

로 예측하였으며(남: β = .10, p > .05, 여: .β = 22, p < .05), 남자

의 경우에만 소극적 방관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남: β = -.15,

p < .05, 여: -.05, p > .05).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남녀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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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해자 방어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고(남: β = -.10, p

> .05, 여: β = -.14 p > .05 ), 가해자 추종의도를 정적으로 예측

하였으며(남: β = .33, p < .001, 여: β = .35, p < .001), 남자의

경우에만 소극적 방관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남: β = .20, p

< .01, 여: β = .17, p > .05).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남녀 모두에

서 피해자 방어, 소극적 방관, 가해자 추종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

지 못하였다(p < .05).



- 1 -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괴롭힘 목격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개입의도(i..e., 소극적

방관, 피해자 방어, 가해자 추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적 요인으로서 가해자의 인기와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성취

목표지향성(i.e., 사회적 입증접근, 입증회피, 계발목표)의 상호작용

효과와 각각의 주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

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일부 상

호작용하여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에서는 가해자 인기와 사회적 입증회피목표가 상호작용하여

피해자 방어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에서는 가해자의 인기

와 사회적 계발목표가 상호작용하여 가해자 추종의도에 영향을 미

쳤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에서 가해자의 인기는 사회적 입증회피목

표가 낮은 경우에만 피해자 방어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가해자의 인기가 높은 경우에만 피해자 방

어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높은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를 가

진 학생들의 경우 가해자의 인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에 따라

선택적인 피해자 방어의도를 보였다. 이는 괴롭힘 목격상황에서 가

해자가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경우 이에 반기를 들어 자신의 사

회적 지위를 잃는 것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가해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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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낮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남학생에서만 나타난 것은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가해자 인기의 수준에 상관

없이 일관되게 피해자 방어의도를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가해자 인

기는 사회적 입증회피목표의 수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피해자 방

어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 녀 집단에서 괴

롭힘의 전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Espelage, Mebane, & Swearer, 2004).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

이 읽은 시나리오 속 괴롭힘 상황은 신체적, 관계적 괴롭힘을 구분

하지 않은 일반적인 괴롭힘이라고 기술되었다. 이 때 남학생들은

괴롭힘에 대해 신체적 괴롭힘을, 여학생들은 관계적 괴롭힘을 중심

으로 괴롭힘 목격상황을 상상할 가능성이 있다(Smith, Cowie,

Olafsson, & Liefooghe, 2002).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 관계적 괴롭

힘 가해자에 반기를 들어 피해자를 방어하는 것이, 남학생처럼 신

체적 괴롭힘 가해자에 반기를 드는 것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

를 잃는 것을 회피하는 지향성과의 관계가 약할 수 있다. 신체적

괴롭힘에 대한 개입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 상실의 위험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여학생에서 사회적 계발목표는 가해자의 인기가 평균수준이

거나 높은 경우에만 가해자 추종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대

로 가해자의 인기는 사회적 계발목표의 수준에 상관없이 가해자 추

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높은 사회적 계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연대적인 관계와 사회적 기술의 숙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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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므로 높은 인기의 가해자가 자신보다 약한 피해자를 괴롭히

는 상황을 부당하게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가해

자의 인기가 낮은 경우 사회적 계발목표의 수준에 따른 가해자 추

종의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호작용효

과가 남학생에서만 나타난 것은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즉 여학생

과 다르게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계발목표는 가해자의 인기의 수준

이 낮더라도 평균이거나 높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가해자

추종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차이 역시 남, 녀 집단에

서 나타나는 괴롭힘 전형의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남학생

의 신체적 괴롭힘은 가해자의 인기가 낮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높

은 경우와 동일하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반면, 여학생의 관계적 괴

롭힘은 가해자의 인기의 수준에 따라 그 부당함의 정도가 차별적으

로 느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높은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

로 더욱 뒷받침 되어야 하는 관계적 괴롭힘의 특성으로 인해 인기

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해자의 관계적 괴롭힘은 일반적인

친구관계 속에서 단순한 갈등 정도로 비추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신체적 괴롭힘은 가해자의 인기에 상관없이 단순한 갈등으로

비추어지기 보다는 그 심각성이 더 크게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다만 가해자의 인기가 낮을 경우 역시 가해자 추종의도의 평균

값은 3점 미만으로 적극적인 추종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는 것을 주

의해야 한다. 나머지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과 가해자의 인기가 주

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은 다음의 주효

과에 대한 논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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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가치의 지향성에 따라 인기 있는 또래의 영향의 민감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온 또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e.g.,

LaFontana & Cillessen, 2010; Sandstrom, 2011)을 부분적으로 지지

해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지향성에 따라

인기 있는 또래의 영향의 민감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해온 또래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e.g., LaFontana & Cillessen, 2010;

Sandstrom, 2011)의 맥락을 괴롭힘 상황에 적용하여, 이를 목격하

는 청소년들의 심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

진다. 특히,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

인으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을 괴롭힘을

목격한 주변인들의 개입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적용했다는 점에

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

뿐만 아니라, 괴롭힘 가해자의 높은 인기가 주변인들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 탐색이 필요하다.

둘 째,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가 주

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 모두에서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이를 목격하는

주변인들의 적극적 방어의도는 감소하였으며, 소극적 방관의도는

증가하였다. 다만, 이 때 가해자 추종의도는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

하였다. 이는 많은 괴롭힘 가해자들이 또래집단 내 위계질서 상에

서 누리고 있는 높은 인기가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방어하는 것을

저해하고, 가해자를 추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것을 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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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제시되어 온 가설을 부분적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e.g., Garandeau et al., 2014; 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이는 인기 있는 가해자가 괴롭힘 하는 상황 속

에서, 피해자 방어를 선택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잃기 보다는

소극적 방관을 선택하여 가해자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청소년들

에게는 적응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청소년 시기 인기에 편승하는 것

은 다양한 우선순위 중 최 상위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LaFontana & Cillessen, 2010). 따라서 이렇게 많은 괴롭힘 가

해자들이 누리는 인기(Carvita et al.,2009)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학생들에게 괴롭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만을 강조하는 것

은 괴롭힘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아닐 수 있다. 실제

로 대표적인 괴롭힘 개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KiVa 프로그

램이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가 높은 반에서는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Garandeau 등 (2014)의 연구역시 이를 지지해주는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의 피

해자 방어를 격려하고 소극적 방관을 낮추어주기 위해서는,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인들의 피해자 방어를 저해

하고 소극적 방관을 조장하는 환경적 원인으로서 가해자의 인기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기 있는 청소년이 스

스로 괴롭힘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탐색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많은 괴롭힘 가해자들은 인기를 획득 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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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인기를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괴롭힘을 사용한다

(Caravita & Cillessen, 2012; Cillessen & Borch, 2006; Cillessen &

Mayeux, 2004; Dijkstra et al.., 2010; Sijtsema, Veenstra,

Lindenberg, & Salmivalli, 2009). 따라서 직접적으로 괴롭힘 가해행

동을 보이는 인기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다른 친사

회적인 행동의 유용성(Rodkin et al,. 2013)을 강조해주거나, 인기에

두는 가치 자체(Cillessen, Mayeux, Ha, de Bruyn,, & LaFontana,

2014)를 낮춰주는 등 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으로

괴롭힘이 곧 인기를 획득 혹은 유지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되지 않는 교실 분위기(Sentse et al., 2015)를 격려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의 효과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인기 있는 청소년들이 괴롭힘을 선택하

는 것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거나 괴롭힘과 인기의 연관성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이들의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별적인 방안의 효과성 검

증은 추후 괴롭힘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완하는데 있어서 중

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다만 예상과는 다르게 가해자 추종의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 인기

의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즉 괴롭힘 목격 상황에서 소극

적으로 방관에 그치거나 적극적인 개입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괴

롭힘 가해자의 인기라는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가

해자의 편을 들어 적극적으로 함께 괴롭히는 데 있어서는 가해자

인기라는 환경적 요인보다는 높은 사회적 입증접근목표 혹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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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계발목표라는 개인 내적 요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 방관 및 피해자 방어와 가해자 추종은

비슷하지만 다른 원인과 심리적 기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소극적 방관 및 피해자 방어는 결국 괴롭힘 피해자를 도와줄

지 말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반면, 가해자 추종의 경

우 가해자와 함께 괴롭힐지 말지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를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 추종자의 경우 방관자, 방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괴롭힘 가해자의 지위보다 괴롭힘 행동 그 자체에 지향

되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해자 추종

과 괴롭힘은 깊은 연관성을 보이며 (Salmivalli et al., 1996), 높은

사회적 입증접근목표 및 낮은 사회적 계발 목표 역시 괴롭힘 가해

를 예측한다(Rodkin, Ryan, Jamison, & Wilson, 2013; Caravita &

Cillessen, 2012). 즉 가해자의 인기가 어떠한 지와는 상관없이 약한

급우를 괴롭히는 상황 그 자체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입증해보

일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

방교육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적 맥락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편을 들어 적극적으로 함께 괴롭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셋 째, 상호작용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주변인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남녀 모두에서 사회적 계발목표는 가해자

추종의도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으나, 여자의 경우만 피해자 방어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남자의 경우에만 소극적 방어의도를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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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측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던 여학생의 가해자

추종의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해자의 인기의 수준에 상관없이 일

관되게 개입의도를 예측하였다. 즉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사회적

인 지위 보다는 또래와의 개인적인 친분, 연대와 사회적인 숙달을

목표로 지닌 다른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의 영

향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기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개입의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계발목표가 피해자 방어와 소극적 방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성

차가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성차는 남학생들은 괴

롭힘에 대해 신체적 괴롭힘을, 여학생들은 관계적 괴롭힘을 중심으

로 괴롭힘 목격상황을 상상할 가능성(Smith et al., 2002)으로 기인

될 수 있다. 즉 관계적인 숙달을 지향하는 사회적 계발목표가 피해

자 방어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여학생의 관계적 괴롭힘 목격상황의

경우가 남학생의 신체적 괴롭힘 목격상황에 비해 더욱 직접적인 연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적 괴롭힘의 경

우 관계적인 숙달과는 상대적으로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때 그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였지만,

남학생의 경우 역시 정적인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은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여학생의 관계적 괴롭힘에서 소극적인 방관은 상대적

으로 남학생처럼 신체적 괴롭힘에서 소극적 방관과 다른 기제를 가

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체적인 괴롭힘 상황에서 소극적

방관은 암묵적인 용인으로서 가해자 추종과 더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관계적 괴롭힘 상황에서 소극적 방관은 암묵적인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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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상대적으로 섣불리 타인들 간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실제로 상관분석 결과, 소극적 방관과 가

해자 추종 간의 상관이 여자에서 보다 남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사회적 계발목표가 남자의 경우 소극적 방관과 가해

자 추종을 모두 부적으로 예측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소극적 방관을

예측하지 못하고 가해자 추종만 예측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남녀 모두에서 사회적 입증접근목표는 가해자 인기의 수준에 상관

없이 일관되게 가해자 추종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나, 피해자

방어는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한 남자의 경우만 소극적

방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먼저 가해자 추종의도에 대한 결과는

사회적 입증접근목표가 괴롭힘 가해를 예측하며(Rodkin et al.,

2013; Caravita & Cillessen, 2012), 괴롭힘 가해 역시 가해자 추종

과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들(Salmivalli et al., 1996) 종

합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가해자의 인기가 어떠한 지와는

상관없이 약한 급우를 괴롭히는 상황 그 자체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입증해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

다. 남녀 모두에서 사회적 입증접근목표가 피해자 방어의도를 유의

하게 예측하지 못한 것은 주변인들의 다양한 지각이 혼재함을 시사

한다. 즉, 괴롭힘 가해자에 반기를 들어 피해자를 방어하는 것이 자

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입증해 보이는데 있어서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유용하지만, 실패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위를 잃게 되

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강한 경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때 역시 그 통계적 유의성은 부족하였지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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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모두 사회적 입증접근 목표는 피해자 방어의도와 부적인 경향성

을 보였다는 점은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입증

접근목표와 소극적 방관의 관계에 대한 성차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

전 사회적 계발목표와 소극적 방관의 관계와 같은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즉 남학생의 신체적인 괴롭힘 목격 상황에서 소극적 방관은

암묵적인 용인으로서 가해자 추종과 더욱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

으나, 여학생의 관계적 괴롭힘 목격 상황에서 소극적 방관은 암묵

적인 용인 보다는 상대적으로 섣불리 타인들 간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때 그 통계적 유의성

은 부족하였지만, 여학생의 경우 역시 정적인 경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남녀 모두에서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는 주변인의 개입의도를 예측

하지 못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던 남학생의 적극적

방어의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해자의 인기의 수준에 상관없이 일

관되게 개입의도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경

향성을 보이는 사회적 계발, 사회적 입증접근 목표에 비해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를 가진 학생들은 다양한 특성들이 공존함을 암시한

다. 실제로 남녀 모두에서 사회적 입증회피목표의 경우 사회적 계

발목표와 입증접근목표 모두와 중간 이상의 정적인 상관(.29~.65)을

보였다. 이렇게 다양한 경향성들이 공존하는 사회적 입증회피목표

의 특성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 된 바 있다(e.g., Rodkin et al.,

2013, Rudolph et al., 2011; Ryan & Shim, 2006, 2008). 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입증회피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괴롭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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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는 일관되지 않은 경향성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

된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

의 소극적 방관과 가해자 추종을 낮추고, 피해자 방어를 늘리기 위

해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지향성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 째, 기존문헌에 의해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의 역할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개인적 특성인 공감능력을 통제한 상

태에서도 가해자가 또래집단에서 누리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개인

이 또래집단 내에서 추구하는 가치의 지향성에 따라 주변인들이 선

택할 역할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목표지향성과 이에 맞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공감능력의 결손이 없

더라도 충분히 피해자 방어보다는 소극적 방관이나, 심지어 가해자

추종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괴롭힘을 목격한 상

황에서 피해자 방어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방관하거나, 가해자를

추종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공감능력이 결핍되어 있을 것으로 단정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2. 의의

본 연구는 괴롭힘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변인들의

개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이해는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괴롭힘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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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하는 것을 격려하고, 괴롭힘에 가담하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하

는 것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근본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서양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점이 맞추

어져 있던 괴롭힘 문헌들에서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

다는 점에서 그 고유성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 결과는 괴롭힘을 목격하는 주변인들의 피해자 방어

를 격려하고 소극적 방관을 낮추어주기 위해서는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시사한다. 인기 있는

가해자가 괴롭힘 하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 방어를 선택하여 자신

의 사회적 지위를 잃기 보다는 소극적 방관을 선택하여 가해자의

인기에 편승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는 적응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Juvonen & Galván, 2008; Sandstrom, 2011). 이와 관련하

여 청소년 시기 인기에 편승하는 것은 다양한 우선순위 중 최 상위

가치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LaFontana & Cillessen, 2010). 또한

전체적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입증목표지향성

을 낮춰주고, 사회적 계발목표지향성을 높여줌으로써 괴롭힘 가해

자의 인기로 인해 가해자를 추종하거나 소극적으로 방관하게 되는

영향을 완충해주고, 적극적인 방어행동을 촉진시켜줄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을 제시해준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변인들의 개

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원인으로서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

에 대한 직접적인 처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체 또래집단의 규

준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Samlivalli, 2010). 그러

나 이와 상호작용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사회적 성취목표지향



- 13 -

성은 상대적으로 변화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

를 가진다. 다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처

치를 통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입증목표와

계발목표는 각각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의 숙달목표와 수행목표의

개념이 또래집단이라는 사회적 상황에 적용된 점이라는 것을 고려

했을 때(Ryan & Shim, 2006, 2008), 학업적 맥락의 지향성 연구들

을 바탕으로 개입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Meece, & Miller, 1999; Vansteenkiste et al., 2008). 추후 연구

에서는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의 변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입 프로

그램의 계발 및 효과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사회

적 성취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을 통해 간접적인 처

치의 방안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성취목표지향성이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는 선행연구들은 존재하지만(Rodkin et al.,

Ryan & Shim, 2008), 사회적 성취목표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대한 탐색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괴롭힘 상황에서 주변인들의 역할행동이 곧 안정적인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목격하고 있는 환경적 맥락의 영향에 민

감한 선택적 행동이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

의를 가진다. 선행연구에 의해 환경적 맥락이 주변인들의 개입의도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어 왔지만(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 Voeten, 2004)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주변인 역할행동 척도(Participant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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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aire, Salmivalli et al., 1996; Salmivalli & Voeten, 2004)를

통해 학생들을 방관자, 방어자, 추종자 등의 역할 중 하나로 할당하

여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괴롭힘 행동일지라도, 가해

자가 누구인지와 같은 환경적 맥락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할 역할이

달라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자들이 각각의 역

할을 주로 보이는 학생들이 보이는 개인적 특성들뿐만 아니라 이들

이 그와 같은 역할을 선택하게 되는 환경적 맥락의 영향 역시 고려

해야 함을 시사한다.

3. 제한점 및 추후 연구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 째, 시나리오 처치를

통해 괴롭힘 가해자의 인기를 실험적으로 조작하였지만 다른 변수

들은 모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공유된 방법으로 인한

분산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 둘 째, 종속변수인 주변인의 행동의

도(i.e., 가해자 추종, 피해자 방어, 소극적 방관의도)는 실제 행동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행동의 의도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괴롭힘이라는 도덕적으로 특수한 상

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은 실제 상황을 반

영하지 못할 수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에 부응하기 위한 영향을 통

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성과 비밀보장이 되는 자기보

고식 평정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데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괴롭힘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 역시(e.g., 서미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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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ou & Bonoti, 2010)자기 보고식으로 괴롭힘 상황에서의 역할

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의 예비 연구에서 사회적 바

람직성 척도를 함께 측정한 결과, 사회적 바람직성이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괴롭힘 상황에 대한 관찰평정

은 심각한 윤리적, 비용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

기보고식 평정은 차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셋 째, 종속변수인

주변인의 행동의도를 사전, 사후에 반복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

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종속변수의 차

이가 순수한 시나리오 처치의 차이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먼저 18문항이라는 종속변수 응답의 부담으로 인해

이월효과가 발생할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해

주변인의 행동과 연관성이 깊다고 알려져 있는 친사회적 행동, 외

현적 공격행동, 공감능력, 괴롭힘 가해/피해 경험, 스스로 지각한 인

기도와 실제 인기도 등에서 집단간 동질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는 점에서 종속변수의 차이는 시나리오 처

치의 효과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넷 째, 각 교실과 학교마다 인기

와 관련된 규준이 다를 수 있으나 시나리오 처치에 있어서 인기와

관련된 규준을 일관되게 조작을 하였다. 다만, 이러한 규준들은(e.g.,

유머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해 인기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반

복적으로 확인되는 개인적 특성변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체적으

로 인기 있는 청소년들이 괴롭힘을 선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낮춰

주거나 괴롭힘과 인기의 연관성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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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색하고, 이들의 효과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입

증회피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괴롭힘 상황에서 보이는 일관되지 않

은 경향성들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나아가 사회적 성

취목표지향성 뿐만 아니라, 괴롭힘 가해자의 높은 인기가 주변인들

의 개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해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 탐색

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의 비교 연구와 이에

따른 한국적 맥락의 특성들에 대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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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괴롭힘 목격 상황 시나리오 예시

1. 익명의 인기 높은/낮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하는 상황 목격 시나리오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고,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세요

반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친구 중 하나인 A 라는 남(여)학생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친구는 소위 잘 나가며, 반에서 영향력이 있으며, 재미있고, 운동도

잘 합니다(여중 상황의 경우 운동능력은 삭제). 또한, 인기 있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며, 옷을 잘 입고 유행을 잘 따르는 등 매력적입니다.

< 남중 상황 > < 여중 상황 >

그런데, 이 A가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자기보다 약한 남학생을 괴롭히고 있습

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A의 편

을 들면 A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괴롭힘 당하는 친구의 편

을 들면 A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행동에 솔직하게 표시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자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절

대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익명의 인기 낮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하는 상황 목격 시나리오(1. 과 다른 부분만

제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고,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세요



- 18 -

반에서 제일 인기가 없는 친구 중 하나인 A 라는 여학생이 있다고 상상해 보

세요. 이 친구는 소위 잘 나가지 못하며, 반에서 영향력이 없으며, 재미없으며,

운동도 잘 하지 못 합니다(여중 상황의 경우 운동능력은 삭제). 또한, 인기 있

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옷을 잘 못 입고 유행을 잘 따르지 못하는

등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3. 익명의 인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중립적인 반 친구가 괴롭힘을 하는 상황 목격 시

나리오

(1. 과 다른 부분만 제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고,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세요

우리 반 안에, A 라는 남(여)학생친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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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Bully's Popularity and

Bystander's Social Achievement

Goals on Intention to Response

in Bullying Situation

Byeongho Choi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i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and interactive

effects of bully's popularity, as a situational factor, and bystander's

social achievement goals (i.e., social demonstration approach, avoidance,

and development goal), as an individual factor, on the intention to

response (i.e., passive outsiding, defending victim, following bully) in

bullying situation. The participants were 522 middle school

students(male = 326, female = 196). They were randomly allocated to

one of the 3 witnessing bullying vignettes, where the bully was

described as popular, unpopular or neutral (no description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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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rity). After reading the vignettes, they reported how they would

response in this situation. Also social achievement goals and other

control variables were self-reported. The results revealed that as the

popularity of the bully increased, bystanders' intention of passive

outsiding increased while defending victim both for male and female.

But intention of following bully remained stable. The overall pattern

showed that those with high social demonstration goals or low social

development goals reacted sensitively toward the popularity of bully,

with higher intention of passive outsiding, following bully and lower

intention of defending victim relatively. On contrary, those with low

social demonstration goals or high social development goals reacted

consistently despite the increasing popularity of bully, with higher

intention of passive outsiding, following bully and lower intention of

defending victim. Also some gender differences and social

demonstration approach/avoidance differences were found. It is

meaningful in that we examined the interaction of situational and

individual factors that can affect the responses of bystanders. It

implicates that to encourage active intervention of bystanders in

bullying situation, we need to consider the high popularity of bully as

situational factors and encourage social development goals rather than

social demonstration goals as individual factors

Keywords: Bullying, Popularity, Social Achievement Goals, Bystander

Response.

Student Number: 2015-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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