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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또래 동조(peer conformity)는 또래의 의견, 판단, 행동에 따라 자신의 

의견, 판단, 행동을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또래의 중요성은 커지며, 이에 따라 또래에게 동조하려는 경향성 또한 

증가한다. 그러나 모든 또래가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닐 수 있

다. 또래 관계 또한 다른 사회 관계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지위 구조를 

보이며, 지위 구조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또래 관

계에서 더 높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착안하

여 최근 또래 내 지위의 영향력을 확인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지만, 

연구들의 결과가 다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네 가지 점에 주목하여 또래 지위 효과를 보다 

세밀하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기존 지위 있는 또래에 대한 연구들

의 경우 주로 질적 연구나 상관 연구에 주로 의존하였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연

구를 통해 지위 있는 또래의 영향력이 실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둘째, 또래 내 지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반영하여 또래 내 지위

의 유형을 인기 있는 또래와 선호하는 또래로 구분하고, 동조에 있어 각 

지위 유형의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동조에는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수동적 측면 이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

표대로 행동을 선택하고자 하는 능동적 측면 또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

하여 동조에 있어 개인차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주도적이냐, 관계적

이냐에 따라 동조 효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사회적 목표의 조절

효과를 함께 확인하였다. 끝으로, 동조 상황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하였

다. 점의 개수와 같이 비교적 답이 명확한 과제를 사용하여 지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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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의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또래의 의견

에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동조 상황을 구성하였

다. 

이에 초등학교 5,6학년 290명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상황(친구 돕기), 

반사회적 상황(따돌림), 개인 취향 상황에서 또래 동조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사전에 사회적 목표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후, 참여자들을 

각각 1) 어른의 의견을 제시받은 조건, 2) 일반 또래(반 아이들)의 의견

을 제시받은 조건, 3) 인기 있는 또래의 의견을 제시받은 조건, 4) 선호

하는 또래의 의견을 제시받은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동조 효과를 확인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모두 일반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어른 집단보다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부모 등 어른보다는 또

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이 시기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래의 영향력을 중요

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친사회적 상황과 반사회적 

상황에서 관계적 목표가 높아짐에 따라 지위 있는 또래의 영향을 더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아동일수록 또래 

내에 지위가 높은 아동의 판단에 더욱 민감하며, 또래 동조가 문제시되

는 상황이 나타날 때 관계적 목표를 가진 아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인기 있는 또래의 경우 반사회적 상황에서, 선호하는 또래의 경

우 친사회적 상황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는 사회적 능력 이중요

소 모형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또래 내 지위가 두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

어 있고, 각 유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또래 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확인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학교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기 있는 또래들을 활용하는 것이, 반대로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또래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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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친사회적, 반사회적 상황과 달리 개인 취향 상

황의 경우 또래 지위 유형과 사회적 목표에 따른 차별적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이는 또래 내 지위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 지위가 영

향을 미치는 상황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또래, 또래 동조, 또래 지위, 사회적 목표, 선호, 인기

학 번 : 2014-3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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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또래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타

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이 욕구가 충족

될 때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Baumeister & Leary, 

1995; Hartup, 1989; Holt-Lunstad, 2018; Holt-Lunstad, Smith, & Layton, 2010).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시기는 점차 가족 밖에서의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 

또래와의 적응이 새로운 발달 과업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또래 관계의 중

요성이 더욱 크다(Bagwell & Bukowski, 2018; Hartup, 1989; Rubin, Bukowski, 

& Parker, 2006). 

또래 관계는 유사한 나이 대의 사람과 맺는 자발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가족 등 여타의 관계와 구분된다(Bukowski, Laursen, & Rubin, 2018). 또래 

관계가 유사한 나이 대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또래 간에는 비슷한 경

험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또래는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참

조 집단으로 기능한다(Harris, 1995). 일례로 아동은 자기 능력에 대한 지각 

등을 또래와의 비교 과정을 통해 형성하며, 또래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

이 어떠한 것인지도 또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식하게 된다(Bukowski 

& Raufelder, 2018). 

또래가 중요한 참조 집단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또래 간에는 또래의 의

견, 판단, 행동에 따라 자신의 의견, 판단, 행동을 변경하는 또래 동조(peer 

conformity)가 빈번히 나타난다. 또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우

울증에서부터, 음주, 흡연 등의 비행 행동, 기부, 봉사활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 그리고 학습동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또래 동조가 나타난다(Barry & 

Wentzel, 2006; Bosari & Carey, 2001; Dishion & Tipsord, 2011; Kindermann, 

2016; Kobus, 2003).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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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또한 또래 동조와 관련이 높다는 점에서 또래 동조는 또래 관계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정지혜, 오인수, 2018; 하은혜, 조유진, 

2007; Juvonen & Galvan, 2008). 

기존 또래 동조 연구들은 또래 일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

나 다른 사회 구조와 마찬가지로 또래 내 관계 또한 일종의 지위 구조를 이

루고 있기 때문에, 또래 내 지위에 따라 또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Cillessen & Marks, 2011; Coie, Dodge, & Coppotelli, 1982; McDonald & 

Asher, 2018; Parkhurst & Hopmeyer, 1998). 즉 어떤 또래들은 다른 또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또래 관계 연구자들이 또래 내 대표적 지위로 제안하는 

인기 있는 또래(popularity)와 선호하는 또래(likeability)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인기 있는 또래가 또래 내에 높은 권력, 지위, 평판을 가진 ‘눈에 띄는’ 

아이라면, 선호하는 또래는 또래 내에 ‘호감도가 높은’ 아이를 뜻하며, 이들

은 집단 내에서 서로 다른 영향력을 보인다(Asher & McDonald, 2009; 

Bukowski, 2011; Mayeux, Houser, & Dyches, 2011). 

인기 있는 아동과 선호도가 높은 아동의 특성 가운데 서로 겹치는 부분

이 있지만, 이들 간의 차이 또한 존재하며 이 차이는 아동의 연령이 높아짐

에 따라 더 뚜렷해진다(LaFontanan & Cillessen, 1998). 사회적 능력 이중 요

소 모형(dual component mode of social competence, Cillessen, 2011)에서는 또

래 내에서 발휘하는 사회적 능력에 따라 이 두 지위 유형이 구분된다고 제

안한다. 사회적 능력 이중 요소 모형에 따르면 인기 있는 아동의 경우 사회

적 상황에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해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

한 인기 있는 아동은 필요할 경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성, 괴

롭힘 등의 수단 또한 사용하며, 이에 따라 인기와 괴롭힘 간에는 유의한 정

적인 관련이 나타난다(Aikins & Litwack, 2012; de Bruyn, Cillessen, & 

Wissink, 2010). 반면 선호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친사회적이고 협력적인 모

습을 보이며, 타인의 감정을 읽거나 또래 간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

이 뛰어나다(Cillessen & Marks, 2011; McDonald & Asher, 2018). 선호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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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동의 경우 인기 있는 아동과는 달리 괴롭힘 등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

련이 낮다(de Bruyn et al., 2010).

인기 있는 아동과 선호도가 높은 아동은 다른 일반적인 또래보다 또래 

내 동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지위 있는 또래의 영

향력에 대한 연구(e.g. Adler & Adler, 1998;  Eder, 1985; Vaillancourt & 

Hymel, 2006)가 주로 질적 연구와 상관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

문에, 지위 있는 또래의 영향력이 동조 효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 효

과(selection effect)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었다. 즉, 

또래 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또래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를 수용

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Bukowski, 2011) 지위 높은 아동과 다른 또래 

간에 높은 유사성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것이 지위 높은 아동이 다른 또래

에게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위 높은 아동이 다른 또래 아동의 

호감을 사기 위해 다른 또래 아동이 가진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선택한 결

과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인기 혹

은 선호도가 높은 아동의 의견을 조작하여 살펴보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험 연구 방법을 활용한 몇 편의 연구가 

이루어졌지만(Gommans, Sandstrom, Stevens, Bogt, & Cillessen, 2017; Lansu & 

Cillessen, & Karremans, 2015),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는 각 연구에

서 활용한 과제나 상황이 상이했기 때문일 수 있다. 관련해서 다수의 연구

가 상식 퀴즈의 정답을 맞히게 하거나 패턴 내에 점 개수를 세는 과제를 사

용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래 내 지위가 높은 아동들

의 경우 사회적 능력 면에서 높은 지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각의 정

확성을 보이는 과제에서는 이들이 가진 높은 지위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또래 내 지위의 영향은 어떤 동조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동조 상황을 다양화하여 

동조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지위 있는 또래의 영향과 관

련하여서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동조에 대한 탐색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또래가 마주하는 사회적 상황은 크게 괴롭힘과 같은 반사회적 상황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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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돕기, 협동하기와 같은 친사회적 상황 그리고 머리 모양, 패션 등 취향

과 관련된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다(Cohen & Prinstein, 2006; Kosten, Scheier, 

& Grenard, 2013). 이 상황들은 또래의 의견, 판단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점

에서 상식 퀴즈 등 기존 지위 있는 또래 연구에서 활용된 동조 상황과는 상

이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지위 있는 또래의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 또한 각 사회적 상황에서 영향력은 지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인기 있는 아동의 경우 관계적 괴롭힘 등의 방법을 통해 또

래 내 관계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선호도가 높은 또래의 경우 관계

적 괴롭힘 행동을 덜 보이고, 또래에게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de Bruyn et al., 2010; Cillessen & Marks, 2011),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인기 

있는 아동의 영향력이 더 높을 수 있다. 즉 인기 있는 아동의 의견에 민감

하지 않을 경우 또래 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돌림과 같은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인기 있는 아동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을 돕기와 같은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또래의 영향력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도움 주기와 같은 친사회적 상황의 

경우 나의 손해를 다소 감내하고라도 타인을 도울 것인지가 문제되는 상황

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타인을 돕는 것이 또래 내에

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또래의 

경우 자신 혹은 집단의 이익을 위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andstrom & Cillessen, 2006), 이들의 판단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참고할만한 단서로서의 정보가가 낮다. 반면 선호도가 높은 또래의 

경우 또래 내 타인의 필요에 적절히 반응하고, 타인과 나의 이익이 충돌하

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또래 내에 호감을 높인다(Pakaslahti, 

Karjalainen, & Keltikangas-Jarvinen, 2002; Rubin, Bowker, McDonald, & 

Menzer, 2018). 따라서 친사회적 상황에서 또래 내 호감을 더 높이는 방식에 

있어서는 선호도가 높은 또래가 더 역할 모델로서 적합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지위에 따른 또래 동조 효과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또래 영향력의 과정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과정만은 아니라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Brown, Bakken, Ameringer, & Ma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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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개인들이 또래에게 동조하는 데에는 개인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

다. 동조 연구자들은 동조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정

보적 측면 이외에 관계에서 소속감을 높이는 규범적 측면이 존재한다고 분

석한다(Cialdini & Goldstein, 2004). 이는 또래의 영향을 받는 과정에서 개인

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 또래 영향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Wentzel, 1999). 예를 들어 또래와의 관계 유지가 더 

중요한 경우 또래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관계를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선택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조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인 선택의 과정일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경우 이

와 같은 대인관계에서 아동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또래에게 애착하는 아동일수록 또래 동조의 가능성이 높고(Brauer 

& De Coster, 2015), 또래 내 지위의 영향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Dawes & Xie, 2014; Breslend, 

Shoulberg, McQuade, & Murray-Close, 2018)을 고려할 때 또래 동조의 과정에

서도 개인이 가진 목표에 따라 동조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또래 내 사회적 목표(Abele & Wojciszke, 2014; Locke, 2000, 

2015)에 주목하였다. 사회적 목표는 인간이 관계에서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

인 동기를 주도적인 동기와 관계적인 동기로 구분하고, 이를 목표로 개념화

한 것이다. 주도적 목표(agentic goal)가 권력, 우월 등 타인과의 차별성을 부

각하고자(get ahead)하는 목표라면, 관계적 목표(communal goal)는 돌봄, 친애 

등 타인과 관계 맺는 것(get along)에 초점을 두는 목표라는 점에 차이가 있

다. 

사회적 목표 중 관계적 목표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회적 상황에서 특히 동조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Trucco, Colder, Bowker, & Wieczorke, 2011). 반대로 주도적 

목표가 높은 경우에는 동조가 자신의 우월을 드러내는 데 있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동조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동조에 있어 사회적 목표

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확인은 동조를 더 쉽게 선택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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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힘으로써, 동조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개입하는 것

이 효과적인지, 또 어떤 방향에서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드러내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또래 동조를 다음과 같은 새

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 또래 내 유사성 확인을 넘어서 유사성에 영향을 끼치는 두 과정, 

즉 선택의 효과와 사회화의 효과를 구분하고 선택의 효과를 제외하고도 사

회화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횡

단적 설계나 상관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또래 의견을 조

작하는 형식을 통한 실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또래 내 유사

성이 또래 내 선택의 결과인지, 사회화로 인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데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또래 내 개입의 대상과 관련하여 누구를 대상으로 한 개입이 효과

적인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때 일반 또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아니면 또래 내 지위가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

적일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래 내 지위가 높은 아동이 또래 내 영향

력이 높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할 때, 또래 내 지위가 높은 아동의 영향력이 

높을 것이라 추측되지만, 이 연구들의 경우에도 선호도가 높은 아동과 인기

가 높은 아동을 직접 비교한 경우가 드물었고, 또한 또래 전체와 비교한 경

우는 더욱 드물었다. 동조에는 수 또한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때문에, 또래 

지위 유형의 차별적 효과는 두 유형 간의 비교 이외에 일반 또래 집단과의 

비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변화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부모 혹은 교사와 

같은 어른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 

제시와 또래 의견 제시 사이에 실제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또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 곧 어른이 영향

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어른의 

영향력은 중요하기 때문에(Rueger, Malecki, & Demaray, 2010), 동조 상황에

서 또래와 어른의 차별적 영향력을 검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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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부모, 교사 등 어른을 통한 개입보다 또래를 통한 개입이 더 효과적이라

는 일부의 제안(e.g. Rosenberg, 2011)의 타당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도 의의

가 있다.   

셋째,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동조 상황을 살펴보았다. 또래 동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경우 비교적 정답이 명확한 중립적 과제를 사용하여 또래 동

조의 효과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동조가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실제 동조가 문제가 되는 다른 사

회적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또래 내 지위의 경우 정답이 명확한 과제보다는 또래 관계와 같이 답이 모

호한 상황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동조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동조 상황에서 친사회적인 상황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

다. 많은 경우 동조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인식할 때가 많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동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도 많다. 타인이 쓰레기를 줍는 

것을 보고 따라 줍는 현상이나, 모두가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

문에 나도 기다리는 현상 또한 동조의 한 예이며, 이 경우 동조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동조 연구는 친사회적

인 맥락에서 일어나는 동조 현상 또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Cialdini & 

Goldstein, 2004). 이를 반영하여 아동 및 청소년기 또래 동조 상황에서 친사

회적인 상황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래 내 개입을 통

해 친사회적인 행동의 증진이 가능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시사점 또한 존재한다.

끝으로 동조에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표와 같은 능동적 측

면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낮은 자기조절력과 같이 동조의 원인을 능력

상의 결함으로 보는 것을 넘어 보다 동조 현상을 능동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동조를 능력상의 결함으로만 보는 관점은 친사회적인 상황과 같이 때

로는 동조가 더 적응적인 경우에 보이는 동조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수 

이기 때문이다. 동조의 결과는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동조를 선택하는 개인

의 관점에서는 동조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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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목표에 따른 차별적 효과의 

확인은 동조 상황에서 개인의 선택 이유를 풍부하게 파악하고, 이후 개입의 

방식을 고민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또래 관계 내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목표에 따라 

동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동조의 과정을 보다 

역동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향후 개입의 대상 및 방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본 연구

를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 동조의 과정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고 교육

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가상적 실험 상황을 바탕으로 동조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소수

의 연구를 제외하고 청소년기 또래 영향 연구가 주로 질적 관찰이나, 설문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래 간 유사성이 선택 효과 때문인지, 

실제 동조로 인한 변화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 점을 반영하여, 또래

의 의견을 조작한 후, 조작된 의견을 보았을 때 자신의 판단을 달리하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동조 상황에서 제시 받는 타인의 의견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특히 

또래 내 대표적인 지위 유형인 인기 있는 아동과 선호도가 높은 아동이 다

수의 일반적인 또래에 비해 더 영향력이 큰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인기 있는 아동, 선호도가 높은 아동, 일반 또래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에 따라 동조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기에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어른 집단을 참

조 집단으로 구성하여 어른 집단에 비해 다른 집단이 과연 차별적인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또래 영향력이 지나치게 과장

된 것은 아닌지, 종래 어른을 통한 개입과는 상이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셋째, 동조 상황을 아동의 사회적 경험과 관련된 상황으로 구성하는 것

이다. 지위 있는 또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외모, 패션과 같은 취향

의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에서 지위 있는 또래의 영향력을 확인해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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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연구법을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정답이 명확한 과제를 활용

하여 동조 효과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향과 대인관계 영역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선행 연구의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가 연구에서 살펴본 

상황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인 관계 영

역을 반사회적 상황과 친사회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지위의 차별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능력 이중 요소 모형(Cillessen, 

2011)에 근거하여 친사회적인 상황에서는 선호도 높은 또래가, 반사회적 상

황에서는 인기 높은 또래가 영향력이 높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넷째, 또래 내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 동조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동조 효과는 낮은 자기조절력, 낮은 자아존

중감과 같은 결함의 요소 이외에 개인이 또래 관계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

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동조의 이유 

중 하나가 집단에 소속감을 높이는 측면에 있다는 점에 근거할 때(Cialdini 

& Goldstein, 2004), 타인과의 조화, 어울림을 중요시하는 관계적 목표의 경

우 동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도적 목표의 경우 자

신의 우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타인의 판단에 동조하려는 경향은 작

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또래 동조 상황에서 인기 있는 또래와 선호

도 높은 또래, 일반 또래의 영향력을 어른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

였다. 이때 동조에 있어서 개인이 가진 사회적 목표가 어떤 조절효과를 보

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동조 영향력의 출처와 개인 간의 

관계가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상식 퀴즈 정답과 같

이 비교적 답이 명확한 과제를 활용하여 또래 지위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e.g. Gommans et al., 2017)과는 달리, 보다 지위의 효과가 분명히 나

타날만한 또래와 관련된 상황인 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개인 취향 

상황을 중심으로 또래 동조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초등학

교 고학년의 경우 또래 내 지위의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는 등(강인설,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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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2009) 또래 영향력이 본격화되는 시기로, 이 시기의 또래 관계를 파악하

는 것이 초기 개입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등(교육부, 2018), 초등학생의 또래 관계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또래 영향력이 발휘되는 상황과 개인의 사회적 목표를 살펴봄

으로써 지위 높은 또래의 영향력에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Gommans et. 

al., 2017; Lansu et al., 2015)가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 또래 동조 연구의 경우 또래 동조를 또래 경향성과 

같은 개인이 가진 특성으로 간주하고, 이와 다른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

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동조 효과의 인과적 차원을 드러내는 데에

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동조에 있어서 또래 지위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 또

한 드문 편이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실험 설계를 바탕으로 또래 지위와 동

조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국내 또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인성 발달에 있어 또래의 영향력을 확

인하고,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기 문제 행동의 해결과 친사회성 발달에 

있어 또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

적으로 최근 이슈가 된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행동을 비롯하여 도움 행동 

등 친사회적 행동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 어떤 또래

를 대상으로,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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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또래 동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또래 동조 상황을 세 가지

로 구분하고, 각 상황에서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진 또래와 일반 또래 혹은 

어른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또래 동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사회적 목표(주도적 목표, 관계적 목

표)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친사회적 상황에서 또래 동조는 또래 지위 유형과 사회적 

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2. 반사회적 상황에서 또래 동조는 또래 지위 유형과 사회적 

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3.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상황에서 또래 동조는 또래 지위 유

형과 사회적 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 

3. 주요 용어 정의 

가. 또래

또래는 동년배로 구성된 무리를 뜻한다(Bukowski, Laursen, & Rubin, 

2018). 본 연구에서는 같은 학년, 반 내에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을 또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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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조

동조란 집단 내 다른 성원들의 의견, 판단, 행위에 따라 자신의 의견, 판

단, 행위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Claidiere & Whiten, 2012; Haun & 

Tomasello, 2011). 동조는 변화에 대한 요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복종

과는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에게 의견을 바꿀 것을 명확하게 요구

하지 않음으로써, 복종과 동조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동조 정도

는 타인의 판단을 보기 전에 내린 자신의 판단과 그 후 제시 받은 타인의 

판단 간의 차이값을 계산한 후, 이 차이값이 타인의 의견을 본 후 자신의 

두번째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다. 동조 상황

동조 상황은 동조가 일어나는 맥락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상황, 반사회적 상황, 개인 취향 상황으로 총 세 가지 동조 상황을 구성하였

다. 각 상황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친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행동 중 가장 널리 연구된 주제는 타인을 돕는 것이다. 즉 어

려움에 처한 개인이 있을 때 이를 도와주는 행동은 가장 대표적인 친사회적

인 행동이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Penner, 

Dovidiom Piliavin, Schroeder, 2005).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목 마른 

친구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는 상황을 친사회적인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2) 반사회적 상황

반사회적 상황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을 말한다. 따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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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따돌림 당하는 개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

적인 반사회적 행동이다(Eisenberg, Liebeman, & Williams, 2003).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친구를 따돌리는 상황을 반사회적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3) 개인 취향 상황

개인 취향 상황은 순전히 미적인 판단으로, 개인의 판단이 타인에게 도

움, 고통,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핸드

폰 케이스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

으면서도,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을 개인 취향 상황으로 하였다. 

라. 또래 지위 유형

또래 지위는 또래 내에서 상대적으로 위계가 높은 것을 뜻한다. 또래 지

위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인기와 선호도이다(Cillessen & Marks, 2011). 

또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특정한 언급이 없더라도 아동은 인

기와 선호도를 구분하며, 이들이 묘사하는 모습에는 일정한 차이가 나타난

다(강인설, 정계숙, 2009; Cillessen & Mayeux, 2004).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

에서는 또래 내 지위가 높은 아동을 특정하지 않고, 또래 내 지위가 높은 

아동을 본인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인기와 선호도의 생태학

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 사회적 목표

사회적 목표는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

치를 뜻한다(Locke, 200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목표를 주도적 목표와 관

계적 목표로 개념화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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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본적인 목표로 강조되어 온 목표들이다(Horowitz, Wilson, Turan, 

Zolotsev, Constantion, & Henderson, 2006). 주도적 목표는 타인에 비해 높은 

지위, 권력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는 목표이며, 관계적 목표는 타인을 돌보

고, 협력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목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목표에 대

한 자기보고식 설문의 점수로 개인의 사회적 목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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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 지위와 개인의 사회적 목표에 따라 동조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동조 상황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또래 

동조의 특성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요 주제인 동조, 

또래 내 지위, 사회적 목표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개관하였다. 

우선 Asch(1952)를 비롯하여 사회심리학적 전통에서 연구되어 온 동조 현

상에 대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동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발현 기제, 

그리고 개인차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또래 동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어서 발달심리학 맥락에서 주로 연구되어 온 또

래 동조에 관한 연구를 개관하였다. 여기에는 또래 동조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또래 영향력(peer influence), 또래 전염(peer contagion)에 관

한 연구도 포함하였다. 또한 또래 동조, 또래 영향력, 또래 전염이 연구되어 

온 상황적 특성 또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조 영향력의 출처로 또래 내 지위에 주목하였다. 여기

에서는 또래 관계 연구자들이 또래 내 지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분류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인기 있는 아이와 선호

도가 높은 아이의 특성과 영향력에 있어 어떤 차별점이 존재하는지를 드러

내고자 하였다. 끝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적 상황에서 가지는 목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 각 목표가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조 상황에서 각 사회적 

목표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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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조

가. 동조의 정의 및 유형

동조(conformity)란 집단 내 다른 성원들의 의견, 판단, 행위에 따라 자신

의 의견, 판단, 행위를 변경하는 것을 뜻한다(Claidiere & Whiten, 2012; Haun 

& Tomasello, 2011). 동조는 유사한 개념인 승낙(compliance)이나 복종

(obedience)와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승낙이나 복종의 경우 특정 개인의 명

시적인 요청이 존재하며, 요청을 받은 개인 또한 특정 요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점에서 동조와는 구분된다.  

Milgram의 고전적인 실험(Milgram, 1963)은 복종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 

실험에서는 권위자가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명확히 요구하고, 실험 참여자

들 또한 권위자의 요청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에 반해, 동조 상황에서는 

명시적인 요청이 불분명할 때가 많다. 동조 상황에서는 타인의 의견을 제시

할 뿐, 이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바꾸라는 명시적인 요청을 하는 것은 아니

다. 즉, 동조는 명시적 요청이 없이도 나타나는 행동이며, 이는 동조가 승낙

이나 복종보다 더 미묘한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Asch의 실험(1952)은 동조 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 준 고전적인 연구이

다. 실험에서 Asch는 서로 다른 길이의 선분 세 개와 셋 중 하나와 길이가 

같은 선분 하나를 각각 제시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세 선분 중 길

이가 같은 선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답이 명백한 상

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는 경우 틀린 응답을 한 연구 참여자는 없었

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자 응답률에 변화가 

생겼다. 실험에서 Asch는 실험 보조자를 활용하여, 실험 보조자가 일부러 틀

린 답을 먼저 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마지막에 

응답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 상황에서 실험 참여자의 76%가 최소 한 번 이

상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의 사람들은 12번의 시행 중에서 

10번 이상 동조하였다. 

동조에 대한 Asch의 고전적 연구는 타인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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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노출 이후

영향 노출 이전

동의 비동의

동의 합치 반동조

비동의 동조 독립성

[그림 Ⅱ-1] 동조 상황에서 개인의 반응 

(Nail, MacDonald, & Levy, 2000; Wills, 1963)

영향을 끼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Asch의 실험

을 활용하여 동조의 유형을 구분하고, 동조가 어떠한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

는지, 또 동조와 관련된 개인차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동조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동조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반응을 구분하

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Wills(1963)는 타인의 반응을 보기 전에 입장이 어

떠했는지, 또 타인의 반응을 들은 후 입장이 어떠한지에 따라 사회적 영향

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크게 네 축으로 구분한다. [그림 Ⅱ-1]에서 볼 수 있

듯 개인이 영향을 받기 전에도 동의하고, 받은 후에도 동의했다면 합치

(uniformity, congruence)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반대로 사전에도 동의하지 않

았고, 사후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독립성(independence)을 의미한다. 영

향을 받기 전에는 동의했지만, 받은 후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동조에 

해당한다. 반동조(anticonformity)는 영향을 받기 전에는 동의했지만, 영향을 

받은 후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Nail 등(Nail, MacDonald, & Levy, 2000)은 동조 상황에서 개인의 반응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이들은 집단 영향을 받은 후 개인의 원래 입장을 사적

으로 혼자 계속 간직하고 있는 입장과 공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구분하였

다. 이들은 토론 전에는 집단에 동의하지 않았고, 토론 후에도 사적으로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겉으로는 동의를 표하는 복종(compliance), 토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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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노출 이후 공적인 입장

영향 노출 이후

사적인 입장

동의 비동의

동의 합치 역복종

비동의 역설적 복종 역전향

[그림Ⅱ- 2] 영향 노출 이전에 동의한 상황에서 개인의 반응 

(Nail, MacDonald, & Levy, 2000)

                   영향 노출 이후 공적인 입장

영향 노출 이후

사적인 입장

동의 비동의

동의 전향 역설적 역복종

비동의 복종 독립성

[그림 Ⅱ-3] 영향 노출 이전에 비동의한 상황에서 개인의 반응 

(Nail, MacDonald, & Levy, 2000)

에는 집단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토론 후에는 사적·공적 모두 집단에 동의하

는 전향(conversion) 등을 Wills의 모형에 추가하였다([그림 2]와 [그림 3] 참

조). 

동조 현상과 관련하여 이 구분이 중요한 까닭은 동조 현상을 어떤 방식

으로 확인하느냐에 따라 동조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Bond, 2005; Bond 

& Smith, 1996). 즉, 자신의 의견을 타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도록 하

는 경우와 남들이 알 수 없도록 내밀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동조 정도

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동조의 구분은 동조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

지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 만약 동조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의

견만 변화시킬 뿐, 내적인 의견을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동조로 인한 변화를 

개인의 생각의 변화로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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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본 결과로 자신의 내밀한 의견까지 변화했다면 이는 곧 개인의 생각

의 변화로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동조로 인한 개인의 변화를 일종의 

학습의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나. 동조의 이유

동조에 대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조를 여러 관점에서 이해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동조

가 가지는 진화적 이점을 중심으로 동조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표적 

예로 Boyd 등(Boyd, Richerson, & Henrich, 2011)은 동조가 낯선 상황에서 적

응적인 방법을 찾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낯선 환경

에서는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 방법을 찾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동조 경

향성이 높은 개체가 보다 환경 변화에 적응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조 경향성을 띄는 것이 유리하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동조의 이유로 정보적인 이유와 규범적인 이유를 제안

한다. 동조의 정보적인 이유는 앞서 언급한 진화심리학의 설명과 유사하다. 

즉 때때로 다수의 판단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좋은 참조점이 되기 때문

에 다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가 있다는 것이

다. 특히 무엇이 옳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다수의 판단을 따르는 것은 

오류 가능성이 적다. 실제로 다수 판단의 평균값은 개인의 판단보다 정확할 

때가 많으며, 때로 다수 판단의 평균값은 전문가의 예측보다 정확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Larrick, Mannes, & Soll, 2012). 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

수의 판단을 따르는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처음 가 본 지역에

서 맛있는 식당을 찾기 위해 인터넷 평점을 보거나, 영화 평점을 보고 영화

를 선택하는 것 또한 같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사회적 영향의 이중 과정 모형에서는 사회적 영향의 과정을 직접적 과정

과 간접적 과정으로 구분한다(Maio & Haddock, 2007). 직접적 과정은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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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메시

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간접적 과정은 자동

화된 것으로 메시지의 주변적 요소(전달하는 톤, 표정) 등에 주목하는 것이

다. 직접적 과정은 의견 자체의 타당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동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영향 받는 과정은 직접적 과정에 의해

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 과정은 인지 부하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이미 인지 부하가 많은 상황에서

는 간접적 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Moskowitz & Chaiken, 2001). 이 경우 

의사결정은 휴리스틱적이다. 이때 집단 구성원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은 타

당성이 높다고 판단하기가 쉬우며, 이에 따라 동조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관점 또한 동조의 정보적 측면을 강조한다. Cialdini와 Goldstein(2004)가 

동조의 목표로 제시한 정확성 목표(goal of accuracy) 또한 동조의 정보적 이

유와 관련된 것이다. 즉, 동조는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 곧 옳다고 믿는 사회 

증거 원리(the principle of social proof)와 관련된 측면이 존재한다. 

동조를 설명할 때 정보적 측면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보적 측면만으로 

동조 현상을 모두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Asch 상황(Asch, 1952)과 같이 참여

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때는 당연히 틀렸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도 동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의 판단이 단순히 정보의 참조점만으로 기능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조의 

규범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조의 규범적 측면을 강조하는 학자

들은 우리가 동조를 하는 이유는 집단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의 의견이 집단 다수의 의견과 다르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

리적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 다수의 의견에 되도록 맞추려

는 경향성을 보인다. Berns 등(Berns, Chappelow, Zink, Pagnoni, 

Martin-Skurski, & Richards, 2005)은 fMRI를 활용하여 집단과 다른 판단을 하

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집단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에는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지만, 집단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정서 반응과 관련된 편도체가 많이 활성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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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개인에게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 일이키는 것이다. 인지부조화 이론(Festinger, 1957)에서도 집단

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에 개인은 일종의 인지부조화를 일으킨다고 지적

한다. 인지부조화의 경험은 일반적으로 불안과 긴장을 동반한다. 실제로 자

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불

안 등의 여러 부정적인 정서를 보고하였다(Matz & Wood, 2005). 

동조 하지 않을 때 불편함이 생겨가는 이유와 관련하여 Cialdini와 

Goldstein(2004)은 동조가 개인에게 친화성 목표(goal of affiliation)와 긍정적 

자아 개념 유지 목표(goal of maintaining a positive self-concept)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라 풀이한다. 친화성 목표는 동조를 통해 타인 혹은 집단과 친

밀감을 느끼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다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받아줄 것이라 믿으며, 이를 위해 동조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의 표정이나 몸짓을 상대가 눈치 채지 못할 정도로 미묘하게 따라하면, 

해당하는 개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한다(Bargh & Chartrand, 1999). 이는 동

조가 관계를 낫게 하는데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관계에

서도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보다는 같은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경향

이 있다(Laursen, 2017). 이는 동조가 집단 내 관계 및 소속감을 높일 수 있

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뜻하며, 이런 이유로 개인은 집단에 동조하는 모습

을 보일 수 있다. 

긍정적 자아 개념 유지 목표는 동조가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보

호하며, 회복시켜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Arndt와 동료들(Arndt, Schimel, 

Greenbergm & Pyszczynski, 2002)의 연구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의 가치

를 깨닫도록 한 사람은 동조를 덜 보인 반면, 자기 외부의 조건에서 자신의 

가치를 알도록 한 사람은 동조를 더 보였다. 즉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위협받기 쉬운 조건에서 사람들은 동조를 통해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하

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유사하게 사회적 지표 이론(sociometer theory)에서도 

우리의 자아존중감을 집단으로부터 소속된 정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로 

기능한다고 가정한다(Leary & Baumeister, 2000). 따라서 자신의 자아존중감

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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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동조를 선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동조에 있어 개인차

동조에 있어서도 개인차가 존재한다. 이를 동조에 있어서 문화차, 개인의 

성격, 성차에 대한 연구로 일별해 볼 수 있다. 문화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

단주의 문화일수록 동조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17개국

에서 이루어진 동조 연구 113편을 메타 분석한 Bond와 Smith의 연구(Bond 

& Smith, 1996)에서 국가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정도는 동조 정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높은 국가가 개인주의 

문화가 높은 국가에 비해 높은 동조를 보였다. 이는 집단주의 문화일수록 

개인의 독특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집단에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

로 풀이할 수 있다. 

동조와 성격 간의 관계를 확인한 최근 연구는 드문 편이다. Crutchfield의 

고전적 연구(1955)에서는 동조 경향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보다 복종적이고, 

위축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종적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이후의 성격과 동조 간의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다. MMPI를 활용하여 

성격과 동조 정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Barron, 1953)는 동조한 집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MMPI 점수 상의 차이는 없었다. Eysenck의 성

격 모델을 활용하여 동조와 성격 간의 연구를 살펴본 연구들에서도 동조 정

도와 외향성 간에 정적인 관련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리뷰를 위해서는 Nezlek & Smith, 2017 참조).

성차와 관련해서는 87개 연구를 대상으로 성차를 분석한 Eagly와 Carli의 

메타 연구가 대표적이다(Eagly & Carli, 1981). 이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

다 더 동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차는 작은 효과크기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동조와 관련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또 연구를 수

행한 사람의 성별이 어떠냐에 따라 성차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성별

로 흥미 정도가 다른 주제일 경우에는 성차가 작게 나타났지만, 흥미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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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한 주제인 경우에는 성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에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일 경우

에는 성차가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 역할에 대한 

기대에 참여자들이 부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여성

이 순응적일 것이라는 일반의 기대에 따라 여성이 자신의 응답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Carli, 2017). 

동조의 개인차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집단에 일치하려는 경향이 

높고, 순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순응적일 것이라는 역할 기대에 충실

할수록 동조 현상이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앞서 살펴본 동

조의 이유, 특히 규범적 이유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집단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의 경우 집단 내 소속감을 높이는 전략의 

하나로 동조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소속감을 중요시하는 경

향이 동조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2. 아동 및 청소년기 또래 동조

가. 동조의 발달적 경향

동조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나타난다. 4세 전후의 아동들 또한 또래에

게 동조하려는 모습을 보인다(Haun & Tomasello, 2011). 이 경향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또 다른 패턴을 보인다. 동조의 발달적 경향에 대한 고전적 

연구인 Costanzo와 Shaw(1966)의 연구에서는 7∼9세, 11∼13세, 15∼17세, 19

∼21세로 집단을 나누어 동조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실험 결과, 동조 정

도는 이른 시기부터 나타났다. 6∼11세 독일 아동 238명을 대상으로 선물로 

받은 보상을 나눌 것인지에 있어 동조 효과를 확인한 연구(House & 

Tomasello, 2018)에서도 ‘나눠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을 경우보다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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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했다’라고 말할 때 보상을 더 나누려는 경향은 6세부터 나타났다. 

10세에서 성인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Steinberg와 Monahan(2007)의 

연구에서도 또래 영향력에 대한 저항은 10∼14세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14

세에서 18세까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8세 이후에는 

다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동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지만, 또래에 대한 동조의 경우 청소년기 초기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초등학교 5학

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977명을 대상으로 또래 동조성의 연령에 따른 변

화를 살펴본 김희화(2009)의 연구에서 개인이 보고한 또래동조성은 중학교 

2학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다. 

청소년기를 전후로 증가하는 또래 동조와는 달리, 부모를 비롯한 어른에 

대한 동조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Berndt(1979)의 고전적인 연구에

서는 273명의 3∼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상황과 반사회적 상황에

서 동조 정도를 살펴보았다. 이때 동조 대상을 또래인 경우와 부모인 경우

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에 대한 동조의 경우 친사회적 상황, 

반사회적 상황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 또래에 대한 동조는 반사회적 상황의 경우 점차 증가하다 9학년 시기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사회적 상황에

서 또래 동조의 연령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6세 아동과 13세, 17세 청소년, 24세, 37세 성인 간에 위험 행동에 

대한 동조 차이를 확인한 연구(Knoll, Magis-Weinberg, Speekenbrink, & 

Blakemore, 2015)에서는 위험 행동에 대한 성인의 판단과 청소년의 판단을 

보여준 후, 어느 의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 초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의 의견에 더 영향을 받았지만, 초기 

청소년의 경우에만 같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84명의 

핀란드 9세 아동과 100명의 12세 아동을 비교한 연구(Ruggeri, Luan, Keller, 

& Gummerum, 2017)에서도 초콜렛 나눠주기와 같은 활동에서 9세 아동은 

부모의 영향을 더 받았지만, 12세 아동은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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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 후기 및 청소년 초기에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는 이 시기

에 또래 관계가 의사 결정에 있어 참조 집단(reference group)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O'Brien, Albert, Chein, & Steinberg, 2011). Harris(1995)의 집단 사회

화 이론(group socialization theory)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은 또래를 자신의 참

조 집단으로 설정하고, 또래에게서 행동 및 태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고 

강조한다. 아동 및 청소년이 또래를 참조집단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또래가 

자신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어른은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과는 구분되

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아동은 어른보다는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래 내 영향을 무시할 경우 배척의 가능성이 증가

하는 등 실질적인 위협의 요소 또한 중요하게 작용한다.  

물론, 초기 청소년기에 또래 동조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곧 부모 혹은 어

른의 영향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해석해서는 곤란하다(Smetana, 

Campione-Barr, & Metzger, 2006, cf. Harris, 1995). 청소년기에도 부모를 비롯

한 어른의 영향은 중요하며, 다만 그 영향의 영역이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6∼8학년 학생 167명을 대상으로 부모, 교사, 또래

의 지지와 사회적·학업적 목표 간의 관계를 살펴본 Wentzel(1998)의 연구에

서 부모의 지지는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목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교

사의 지지는 학생의 흥미, 사회책임 목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의 지지와 관련이 있었다.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건강 관련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연

구(Marcell & Halpern-Felsher, 2007)에서도 폐렴과 같은 건강 문제의 경우 부

모를 도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성적인 문제나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의 경우 또래를 도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은 학업, 신체적 건강 문제와 같이 자신의 장기

적 진로와 관련되거나,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부모의 

의견을, 당장의 대인 관계와 관련된 문제의 경우 또래의 의견의 영향을 많

이 받는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서로 독점적인 애착

에 기반한 관계라면, 또래와의 관계는 보다 더 유동적인 관계이기 때문일 

수 있다(Hartup, 1989). 즉,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또래와 적절히 조정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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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의 영역에서는 또래의 판단에 

더 민감할 가능성이 있다(Blakemore, 2018; Parker & Asher, 1993). 이는 규범

적 이유와 관련된 동조의 효과가 또래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더 높게 나

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정보적 이유와 관련된 영역의 

경우 어른의 영향이 여전히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

래 동조를 다른 동조와는 구분되는 독특한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동조의 이유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나. 또래 동조

1) 또래 동조, 또래 영향력, 또래 간 전염

초기 청소년기 또래 동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조 자체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또래 영향력(peer influence)에 대한 연구, 또래 간 전염(peer 

contagion) 등에 대한 연구 또한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두 이론 모

두 또래의 의견, 판단, 행동에 따라 자신의 의견, 판단, 행동을 변화시키는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또래 동조와 유사하며, 실제 또래 관계 

연구자들은 이 세 용어를 특별한 구분 없이 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또래 영향력은 또래 간 동질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비슷한 경향이 있으며(Laursen, 2017), 여기에는 두 가지 작용이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Popp, Laursen, Kerr, Stattin, & Burk, 2008; 

Prinsterin & Dodge, 2008). 첫째는 선택 효과(selection effect)로 사람들은 자신

과 유사한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끼리는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장에 

자주 가게 되고, 그 결과 농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 친해질 가능성이 있

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유사성은 서로를 친구로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사회화 효과(socialization effect)로 서로 친해지는 과정에서 서로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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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받아 유사해지는 것이다. 다소 다른 사람이라도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하다보면 서로의 말투 등을 따라하게 된다. 이때 이 둘의 유사

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래 영향력은 후자, 즉 

사회화 효과에 주목한다. 또래 영향력은 또래 간에 서로 영향을 끼침으로써 

유사해져가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Prinsterin & Dodge, 2008). 

Brown 등 (Brown et al., 2008)은 또래 영향력의 12가지 기본 원리를 제시

한 바 있다. 그들이 제시한 또래 영향력의 기본적인 원리 중 첫째는, 또래 

영향력은 목적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래 영향력의 가장 큰 목적

으로 규범적 조절(normative regulation)을 제시한다. 즉, 또래가 서로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친구 관계에 존재하는 규범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이

다. 동조 이론에서 제안한 동조의 규범적 이유와 유사한 방식으로 또래 영

향력이 작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부모, 교사와 구분되는 또래 동조의 

독특한 측면이기도 한다. 둘째, 또래 영향력이 작용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래 영향력은 또래 간 압력(peer pressure)처럼 보다 직접적인 방식

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사회학습이론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대리강화를 통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셋째, 또래 영향력은 집중될 수도 분산될 수도 있고, 의도적일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래 영향력은 특정 개인에게 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대리학습처럼 영향을 끼치는 개인

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넷째, 동시에 다양한 영

향력이 작동한다는 점이다. Asch의 상황에서는 영향력은 다수의 판단 한 가

지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하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 자녀의 경우 자신이 속한 민족 친구들의 영향과 새롭게 만나

게 된 다른 민족 친구들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되며, 이 사이에서 일종의 

역동을 경험하게 된다. 

다섯째, 또래 영향은 상호적이고, 초월적(transactional)이라는 점이다. A라

는 친구가 B에게 영향을 끼쳐, B가 변하면 이는 다시 A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이 둘의 변화는 당초의 변화와는 다른 새

로운 것이 되게 된다. 여섯째부터 열한 번째 원리는 개인차 및 맥락 차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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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원리이다. 또래 영향력은 개인이 가진 동조 경향성 혹은 취약성

(susceptibility)과 같은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극단적인 또래 지향

성을 가진 사람의 경우 또래 영향 정도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Goldstein, Davis-Kean & Eccles, 2005). 마찬가지로 영향력의 현저성(salience), 

관계의 안정성과 같은 또래 관계의 특성 또한 또래 영향에 영향을 끼친다. 

특정 행동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의 존재 여부 또한 영향력에 중요한 작용

을 한다. 이외에 성별, 상황적 요소 또한 중요한 변수이다. 열두 번째 원리

는 또래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나타나

기도 한다는 점이다. 

연구자들에 따라 또래 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또래 전염(peer 

contagion)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이는 질병의 전염처럼 또래 영향이 간접적

인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은유하는 표현인 동시에 또래 영향력의 부정

적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다(Brown et al., 2008). 또래 동조, 또래 

영향력이 친사회적 행동까지 포함하는 중립적 표현임에 반해, 또래 전염은 

또래 간 부정적 영향을 더 적극적으로 강조한다. 실제 또래 전염 연구자들

은 또래 전염을 ‘잠재적으로 개인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

는 행동과 감정을 서로 영향을 끼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Dishion & 

Tipsord, 2011). 또래 전염에 대한 연구들은 또래 영향력의 과정 중 비행, 위

험 행동 등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또래 동조 및 영

향력 연구와 차별점을 가질 뿐, 그 메커니즘 등은 일반적인 또래 동조 및 

영향력 연구 결과와 흡사하다. 

2) 또래 동조의 과정

또래 동조 과정은 인지적 과정과 행동적 과정 그리고 정체성 형성 과정

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또래 동조의 인지적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

론은 사회학습이론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또래들이 모델링, 대리강화·처

벌과 같은 관찰학습을 통해 또래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타인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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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담배, 약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

일 수 있다(Gibbons, Pomery, & Gerrard, 2008) 또한, 이때 중요한 이슈 중 하

나는 또래들이 받는 강화 혹은 처벌이 어떤 것이냐이다(Brechwald & 

Prinstein, 2011). 또래 관계 내에서는 또래 내에서 높아지는 지위, 또래 내에

서의 배척 등이 일종의 강화물과 처벌로 기능한다. 즉, 특정 행동을 하는 것

이 또래 내 지위를 높여주는 것을 본 경우 그 행동을 따라할 가능성이 증가

할 수 있다.

행동적 과정과 관련해서는 또래 간에 이루어지는 설득, 대화 등이 또래 

영향에서 중요하다고 알려져 왔다. 특히, 또래 전염 연구자들은 비행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 간에 서로 비행에 대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비행의 경향이 더 

높아지는 일탈 훈련(deviance training)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Dishion과 

Andrews의 연구(1995)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 158명의 가족을 대

상으로 누구를 초점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였다. 조건

은 네 가지로, 각각 부모에 초점을 둔 개입, 또래에 초점을 둔 개입, 부모와 

또래 모두에 초점을 둔 개입, 교재를 활용하여 자기주도 활동을 한 개입으

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초기에는 부모 초점 조건과 또래 초점 조건이 모

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1년 후에는 또래 조건의 경우 흡연과 문제 

행동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행동을 하는 또래들을 함께 두

는 것이 이들 간의 접촉 기회를 증가시키고, 그럼으로써 비행이 더욱 증가

하는 일탈 훈련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0∼18학년까지 약물 사용, 위험한 성적 행동과 경찰 체포 등 문제 행동

을 종단 연구한 연구(Patterson, Dishion, & Yoerger, 2000)에서도 같은 공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이 어떤 대화를 주고 받는지를 30분간 비디오로 촬영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 및 청소년 간에 서로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서로의 문제 행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위

험 행동에 대한 서로의 권유 등은 또래의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왔다(Gibbons et al., 2008). 이는 부정적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문제

를 보이는 아동 및 청소년을 한 공간에 두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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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사회적 영향에서도 행동을 통한 영향의 과정이 나타난다. 특히 이때에

는 따라야 할 규범에 대한 대화가 큰 영향을 끼친다(Shank, Kashima, Peters, 

Robins, & Kirley, 2018). 집단에서 따라야 할 규범에 대해 서로 대화를 나누

는 것은 규범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한 서로의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협력 

등의 행동을 높인다. Shank 등의 연구(Shank et al., 2018)에서 협력 규범에 

대한 언급을 한 조건이 통제 조건에 비해 협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 기반 이론에서는 집단 내 규범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 대한 긍정

적인 인식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고 가정한다. Abrams 등

(Abrams, Hogg, Hinkle, & Otten, 2005)에 의해 제안된 발달적 개인-집단 역동 

이론(developmental subject group dynamics theory)에 따르면 또래 집단 내 승

인과 배제 과정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집단 정체성이다. 집단은 특정 개인 

혹은 행동이 집단 정체성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 및 행동을 승인되

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제하는 과정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더 강화

하고자 한다. 이때, 집단에서 밀려난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고자 다시 집단 정체성에 자신을 일치시

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는 사회 거절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또래 영향에 취약하다는 사실에서

도 드러난다. Snyder, McEachern, Schrepferman, Jenkins가 진행한 연구(2010)

에서는 5세 아동 267명을 대상으로 또래 거절 경험, 부모의 훈육 방식, 아동

의 충동성과 또래 영향 간의 관계를 9세까지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이 

충동적이고, 부모의 양육 방식이 부적절할 경우, 또 또래 내 거절 경험이 있

을 경우 또래 영향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장하여 사회

적 확대 가설(social augmentation hypothesis)에서는 사회적 영향의 과정을 또

래로부터의 거절과 학업 실패의 연쇄 과정으로 설명한다(Dishion, Piehler, & 

Myers, 2008). 이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경우 

또래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또래로부터 배척받기

가 쉽다. 또한 문제 행동은 학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

에서 벗어날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그 결과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은 

자신을 받아줄 만한 곳을 찾고(niche finding), 그 결과 문제 행동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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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서로 모이게 된다. 그 결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이

는 또래 내 영향을 높이게 된다. 

다. 또래 동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위험 행동 등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또래 동조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들은 크게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능력의 결함에서 동조 취약성을 찾는 연구, 동조 자체를 개인이 가지는 경

향성으로 보는 연구, 그리고 동조 상황에서 개인의 동조 이유에 따른 차별

적 효과를 살펴보려는 연구로 일별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조를 자기조절력과 같은 개인이 가진 능력의 결함에서 찾는 연구

들은 주로 위험 행동이나 비행과 같은 문제 행동과 관련된 맥락에서 주로 

이루어졌다(Wills & Dishion, 2004). 대표적으로 10대 321명을 대상으로 보상

을 억제하는 능력과 문제 행동의 또래 영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Goodnight, Bates, Newman, Dodge, & Pettit, 2006)에서 보상을 억제하는 능력

이 높은 청소년은 문제 행동에서의 또래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999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부모, 교사들이 평

정한 자기조절능력과 반사회적 행동, 우울의 또래 영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Dishion & Connell 2006; Gardner, Dishion, & Connell, 2008)에서도 자기

조절력이 높을수록 또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동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또래 동조 경향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즉, 동조 경향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또래 동조에 취약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이는 국내 또래 동조 연구들이 가장 많이 연구해 온 주제이기도 

하다. 국내 연구들의 경우 주로 Berndt(1979)의 자기보고식 동조 경향성 척도

를 사용하여 동조 경향성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Berndt의 척도는 중립

적 상황 8가지, 반사회적 상황 8가지를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본인이 좋아

하는 활동과 또래가 좋아하는 활동이 다를 경우 어느 쪽을 따를지를 선택하

도록 되어 있다. 중립적 상황에는 스포츠, 옷, 먹을 장소 등이 반사회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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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는 거짓말, 도둑질, 기물파손 등이 포함된다. 

절도 범죄로 체포된 청소년 116명(16.82세)과 체포된 경력이 없는 청소년 

123명(17.19세)을 대상으로 감각추구성향, 자아존중감, 또래동조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태영, 송미경, 이동훈, 2013)에서는 절도 범죄로 체포된 청소

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또래동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도 범죄로 체포된 청소년의 경우 또래동조성과 감각추구성향 

간에는 정적인 관련이, 또래동조성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부적인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적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동조성은 감각추

구성향과는 정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자아존중감과는 관련이 없었다. 또래동

조성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절도 범죄로 체포된 청소년의 

경우 감각추구성향은 또래동조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자아존중감은 또

래동조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체포된 적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감각추

구성향이 또래동조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지만, 자아존중감의 예측력은 유

의하지 않았다. 

자극추구성향과 또래동조성의 관계를 살펴본 또 다른 연구(이효빈, 최윤

경, 2016)에서는 자극추구성향과 또래동조성을 독립변수로 청소년 성비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보호관찰소 등에 재소 중인 비행청소년 

270명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성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비행 동조 척도

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성비행 동조척도는 Berndt(1979)와 동일한 척도를 활

용하되, 동조 상황에 야한 동영상 보기, 이성친구와 성관계하기 등 7가지 상

황을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반사회적 동조와 성적 동조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태영 외(2013)의 연구와 동일하게 또래동조성은 자극추

구성향과 정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성비행과도 관련

이 깊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모형을 검정한 결과, 자극추구성향

은 성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또래동조성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영 외(2013)와 이효빈 외(2016)의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자극추구성

향과 또래동조성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추구성향은 

일탈적 행동에 대한 관심, 행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는 자기조절력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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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도 관련이 깊다. 이를 통해 볼 때, 자극추구성향과 또래동조성이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두 연구 결과는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이 동조를 높인다는 

서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Wills & Dishion, 2004). 

또래 동조를 자기조절력 등 능력의 결함으로 보는 관점이나, 동조 자체

를 개인이 가진 특성의 하나로 고려하는 접근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왜 또래의 영향을 쉽게 받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조가 반드시 능력만의 결함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앞서 동

조의 이유에서 살펴보았듯 개인이 동조를 선택하는 데에는 정보적 이유나 

규범적 이유와 같이 동조를 통해 개인이 얻고자 하는 측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조 상황에서 개인은 보다 능동적으로 동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동조의 이유 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조가 특히 친구가 없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더 

취약하다는 사실(Bukowski, Velasquez, & Brendgen, 2008), 그리고 독립적 사

고를 많이 하는 경우에 동조 효과가 낮아진다는 점(Allen, Porter, & 

McFarland, 2006)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동조에는 또래와 유사해짐으로

써 또래로부터 소속감을 높이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동조 과정이 단순히 능력상의 결함으로 인한 측면 이외에 능동적으로 

또래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측면 또한 존재함을 뜻한다. 이는 특히 아래에서 

살펴 볼 지위 있는 또래에 대한 동조 과정에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3. 또래 내 지위

가. 영향력 출처와 지위

동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동조를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동조의 의미, 즉 타인의 의견, 판단, 

행동에 따라 자신의 의견, 판단, 행동을 바꾸는 것, 를 생각해 볼 때 이 타

인이 꼭 다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동조 관련 연구 125편을 메타분



- 34 -

석한 Bond의 연구에서도(Bond, 1995) 집단의 크기와 동조 정도 간의 직접적

인 관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동조 과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동조에 관한 소수집단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도 특정한 

경우에 소수집단은 강한 동조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Moscivici, 1985). 즉 동

조는 영향 출처의 수 이외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특성과도 관련이 깊

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특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

위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효과적인 모델의 요소로 지각된 유사성과 함께 

높은 지위를 제시한다. 즉 모델링하고자 하는 대상의 지위가 높을수록 모델

링의 효과는 높다(Bandura, 1989). 유사하게 Milgram의 연구(1963)에서도 명

령을 내리는 사람의 권위를 떨어뜨리자 복종의 경향은 40% 가까이 감소하

였다. 즉, 동조 출처의 지위에 따라 동조의 영향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

는 아동 및 청소년기 동조 현상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나. 아동 및 청소년기 또래 내 지위 구분

아동 및 청소년기 또래 내에도 지위가 존재한다. 또래들도 집단 내에 승

인을 받느냐에 따라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아동이 존재하고, 그렇지 못한 

아동이 존재한다. Coie 등의 고전적 연구(Coie et al., 1982)에서는 3,5,8학년 

학생들에게 학급 내에 가장 좋아하는 친구와 가장 적게 좋아하는 친구를 쓰

도록 했다. 이 응답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또래 내 지위와 관련된 네 가지 

점수를 계산하였다. 첫째는 받아들여짐(acceptance)으로 좋아한다는 응답의 

수를 말한다. 두 번째는 거절(rejection)로 적게 좋아한다는 응답의 수를 뜻한

다. 선호(preference)는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지목된 점수에서 가장 적게 좋

아하는 친구로 지목된 점수를 뺀 값으로 결정된다. 네 번째는 영향력(impact)

으로 가장 좋아하는 친구로 지목된 점수와 가장 적게 좋아하는 친구로 지목

된 점수를 합친 값이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Coie 등(1982)은 또래 내 지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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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선호 점수가 높은 아이들을, 즉 좋아하는 친구가 많고, 싫어하는 친구

는 적은 아이들, 인기 있는 아이들(popular)라 명명했다. 선호가 낮은 아이들

은, 즉 좋아하는 친구가 적고, 싫어하는 친구가 많은 아이들, 거절된 아이들

(rejected)로, 영향력이 높은 친구들은, 즉 좋아하는 친구로 지목된 점수와 좋

아하지 않는 친구로 지목된 점수가 모두 높은 아이들, 양면적인 아이들

(controversial)이라 명명하였다. 좋아하는 친구로 지목된 점수도 낮고, 좋아하

지 않는 친구로 지목된 점수도 낮은 아이들은 도외시된 아이들(neglected)이

라 명명했다. 마지막은 평균적인 아이들로 받아들여짐, 거절, 선호, 영향력 

모두에서 평균적인 응답을 보이는 아이들이었다([그림 Ⅱ-4] 참조). 집단 구

분에 있어서 3,5,8학년 간 연령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Ⅱ-4] 또래 내 지위 (Coie, Dodge, & Coppotelli, 1982) 

이들을 대상으로 Coie등(Coie et al., 1982)에서는 성차가 존재하는지, 또래

들이 꼽은 특성 면에서 차이는 없는지를 살펴보았다. 성차를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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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거절된 아이로 지목된 경우가 많았다. 인기 

있는 아이들의 경우 협력을 잘하고, 리더 역할을 맡는 등 친사회적인 모습

을 보였다. 거절된 아이들은 친사회적인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집단을 

방해하거나, 싸우는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양면적인 아이들의 경우 방

해 행동, 싸움 등 부정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거절된 아이들과 유사했지만, 

리더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들과 유사했다. 이들은 또한 

수줍음 점수에서 다섯 개 집단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흥미로운 것은 

도외시된 아이들의 경우 특정한 프로파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

구자들은 이를 이들이 학급 내 가시성이 낮기 때문에, 다른 또래들이 도외

시된 아이들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 추측한다. 

Coie등의 연구에서 인기는 학급 아이들이 두루 좋아하는 아이를 칭한다. 

따라서 이 아이들은 친사회적이며, 싸움 등의 부정적인 행동 또한 덜 한다. 

그러나 이런 인기의 징표는 몇 몇 질적 연구에서 보고된 인기 있는 아이들

의 특성과는 차이가 있다. Eder(1985)와 Adler와 Adler(1998)등은 인터뷰 등 

질적 연구를 활용하여 인기 있는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기 있는 아이들의 경우 집단 내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소유한 아이들로 나타났다. 남자 아이들의 경우 운동, 쿨

함, 터프함, 재치와 같은 요소가 인기 있는 아이들의 특성으로 드러났으며, 

여자 아이들의 경우 외모, 사회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연구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때로는 

야비한 수단을 활용해서 인기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에서 

드러난 인기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Coie등(1982)이 제안한 인기 있는 아이의 

모습과는 차이가 크다. 4∼5학년 아동 135명을 대상으로 인기 있는 아이에 

대한 아동의 생각을 연구한 LaFontana와 Cillenssen(1998)의 연구에서도 인기 

없는 아이들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비교적 일치했지만, 인기 있는 아이들

에 대한 생각은 다소 혼재되어 있었다. 

인기 있는 아이에 대한 상이한 연구 결과에 대해, Parkhurst와 

Hopmeyer(1998)는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것(acceptance)과 사회적 지배력을 가

지는 것(social dominance) 간에는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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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또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과 사회적 

지배력을 가지는 것 모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Parkhurst와 Hopmeyer는 

또래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인기를 사회측정학적 인기

(sociometric assessment popularity)로, 사회적 지배력과 관련된 인기를 지각된 

인기(perceived popularity)로 명명한다. 그리고 종래 Coie의 구분에 새롭게 지

각된 인기 있는 아이를 추가할 필요를 제안한다. 

실제, 727명의 7∼8학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친구 세 명, 

가장 덜 좋아하는 친구 세 명, 그리고 학교에서 인기 있는 친구를 쓰라고 

한 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Coie의 구분(1982)에 따랐을 때 거절된 아이로 

구분된 아이 중 11%가 지각된 인기에서는 상위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사회측정학적 인기가 높은 아이들 중 지각된 인기에서 하위 집

단에 속하는 아이는 없었지만, 다수의 아이들(64%)이 중간 정도의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측정학적 인기와 지각된 인기가 모두 높은 아

이는 39%로 나타났다. 

사회측정학적 인기가 높은 아이들과 지각된 인기가 높은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비교한 결과, 사회측정학적 인기가 높은 아이들은 친절하고 신뢰할

만한 아이라는 평판이 지각된 인기가 높은 아이들에 비해 높았다. 이에 반

해 싸움을 시작하는 등의 행동은 지각된 인기가 높은 아이들이 사회측정학

적 인기가 높은 아이들에 비해 높았다. 

LaFontana와 Cillenssen(1999)의 연구에서도 135명의 4∼5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종래 Coie등(1983)이 활용한 사회측정학적 인기 이외에 지각된 인기를 

함께 측정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지각된 인기를 ‘인기 있는 친구’만 물

었던 Parkhurst와 Hopmeyer(1998)와는 달리 ‘인기가 있는 친구’와 ‘인기가 매

우 있진 않은 친구’ 각각에 응답하도록 한 후, 이 차이 점수를 지각된 인기

의 지표로 삼았다. 연구 결과 지각된 인기에서 상위 집단에 속한 아이들 중 

56%는 사회측정학적 인기에서도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41%는 사회

측정학적 인기 측면에서 평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사회측정학적 인

기에서 인기가 높았던 아이들 중 53%는 지각된 인기에서도 높았고, 47%는 

평균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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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측정학적 인기와 지각된 인기 간의 상관은 대략 .40 정도를 보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상관이 높다(Cillessen & Marks, 2011; LaFontana & 

Cillessen, 1999). 이는 사회측정학적 인기와 지각된 인기가 겹치는 측면이 분

명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측정학적 인기와 지각된 인기 간의 관

련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한다(Cillessen & Mayeux, 2004). 특히 여성

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지면, 부적인 관련을 맺기도 한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측정학적 인기와 지각된 인기 정도를 측정한 연구

(Cillessen, 2009)에서는 지각된 인기가 높은 학생일수록 주변 친구들이 좋아

하는 정도는 더 낮았다. 

이후 연구에서 사회측정학적 인기와 지각된 인기의 개념은 유용하게 활

용되고 있지만, 명칭이 주는 혼란으로 인해 최근 연구자들은 사회측정학적 

인기는 또래 내 선호도(preference), 수용(acceptance) 혹은 좋아함(likeability)으

로 지각된 인기는 인기로 구분하여 부르자고 제안하고 있다(Cillessen & 

Marks, 2011). 두 개념의 주요 용어, 정의, 측정방식은 아래 <표 Ⅱ- 1>과 같

다.  

국내 연구의 경우에도 해외와 유사하게 인기도와 선호도는 구분되며, 인

기도의 경우에는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7세, 9세, 

11세, 13세 아동 405명을 대상으로 또래지명절차를 활용하여 사회측정학적 

인기도(선호도)와 지각된 인기도(인기도)의 특성을 확인한 연구(강인설, 정계

숙, 2009)에서 9세의 경우 선호도와 인기도가 운동, 공부, 친사회성과는 정적

인 관련을, 신체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과는 부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11세, 13세의 경우에는 선호도와 인기도 모두 공부, 친

사회성과 정적인 관련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동일했지만, 또래 지위와 공격

성 간의 관계는 달랐다. 11세의 경우 선호도는 신체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

성과 부적 관련을 가졌지만, 인기도의 경우 공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13세의 경우에는 선호도는 두 공격성 모두와 부적인 관련을 가졌고, 

인기도는 신체적 공격성과는 관련이 없었고,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인 관련

을 보였다. 또한 운동 능력의 경우 선호도보다는 인기도와 더 높은 관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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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선호도

동일 용어

지각된 인기(perceived 

popularity, Parkhurst &  

Hopmeyer,1998)

명성 인기 (ruputational 

popularity, Prinstein & 

Cillessen, 2003)

사회측정학적 

인기(sociometric popularity, 

Parkhurst &  

Hopmeyer,1998)

또래 내 수용(acceptance, 

Cillessen & Marks, 2011)

좋아함 (likeability, Cillessen 

& Marks, 2011)

개념
또래 내 높은 권력, 지배력, 

가시성
또래 내 높은 호감도

측정 방식

또래 지명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친구는 누구입니까"에 

지목 받은 수 -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적은 

친구는 누구입니까”에 지목 

받은 수

또래 지명 방식을 활용하여 

“우리 반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에 지목받은 수 

- “우리 반에서 가장 덜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에 지목받은 수

[표 Ⅱ-1] 인기와 선호도 용어, 개념, 측정방식의 차이 

유사하게 초등학교 5,6학년 287명을 대상으로 또래지명 방식을 활용하여 

인기도와 선호도, 그리고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동현, 이규미, 

2010)에서 인기도와 선호도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현적, 관

계적 공격성과 선호도 간의 관련은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인기도와 두 공격

성간에는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체육수업에서의 사회측정학적 인기도(선호도)와 



- 40 -

지각된 인기도(인기도), 공격성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인한 

김경식(2015)의 연구는 한국 청소년의 경우 인기 있는 아이와 선호도 높은 

아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를 이해할만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 연구

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와 좋아하는 아이를 지목하도록 한 후, 각 아이를 지

목한 이유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측정학적 인기도

(즉, 선호도)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학생은 ‘운동을 잘해서’의답

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착해서’, ‘친해서’, ‘유머가 있어서’ 순으로 답을 

했고, 여학생의 경우 ‘운동을 잘해서’, ‘친해서’, ‘착해서’, ‘공부를 잘해서’, 

‘유머가 있어서’ 순이었다. 지각된 인기도(즉, 인기)의 경우 남학생은 ‘운동

을 잘해서’, ‘유머가 있어서’, ‘착해서’, ‘잘 생겨서’ 순으로, 여학생의 경우 

‘운동을 잘해서’, ‘유머가 있어서’, ‘착해서’, ‘예뻐서’ 순을 보였다. 비록 두 

지위에 대한 묘사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긴 하지만, 차별점 또한 눈에 띤

다. 즉, 좋아하는 이유로는 ‘착해서’, ‘친해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인기 있는 

이유에는 ‘친해서’가 빠져 있으며, 대신 외모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의 경우 체육 수업 시간에 나타난 인기와 

선호도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 인기

인기의 경우 특히 공격성 및 괴롭힘과의 관련이 높다. 괴롭힘 가해자 학

생들도 인기는 높지만, 주위 친구들의 선호 정도는 낮게 나타난다(Cillessen 

& Mayeux, 2013). 즉 아동들은 괴롭힘 가해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들이 집

단 내 지위가 높다고 지각한다. 높은 지위와 괴롭힘 간의 관련은 여러 연구

를 통해 검증되었다. 314명의 6학년 학생을 1학기 초, 2학기 초 두 번에 걸

쳐 종단 연구한 Dawes와 Xie(2014)의 연구에서 인기를 추구하는 목표와 직

접적 공격, 간접적 공격 간에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초에 

이미 인기가 높았고, 인기를 추구하는 목표도 강한 학생들의 경우 간접적 

공격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도 보였다. 266명의 7, 

8학년 학생 266명을 종단 연구한 결과(Stoltz, Cillessen, Berg, & Gom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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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도 인기 정도와 주도적 공격성 사이에 높은 관련이 있었다. 이 외에 상

당 수의 연구가 인기와 괴롭힘을 추구하는 경향이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지

적한다(Cillessen & Mayeux, 2004; Sandstrom & Cillessen, 2006). 

중학교 2∼3학년 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지각된 인기도와 또래괴롭힘 간

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이 관계를 부적응적 자기애, 도덕적 이탈

이 매개하는지를 살펴본 국내 연구(안소현, 이승연, 이솔, 안지현, 안제원, 

2012)에서도 지각된 인기도가 또래괴롭힘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지각된 인기도는 부적응적 자기애와 도덕적 이탈 각각을 매개로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가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인기 자체가 사회적인 지배력을 높

이려는 목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Hawley(2013)는 자원 통제 이론

(resource control theory)를 통해 지위와 공격성, 괴롭힘 간의 관계를 설명한

다. 그에 따르면 자원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는 친사회적 행동과 강압적인 

행동 모두 효과가 있다. 자원을 통제하는 데 있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사

용하는 사람의 경우 또래로부터의 지위 또한 높을 수 있다. 반대로 자원을 

통제할 때 강압적인 행동만 사용하는 사람은 또래로부터 배척받거나 적응상

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강압적인 행동과 친사회적인 행동을 함께 쓰는 

사람(Marchiavellians)의 경우에는 또래나 교사로부터 매력적이라 평가 받는 

등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강압적인 행동과 친사회적인 행동을 함께 

쓰는 경우에는 또래 내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또래 내에

서 인기를 높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인기 있는 아이들과 또래들이 좋아하

는 아이들은 둘 다 친사회적인 행동을 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어

느 목적으로 쓸 것인지, 또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Aikins & Litwack, 2012). 

2) 선호도

또래들이 좋아하는 친구, 즉 또래로부터 선호를 많이 받는 아이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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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협력을 잘 하고, 주변 친구에 대한 반응성(responsiveness)이 높은 등 전반

적으로 친사회성이 높다고 알려져왔다(Coie et al., 1982). 인기 있는 아이들

이 보이는 공격성은 이 아이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다. 또래 선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또래로부터 선호를 많이 받는 사람의 특성에 대한 연구보다는 

또래로부터 선호를 덜 받는 아이들, 즉 거절된 아이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이 아동들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높았기 때

문이다(Rubin et al., 2018). 또래로부터 선호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n)이 주목받아왔다. 

Juvonen(2013)은 거절된 아동 중 50%가 공격적인 아동이며, 10∼30% 가량이 

사회적 위축 아동이라고 지적한다. 

또래 내 선호도가 높은 아동은 이와는 반대되는 패턴을 보인다. 선호도

가 높은 아이들의 경우 친사회적이며, 좋은 또래 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

며, 더 친화적이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인다(Asher & McDonald, 2009). 선호

도가 높은 아동들이 일반적인 친사회적인 또래들과 다른 점은 필요할 경우

에는 적절한 자기주장 또한 한다는 점이다(Rubin et al., 2006). 따라서 이들

은 집단 내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가 많다(Rubin et al., 2018). 이

는 지위 유지의 수단으로 공격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인기 있는 또래나 높은 

공격성과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또래로부터 거절된 아동과는 구분되는 점이

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또래 내 선호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또래 내에서 

높은 친사회적 문제 해결을 사용하며, 이를 또래들도 지각하고 있다는 점이

다. 핀란드 중학생 1654명을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청소년의 특성을 확인

한 연구(Pakaslahti et. al., 2002)에 따르면 갈등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돕는 등의 상황에서 또래 내 선호도가 높은 학생에게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친구가 많았다. 이는 친사회적 영역에서 선호도가 높

은 학생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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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 및 청소년기 또래 내 지위의 영향력

청소년기 동조와 또래 압력, 영향, 전염을 다룬 연구들은 일반적인 또래

의 영향력에 주목해왔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또래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모든 또래가 동일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아

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또래의 영향력은 어떤 또래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기와 선호도는 대표적인 또래 내 지위 유형이다. 선호도가 높은 아동

들은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또래 내에서 영향을 발휘

한다. 이들의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공감 능력은 또래 내 갈등 상황에서 이

를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행동의 

모델로서 기능할 수 있다(Rubin et al., 2018). 따라서 다른 아동은 이들의 행

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며, 이는 이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향

으로 기능한다. 

인기 있는 아동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은 상이하다. 여러 질적 연구

에서는 특히 인기 있는 아이에 주목하여, 이들이 또래 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지적한다(Adler & Adler, 1998, Eder, 1995). 이들은 또래 내 유행을 

주도하며, 누구를 특정 집단에 소속시킬지 등을 결정하는 등 또래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몇몇 연구에서는 선호도 높은 아이들에 비해 인

기 있는 아이들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다. 일례로 4∼6학

년 487명을 대상으로 좋아하는 아이와 인기 있는 아이들의 영향력의 상대적 

차이를 연구한 Lease, Musgrove와 Axelrod의 연구(2002)에 따르면 좋아하는 

아이와 인기 있는 아이 모두 또래 내 영향력이 높았지만, 좋아하는 아이들

보다 인기 있는 아이들이 보다 멋있고 따를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자들은 이를 인기 있는 아이들이 무엇이 ‘멋진지’(cool)를 규정하

고, 이를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으로 풀

이한다.

마찬가지로 Hawley(2013)는 지위가 높은 아이들의 영향력의 이유를 지위 

가 높은 아이들이 적절한 통제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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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또래가 생각하기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을 적절히 통제할 기술이 

있기 때문에, 또래는 이들을 따름으로써 그 해당하는 자원에 접근하고자 한

다는 것이다. Cillessen(Cillessen, 2011)의 사회적 능력 이중 요소 모형(dual 

component model of social competence)에서도 친사회성과 공격성 모두 또래 

내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격성 등 위험 행

동을 적절히 사용할 경우 또래들의 주목을 받는 등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Bruyn, Cillessen, & Wissink, 2010).

Moffitt(1993) 또한 유사하게 지위 있는 또래의 영향력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지위 있는 또래, 특히 인기 있는 아이들의 경우 이들이 행하는 반체

제적인 행동이 청소년기 발달 특성에 부합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Moffitt는 

청소년기를 자율성과 독립성을 갈망하지만, 부모 혹은 교사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는 시기로 분석한다. 이들은 경제적 이유 혹은 제도적 이유로 인해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일반적인 또

래들에게 인기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부모 혹은 교사의 통제를 무시하는 반

체제적인 모습들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Moffitt의 해석이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또래 내에서 지위가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

동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의 연구들이 주로 

질적 연구나 상관연구에 의존했기 때문에 또래 내 지위와 영향력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즉, 또래 내 지위가 높은 

아이가 영향력 있는 이유가 지위가 높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래 내에서 받

아들여지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래 내 지위가 높은 것인지가 불명

확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가 필요하지만, 또래 내 지위

와 영향력 간의 관계를 실험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

다. 

Harvey와 Rutherford(1960)의 고전적 연구는 그 드문 연구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3, 6, 9, 1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술작품을 여러 개 제시하

고, 그 중 어떤 것이 좋은지를 물었다. 그 후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학급 

내에서 지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었다. 

한 집단에는 학급 내에서 지위가 높은 학생이 방금 자신의 선호와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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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를 보였다는 정보를 주었고, 다른 집단에는 지위가 낮은 학생이 방금 

자신의 선호와는 다른 선호를 보였다는 정보를 주었다. 연구 결과 많은 학

생들이 지위가 높은 학생의 정보를 들었을 때는 자신의 선호를 더 많이 바

꿨고, 낮은 학생의 정보를 들었을 때는 덜 바꿨다. 연구에서는 성차 또한 나

타났다. 3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자신의 선

호를 바꿨고, 11학년의 경우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더 선호를 많이 바꿨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자신의 인기가 낮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또

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Cohen과 Prinstein(2006)이 11학년 273명을 대상으로 또래 지명 

방식을 활용하여 누가 가장 인기가 좋은지, 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를 

측정하여 또래 동조를 실험실 상황에서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래 지

위 측정 이후 공격성, 건강과 관련된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후 학생들은 가상으로 꾸민 채팅방에 

접속하여 같은 주제에 대해 다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함께 채팅을 하

는 3명의 사람이 같은 학교 친구라고 믿도록 하였다. 이 중 특정 집단은 자

신이 지위가 높은 친구들과 채팅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였고, 다른 집단은 

지위가 낮은 친구들과 채팅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였다. 연구 결과, 지위가 

높은 친구와 채팅을 하고 있다고 믿은 집단의 동조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

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공적 동조 이외에 사적 동조 또한 보였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실제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Cohen과 Prinstein(2006)의 연구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와 좋아하는 아이를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위의 효과가 인기에서 오는 것인지 선호도에서 

오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Sandstrom과 Romano(Sandstrom & Romano, 

2007, Cillessen, 2011에서 재인용)는 인기와 선호도를 구분하여 지위의 효과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동일한 채팅방 상황을 활용하여 네 개의 집단을 구

분하였다. 첫째 집단에서는 선호도와 인기가 모두 높은 아이들의 정보를, 둘

째 집단은 선호도는 높지만, 인기는 낮은 아이들의 정보를, 셋째 집단에는 

인기는 높지만, 선호도는 낮은 아이들의 정보를, 마지막 집단에는 선호도와 

인기 모두 낮은 집단의 정보를 주었다. 연구 결과, 모든 경우에 선호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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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이들의 영향력이 보다 높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서야 할지를 결정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들의 영향력

이 높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선호도와 인기의 지위가 미치는 영향은 상황 

별로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도 또래 지위에 따라 동조 효과가 달라진다. 304

명의 7∼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oukas-Bradely, Giletta, Cohen, & 

Prinstein, 2015)에서는 Cohen과 Prinstein(2006)의 채팅룸 형식을 차용해 봉사

활동 참여 등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또래 내 지위가 높은 학생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친사회적 행동에서도 높은 지위 학생의 의견이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효과는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 

즉 내밀한 상황에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또래 

내 지위에 있어 인기와 선호도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네덜란드 중학생 810명을 대상으로 인기와 선호도의 영향력 차이를 연구

한 Commans 등의 연구(Commans et. al., 2017)에서도 또래지명 방식을 활용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채팅방을 활용하는 대신 실제 학생의 의견을 활용하

여 좋아하는 아이와 인기 있는 아이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는 

총 4개로 각각 과제를 달리하였다. 연구1과 2에서는 지식과 의견을 묻는 문

제를, 연구3에서는 비디오에 대한 재미 정도를, 연구4에서는 수와 관련된 과

제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1에서는 성차가 나타났다. 여자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동조하려는 경향성이 높았으며, 여자 아이

들의 경우 좋아하는 아이에 대해 동조하려는 경향이 높았지만, 남자 아이들

의 경우 인기 있는 아이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연구 3과 4의 

경우 여학생들에게는 인기 있는 아이에 대한 동조 효과가 나타났지만, 남학

생들에게는 동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 1, 2와 연구 3, 4에서 

활용한 과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또래 동조는 어떤 과제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구 1, 2에서 활용한 과제의 경우 “친구와 싸우는 것이 형제와 싸우

는 것보다 나쁘다”와 같이 또래 관계와 관련된 맥락이 있는 반면, 연구 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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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용한 수와 관련된 과제의 경우 이런 맥락이 없이 다소 답이 분명한 과

제였다. 청소년들은 인기 있는 아이가 곧 공부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영역의 경우 지위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이

는 또래 내 지위의 영향력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을 가정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사회적 목표

가. 목표와 또래 관계

또래 동조의 효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Wentzel, 1999). 특히 또래가 다른 또래와 만나는 상황, 즉 

사회적 상황에서 가진 목표에 따라 또래 영향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또래 관계 내에서 목표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성취목표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사회적 성취목표는 학업적 성취목표의 개념을 사회적 상황

에 적용한 것이다. 사회적 성취목표에서는 학업적 성취목표와 동일하게 사

회적 유능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사회적 목표를 구분한다. 올 

해 학교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후, 이를 유목화한 

Ryan과 Shim의 연구(Ryan & Shim, 2008)에서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목표는 학업적 성취목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업적 성취목표와 유사하게 

학생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크게 접근과 회피, 그리고 숙달

과 수행 축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를 다시 217명의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결과 사회적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목표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첫째는 사회적 숙달목표 (social development goal)로 또래 관계에서 자신

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목표이다. 또래 관계에서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릴 방법에 대해 고민하거나, 친구 관계가 더 깊어지기

를 바라는 것이 그 예이다. 둘째는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social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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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목표이

다. 친구들에게 멋지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거나 친구가 많다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목표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은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social demonstration avoidance goal)로 친구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

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목표이다. 예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으려

고 하거나,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이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취 목표에 따라 사회적 상황에서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Ryan과 Shim(2008)의 연구에서 사회적 숙달목표는 친사회적 

행동, 또래 관계의 질과는 정적인 관련을, 공격적 행동과는 부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과는 부적인 관

련을 보였지만, 공격성과는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의 

경우 공격적 행동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었지만, 사회적 상황에서의 걱정, 불

안으로 인해 혼자 있는 행동 측면에서는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관련이 나타났다. 6학년 학생 181명을 대상으

로 사회적 성취목표와 친구 대응 방식, 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

구(Shin & Ryan, 2012)에서도 사회적 자기 효능감을 통제했을 때, 사회적 숙

달 목표는 건설적인 대응 방식과 관련이 있었고,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는 

냉담한 대응 방식과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의 경우 회피 전

략과 관련이 높았다. 각 전략의 사회적 적응을 3개월 후에 살펴보았을 때, 

건설적인 대응은 친한 친구와의 관계 질과 관련이 높았고, 냉담한 대응은 

공격성과 관련이 높았다. 회피 전략의 경우 불안으로 인한 외로움과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성취목표는 선호도, 인기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사회적 숙

달 목표는 선호도와 사회적 수행 접근 목표는 인기와 정적인 관련이 존재한

다. 실제로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Rodkin과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

진 연구(Rodkin, Ryan, Jamison, & Wilson, 2013)에서 사회적 숙달목표는 친

사회성을 매개로 선호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

의 경우 공격성을 매개로 인기를 높였다.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의 경우 인

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Rya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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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m의 연구(Ryan & Shim, 2008)에서도 사회적 수행 접근 목표는 인기와 정

적인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숙달 접근 목표의 경우 인

기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국내 연구 결과도 서구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안혜진

과 송인섭(2012)은 기존 국외의 사회적 성취목표 척도를 바탕으로 국내용 

사회적 성취목표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연구에는 중학생 302명이 참여하였

다. 분석결과 외국 척도와 동일하게 사회적 숙달목표, 사회적 수행접근목표, 

사회적 수행회피목표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숙달접근 목표의 경우 

긍정적 대인관계, 사회적 자기효능감과는 긍정적인 관련을 가졌고,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의 경우 사회적 자기효능감,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수행회피의 경우 긍정적 대인관계, 사회적 자기효능

감과 부적인 상관을 부정적 평가의 두려움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여, 전체적

으로 서구의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외 고등학생 324명을 대상으

로 사회적 성취목표와 또래 관계의 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양하련, 이

은주, 2014)에서도 사회적 숙달목표의 추구는 친밀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

으며, 사회적 수행회피목표의 경우 친밀감과는 부적으로, 고립감과는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성취목표의 경우 사회적 숙달접근 목표는 일관되게 적응적으로 

나타나고,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의 경우 비적응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

회적 숙달접근의 경우 연구에 따라 적응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비적응적

으로 나타날 때도 있다. 최근 염혜선과 이은주(2017)는 사회적 수행접근목표

에 대한 혼재된 결과가 사회적 수행접근 목표가 이질적인 두 개의 구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염혜선과 이은주는 사회적 수

행접근 목표를 지위중심 수행접근목표와 인정중심 수행접근목표로 다시 구

분하는 4요인 사회적 성취목표를 제안하였다. 사회적 지위중심 수행접근 목

표의 경우 자신의 지위 및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사회적 인정

중심 수행접근 목표는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판단과 인정을 얻는 것을 중

요시하는 목표이다. 

중학생 6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요인 사회적 성취목표가 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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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숙달 목표의 경우 공격성, 일반적 상황 불안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었고, 사회적 유능감, 자아존중감 수준과는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지위중심 수행접근 목표의 경우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부적

인 관련이, 공격성과는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인정중심 수행접근 목

표의 경우 사회적 유능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정적인 관련이 

자아존중감 안정성과는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수행 회피 목표의 경

우 부정적 평가 두려움, 새로운 상황 불안, 일반적 상황 불안에서 모두 정적

인 관련이, 자아존중감 수준, 안정성에 있어서는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

중학생 613명을 대상으로 각 목표 유형 별로 또래관계 변화신념, 갈등해

결전략, 공격성, 또래관계 질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염혜선, 이은주, 2018)에

서는 사회적 숙달목표는 절충전략 및 또래관계 질과 유의한 상관을, 사회적 

지위중심 수행접근목표는 지배전략, 공격성, 또래관계 질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인정중심 수행접근목표의 경우 지배전략과 또래관계 질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사회적 수행회피 목표는 절충전략과 또래관계 질

과 부적인 관련이 있었다. 또래관계 증진 신념의 경우 사회적 숙달목표를 

높이고, 절충전략 사용을 늘리는 등의 관계를 통해 또래관계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고정신념의 경우 사회적 수행회피목표를 높이고, 

절충전략을 낮춤으로써 또래관계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취목표는 인기 있는 아동에 대한 반응과도 일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522명을 대상으로 괴롭힘 주변 행동을 확인

한 연구(최병호, 2017)에서 괴롭힘 가해자 아동이 인기가 있을 경우 괴롭힘

을 방관하려는 경향은 성별과 사회적 성취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의 경우에만 사회적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인기 

있는 가해자를 추종하려는 경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

우에는 사회적 수행회피목표가 평균보다 높을 때, 인기 있는 가해자에 맞서

는 방어 행동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급 내 인기 있는 아동에 

대한 반응에 있어 개인이 가진 목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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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 

사회적 성취목표 연구에서 살펴보았듯 또래 관계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

지고 있느냐에 따라 또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동조 효과 또한 

개인이 가진 사회적 목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사회적 

성취목표를 바로 동조 상황에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성취목

표는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개념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유능성과 다소 무관한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래 동조와 같

이 ‘사회적으로 잘 기능한다’의 개념이 명확히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회적 성취목표 보다는 다른 목표가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사회적 성취목표를 중심으로 사회적 목표와 또래 관계를 살펴 본 

국내와는 달리 국외 문헌들에서는 주도적, 관계적 목표를 중심으로 한 대인

관계 목표(interpersonal goal) 혹은 사회적 목표(social goal)가 또래 관계에 어

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사회

적 목표는 사람들이 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주요 동기를 가지고 있느

냐와 관련된 목표로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로 구분된다(Locke, 2015). 

주도적 목표는 대인 관계에서 지위와 힘, 지배,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중시

하는 목표를 뜻한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만의 독

특함을 추구한다. 이에 반해 관계적 목표는 타인을 돌보거나, 협동하고, 타

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중시하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가진 개인

은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한다. 

주도적, 관계적 목표를 강조하는 모형인 주체성과 관계성 이중 관점 모

형(dual perspective model of agency and communion, Abele & Wojciszke, 

2014)에서는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를 인간 삶의 기본적 차원이라고 부

른다. 즉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 간에 위계를 세

울 때, 가장 밑바탕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목표가 바로 주도적, 관계적 목표

라는 것이다(Horowitz et al., 2006). 이들은 McAdams가 제시한 권력 동기와 

친밀감 동기,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말하는 자율성 욕구와 관계성 욕구, 

Erikson 이론의 핵심 개념인 자율성와 기본 신뢰 등 또한 주도적 목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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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목표 관계적 목표

초점
타인에 비해 높은 지위, 

권력을 얻는 것에 초점

타인을 돌보고, 협력하는 

것에 초점

체화된 

사회적 인지

위-아래

확장-수축

가깝고-멂

따뜻함-차가움

사회적 추론
자신의 이익 달성의 

효율성에 기반한 추론

타인의 손해-이익에 

기반한 추론

집단 내 

행동 특성

집단 내 차별성 부각

(get ahead)

집단에 어울림

(get along)

[표 Ⅱ-2]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의 특성

계적 목표 틀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주도적 목표는 권

력 동기, 자율성 욕구, 자율성 과업에, 관계적 목표는 친밀감 동기, 관계성 

욕구, 기본 신뢰와 유사하다. 

비록 우리는 주도적인 사람은 덜 따뜻한 사람으로, 또 따뜻한 사람은 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편견이 갖고 있지만(Cuddy, Fiske, & Glick, 

2008),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도적, 관계적 목표는 서로 독립적이다

(Locke, 2015; Abele & Wojciszke, 2014).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이익에 

대한 판단과 타인의 이익에 대한 판단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서 두 이익에 대한 판단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

(Gerbasi & Prentice, 2013; cf. Crocker & Canevello, 2008). 따라서 주도적 목

표와 관계적 목표는 서로 반대 극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

은 주도적 목표의 반대는 관계적 목표가 아니라 순응적(submissive) 목표로, 

관계적 목표의 반대는 주도적 목표가 아니라 독립적(independent) 목표로 개

념화하고, 대인관계 목표를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를 두 축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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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으로 구조화하고 있다(Locke, 2000). 

Locke(Locke, 2000)는 [그림 Ⅱ-5]와 같이 주도적-순응적 목표와 관계적-독

립적 축을 중심으로 대인관계 원형을 8개로 구분한 후, 이 구분이 타당하게 

나타나는지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8개 구분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검정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원형 모형을 핀란드 5, 6학년 650명을 대상으

로 타당화한 연구(Ojanen, Gröroos, & Salmivalli, 2005)에서도 8개 구분은 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목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더 뚜렷해지며,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을 보인다. 11세∼16세 아동 387명을 대상으로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의 변화 양상을 3년간 종단적으로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주도적 목표

와 관계적 목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효과

크기는 비교적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울기 변화 양상에 있어 개인 

차 또한 뚜렷했다(Trucco, Wright, Colder, 2014). 이는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가 청소년기 초기부터 뚜렷이 나타나며, 사회적 행동에는 개인의 목표

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비교적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 성인 대상 연구와는 달리 

아동 및 청소년기 주도적, 관계적 목표와 공격성, 괴롭힘을 비롯한 반사회적 

행동 간에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

로 주도적, 관계적 목표와 공격성, 친사회성 간의 상관을 살펴 본 Ojanen 등

의 연구(Ojanen et al., 2005)에서는 주도적 목표와 공격성 간에는 정적인 상

관이, 또 친사회성과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반대로 관계적 목표는 친사

회성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Ojanen과 Nostrand의 

연구(Ojanen & Nostrand, 2014)에서도 주도적 목표는 관계적 공격을 정적으

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적 목표의 경우 물리적 공격을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도적 목표, 관계적 목표와 괴롭힘 간의 

관련을 살펴 본 Caravita와 Cillessen(Caravita & Cillessen, 2012)의 연구에서는 

주도적 목표와 괴롭힘 간에는 정적인 관련이 나타났지만, 관계적 목표의 경

우 괴롭힘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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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대인관계 원형 모형 (Locke, 2000)

관계적 목표가 괴롭힘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관계적 목표의 영향력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일 수 있다(Caravita & Cillessen, 2012). 

즉, 관계적 목표의 긍정적 영향은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11∼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네 가지 상황(갈등 상황, 또래 집단 내 진입 상

황, 괴롭힘 상황, 초대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주도적, 관계적 목표 

중 어떤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한 연구(Ojanen, Aunola, & 

Salmivalli, 2007)에서 관계적 목표는 갈등 상황과 또래 내 진입 상황, 초대 

상황에서는 중요성이 높게 지각되었지만, 괴롭힘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세 청소년 387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에 있어서 또래 영향력과 사회

적 목표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Trucco et. al., 2011)에서도 흡연의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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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주도적 목표가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지만, 음주의 또래 영향력은 

관계적 목표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구자들은 음주와 흡연

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미지가 상이하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즉, 청소년들은 

음주는 타인과 연결된 사회적 행위라 지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관계적 

목표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음주에 대한 또래 영향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반대로 흡연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항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타인

보다 두드러지기를 원하는 주도적 목표가 높은 아동에게 더 또래 영향이 크

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관계적 목표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래 내 지위 또한 중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6∼8학년 318명을 대상으로 지위와 주도적 목표, 관

계적 목표, 공격성 간의 관련을 살펴본 연구(Mayeux & Kraft, 2018)에 따르

면 지위가 높고, 주도적 목표를 가진 학생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과 물리적 

공격 행동을 모두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관계적 목표가 낮은 

경우에는 인기가 높을수록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목표와 또래 내 행동 간의 관계가 인기와 같은 또래 내 지위와 복잡

하게 상호작용함을 보여준다. 

5. 동조 상황과 또래 내 지위, 사회적 목표

가. 동조 상황

일반적으로 동조는 인지적 판단을 왜곡하는 상황이나 반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동조가 인간의 적응을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진화심리학의 제안을 고려할 때 동조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나 

친사회적 상황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실제 Crutchfield(1955)의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도덕적인 영역과 같이 비교

적 판단이 모호한 상황에서도 동조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그는 “Free speech 

being a privilege rather than a right, it is proper for a society to suspend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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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 whenever it itself is threatened"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얼

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혼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19% 사람들만이 이 

문장에 동의하였지만, 동조 상황에서는 58%의 사람들이 문장에 동의하였다.  

Aramovich 등(Aramovich, Lytle, & Skitka, 2012)의 연구에서도 고문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 혼자서 대답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고문에 대해 

반대했지만, 집단 상황에서는 80% 정도가 고문에 대해 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조는 답이 더 불명확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Kundu와 Cummins(2013) 연구에서는 대학생 33명을 대상으로 Trolley 과제와 

같은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이때 동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조건에 비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동조 정도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상황에서도 동조는 나타난다. 대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실험

을 진행한 연구(Frey & Meier, 2004)에서는 대학생을 세 개 집단으로 구분하

였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64%의 학생들이 두 개의 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

다고 알렸고, 두 번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46%의 학생들이 두 개의 재단에 

후원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른 한 집단은 아무런 정보를 듣지 못하는 통

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그 후 세 집단의 재단 후원 정도를 비교한 결과 

첫 번째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후원 정도가 가장 높았다. 이는 다수의 사람

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행동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동조 효

과로 볼 수 있다. Shang과 Croson의 2009년 연구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부 

액수에 따라 자신의 기부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호에 대

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Goldstein, Cialdini & Griskevicius, 

2008). 

Nook 등(Nook, Ong, Morelli, Mitchell, & Zaki, 2016)은 친사회적인 상황에

서 동조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하면서 동조의 효과가 단순히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것을 따라한 결과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는 것

으로 이어졌는지를 구분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기부 상황에서 

타인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관찰한 것이, 다른 영역의 친사회적 행동에도 영

향을 끼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동조의 효과가 단순히 모방의 결과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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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면 친사회적 동기를 높인 결과인지를 확인하였다. Amazon Mechanical 

Turk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타인의 기부 행동을 

본 사람들은 기부 행동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더 지지적인 쪽지를 썼고, 공감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친사회적인 상황에서 동조가 모방과는 구분되는 현상임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상황에서 동조는 청소년에게도 나타난다. 미국 9, 10학년 학생 

208명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에서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의 친사

회적 목표를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때 또래 관계의 질이 높고, 만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 

효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7학년 학생을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Hofmann & Müller, 2018)에서도 같은 반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

의 낮은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12세∼16

세 청소년 197명을 대상으로 또래의 기부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은 피드백을 

받은 아동의 기부 행동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Hoorn, Dijk, 

Meuwese, Rieffe, & Crone, 2014). 

이렇듯 동조는 인간의 판단 곳곳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동조의 양상

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Kim, Chen, Smetana와 

Greenberger(2015)는 3.83세 아동 132명을 대상으로 동조 상황을 구분하여 동

조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직접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동조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상황에서는 Asch 

연구(1952)에서 쓰인 것과 유사한 시각적 과제를 제시하였고, 두 번째 상황

에서는 사회 관습을 위배한 상황(간식 시간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와 같은 

상황)을, 끝으로 도덕적 규칙을 위배한 상황(다른 친구를 놀린 상황)을 제시

한 후, 동조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도

덕적 상황에서 동조 효과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 관습을 위배한 상황

과 시각적 과제의 경우 동조 효과 면에서 차이가 없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도덕적 규칙을 위배한 상황이 가지는 특이성에서 찾는

다. 연구자들이 도덕적 규칙의 위배는 공동체의 협력과 사회적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규칙 위배에 동조하려는 경향성은 진화적으로 적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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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 않다고 해석한다. 이에 비해 사회 관습의 경우 시대, 문화에 따라 가변

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동조에 덜 저항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동조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래 동조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래 동조에 관한 Berndt(1979)의 고

전적 연구에서도 동조 상황을 친사회적 상황과 반사회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친사회적 상황에서의 동조와 반사회적 

상황에서의 동조가 상이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이다. 두 상황에서 동조는 모

두 6∼9학년 시기에 최고점을 이루었으나, 그 시기 동안 친사회적 상황에서

의 동조는 감소한 반면 반사회적 상황에서의 동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또래 동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동조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나. 동조 상황과 사회적 목표에 따른 또래 내 지위의 차별적 효과

또래 동조에 관한 Berndt(1979)의 연구에서 친사회적 상황, 반사회적 상황

에 따라 또래 동조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확인

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친사회적 상황과 반사회적 상황에서 동조의 차이는 

또래 내 지위 높은 또래에 대한 동조를 이해하는 데 특히 중요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회적 능력의 이중 요소 모형(Cillessen, 2011)에서 제안하듯, 

또래 내 지위의 두 유형인 인기 있는 또래와 선호도 높은 또래의 영향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인기 있는 또래의 경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공격성, 괴롭힘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에 민감하지 

않을 경우 배제되거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기 

있는 또래는 이들은 학교폭력과 같은 반사회적 상황에서 영향력이 높게 나

타날 수 있다. 반대로 선호도 높은 또래는 친사회적이고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또래 관계 내에서 친사회성의 역할 모델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

에 따라 친사회적 상황에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래 지위에 따른 동조 효과가 동조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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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설은 기존 또래 동조에 대한 선행 연구의 비일관된 결과(Gommans et 

al., 2017; Lansu et al., 2015)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연구

들의 경우 주로 상식 퀴즈의 답을 맞히거나 패턴 내 점 개수를 세도록 하는 

등 비교적 답이 명확한 상황에서 동조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

펴보았듯 비교적 답이 명확한 상황과 답이 모호한 사회적 상황의 경우 동조

이 정도가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위 높은 또래의 영향력이 

주로 사회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영향력은 사

회적 상황에서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사회적 상황의 경우 관계가 중요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의 동조 효과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다. 즉, 사회적 상황의 경우 관계적 목표가 높을수록 동조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위 있는 또래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면이 높기 때문에(Cillessen, 2011) 관계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위 

있는 또래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관계를 잘 유지하고자 할 수 있

으며(Cialdini & Goldstein, 2004),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지위 있는 또래에 대

한 높은 동조로 이어질 수 있다. 

또래 동조 상황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개

인 취향과 관련된 상황이다. 6∼8학년 772명을 대상으로 또래 동조를 유형

화 한 연구(Kosten, Scheier, & Grenard, 2013)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동

조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비행 동조자(deviance conformists)로 주로 소문내

기, 거짓말과 같은 상황에서 동조를 많이 하는 유형이었고, 두 번째는 사회

적 동조자(social conformists)로 옷 입기나 쇼핑 등에 동조를 많이 하는 유형

이었다. 세 번째는 중간 정도의 동조자로, 특정 유형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

를 통해 볼 때, 또래 동조는 사회적 상황 못지않게 옷 입기, 쇼핑과 같은 개

인 취향 상황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또래 내에 인기가 높은 아동들의 취향을 다른 친구들이 따라

하는 현상이 나타나리라 기대하기 쉽지만, 개인 취향 영역에서 지위 있는 

또래에게 동조 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다만,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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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외모와 인기 간의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이루

어진 바가 있지만(Adler & Adler, 1998), 여학생의 외모와 인기 간의 관련성

이 있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 인기 있는 여학생의 외양을 따라할 것이라 

확신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체성 신호 접근(identity signaling approach)에서 

제안하듯 개인 취향 영역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오히

려 인기 있는 또래의 영향력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울 가능성 또한 존재한

다(Berger, 2008). 따라서 취향 영역에서도 지위 높은 또래의 영향력이 나타

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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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

남자 여자 전체

계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일반또래 19 19 14 16 33 35 68

인기있는 또래 19 20 13 15 32 35 67

선호도 높은 또래 16 19 14 17 30 36 66

어른 18 18 12 13 30 31 61

전체 72 76 53 61 125 137 262

<표 Ⅲ-1> 집단별 실험 참여자 정보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에는 서울 소재 2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90명이 참여하였다. 이 

중 조작 확인 문항(“조사 중에 본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진짜라고 믿었나요?”)

에 믿지 않았다고 응답한 21명과 불성실 응답자 5명을 제외하였다. 불성실 

응답자의 경우 반응 시간이 0~5초 이내로 지나치게 짧아, 지시문을 읽고 응

답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제외하였다. IRB 사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본

인의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아동 2명의 응답도 제외

하였다. 최종적으로 262명의 응답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남 148명, 여 114

명). 최종 분석에 포함된 참여자 중 5학년은 125명(여 53명, 남 72명), 6학년

은 137명(여 61명, 남 7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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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총 4개 조건으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를 이 중 한 조건에 무선

으로 할당하였다. 각 조건은 실험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제시

받았다. 조건 별로 살펴보면 일반 또래 조건 68명(여자 30명, 남자 38명), 인

기 있는 또래 조건 67명(여자 28명, 남자 39명), 선호도 높은 또래 조건 66

명(여자 31명, 남자 35명), 어른 조건 61명(여자 25명, 남자 36명)이었다. 실

험 조건 할당에 있어서 성별(χ2(3) = 0.57, p = .903), 학년(χ2(3) = 0.21, p

= .977)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 별 실험 참여자 정보를 <표 

Ⅲ-1>에 제시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실험에 앞서 초등학교 5,6학년 82명(남 34명, 여 38명)을 대상으로 실

험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입력

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실험 진행에 있어 오류 등을 수

정하였다. 또, 실험 안내 등에 있어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 등을 

확인한 후, 본 실험 때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실험에 대해 소개하였다.  

본 실험은 8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연구 개요를 

안내하고, 참여자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경

우 눈가림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에게는 본 연구가 ‘초등학

교 고학년의 또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간략히 소개하였다. 또

한 연구 참여 과정에서 응답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연구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본인이 어떤 응답을 하였는지를 절대 알 수 없다고 안내하였

다. 연구 목적 및 응답의 익명성은 실험자가 구두로도 안내하였고, 컴퓨터 

화면에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개요 안내 과정에서 연구 참여 후에 문화

상품권이 지급된다는 사실 또한 함께 언급하였다. 

이어 2단계에서는 본인의 학년, 반, 번호, 이름, 성별을 입력하도록 하였

으며, 이어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목표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목표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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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인기 있는 또래 선택 화면

답하도록 하였다. 3단계에는 또래 내 지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단계에서 

또래 내 지위에 응답하도록 한 이유는 이후에 제시될 인기 있는 아동과 선

호하는 아동의 의견이 실제 계산된 것처럼 아동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

기 있는 아동과 선호하는 아동에 대한 응답을 미리 받는 것처럼 보여줄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래 내 지위 중 인기의 경우, 반 아이들의 이름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다음 중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동은 누구입니까? 아래 목록에서 

이름을 골라주세요’라는 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응답의 수에는 제한

이 없도록 하였으며,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 응답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인기에 이어 선호도 높은 친구도 동일하게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아래 목록에서 해당

하는 이름을 골라주세요’라는 말을 제시한 후, 인기에 대한 측정과 동일하게 

응답하도록 하였다([그림 Ⅲ-1], [그림 Ⅲ-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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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자신이 선호 하는 또래 선택 화면 

4단계에서는 앞서 아동의 응답을 바탕으로 실제로 반 아이들의 인기도와 

선호도를 계산하는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후 제시받는 타인의 의

견이 실제인 것을 믿게 만들고자 하였다. 참여자들마다 3단계 사전 설문 종

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3단계 사전 설문을 일찍 마친 참여자들에게는 잠

시 대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컴퓨터상으로도 다른 참여자가 모두 설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미리 설정해두었다. 3단

계 사전 설문이 종료된 후에는 앞서 개인 별로 응답한 우리 반 아이들의 인

기도와 좋아하는 정도 점수를 계산하는 것처럼 화면을 제시하였다. 컴퓨터 

화면에 “방금 대답과 다른 친구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우리 반 아이들의 인

기도와 좋아하는 정도 점수를 계산하는 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30초 간 

제시하였다([그림 Ⅲ-3]). 

5단계에서는 특정 상황을 제시한 후, 각 상황에서 주인공이 ‘나’라고 생

각하고, 결정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0에서 100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밝힌 후에는 타인의 의견을 계산 중이라는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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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인기/선호 계산 화면 

10초 간 제시하였다. 10초가 지난 후에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

떻게 응답하였는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때 타인의 응답은 무작위로 제시되도

록 하였다. 타인의 응답 화면은 10초 간 제시하였으며, 10초 후에는 자동으

로 화면이 넘어가도록 설정하였다(6단계). 

6단계에 제시한 타인의 의견을 조건 별로 달리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실험 처치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7단계에서는 앞서 본 상황을 

다시 제시한 후, 재차 판단하도록 요청하였다. 총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 5

∼7단계를 다섯 번 반복하였으며, 참여자마다 제시된 상황의 순서는 무선으

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제시된 의견이 진짜라고 믿었는지를 확인한 

후, 연구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때 연구에 제시된 다른 아이들의 의견이 진

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안내하였다.  



- 66 -

절차 주요 수행 내용 비고

[1단계]

연구개요 안내
• 연구개요 안내

[2단계]

사전 설문

• 인구통계학 정보(학년, 반, 이름, 성별) 응답

• 사회적 바람직성 측정

• 사회적 목표 측정

[3단계]

또래 지위 응답
• 또래 지위(인기/선호도) 응답

[4단계]

또래 지위 계산 

화면 제시

• 또래 지위 계산 화면 제시

[5단계]

1차 판단
•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판단

5~7

단계를 

3번 

반복

[6단계]

조건 별 

타인의 응답 

제시

• 동일 상황에 대한 타인의 응답을 제시

  (실험 조건 별로 상이)

[7단계]

2차 판단
• 동일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다시 판단

[8단계]

조작 확인 및 

디브리핑

• 조작 확인

• 연구 개요 소개 및 디브리핑

<표 Ⅲ-2>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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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처치

실험 처치는 집단 별로 5단계에 서로 다른 화면을 제시함으로써 조작하

였다. 이때 타인의 응답을 계산하는 화면과 타인의 응답 계산 결과 화면을 

집단 별로 달리하였다. 즉 참여자들에게 타인의 의견을 제시하되, 누구의 의

견을 보았느냐를 집단 별로 상이하도록 하였다.  

일반 또래 집단의 경우 1차 판단 후에,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아

이들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

들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이후 “우리 반 아이들의 응답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앞서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 응답의 평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는 말

과 함께 타인의 응답 값을 제시하였다. 

인기 또래 집단의 경우 1차 판단 후,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본 상황

에 대해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계산

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후, 타인의 응

답 값을 “우리 반 아이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들의 응답을 계산한 결

과입니다. 앞서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들 

응답의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시하였다.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의 경우 1차로 판단한 후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응

답했는지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제시받

았다. 이후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의 응답을 계산한 결과

입니다. 앞서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 응답의 

평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타인의 응답 결과를 함께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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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화면 지시문 타인 판단 제시 지시문

일반 또래 

집단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우

리 반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

을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

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계

산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

다려 주세요.

우리 반 아이들의 응답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앞서 상

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 

응답의 평균은 다음과 같았

습니다.

인기 있는 

또래 집단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우

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을 밝

혔습니다. 지금 방금 본 상황

에 대해 우리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들은 어떻

게 응답했는지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

세요.

우리 반 아이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들의 응답

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앞서 

상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들 

응답의 평균은 다음과 같습

니다.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우

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

는 아이들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본 상

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은 어

떻게 응답했는지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

요.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의 응답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앞서 상

황에 대해 우리 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 응답

의 평균은 다음과 같았습니

다

어른 집단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이

전에 연구에 참여했던 어른

들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

니다. 지금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이전에 연구에 참여했

던 어른들은 어떻게 응답했

는지를 계산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전에 같은 연구에 참여

했던 어른들의 응답을 계산

한 결과입니다. 앞서 상황에 

대해 이전에 같은 연구에 참

여했던 어른들 응답의 평균

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표 Ⅲ-3> 집단별 처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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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집단에 할당된 참여자에게는 1차 판단 후,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이

전에 연구에 참여했던 어른들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지금 방금 본 

상황에 대해 이전에 연구에 참여했던 어른들은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계산하

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전에 같

은 연구에 참여했던 어른들의 응답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앞서 상황에 대해 

이전에 같은 연구에 참여했던 어른들 응답의 평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타인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였다. 집단별 처치 내용을 <표 Ⅲ

-3>에 정리하였다. 전체 실험 화면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4. 실험 환경

실험을 각 학교 전산실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를 활용하여 진행하

였다. 실험이 같은 반을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 간에 서

로의 화면을 볼 수 없도록 최대한 거리를 띄워서 자리에 앉도록 하였다. 실

험 집단은 같은 반 내에서 임의로 배정하였다. 실험은 연구자의 안내에 따

라 일괄로 이루어졌다. 실험 중 타인과 말을 하거나 타인의 컴퓨터 화면을 

보는 사람은 실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실험 중에 대화를 하거나, 

타인의 화면을 보는 참여자는 없었다.

5. 연구 도구

가. 동조 상황

동조 상황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세 가지 상황으로는 타

인을 돕는 것과 관련된 친사회적 상황, 친구를 따돌리는 반사회적 상황  그

리고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상황으로 구성하였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

정에서는 두 가지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첫째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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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경험할 법한 상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동조 상황의 생

태학적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로는 또래 내에서 가급적 의견이 갈

리는 상황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이는 본 연구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로 정답이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 동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동조 시나리오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심리학 박사 1인과 박사과

정 2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교육심리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교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초등학교 교사 3인의 검토를 받아 각 상황 별로 예비 시나리오 

3개를 제작하였다. 이후 초등학생 5, 6학년 110명(남 60명, 여 50명)을 대상

으로 시나리오가 ‘평소 겪을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각 결정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황 별로 겪을

만한 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동의 정도에 있어 변산이 가장 높은 시나

리오를 최종 채택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

서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 문장, 내용에 대해서도 묻고 이를 반영하여 시나

리오의 단어, 내용을 다소 수정하였다. 실험에 활용된 시나리오는 아래 <표 

Ⅲ-4>와 같다. 시나리오 제시 순서는 개인마다 랜덤으로 하였다. 

나. 동조 정도

동조 정도는 Knoll등 (Knoll et al.,2015)이 활용한 방식과 동일하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첫 번째 판단과, 판단 이후 제시 받은 타인의 판단 값

의 차이 값으로 측정한 후, 이 값이 두 번째 판단에 미치는 정도가 유의할 

경우 동조가 나타났다고 판단하였다. 1차 판단과 2차 판단 모두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타인의 의견 또한 0에서 100의 값을 제시

하였다. 0에 가까울수록 주어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100에 가까울

수록 주어진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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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시나리오

친사회적 상황

오늘 따라 목이 많이 마른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

습니다. 겨우 음료수 하나 정도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마실 것을 고르고 막 마시려고 하는데, 친구가 자

신도 목이 마르다면서 내게 다가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친구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 

어떨까 한참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목이 마르더

라도 친구와 음료수를 나눠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반사회적 상황

작년까지는 같은 무리로 친했지만, 올해 들어 점점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

구는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최근 

이 친구와 계속 어울려 다니는 게 피곤하고 짜증이 납

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무리에서 제외시키면 어떨까 한참 

고민해보았습니다. 고민 끝에 이 친구가 상처받더라도 

다른 친구들에게 이 친구와 그만 놀자고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인 취향 

상황

이번에 핸드폰을 새로 샀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서 

핸드폰을 보여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도 좋은 걸 하나 사서 아이들에게 보여주

고 잘 샀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로 어떤 것을 할까 한참 고민해 보았

습니다. 고민 끝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크게 

나와 있는 케이스로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표 Ⅲ-4> 상황별 시나리오

다. 사회적 목표

사회적 목표는 Ojanen 등(Ojanen et al., 2005)이 핀란드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한 아동의 사회적 목표 대인관계 원형 척도(interpersonal 

circumplex model of children's social goal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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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표 대인관계 원형 척도는 Horowitz 등(Horowitz, Dryer, & 

Krasnoperova, 1997) 개발한 대인관계 목표 척도(interpersonal goals inventory)

와 Locke (2000)가 개발한 대인 관계 가치 원형 척도(circumplex scales of 

interpersonal values)을 바탕으로 아동의 사회적 맥락에 맞게 개발한 척도이

다. 본 연구에서는 영문 척도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활용하였으며, 번역 과정

에서 교육심리학 박사 1인과 박사과정 2인의 검토를 받아 내용을 수정하였

다. 또한 원문과의 의미 일치를 위해 한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1인에게 

번역과 역번역 검토를 받았다. 

측정은 ‘다음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한 후, 각 문

항에 대해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1: 전혀 중요하지 않다 ∼ 

4: 매우 중요하다). 최종 문항은 총 33개 문항으로 주도적 목표(+A) 3문항, 

주도적·관계적 목표(+A+C) 4문항, 관계적 목표(+C) 4문항, 순응적·관계적 목

표(-A+C) 5문항, 순응적 목표(-A) 4문항, 순응적·독립적 목표(-A-C) 4문항, 독

립적 목표(-C) 6문항, 주도적·독립적 목표(+A-C)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구인의 예시와 신뢰도는 아래 <표 Ⅲ-5>와 같다.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 값은 선행연구(Locke, 2000; Ojanen et al., 

2005; Wiggins, Phillips, & Trapnell, 1989)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사회적 목표에서는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 간에 직교적인 관계를 가정

하기 때문에 계산식에 Cos 45°에 해당하는 .707을 곱하도록 되어 있다. 

주도적 목표 = 주도적 목표(+A) - 순응적 목표(-A) + .707 × [(주도적·

관계적 목표(+A-C) + 주도적·독립적 목표(+A-C) - 순응적·관계적 목표

(-A+C) - 순응적·독립적 목표(-A-C)]

관계적 목표 = 관계적 목표(+C) - 독립적 목표(-C) + .707 × [(주도적·

관계적 목표(+A-C) + 순응적·관계적 목표(-A+C) - 주도적·독립적 목표

(-A-C) - 순응적·독립적 목표(-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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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표 문항 예시

문

항 

수

신뢰도

(Cronbach

'sα)

주도적 목표 

(+A)
남들이 나를 존중하고 칭찬한다 3 .80

주도적·관계적 목표

(+A+C)
남들이 내 의견을 들어준다 4 .74

관계적 목표

(+C)
다른 사람들과 친하다고 느낀다 4 .76

순응적·관계적 목표

(-A+C)
남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5 .81

순응적 목표

(-A)

내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

는다
4 .67

순응적·독립적 목표

(-A-C)

다른 사람이 듣기에 멍청해 보이

는 말을 하지 않는다
4 .80

독립적 목표

(-C)

친구들 앞에서 내 감정을 드러내

지 않는다
6 .81

주도적·독립적 목표

(+A-C)

나의 제안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

한다
3 .77

<표 Ⅲ-5> 사회적 목표 문항 예시와 신뢰도

이론적 가정에 부합하게 두 목표는 직교적인 관계, 즉 독립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r = -.06, p = .330). 

마. 사회적 바람직성

사회적 상황에서 판단의 경우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서 혹은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여 자신의 본래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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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Paulhus & Reid, 1991). 이를 통제하기 위하

여 참여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였다. Reynolds(1982)의 

Crowne-Marlowe 척도 (Crowne & Marlowe, 1960) 단축형을 국내 청소년을 대

상으로 번안·타당화한 박중규(2009)의 척도를 활용하였다. 척도는 13개 문항

(문항 예: 남이 잘 된 것이 매우 부러웠던 적이 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분형 문항(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sα)는 

.66으로 나타났다. 

6. 자료 분석 방법

집단 간에 타인의 의견을 제시 받기 전 판단과 무선적으로 제시된 의견

에 있어서 차이는 없는지를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이어 랜

덤으로 제시된 의견과 초기 판단 값 간의 차이에 있어 집단 간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는지도 일원분산분석으로 확인하였다. 집단 간 동질성 검정 확

인 후에는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통제 변수로는 성별, 학년, 사회적 바람직성, 1차 판단값을 투입하였다. 

성별, 학년의 경우 동조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성별 차이(Carli, 2017)와 

연령차(Steinberg & Monahan, 2007)를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 투입하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의 경우에도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응답을 왜곡하는 경우

(Paulhus & Reid, 1991)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델에 포함하였다. 1차 판단에 

따라 2차 판단이 달라지므로 1차 판단 또한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각 상황 별로 2차 판단을 종속 변수로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동

조 정도는 1차 판단을 통제한 상태에서, 타인의 의견과 1차 판단값의 차이

가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로 판단하였다. 제시받은 타인의 의

견과 자신의 1차 판단값 사이가 크면 클수록 개인으로서는 동조 압력을 높

게 받게 된다. 이 동조 압력 정도와, 1차 판단을 통제한 상태에서 2차 판단

값이 유의한 관련을 보일 경우 이는 동조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 각 집단의 동조 정도는 제시받은 타인의 의견에서 1차 판단값을 뺀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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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집단별 더미를 곱한 항이 유의한지로 검정하였다. 즉, 타인의 의견에서 1

차 판단값을 뺀 값과 특정 집단의 더미를 곱한 항이 유의한 경우 동조 효과

가 집단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의 경우 또래 동조 확인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어른 집

단을 참조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어른 집단을 참조집단으로 모두 세 개의 

더미 변수를 생성하였다(더미 1 - 일반 또래 집단, 더미 2 - 인기있는 또래 

집단, 더미 3 -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성별은 남자를 0으로, 여자를 1로 

코딩하였으며, 학년은 5학년을 0으로 6학년을 1로 코딩하였다. 

총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동조 효과를 확인하였다. 우선 1단

계에서는 통제변수인 1차 판단값, 성별, 학년, 사회적 바람직성과 집단별 더

미, 그리고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를 투입하였다. 타인의 의견과 1차 판

단값의 차이 또한 1단계에 투입하였다. 이때의 타인의 의견과 1차 판단값의 

차이의 효과는 집단 간 차이와 무관한 일반적인 동조 효과를 뜻한다.

2단계에는 각 집단 별 더미에 타인의 의견과 1차 판단값의 차이를 곱한 

이원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누구의 의견을 제시받았느냐에 따라 동조 효과

가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타인의 의견과 1차 판단값의 차이에 사회적 

목표를 곱한 이원상호작용항을 함께 투입하여 동조 효과가 사회적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지 또한 검정하였다. 집단 별 더미에 타인의 의견과 1차 판단

값의 차이를 곱한 항이 유의할 경우, 동조 효과가 집단 별로 다르게 나타나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집단 별 더미와 사회적 목표 그리고 타

인의 의견과 1차 판단값의 차이를 곱한 삼원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동조 효

과가 집단과 사회적 목표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삼원상호작용항이 유의할 경우 동조 효과는 누구의 의견을 제시받

았는지, 또 개인이 가진 사회적 목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상호작용항의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의견과 자신

의 의견의 차이값과 사회적 목표를 센터링한 후 계산하였다. 상호작용이 유

의한 경우에는 단순 기울기 검정(West, Aiken, & Krull, 1996)을 통해 상호작

용의 패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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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패키지는 R 3.5.2.을 사용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은 aov 명령어를 활용

하였으며, 회귀분석은 lm, anova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사후 분석은 jtools 패

키지의 interact_plot 명령어와 sim_slopes 명령어를, 공선성 진단과 등분산성 

검정을 위해서는 car 패키지의 vif 명령어와 leveneTest 명령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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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 및 상관

각 상황 별 1차 판단값과 타인 판단값의 차이, 2차 판단값과 주도적 목

표, 관계적 목표의 기술통계 및 변수별 상관은 아래 <표 Ⅳ- 1>와 같다(집단 

별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는 부록에 제시). 친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

과 개인 취향 상황에서의 판단의 경우 1차 판단, 2차 판단 모두 50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반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의 경우 1차 판단, 2차 

판단 모두 50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랜덤으로 제시된 타인의 판단의 

경우 친사회적 상황, 개인 취향 상황 모두 1차 판단 보다 낮은 값이 제시되

었으며, 반사회적 상황의 경우 1차 판단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2차 판단의 

경우 친사회적 상황과 개인 취향 상황은 1차 판단에 비해 2차 판단이 높아

졌고, 반사회적 상황의 경우 1차 판단에 비해 2차 판단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전체적으로 각 상황 별로 1차 판단값과 2차 판단값 간에는 비교적 큰 유

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모두 p < .001), 타인 판단값과 2차 판단값 간에

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모두 p < .05). 주도적 목표의 경우 친사회적 상황

에서의 판단과는 음의 상관을, 관계적 목표의 경우 친사회적 상황에서의 판

단과는 양의 상관을 보였다. 즉, 주도적 목표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상황에서 

친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정도가 낮았고, 관계적 목표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판단을 내리는 정도가 높았다. 반사회적 상황에서의 판단의 경우 2차 판단

의 경우에만 주도적 목표가 높을수록 더 반사회적인 판단을 내렸고, 반대로 

관계적 목표가 높을수록 덜 반사회적인 판단을 내렸다. 개인 취향 상황에서 

주도적 목표와 관계적 목표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왜도의 경우 모든 

값이 절댓값 2보다 작았으며, 첨도 또한 모두 절댓값 7보다 작게 나타나 정

상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Curran, West, & Finc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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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1차 판단 (친사회) -

2 타인 판단 (친사회) .03 -

3 2차 판단 (친사회)   .64*** .16* -

4 1차 판단 (반사회)   -.23*** -.04 -.09 -

5 타인 판단 (반사회) .02 .06 .03 .07 -

6 2차 판단 (반사회)   -.20*** -.05   -.19***    .71***    .32*** -

7 1차 판단 (취향) -.15* .10 .08   .04 .08 -.06 -

8 타인 판단 (취향) .07 .16* .08 -.12 -.05 -.16* .03 -

9 2차 판단 (취향) -.06 .15*   .15*   .03   .08 -.04   .69***   .29*** -

10 주도적 목표 -.20*** .03 -.14*   .11   .00   .13* .06 -.08 .00 -

11 관계적 목표 .17*** .01    .19*** -.11   -.13* -.16* .08 .07 .12 -.06 -

평균 81.56 51.76 78.72 38.89 54.59 43.15 71.50 51.79 67.79 -0.73 1.29

표준편차 22.29 29.11 22.76 27.57 29.45 26.76 26.05 29.92 27.07 1.07 1.25

왜도 -1.44 -0.14 -0.95 0.42 -0.09 0.18 -0.69 -0.08 -0.55 -0.55 -0.10

첨도 1.90 -1.31 0.07 -0.71 -1.25 -0.78 -0.35 -1.28 -0.51 0.70 0.45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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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일반 또래 

집단

(n = 68)

인기 있는 

또래 집단

(n = 67)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n = 66)

어른 집단

(n = 61)
F η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친사회적 

상황
77.3 26.6 86.1 17.8 82.3 21.2 80.4 22.3 1.83 0.02

반사회적 

상황
37.2 24.2 39.2 29.5 44.1 28.9 34.8 27.1 1.13 0.02

개인취향 

상황
75.7 24.6 70.9 26.5 66.9 26.3 72.5 26.7 1.30 0.02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2> 집단별 첫 번째 판단 차이 검정 결과

2. 실험 조건 간 동질성 검정

가. 1차 판단에 있어 실험 조건 간 동질성 검정 

처치 전 본인의 판단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또 랜덤으로 

제시된 타인의 의견 그리고 타인의 의견과 본인 판단 차이 값에 있어 차이

가 나타나는지를 일원분산 일원분산분석을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분석에 앞

서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 상황, F(3, 257) = 2.13, 

p = .097, 반사회적 상황, F(3, 257) = 1.67, p = .175, 개인 취향 상황, F(3, 

257) = 0.11, p = .955, 모두 처치 전 본인의 판단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분

산 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첫 판단의 경

우 친사회적 상황, F(3, 257) = 1.83, p = .142), 반사회적 상황, F(3, 257) = 

1.33, p = .265, 개인 취향 상황, F(3, 257) = 1.30, p = .275, 모두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2> 참조). 이에 사전 판단에 있어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가정하고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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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일반 또래 

집단

(n = 68)

인기 있는 

또래 집단

(n = 67)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n = 66)

어른 집단

(n = 61)
F η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친사회적 

상황
54.2 31.3 49.6 28.3 51.2 28.4 52.0 28.8 0.83 0.003

반사회적 

상황
54.4 30.0 56.9 29.7 52.8 20.1 54.2 29.5 0.22 0.003

개인취향 

상황
47.5 32.1 49.6 28.8 53.4 30.9 57.3 27.2 1.35 0.02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3> 집단별 타인의 판단 차이 검정 결과

나. 제시된 타인의 의견에 있어 실험 조건 간 동질성 검정 

제시된 타인의 의견의 경우에도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 상황, F(3, 257) = 0.57, p = .635, 반사회적 상황, F(3, 257) = 0.06, 

p = .980, 개인 취향 상황, F(3, 257) = 1.88, p = .133, 모두 집단 간 유의한 

분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 

상황, F(3, 257) = 0.29, p = .830, 반사회적 상황, F(3, 257) = 0.22, p = .884,  

개인 취향 상황, F(3, 258) = 1.35, p = .259,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Ⅳ-3> 참조).

다. 제시된 타인의 의견과 1차 판단의 차이에 있어 실험 조건 간 동질성 검정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 타인의 의견과 첫 판단 차이값도 집단 별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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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구분

일반 또래 

집단

(n = 68)

인기 있는 

또래 집단

(n = 67)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n = 66)

어른 집단

(n = 61)
F η2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친사회적 

상황
-23.1 41.4 -36.5 31.3 -31.1 34.0 -28.4 36.8 1.61 0.02

반사회적 

상황
17.3 38.9 17.8 38.2 8.7 39.9 19.3 39.0 0.98 0.01

개인취향 

상황
-28.2 42.0 -21.3 36.2 -13.6 37.9 -15.2 39.0 1.94 0.02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4> 집단별 타인의 판단-1차 판단 차이 검정 결과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 결과 친사회적 상황, F(3, 

257) = 1.24, p = .297, 반사회적 상황, F(3, 257) = 0.89, p = .966, 개인 취향 

상황, F(3, 257) = 1.35, p = .258,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친사회적 상황, F(3, 257) = 0.09, p = 

.966, 반사회적 상황, F(3, 257) = 0.98, p = .402, 개인 취향 상황, F(3, 257) 

= 1.94, p = .123,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Ⅳ-4> 참조). 

3. 또래 지위 유형과 사회적 목표가 또래 동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동조 정도가 제시 받은 의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또 이 영향이 

사회적 목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황 별로 집단

에 따라 타인의 의견과 자신의 1차 판단 사이에 차이값이, 1차 판단을 통제

한 상태에서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친사회적 상황, 반사회

적 상황, 개인 취향 상황 순서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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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사회적 상황에서 또래 지위 유형과 사회적 목표가 또래 동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친사회적 상황에서 또래 지위 유형과 사회적 목표가 또래 동조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통제변수를 투입한 1단계 모형의 경우, 

1차 판단값(B = 0.76, t  = 12.33, p < .001)과 타인 판단에서 1차 판단을 뺀 

값이 2차 판단값에 미치는 영향(B = 0.12, t  = 3.14, p = .002)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사회적 바람직성(B = -3.14, t  = -0.60, p = .550)의 영향력과 

성별(B = 3.21, t  = 1.48, p = .140), 학년(B = -0.07, t  = -0.34, p = .738)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효과를 투입한 2단계 모형을 분석한 결과, 주효과의 경우 일반 집단의 

동조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7, t  = 2.08, p = .039). 단순기

울기 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Ⅳ-5>와 [그림 Ⅳ-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일

반 집단의 경우 타인 판단과 1차 판단값의 차이가 높을수록 2차 판단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 = 0.23, t  = 3.33, p = .001), 참조집단인 어

른 집단의 경우 어른의 판단과 자신의 1차 판단값 간의 차이가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 = 0.06, t  = 1.39, p = 

.166). 이외에 인기 또래 집단(B = -0.04, t  = -0.44, p = .661), 선호 또래 집

단(B = -0.08, t  = -0.82, p = .416)과 어른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다. 또한 주도적 목표(B = 0.02, t  = 0.67, p = .504)와 관계적 목표(B = 

0.03, t  = 1.37, p = .172)의 주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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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B 표준오차 t

일반 또래 집단 0.23 0.07 3.33**

참조 집단 (어른) 0.06 0.04 1.39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5> 친사회적 상황에서 일반 또래 집단의 동조 효과: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정 결과

[그림 Ⅳ - 1] 친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판단과 

1차 판단 간 차이가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

(참조 집단(어른)과 일반 또래 집단)

최종적으로 상호작용효과를 투입한 3단계 모형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상

호작용항을 분석한 결과, 관계적 목표와 선호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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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관계적 목표 B 표준오차 t

참조집단

(어른)

-1 표준편차 0.13 0.05   2.35***

평균 0.12 0.04   2.70***

+1 표준편차 0.10 0.06 1.78

선호 또래 

집단

-1 표준편차 -0.25 0.13 -1.91

평균 0.001 0.08 0.01

+1 표준편차 0.26 0.11 2.41*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6> 친사회적 상황에서 선호 또래 집단과 관계적 목표 간 상호작

용에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21, t  = 2.60, p = .001). 단순 기

울기 검정 결과 참조 집단인 어른 집단의 경우 관계적 목표가 평균이거나(B

= 0.12, t  = 2.70, p = .007) 1표준편차 낮을 때(B = 0.13, t  = 2.35, p = 

.020)는 제시받은 어른의 의견과 자신의 1차 판단값 간의 차이에 따라 2차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계적 목표가 1표준편차 높은 경우(B

= 0.10, t  = 1.78, p = .076)에는 어른의 의견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선호하는 또래 집단의 경우 관계적 목표가 평균이거나(B = 0.001, t  = 0.01, 

p = .992), 1표준편차 낮을 때(B = -0.25, t  = -1.91, p = .057)에는 선호하는 

또래 집단 의견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1표준편차 높은 경우(B = 

0.26, t  = 2.41, p = .017)에는 선호하는 또래 집단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의

견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다. 즉 관계적 목표가 1표준편차 높은 경우에는 

선호하는 또래에, 관계적 목표가 평균이거나 1표준편차 낮은 경우에는 어른

에게 동조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단순 기울기 검정 결과를 <표 Ⅳ-6>과 [그

림 Ⅳ-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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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 2] 친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판단과 1차 판단 간 차이와 

관계적 목표 간의 상호작용(참조 집단과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주도적 목표와 다른 집단 간의 상호작용(주도적 목표 × 일반 또래 집단 × 타

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13, t  = 1.71, p = .009, 주도적 목표 × 인기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9, t  = 0.95, p = .017, 주도적 목표 × 선호도 높

은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25, t  = 2.40, p = .343)은 유의하

지 않았다. 관계적 목표와 일반 또래 집단, 인기 또래 집단 동조 효과 간 상

호작용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관계적 목표 × 일반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10, t  = 1.57, p = .117, 관계적 목표 × 인기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9, t  = 1.44, p = .152). <표 Ⅳ-7>에 전체 분석 결과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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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변수명
1단계 

B (표준오차)

2단계 

B (표준오차)

3단계 

B (표준오차)

1단계: 통제변수 

(절편) 17.46 (10.63) 12.73 (10.90) 11.15 (11.07)

사회적 바람직성 -3.15 (5.26) -4.09 (5.29) -2.48 (5.43)

성별 3.21 (2.17) 4.22 (2.20) 4.00 (2.21)

학년 -0.73 (2.18) -0.08 (2.15) 0.78 (2.15)

1차 판단값 0.76 (0.07)*** 0.81 (0.06)*** 0.81 (0.07)***

타인 판단 - 1차 판단 차이값 (A) 0.12 (0.04)** 0.09 (0.07) 0.08 (0.07)

일반 집단 더미 (B) 2.45 (3.06) 2.01 (3.04) 1.04 (3.04)

인기 집단 더미 (C) 1.98 (3.07) 1.70 (3.06) 0.56 (3.11)

선호 집단 더미 (D) -4.46 (3.10) -5.69 (3.06) -6.65 (3.16)*

주도적 목표 (E) -0.25 (1.03) 1.33 (2.12) 2.11 (2.12)

관계적 목표 (F) 1.44 (0.88) 0.38 (1.94) 2.05 (2.01)

2단계: 주효과

일반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B) 0.17 (0.08)* 0.17 (0.08)*

인기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C) -0.05 (0.09) -0.04 (0.09)

선호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D) -0.08 (0.09) -0.11 (0.09)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E) 0.02 (0.03) -0.07 (0.08)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F) 0.03 (0.03) -0.06 (0.05)

3단계: 상호작용효과

일반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E)
0.13 (0.07)

일반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F)
0.10 (0.07)

인기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E)
0.09 (0.09)

인기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F)
0.09 (0.06)

선호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E)
0.14 (0.09)

선호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F)
0.21 (0.08)**

R2 .45*** .50***   .52***

Δ R2 .05* .02
주) *p < .05, **p < .01, ***p < .001

주요 결과만 제시하였으며, 전체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Ⅳ - 7> 친사회적 상황에서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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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사회적 상황에서 또래 지위 유형과 사회적 목표가 또래 동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어서 반사회적 상황에서 동조 효과를 확인하였다. 통제변수만 투입한 

1단계 모형을 분석한 결과, 1차 판단값(B = 0.91, t = 16.66, p < .001), 타인

의 판단에서 1차 판단값을 뺀 값(B = 0.25, t = 6.51, p < .001)의 영향력이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효과(B = 6.54, t = 

1.21, p = .226)와 성별(B = -2.38, t = -1.07, p = .286), 학년(B = 1.01, t = 

0.46, p = .650)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효과를 포함한 2단계 모형을 분석하였다. 주효과의 경우, 일반 또

래 집단의 동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7, t = 2.02, p = 

.044). 단순기울기 검정을 통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 또래 집단의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B = 0.37, t = 5.29, p < .001)와 어른 집단의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B = 0.18, t = 4.10, p < .001) 모두 타인의 의견에 따라 자신

의 의견을 바꾸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그 기울기는 일반 또래 집단의 의견

을 보았을 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8>, [그림 Ⅳ-3] 참조). 이 외에 

인기 또래 집단과 참조 집단 간의 동조 효과 차이(B = 0.14, t = 1.62, p = 

.106), 선호 또래 집단과 참조 집단 간의 동조 효과 차이(B = 0.07, t = 0.81, 

p = .417)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주도적 목표(B = 0.04, t = 

1.70, p = .091)와 관계적 목표(B = -0.03, t = -1.41, p = .161)에 따른 동조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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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B 표준오차 t

일반 또래 집단 0.37 0.07 5.28***

참조 집단 (어른) 0.18 0.04 4.10***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8> 반사회적 상황에서 일반 또래 집단의 동조 효과: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정 결과

[그림 Ⅳ - 3] 반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판단과 

1차 판단 차이가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

(참조 집단과 일반 또래 집단)

이어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3단계 모형을 분석하였다.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한 결과, 인기 또래 집단과 타인과 자신의 1차 판단 사이의 차이, 관계

적 목표 간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13,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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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관계적 목표 B 표준오차 t

참조집단

(어른)

-1 표준편차 0.29 0.06   5.28***

평균 0.20 0.04   4.51***

+1 표준편차 0.10 0.06 1.80

인기또래 집단

-1 표준편차 0.26 0.10 2.62**

평균 0.33 0.07 4.57***

+1 표준편차 0.40 0.10 4.06***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9> 반사회적 상황에서 인기 또래 집단과 관계적 목표 간 상호작

용에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정 결과

2.07, p = .039).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검정을 실시

한 결과, 인기 또래 집단의 의견을 제시받은 집단의 경우 관계적 목표가 1

표준편차 낮을 때(B = 0.26, t  = 2.61, p = .009), 평균일 때(B = 0.33, t  = 

4.57, p < .001), 1표준편차 높을 때(B = 0.40, t  = 4.06, p < .001) 모두 인기 

또래 집단과 자신의 의견 차이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판단을 같은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어른 집단일 경우에는 관계적 목표가 1표준

편차 낮거나(B = 0.29, t  = 5.29, p < .001), 평균일 때(B = 0.20, t  = 4.51, p

< .001)는 어른 집단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에 영향을 주었지만, 관계적 목표

가 1표준편차 높은 경우에는 어른 집단의 의견의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B = 

.10, t  = 1.80, p = .074). 즉, 관계적 목표가 1표준편차 이상인 경우에는 인

기 있는 또래의 의견의 의견에는 동조했지만, 어른의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기울기 결과를 <표 Ⅵ-9>에, 기울기 패턴을 [그림 

Ⅳ-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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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 - 4] 반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판단과 1차 판단 간 차이와 

관계적 목표 간의 상호작용(참조 집단과 인기 또래 집단)

이 이외에, 주도적 목표와 타인-자신 판단 간 차이의 상호작용(주도적 목표 

× 일반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8, t  = 1.27, p = .205, 주도적 

목표 × 인기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7, t  = 0.85, p = .395, 주

도적 목표 ×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03, t  = 0.05, 

p = .961)은 유의하지 않았다. 관계적 목표와 일반 또래 집단,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영향력 간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관계적 목표 × 일반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9, t  = -1.31, p = .191, 관계적 목표 × 선호

도 높은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1, t  = -0.19, p = .847). 분

석 결과를 <표 Ⅳ-10>에 제시하였다. 



- 91 -

단계/변수명
1단계 

B (표준오차)

2단계 

B (표준오차)

3단계 

B (표준오차)

1단계: 통제변수 

(절편) -0.86 (9.77) 3.38 (9.95) -0.74 (9.95)

사회적 바람직성 6.55 (5.39) 4.61 (5.48) 7.37 (5.49)

성별 -2.38 (2.22) -2.42 (2.24) -2.36 (2.23) 

학년 1.01 (2.23) 0.26 (2.23) 0.77 (2.24)

1차 판단값 0.91 (0.05)*** 0.89 (0.05)*** 0.86 (0.05)***

타인 판단 - 1차 판단 차이값 (A) 0.25 (0.04)*** 0.14 (0.07)*** 0.13 (0.07)

일반 집단 더미 (B) 1.50 (3.13) 1.40 (3.13) 1.95 (3.12)

인기 집단 더미 (C) 1.50 (3.14) 1.35 (3.15) 1.10 (3.14)

선호 집단 더미 (D) 2.28 (3.19) 2.64 (3.20) 3.13 (3.19)

주도적 목표 (E) 1.37 (1.04) -1.68 (2.23) -0.98 (2.27)

관계적 목표 (F) -1.19 (0.90) -2.13 (1.98) -1.87 (1.98)

2단계: 주효과

일반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B) 0.17 (0.08)* 0.19 (0.08)*

인기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C) 0.14 (0.08) 0.14 (0.08)

선호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D) 0.07 (0.08) 0.07 (0.08)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E) 0.04 (0.02) -0.01 (0.05)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F) -0.03 (0.02) -0.05 (0.04)

3단계: 상호작용효과

일반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E)
0.08 (0.07)

일반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F)
-0.09 (0.07)

인기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E)
0.07 (0.08)

인기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F)
0.13 (0.06)*

선호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E)
0.004 (0.08)

선호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F)
-0.01 (0.07)

R2 .58***   .61*** .63***

Δ R2 .03 .02*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10> 반사회적 상황에서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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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향 관련 상황에서 또래 지위와 사회적 목표에 따라 동조 영향력이 

판단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끝으로 취향과 관련된 상황에서 동조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통제변수를 투입한 1단계 모형의 경우 1차 판단값이 2차 판단값에 미치는 

영향(B = 0.96, t  = 16.46, p < .001)과 타인의 의견과 1차 판단값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B = 0.24, t  = 6.08,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사회적 바람직성의 효과(B = -3.34, t  = -0.60, p = .551)나, 성별(B

= -1.35, t  = -0.58, p = .561), 학년(B = -2.04, t  = -0.88, p = .380)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어서 주효과를 투입한 2단계 모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반 또래 

집단(B = -0.07, t  = -0.84, p = .401), 인기 또래 집단(B = 0.02, t  = 0.24, p

= .815), 선호 또래 집단(B = 0.07, t  = 0.83, p = .409) 각각과 어른 집단 간

에 동조 효과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도적 목표(B = 

0.11, t  = 0.38, p = .702)와 관계적 목표(B = 0.01, t  = 0.50, p = .619)에 따

른 동조 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끝으로 상호작용 효과를 추가한 3단계 모형을 분석한 결과, 주도적 목표

와 타인 판단과 1차 판단의 차이, 집단 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으며(주도적 목표 × 일반 또래 집단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5, t  = 

0.68, p = .496, 주도적 목표 × 인기 또래 집단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15, t  

= 1.73, p = .085, 주도적 목표 ×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12, t  = 1.30, p = .196), 관계적 목표의 상호작용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관

계적 목표 × 일반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1, t  = -0.11, p = 

.914, 관계적 목표 × 인기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5, t  = 0.63, 

p = .531, 관계적 목표 × 선호 또래 집단 × 타인과 자신 판단 차이 B = -0.01, t  = 

-0.07, p = .947). 분석 결과를 <표 Ⅵ-1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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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변수명
1단계 

B (표준오차)

2단계 

B (표준오차)

3단계 

B (표준오차)

1단계: 통제변수 

(절편) 10.35 (10.68) 8.12 (11.00) 6.62 (11.17)

사회적 바람직성 -3.34 (5.58) -2.92 (5.73) -2.77 (5.83)

성별 -1.35 (2.31) -0.53 (2.36) -0.36 (2.41)

학년 -2.04 (2.32) -2.29 (2.36) -2.38 (2.39)

1차 판단값 0.96 (0.06) 0.96 (0.06) 0.96 (0.06)

타인 판단 - 1차 판단 차이값 (A) 0.24 (0.04)*** 0.23 (0.07)*** 0.23 (0.07)***

일반 집단 더미 (B) -5.69 (3.27)*** -5.54 (3.33)** -4.95 (3.46)**

인기 집단 더미 (C) -4.31 (3.27) -3.81 (3.34) -3.48 (3.43)

선호 집단 더미 (D) -1.92 (3.31) -2.32 (3.40) -1.35 (3.48)

주도적 목표 (E) -0.56 (1.08) -1.29 (2.36) -1.64 (2.41)

관계적 목표 (F) 1.13 (0.92) -2.90 (2.07) -3.09 (2.09)

2단계: 주효과

일반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B) -0.07 (0.09) -0.07 (0.09)

인기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C) 0.02 (0.09) 0.05 (0.09)

선호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D) 0.07 (0.09) 0.06 (0.09)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E) 0.01 (0.03) -0.06 (0.06)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F) 0.01 (0.02) 0.01 (0.05)

3단계: 상호작용효과

일반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E)
0.05 (0.07)

일반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F)
-0.01 (0.06)

인기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E)
0.15 (0.09)

인기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F)
0.05 (0.07)

선호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E)
0.12 (0.09)

선호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F)
-0.01 (0.08)

R2 .57***   .58*** .59***

Δ R2 .01 .01

주) *p < .05, **p < .01, ***p < .001

<표 Ⅳ - 11> 개인 취향 상황에서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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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논의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친사회, 반사회, 개인 취향 상황에서 또래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동조가 나타나는지, 또 이를 사회적 목표가 조절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 및 논의는 아래와 같다

(주요 연구 결과 요약은 부록 <E-1> 참조). 

첫째, 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모두에서 일반 또래 집단의 영향력

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어른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사회화 이론(Harris, 1995)을 비롯하여 동조의 

발달적 경향에 대한 연구들(e.g. Steinberg & Mohahan, 2007)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 또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또래가 사회화 

과정의 중요한 참조집단으로 기능하며, 또래에 따라 개인의 신념, 행동이 변

화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또래의 영향이 높

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친사회적 상황과 반사회적 상황의 경우 또래 지위 유형에 따른 차

별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관계적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관계적 목표가 1표준편차 이상일 경우 선호도가 

높은 또래에게,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관계적 목표가 높아짐에 따라 인기 있

는 또래에게 동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능력의 이중 

요소 모형(Cillessen, 2011)에서 예측하는 바와 유사하다. 사회적 능력의 이중 

요소 모형에서는 선호도와 인기를 또래 내 성공의 대표적인 두 지표라는 점

에서 동일하지만, 두 지위가 영향력을 끼치는 형식이 상이하다는 점을 지적

한다. 즉, 선호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친사회적이고 협력적인 행동 등을 통

해 또래 내에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인기가 높은 아동의 경우 자신에게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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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힘을 과시하거나, 괴롭히는 등의 행동을 

통해 또래 내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호도가 높은 아동은 또래 내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고, 도움 행동 등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Rubin et al., 2018). 따라서 친사회적인 상황에

서는 이들의 영향력이 높을 수 있다. 반대로, 인기가 높은 아동의 경우 자신

에게 필요한 것을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괴롭힘 등의 수단을 활용하기 때문

에(Pellegrini, Roseth, Ryzin, & Solberg, 20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괴롭힘과 

같은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이들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 또

한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또래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높

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괴롭힘

을 주도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괴

롭힘을 당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de Bruyn et al., 2010). 따라서 따돌림과 

같은 반사회적 상황에서 선호도가 높은 아동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날 수 있다. 

관계적 목표가 높은 아동에게는 친사회적 상황과 반사회적 상황 모두에

서 어른의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목표가 높은 아이

들의 경우 또래 관계의 문제에 어른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 있다(Dodge, Asher, & Parkhurst, 1989). 즉, 관

계적 목표가 높은 아동의 경우 누구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민감하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지위 있는 또래의 의견에 더 큰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반대로 주도적 목표의 경우에는 동조와의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

다. 관계보다는 자신이 우월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경우에는 지위 있는 

또래에게 동조하는 것에는 이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지위 있는 

또래에게 동조하는 것은 지위 있는 또래와 유사해짐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차별성을 잃음으로써 또래 

내 지위가 고착될 위험 또한 있다. 따라서 주도적 목표가 높은 경우 지위 

있는 또래에게 동조하지도 역동조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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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받침할 경험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개인의 취향과 관련된 상황의 경우 타인의 의견과 자신 의견의 

차이에 따라서 다음 판단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판단 차이에 

있어 집단의 차이는 없었다. 정체성 신호 접근(identity signaling approach)에 

따르면 취향 영역에서의 동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개인이 특정 

취향에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부여하고 있느냐이다(Berger, 2008). 집단이 

특정 취향에 호의적일 경우에는 해당 취향에 특정 개인이 부여하는 정체성

과 관계없이 동조 효과는 높아지지만, 문제는 반대의 경우이다. 즉 집단이 

특정 취향에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 해당 취향에 특정 개인이 부여하는 정체

성이 낮을 경우에는 동조하지만, 정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동조하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취향 영역의 경우 개인이 해당 취향에 부여하는 정

체성 등 개인의 특성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중요하지 않게 나타났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경우 개인이 

취향에 부여하는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해석이 타당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있어 또래의 영향력

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있어 종래 어른을 통한 개입을 넘어 또래를 활용한 개입의 여지를 마

련하였다는 점에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의의 

및 교육적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동조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종래 또래 간 유사성에 대

한 연구가 가지는 한계 중 하나는 또래가 유사한 또래를 선택하는 효과와 

동조 효과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였다(Brechwald & 

Prinstein, 2011; Prinstein & Dodge, 2008).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조작한 

또래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도 동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써, 또래 동조에 있어 동조 측면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데에 또래를 

활용한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또래의 의견을 바꿈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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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며, 특히 어

른에 비해 또래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또래를 활용한 중재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성 교육 등을 구안할 때 또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영역에서 

어른들이 하는 말의 경우 자신들과는 무관한, 그저 도덕적인 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Eisenberg, Fabes & Spinard, 2006), 어른의 의견만을 전

달하는 식의 교육은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

듯, 또래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도록 하는 등 교육 내에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는 전략은 인성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보다 손쉬운 방식으로 포스터 등의 형태로 또래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할 

때, 여기에 학교폭력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포함시킴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또래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

다. 이는 또래에 동조하려는 행동을 높임으로써 보다 학교폭력 등을 부정적

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래의 의견을 들려

줌으로써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려는 시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약물, 음주 

등 문제 행동을 낮추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rentice, 

2008). 같은 방식을 보다 연령이 낮은 초중등학생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또래 의견의 영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여기에는 또래 지위와 

사회적 목표가 함께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또래 개입의 

과정에서 개입의 방법, 대상이 개입하고자 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친사회적 상황이나 반사회적 상황의 경우 또래 일반의 생

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보다 적은 수를 대상으로 또래 

개입의 효과를 보고자 할 때에는 친사회적 상황에서는 또래 선호도가 높은 

아이를, 반사회적 상황에서는 인기가 좋은 아이를 대상으로 또래 개입의 효

과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학급 별로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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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또래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등과 관련된 별

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각 학급에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수업을 이끌어가도

록 지도하는 등의 개입방법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동조 상황에서 관계적 목표가 가지는 취약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서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전통적으로 관계적 목표는 타인에 대한 염려

를 바탕으로 친사회적인 행동의 빈도가 높고, 주관적 안녕감도 높은 등 여

러 면에서 적응적인 대인관계 목표로 알려져왔다(Abele & Wojciszke, 2014; 

Locke, 2015). 그러나 관계적 목표의 경우 또래 동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동

조에 취약한 목표로 나타났다. 관계적 목표가 높을 경우 친사회적, 반사회적 

상황 모두에서 또래의 의견의 영향을 쉽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

계적 목표가 가진 타인에 대한 높은 관심이 한 편에서는 타인을 돕는 긍정

적인 면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타인의 의견에 쉽게 따라가는 부정적인 면으

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관계적 목표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느

냐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향후 관계적 목표가 높은 경우 쉽게 동

조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주도적 목표의 경우 친사회적, 반사회적 상황 모두에서 타인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소한 동조 상황에서는 

주도적 목표를 가진 개인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

다. 관계적 목표와 주도적 목표가 서로 독립적이며 이 두 목표를 모두 가지

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향후 또래 동조의 부정적 면을 예방

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목표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교육 목표의 하

나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도적 목표가 괴롭힘 등 가해 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한 관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비록 본 연구에서 또래의 의견보다는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지만 여전히 어른이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중 매체 등에서는 청소년기를 마치 부모의 영향이 끝이 나고, 또래의 영

향만을 받는 시기처럼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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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어른의 영향은 중요하며, 본 연구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또래를 

통한 개입과 더불어 여전히 부모, 교사의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김동일 배성직, 2003; 신종호, 조은

별, 이유경, 2012). 다만 어른 보다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아동이 존재

하기 때문에 아동의 특성에 따라 보다 차별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연령을 보다 다양화하여 또래 지위와 사회적 목표, 동조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학교폭력 등의 문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한정하여 또래 동조의 효과를 확

인하였지만, 그 결과가 보다 높은 학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는 확실

치가 않다. 특히 또래 지위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 

등이 보다 구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학년 시기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

타나는지는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하다(Mayeux, Houser, & Dyches, 2011). 

둘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도움 행동, 따돌림 이외의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도 동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도움행동을,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의 대표

로 따돌림 행동을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하고 동조 효과를 살펴보았지만, 같

은 친사회적, 반사회적 상황이라도 해당 되는 과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효과

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다 자신의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이나 기부 활동의 경우에는 도움 행동과는 그 영향력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절도와 같이 더 극심한 반사회적인 행동의 효과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위험 행동, 비행 등 아동 및 청소년기에 마주

하는 문제 상황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또

래 동조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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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인이 가진 지위, 본인의 지위에 대한 자각, 지위 있는 또래와의 

관계 등 다양한 개인 차 변수를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

인이 가진 지위와 무관하게 타인의 지위의 효과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

인이 가진 지위가 어떠하냐에 따라 또래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점(e.g. 

Cillessen & Marks, 2011)을 고려할 때, 또래 내 동조의 효과 또한 개인이 가

진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또래 내 지위의 효과는 객관적인 지

위 이외에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자신의 지위 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

에(Salmivalli, Ojanen, Haanpää, & Peets, 2005), 자신이 지각하는 스스로에 대

한 인기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조 효과에는 지위 있는 

또래와의 관계 등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즉 지위 있는 또래와 친하

다고 지각할수록 동조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통제 집단으로 어른을 통칭하여 또래와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부모와 교사의 영향력은 차별적

일 수 있으며,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

에 따라 어른 집단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어

른 집단을 보다 다양화하여 또래 관계에서 어른 집단의 영향력을 차별적으

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어른의 영향력

이 중요하다는 점을 더 분명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e.g. Vollet, 

Kinderman, & Skinner, 2017).

의견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집단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 부모의 영향을 리뷰한 연구(Eisenberg et. al., 2006)에 따

르면, 사회적 상황에서 옳은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데 있어 부모의 영향은 

부모가 사용하는 양육방식, 전략 등에 영향을 받으며, 부모가 사용하는 전략 

중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은 단순히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것이

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른의 의견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어른 집단의 동조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끝으로, 또래 동조를 활용한 개입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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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의 의견 제시가 실제 의견 변화

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였지만, 이런 판단의 변화가 얼마나 지속적일지, 

현실에서 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구안에까지

는 이르지 못하였다. 특히 인위적으로 조작한 아동의 의견과 실제 아동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실제로 괴롭힘 등을 많이 

하는 인기 있는 아동의 생각을 바꾸고, 이들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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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측정 도구

1. 사회적 바람직성 (박중규, 2009)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남이 잘 된 것이 매우 부러웠던 적이 있다. 0 1

2. 내 뜻대로 하지 못할 때, 가끔씩 나는 분하게 느낀다. 0 1

3. 나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사람들 때문에 가끔 짜증이 난다. 0 1

4.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포기한 적

이 있다.
0 1

5.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지 않는다면, 간혹 내 일을 처리하기

가 힘들 것이다.
0 1

6. 나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은 경우가 몇 번 있다. 0 1

7. 누구와 얘기하건 간에 나는 항상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0 1

8. 실수를 했을 때 나는 항상 기꺼이 실수를 인정하려고 한다. 0 1

9.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일부러 한 적은 없

다.
0 1

10.
나는 항상 예의 바르며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

람한테도 그렇다.
0 1

11.
사람들이 내 생각과 아주 다른 얘기를 할 때에도 지루하게 

느낀 적이 없다.
0 1

12. 윗사람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발심을 느낀 적이 있다. 0 1

13.
용서하거나 잊어버리지 못하고 때로 복수하려고 한 적이 

있다. 
0 1

※ 역문항 - 1,2,3,4,5,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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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다

매우 

중요

하다

1. 남들이 나를 존중하고 칭찬한다 1 2 3 4

2.
남들이 나를 자신감 있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 강한 인상을 가진다
1 2 3 4

3. 남들이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4.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한다. 1 2 3 4

5. 남들이 내 의견을 들어준다 1 2 3 4

6. 내 의견을 숨김없이 이야기한다 1 2 3 4

7.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남들에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8. 다른 사람들과 친하다고 느낀다 1 2 3 4

9. 모든 사람의 기분이 좋다 1 2 3 4

10.
내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

다
1 2 3 4

11 내가 친구들과 진정한 우정을 나눈다 1 2 3 4

12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 1 2 3 4

13 남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1 2 3 4

14 사람들이 나에게 놀이를 같이 하자고 부른다 1 2 3 4

15 다른 사람에게 찬성한다 1 2 3 4

16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도록 한다 1 2 3 4

2. 사회적 목표 (Ojanen et al., 2005)

다음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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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람들이 나에게 화내지 않는다 1 2 3 4

18 내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는다 1 2 3 4

19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1 2 3 4

20 내가 다른 사람을 짜증나게 하지 않는다 1 2 3 4

21 내가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지 않는다 1 2 3 4

22
다른 사람이 듣기에 멍청해 보이는 말을 하지 

않는다
1 2 3 4

23 친구들이 나를 비웃지 않는다 1 2 3 4

24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는

다
1 2 3 4

25 친구들 앞에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26 나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않는다 1 2 3 4

27 나만의 생각을 혼자 간직한다 1 2 3 4

28 다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1 2 3 4

29 누구든 나와 너무 가까워지지는 않도록 한다 1 2 3 4

30
내가 남들을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게 한다
1 2 3 4

31 나의 제안에 다른 사람들이 동의한다 1 2 3 4

32 어떤 놀이를 할지 내가 정한다 1 2 3 4

33 내가 속한 모임에서 내 이야기를 따른다 1 2 3 4

※ 주도적 목표(+A): 1~3 / 주도적·관계적 목표(+A+C) 4~7 / 관계적 목표

(+C) 8~11 / 순응적·관계적 목표(-A+C) 12~16 / 순응적 목표(-A) 17~20 / 순

응적·독립적 목표 21~24 / 독립적 목표(-C) 25~30 / 주도적·독립적 목표

(+A-C)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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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실험 화면

1. 공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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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판단



- 128 -

3. 1차 판단 후 조건 별 제시 화면 

1) 일반 또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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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기 또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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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호도 높은 또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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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른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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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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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집단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 1차 판단 (친사회) -

2 타인 판단 (친사회) -.02 -

3 2차 판단 (친사회)   .74*** .20 -

4 1차 판단 (반사회) -.35* -.11 -.18 -

5 타인 판단 (반사회) -.01 -.17 .06 .05 -

6 2차 판단 (반사회) -.23 -.12 -.29*   .74*** .23 -

7 1차 판단 (취향) -.12 .20 .14 .06 .12 -.10 -

8 타인 판단 (취향) .16 -.07 .20 -.07 .04 -.08 -.05 -

9 2차 판단 (취향) -.11 .26* .11 .12 .13 .04   .71*** .18 -

10 주도적 목표 -.19 .09 -.02 .18 -.14 .03 .12 -.29* -.04 -

11 관계적 목표 .17 .17 .18 -.04 -.13 -.15 .09 .04 -.05 .04 -

평균 80.43 52.00 77.75 34.84 54.15 39.08 72.48 57.31 72.98 -0.81 1.11

표준편차 22.27 28.79 25.63 27.14 29.46 26.81 26.70 27.20 25.25 1.06 1.16

왜도 -1.19 -0.15 -1.03 0.35 -0.13 0.20 -0.86 -0.47 -1.06 -0.39 0.04

첨도 1.22 -1.29 0.22 -0.94 -1.23 -0.85 0.01 -0.90 1.02 -0.14 -0.77

주) *p < .05, **p < .01, ***p < .001

<부록 C - 1> 어른 집단의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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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1차 판단 (친사회) -

2 타인 판단 (친사회) -.02 -

3 2차 판단 (친사회)   .56*** .25* -

4 1차 판단 (반사회) -.23 -.18 -.13 -

5 타인 판단 (반사회) -.04 .19 -.17 -.02 -

6 2차 판단 (반사회) -.32* -.11 -.30* .60***   .34*** -

7 1차 판단 (취향) -.24 .03 0 .20 .16 .27* -

8 타인 판단 (취향) -.02 .32* .09 -.24 .05 -.14 -.09 -

9 2차 판단 (취향) -.23 .11 .02 .07 .14 .13   .74*** .16 -

10 주도적 목표 -.17 -.15 -.25* .09 .06 .29* .21 -.07 .08 -

11 관계적 목표 .25* .05   .34*** -.03 -.01 .01 .18 -.06 .18 .05 -

평균 77.31 54.24 78.75 37.16 54.43 42.03 75.7 47.46 67.13 -0.81 1.31

표준편차 26.6 31.29 22.35 24.19 30.04 23.76 24.55 32.05 27.46 1.3 1.37

왜도 -1.26 -0.36 -0.71 0.38 -0.1 0.14 -0.83 0.18 -0.38 -0.63 0.15

첨도 0.71 -1.42 -0.95 -0.45 -1.22 -0.41 -0.01 -1.41 -0.93 0.61 -0.16

주) *p < .05, **p < .01, ***p < .001

<부록 C - 2> 일반 또래 집단의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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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1차 판단 (친사회) -

2 타인 판단 (친사회) .14 -

3 2차 판단 (친사회)   .69*** .12 -

4 1차 판단 (반사회) -.09 -.07 .11 -

5 타인 판단 (반사회) .00 -.02 .04 .17 -

6 2차 판단 (반사회) -.08 -.09 -.04   .73***   .43*** -

7 1차 판단 (취향) -.15 .06 .11 -.07 -.05 -.16 -

8 타인 판단 (취향) .05 .32* .09 -.27* -.16   -.36*** .15 -

9 2차 판단 (취향) .19 .11   .42*** -.09 .02 -.14   .66*** .31* -

10 주도적 목표 -.29* .12 -.26* .04 .13 .12 .00 .08 -.03 -

11 관계적 목표   .41*** .06 .17 -.28* -.12 -.28* -.08 .15 .08 -.24 -

평균 86.09 49.58 83.33 39.15 56.9 44.13 70.91 49.57 65.51 -0.71 1.31

표준편차 17.77 28.34 19.37 29.47 29.72 29.42 26.54 28.8 26.68 0.95 1.35

왜도 -2.01 0 -1.7 0.53 -0.23 0.3 -0.58 0.03 -0.27 -0.3 -0.7

첨도 6.26 -1.23 3.37 -0.72 -1.37 -1.03 -0.65 -1.24 -0.94 -0.23 1.11

주) *p < .05, **p < .01, ***p < .001

<부록 C - 3> 인기 또래 집단의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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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 1차 판단 (친사회) -

2 타인 판단 (친사회) .08 -

3 2차 판단 (친사회)   .64*** .09 -

4 1차 판단 (반사회) -.29* .17 -.13 -

5 타인 판단 (반사회) .15 .20 .18 .06 -

6 2차 판단 (반사회) -.21 .12 -.13   .72*** .27* -

7 1차 판단 (취향) -.04 .09 .04 .07 .09 -.16 -

8 타인 판단 (취향) .11 .00 .00 .08 -.11 -.03 .13 -

9 2차 판단 (취향) .02 .14 .12 .06 .05 -.14   .69***   .46*** -

10 주도적 목표 -.25 .19 -.03 .14 -.08 .03 -.07 -.07 -.04 -

11 관계적 목표 -.19 -.26* .06 -.08 -.31* -.28* .17 .19 .28* -.19 -

평균 82.32 51.23 74.92 44.14 52.83 47.05 66.94 53.35 65.95 -0.61 1.41

표준편차 21.19 28.35 23.25 28.94 29.09 26.75 26.26 30.93 28.62 0.93 1.07

왜도 -1.07 -0.04 -0.4 0.28 0.12 -0.02 -0.46 -0.11 -0.55 -0.37 0.43

첨도 0.26 -1.35 -1.13 -1.08 -1.25 -0.95 -0.74 -1.37 -0.69 0.15 0.4

주) *p < .05, **p < .01, ***p < .001

<부록 C - 4> 선호 또래 집단의 주요 변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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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변수명
1단계 

B (표준오차)

2단계 

B (표준오차)

3단계 

B (표준오차)

1단계: 통제변수 

(절편) 17.46 (10.63) 12.73 (10.90) 11.15 (11.07)

사회적 바람직성 -3.15 (5.26) -4.09 (5.29) -2.48 (5.43)

성별 3.21 (2.17) 4.22 (2.20) 4.00 (2.21)

학년 -0.73 (2.18) -0.08 (2.15) 0.78 (2.15)

1차 판단값 0.76 (0.07)*** 0.81 (0.06)*** 0.81 (0.07)***

타인 판단 - 1차 판단 차이값 (A) 0.12 (0.04)** 0.09 (0.07) 0.08 (0.07)

일반 집단 더미 (B) 2.45 (3.06) 2.01 (3.04) 1.04 (3.04)

인기 집단 더미 (C) 1.98 (3.07) 1.70 (3.06) 0.56 (3.11)

선호 집단 더미 (D) -4.46 (3.10) -5.69 (3.06) -6.65 (3.16)*

주도적 목표 (E) -0.25 (1.03) 1.33 (2.12) 2.11 (2.12)

관계적 목표 (F) 1.44 (0.88) 0.38 (1.94) 2.05 (2.01)

2단계: 주효과

일반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B) 0.17 (0.08)* 0.17 (0.08)*

인기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C) -0.05 (0.09) -0.04 (0.09)

선호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D) -0.08 (0.09) -0.11 (0.09)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E) 0.02 (0.03) -0.07 (0.08)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F) 0.03 (0.03) -0.06 (0.05)

B × E -3.31 (2.64) -4.26 (2.65)

B × F 2.65 (2.48) 0.80 (2.54)

C × E -2.65 (3.17) -3.37 (3.25)

C × F -2.15 (2.54) -3.83 (2.61)

D × E 3.14 (3.22) 1.43 (3.34)

D × F 4.34 (2.80) 2.10 (2.91)

3단계: 상호작용효과

일반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E)
0.13 (0.07)

일반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F)
0.10 (0.07)

인기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E)
0.09 (0.09)

인기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F)
0.09 (0.06)

선호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E)
0.14 (0.09)

선호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F)
0.21 (0.08)**

R2 .45*** .50***   .52***

Δ R2 .05* .02

주) *p < .05, **p < .01, ***p < .001

<표 D - 1> 친사회적 상황에서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부록 D. 전체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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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변수명
1단계 

B (표준오차)

2단계 

B (표준오차)

3단계 

B (표준오차)

1단계: 통제변수 

(절편) -0.86 (9.77) 3.38 (9.95) -0.74 (9.95)

사회적 바람직성 6.55 (5.39) 4.61 (5.48) 7.37 (5.49)

성별 -2.38 (2.22) -2.42 (2.24) -2.36 (2.23) 

학년 1.01 (2.23) 0.26 (2.23) 0.77 (2.24)

1차 판단값 0.91 (0.05)*** 0.89 (0.05)*** 0.86 (0.05)***

타인 판단 - 1차 판단 차이값 (A) 0.25 (0.04)*** 0.14 (0.07)*** 0.13 (0.07)

일반 집단 더미 (B) 1.50 (3.13) 1.40 (3.13) 1.95 (3.12)

인기 집단 더미 (C) 1.50 (3.14) 1.35 (3.15) 1.10 (3.14)

선호 집단 더미 (D) 2.28 (3.19) 2.64 (3.20) 3.13 (3.19)

주도적 목표 (E) 1.37 (1.04) -1.68 (2.23) -0.98 (2.27)

관계적 목표 (F) -1.19 (0.90) -2.13 (1.98) -1.87 (1.98)

2단계: 주효과

일반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B) 0.17 (0.08)* 0.19 (0.08)*

인기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C) 0.14 (0.08) 0.14 (0.08)

선호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D) 0.07 (0.08) 0.07 (0.08)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E) 0.04 (0.02) -0.01 (0.05)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F) -0.03 (0.02) -0.05 (0.04)

B × E 5.51 (2.81) 4.00 (2.84)

B × F 2.66 (2.55) 2.44 (2.54)

C × E 2.70 (3.26) 3.82 (3.31)

C × F 0.80 (2.61) 1.45 (2.61)

D × E -0.24 (3.39) -2.14 (3.54)

D × F -2.33 (2.99) -3.71 (3.16)

3단계: 상호작용효과

일반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E)
0.08 (0.07)

일반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F)
-0.09 (0.07)

인기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E)
0.07 (0.08)

인기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F)
0.13 (0.06)*

선호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E)
0.004 (0.08)

선호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F)
-0.01 (0.07)

R2 .58***   .61*** .63***

Δ R2 .03 .02*

주) *p < .05, **p < .01, ***p < .001

<표 D - 2> 반사회적 상황에서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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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변수명
1단계 

B (표준오차)

2단계 

B (표준오차)

3단계 

B (표준오차)

1단계: 통제변수 

(절편) 10.35 (10.68) 8.12 (11.00) 6.62 (11.17)

사회적 바람직성 -3.34 (5.58) -2.92 (5.73) -2.77 (5.83)

성별 -1.35 (2.31) -0.53 (2.36) -0.36 (2.41)

학년 -2.04 (2.32) -2.29 (2.36) -2.38 (2.39)

1차 판단값 0.96 (0.06) 0.96 (0.06) 0.96 (0.06)

타인 판단 - 1차 판단 차이값 (A) 0.24 (0.04)*** 0.23 (0.07)*** 0.23 (0.07)***

일반 집단 더미 (B) -5.69 (3.27)*** -5.54 (3.33)** -4.95 (3.46)**

인기 집단 더미 (C) -4.31 (3.27) -3.81 (3.34) -3.48 (3.43)

선호 집단 더미 (D) -1.92 (3.31) -2.32 (3.40) -1.35 (3.48)

주도적 목표 (E) -0.56 (1.08) -1.29 (2.36) -1.64 (2.41)

관계적 목표 (F) 1.13 (0.92) -2.90 (2.07) -3.09 (2.09)

2단계: 주효과

일반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B) -0.07 (0.09) -0.07 (0.09)

인기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C) 0.02 (0.09) 0.05 (0.09)

선호 집단 타인-1차 차이값 상호작용 (A × D) 0.07 (0.09) 0.06 (0.09)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E) 0.01 (0.03) -0.06 (0.06)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F) 0.01 (0.02) 0.01 (0.05)

B × E 0.46 (2.95) 0.66 (3.02)

B × F 4.49 (2.69) 4.51 (2.74)

C × E 0.47 (3.40) 1.68 (3.51)

C × F 4.88 (2.75) 5.69 (2.84)*

D × E 2.77 (3.44) 2.86 (3.49)

D × F 6.17 (3.00)* 6.45 (3.03)*

3단계: 상호작용효과

일반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E)
0.05 (0.07)

일반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B × F)
-0.01 (0.06)

인기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E)
0.15 (0.09)

인기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C × F)
0.05 (0.07)

선호 집단, 주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E)
0.12 (0.09)

선호 집단, 관계적 목표와 타인-1차 

차이값의 상호작용 (A × D × F)
-0.01 (0.08)

R2 .57***   .58*** .59***

Δ R2 .01 .01

주) *p < .05, **p < .01, ***p < .001

<표 D - 3> 개인 취향 상황에서 2차 판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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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주요 결과 요약

집단 목표
반사회적

상황

친사회적

상황
취향 상황

일반 또래

관계적 목표

동조 유의 동조 유의

동조

유의하지

않음주도적 목표

인기 또래

관계적 목표
목표 높을 때,

동조 유의 동조

유의하지

않음

동조

유의하지

않음
주도적 목표

동조

유의하지

않음

선호 또래

관계적 목표
동조

유의하지

않음

목표 높을 때,

동조 유의 동조

유의하지

않음
주도적 목표

동조

유의하지

않음

주) 참조집단: 어른

<표 E-1> 주요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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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eer Status and Social Goal 

on Peer Conformity

Myung-Seop K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er conformity refers to changing one's opinions, judgments, and behaviors 

in accordance with peers' opinion, judgments, and behaviors. The importance 

of peer with increasing age, thus the tendency to peer conformity also 

intensifies. Not all peers, however, have the same influence. Like other 

social relationship, peer relationship also shows a status structure, and 

children who have high peer status are likely to exert greater influence in 

peer relationships.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eer status on peer conformity,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re 

mixed. 

Considering the following four points, this study tried to reveal the peer 

status effect more closely. First, there was a limitation that it was difficult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cause the existing peer status studies 

mainly relied on qualitative research or correlation research. This study t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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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ind out whether the effects of peer status actually appears in an 

experimental research setting. Second, this study classified two subtypes of 

peer status, popularity and likability, in order to reflect the recent research 

on peer status, trying to identify the differential effects of each status type 

in the peer group. Third, considering that there is also an active aspect in 

conformity, this study predicted that the impact of peer status on peer 

conformity could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social goal. Finally, in 

contrast to previous research, which examined the influence of peer status 

using task unrelated to the social situation, this study focused on social 

situations that are particularly sensitive to peer judgments.   

Two-hundred ninety 5th and 6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confirm their peer conformity effect, 

students were asked to make a judgment in three situations: (a) prosocial 

situation - helping a friend, (b) antisocial situation - relational bullying, and 

(c) personal taste situation.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conditions: (a) receiving adults' judgment group, (b) receiving all classmates' 

judgment group, (c) receiving popularity peers' judgment group and (d) 

receiving likeability peers' judgment group.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nsistent with the previous studies that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peers than adults, the conformity effects of peer group were 

higher than that of the adult group in both prosocial situation and antisocial 

situation. These results reassure that peer is vital to understand the behavior 

changes in childhood. Second, the effects of peer status were more intense 

for children who had a high communal goal. This result suggests that 

children who care about the relationship are more susceptible to high-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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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s' judgments. It also suggests that intervention for children with high 

communal goal is needed when the problem of peer conformity becomes 

serious.

Third, in the case of the popular peer, the conformity effects were 

significant in the antisocial situation, while the preferred peer showed a high 

influence in the prosocial situation. This 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the 

peer status is differentiated into two types as suggested in the social 

competence dual factor model, and that each type influences peers in 

different way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may be useful to use popular 

peers to reduce antisocial behavior, such as school violence, and to use 

preferred peers to promote prosocial behavior on the contrary. Finally, in 

contrast to prosocial and antisocial situations, there was no discriminative 

effect of peer status and social goals in personal taste situat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ituation specificity in 

identifying peer conformity effects.

keywords : peer, peer conformity, peer status, social goal, likeability, pop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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