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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고 공격성을 설명하기 위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 361명을 대상으로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공격성은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
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몇 가지 모형을 비교한 결과,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각각 매개작용을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귀인과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아동 자신이 가진 거부민감성과 같은 심리적, 인지적 변인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괴롭힘 피해, 공격성,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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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발달한다. 생의 초기에는 주로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학교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교사, 또래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되어 간다. 특히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역할과 규범을 배우고 사회
적 기술을 연습하며(Hartup, 1983),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이 발달하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사회적 유능감이 발달한다(Piaget, 1962: 김귀연, 김경연, 2005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령기 아
동의 또래관계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또래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을 저해한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
는 또래관계 문제는 또래괴롭힘으로, 또래괴롭힘의 전반적인 피해경험율은 평균적으로 40%를
웃돌고 있으며(박경아, 2002; 이상균, 1999), 이로 인해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자들의 정서와 행동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예성, 김광혁, 2005). 또래괴롭힘이란
개인이 오랜 기간 동안 타인, 작은 집단 혹은 전체 학급의 공격에 체계적으로 노출되는 지속적이
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bullying)으로 정의할 수 있다(Olweus, 1993). 이는 공격적 행동이거나
의도적인 가해행위이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힘의 불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개인
간의 관계이다(Olweus, 1993). 또래괴롭힘은 언어적, 신체적 공격과 같은 대면 상호작용 형태인
직접적 괴롭힘과 소문을 퍼뜨리거나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따돌리는 등의 관계적 괴롭힘(간접적
괴롭힘)을 포함한다.
또래괴롭힘은 공격행동과 마찬가지로 매우 안정적이므로 초등학교 때 시작된 또래괴롭힘의
패턴은 청소년기 전반에서 유지되기 쉽다(이해경, 김혜원, 2001).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율
은 초등학생이 26.7%로, 중학생의 10.3%에 비해 더 높고(이춘재, 곽금주, 2000), 또래괴롭힘을
장기간 경험한 학생보다는 단기간 경험한 학생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Hunter & Boylr,
2002). 따라서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정서로 우울, 분노, 보복심, 좌절 등의
부정적 정서를 보고하고 있고(이아영, 2011), Barchia와 Bussey(2010)는 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이
고통의 신호로서 우울을 나타내며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 소외감, 외로움,
높은 불안과 우울증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Boulton, & Smith, 1994; Olweus, 1984; Olweus,
1993; Perry, Williard, & Perry, 1990: 최지윤, 2009에서 재인용). 또한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유발되는 심리적 부적응 가운데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강한 관련성을 갖는 부정적 정서는 우울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Hawker & Boulton, 2000).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우울, 위축 및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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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 등의 내재화 문제들과 또래괴롭힘 피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중재하거나
매개하는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이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도 보고되었는데 또래로부터 거부
된 청소년이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로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하였고(Coie, Terry, Lenox &
Lochman, 1995), 타인으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을 때 마음속에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하였다

ö

(Crapanzano, Frick, Childs, Terranova, 2011; L sel & Bender, 2011; Rueger, Malecki, Demaray,
2011).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에게 유발되는 공격성은 보복차원에서 자신을 가해한 사람을 일

차적 대상으로 삼지만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사소한 일을 계기로 다른 대상자에게 표출 될
수 있다고 하였다(Marcus- Newhall et al., 2000; Pederson, Gonzales, & Miller, 2000). 뿐만 아니
라 이지현(2006)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가해행동의 주요 예측변인으로 보고하였고 김예성과
김광혁(2005)은 종단연구 결과 4학년 때의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6학년 때의 또래괴롭힘 가해경
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강
진령, 유형근, 2000; 김태웅, 2003; Ma, 2001) 또래괴롭힘의 피해와 가해 경험이 반복적으로 순환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피해와 가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지현,
2006).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으로 인해 공격성이 증대되어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이 또

다른 또래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또래괴
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이 구체
적으로 어떠한 기제를 통해 공격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
니라 또래괴롭힘과 관련된 집단의 분포를 살펴보면, 순수하게 또래 괴롭힘을 당하거나 가해하는
집단보다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공격성을 띄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집단의 상대적 분
포가 높으며 이 집단의 심리적 부적응이나 피해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유진, 2006).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인들이 작용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격성은 접근법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첫 번째는 공격성을 관찰 가능한 특성
과 행동만으로 정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격자의 의도나 동기를 포함시켜 정의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공격성을 다른 유기체에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반응(Buss, 1961), 타인의 물건이나 타
인을 해치는 행위(Feshbach, 1983)라고 정의하고 행동의 결과만을 고려한다. 두 번째는 공격성을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Aronson,
1980),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손상을 주거나 재산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
(Hartup, 1974)이라고 정의한다. 의도적인 측면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우발적 사고로 인한 상해

도 공격행동으로 간주하거나 반대로 공격 의도를 가진 행동이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공격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허은순, 2003). 따라서 공격성의 정의는 행동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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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동기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정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곽금주, 1992; 김명숙, 1989;
윤완기, 1994).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공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뿐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타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언어적 행동
과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고 및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모든 학생이 공격성을 띄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 따라 또래부적응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며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공격성 발달궤적은 유의한 개인차를 나타
내는데(고광만, 2012),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
심리적 요인이 매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귀연, 김경연, 2005). 최근 몇몇 연구에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가해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중재하는 개인내적 특성이나(김태웅, 2003; 조유진,
2006) 인지적 요인을 밝히고 있고(최옥임, 2001; Dodge & Frame, 1982), 선행연구에서는 또래괴

롭힘을 당한 아동은 또래는 차갑고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 또래표상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또래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게 되어 공격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였다(Erdley & Asher, 1996).
또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주어진 상황에서 더 적은 정보를 탐색하고 문제를 규정하는 단계
에서 타인이 적대적인 동기를 가진 것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Slaby & Guerra, 1988).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인지, 심리적 변
인이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 모
델이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은 어떤 사회적 상황에 직면할 때 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내적 과정에 관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 의하면 정보가 균형있게 처리되어 단서가 적절히 해석되
면 아동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하지만 정보처리 과정에서 편파적이거나 왜곡된 처리방식
이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일탈된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김은경, 2011). 따라서
공격적 반응과 같은 부적절한 반응은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지각적 편파나 오류로 인한 것이며
(김은경, 이정숙, 2009), 실제 선행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왜곡된 사회정보처리방식이 공격적 행동

양식에 선행하였으며 이러한 왜곡을 적절한 방식으로 변화시켜줌으로써 아동의 행동이 개선되었
다고 밝히고 있다(Dodge, Bates & Pettit, 1990; Guerra, & Slaby, 1990; Hudley & Graham, 1993).
즉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생에 사회정보 처리 방식이 큰 영향을 미침을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에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부호화, 해석, 반응탐색, 반응결정의 네 단
계로 나누는데, 사회정보처리의 각 단계는 앞 단계에 영향을 받게 되고, 정보처리의 앞 단계인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자극선별과 상황판단이 반응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
호화와 해석단계에 초점을 두어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부호화와 해석단계에
서의 인지, 심리적 특성이 매개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부호화란 다양한 자극과 정보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적 단서를 찾아 적절
하게 부호화 하는 것(encoding social cues)으로(김은경, 이정숙, 2009), 단서를 부호화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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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정보를 조합하는 것을 포함한다(Crick & Dodge, 1994; Dodge,
1986). 선행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의도가 불분명한 또래에 의해 자극이 된 상황에서 부호화에서

의 결핍(경감 단서를 부호화 하는데 실패)과 편향(적대적 단서에 선택적 주의)이 아동을 공격적
으로 반응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Pettit et al., 2001: 김영은, 2012에서 재인용). 정보처리
모델의 다음 단계인 해석단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받아들
인 단서를 바탕으로 상대의 동기나 의도를 판단함으로써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Dodge, 1986). 선행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편파가 몇 년간의 공격적 행동을 예언한다고 하
였으며(Dodge, Pettit, Bates, & Valente, 1995) 또래의 행동을 악의적이고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태도는 공격성과 관련을 갖는다고 하였다(김은경, 이정숙, 2009; 김지현, 박경자, 2006; 윤리라,
1999; 한준아, 2001; Crick & Dodge, 1996). 또한 김은경과 이정숙(2009)은 아동의 학대경험이 공

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편파나 오류가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래괴
롭힘은 학대와 같이 거부당한 경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부호화와 해석의 문제가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부호화 단계의 편파, 오류
와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는 거부민감성을 들 수 있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의미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부에 대해 불안해하고 거부를 더 잘 지각하며 과잉 반응하는
성격적 또는 인지 정서적 성향을 의미한다(Downey & Feldman, 1996).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인정받거나 수용 받는 경험 뿐 아니라 거부와 같은 부정적 경험 또한 하게 된다. 그런
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거부의 경험을 위협으로 받아들여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되
거나 또는 이와 상반되는 공격적 행동을 하게 된다. 거부민감성은 부모의 학대나 또래의 무시,
따돌림과 같은 거부의 경험으로부터 형성, 발달되며(Crick & Grotpeter, 1995), 또래거부는 거부
민감성의 불안과 분노 거부기대를 증가시키고 또래관계에서 수용되고 호감을 받게 되면 불안
거부기대 수준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London, Downey, Bonica, & Paltin, 2007). 거부의
경험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형성된 아동은 타인에게 지지나 수용을 구해야 할 경우 자신이 거
부를 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발달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생기는 정서적 각성과 고통을 감소시키
기 위해 거부를 피하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된다(Downey & Feldman, 1996). 따라서 사소하거나
모호한 거부단서에 대해 선택적 주의집중을 하게 되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분노나 적
대적 정서를 잘 인식하게 되어 지나치게 경계하게 된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
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위협을 찾아내는 역치가 더 낮고(Olsson, Carmona,
Downey, Bolger, & Ochsner, 2008), 거부관련 단서에 대해 더 경계하고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Berenson et al., 2009). 즉 또래괴롭힘과 같은 거부를 경험한 아동은 거부민감성이 발
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부단서에 대해 선택적으로 주의집중하고 과민하게 되는 지각적 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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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이 높지 않은 아동이 사회적 자극을 정확하고 균형있게 부호화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과 달리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적대적 단서나 거부적 단서에 주의 집중함으로
써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학대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 적대적인 편향이 아동을 공격적으로 만든다고 하였고 종단연구에서는 아동의 거부민
감성이 교사가 평정한 또래에 대한 공격성, 사회적 유능성의 감소를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Dow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또한 계속되는 거부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그들
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증가시키는데, 중요한 타인에게서 거절 받는 것을 예상한 사
람들은 수용받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에 비해 관계에서 보다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
다고 하였다(Downey, Feldman, & Ayduk, 2000; Downey, Freitas, Michaelis, & Khouri, 1998).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거부민감성이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적대적 편향과 같은 부호화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추론
할 수 있는데, 특히 또래괴롭힘과 같이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거부당한 경험
은 또래로부터 거절당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고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또래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킨다고 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 모델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
는 수용과 거부 기대가 학습되며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상황 특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Levy,
Ayduk, & Downey, 2001; Romero-Canyas, Downey, Berenson, Ayduk, & Kang, 2010). 이는

또래집단으로부터 거부를 경험한 아동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거부민감성이 작용하여 위축되
거나 공격적일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그러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또래 거부민감성을 또래괴롭힘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다음 단계인 해석단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이다(김은
경, 이정숙, 2009). 즉 또래의 행동에 대한 의도를 해석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부호화 단계
에서 받아들인 단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동기나 의도를 추론하게 된다.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
동이 공격성을 나타내는 데는 또래와의 부정적 관계 경험에서 또래의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는
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동이 문제행동을 일으키게 되는 데는 상황이나 자극 자체보
다는 내면의 인지적 평가과정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 상대의 의도에 대한 평가와 귀인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의 발생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Berkowitz, 1974; Dodge, Murphy, & Buchsbaum, 1984). 선행연구에 의하면 오랫
동안 공격자의 희생양이 되어온 남아는 상대방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게 되
며(Schwartz, Mcfadyen-Ketchen, Dodge, Pettit, & Bates, 1998), 학대받은 아동은 상대방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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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대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Crick & Dodge, 1996; Dodge
et al., 1995). 이에 대해 김은경과 이정숙(2009)은 학대하는 가정에서는 애매함을 가장한 고의가,

실수를 가장한 폭력이 자주 나타나므로 가정 내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적대적이고 의도적으로
해석할 충분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또래로
부터의 학대 경험이라고 볼 때, 위의 선행연구를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은 사회정보처리 모
델의 해석단계에서 또래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문제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
다. 적대적 귀인이란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을 경계
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내거나 보복행동을 하게 된다. 귀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공격행동
에 있어 아동의 개인차가 상대의 의도에 대한 귀인에서의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적대적 귀인을
하는 아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다(Dodge, Price,
Bachorowski, Newman, 1990). 또한 이지현(2006)은 여자아동의 피해 경험과 가해 행동과의 관

계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판단하고 복수하려는 의도를 지니는 것과 관련된 적대적
인지의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
귀인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격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귀인을 또래괴롭힘과 공격성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가정하였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또래괴롭힘과 같은 계속적인 거부의 경험으로 인해 또래 거부
민감성이 형성,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거부나 분노 단서에 집중함으로써 적절한 부호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인 해석 단계에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보
이게 되어 공격성을 나타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또래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은
아동의 정보처리 패턴을 왜곡시키고 이로 인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 피해와 정보처리 과정 및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같은 부정적 사회적 경험 때문에 정보처리의 각 단계에서 편파나 오류가 생기고 이로
인해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와 공격성을 가진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부호화 과정에서 모
든 가능한 사회적 단서를 이용하지 않고 사회적 상황에 지나치게 빨리 반응하거나 때로는 적대
적 단서에 초점을 맞추고(곽금주, 1998), 다른 사람의 의도를 더 적대적으로 해석하며(Graham
& Hudley, 1994) 아동들에게 또래 거부를 당한다(Coie & Dodge, 1998; Coie, Dodge, &
Coppotelli, 1982)는 두 방향의 연구가 존재한다. 이는 한 번 형성된 공격성은 주위환경과의 계속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같은 부정적 사회
경험 때문에 정보처리 과정에서 편파나 오류를 보이게 되어 공격성을 나타나고, 이러한 공격성
은 또 다시 또래로부터 거부되거나 배척되도록 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공격적인 아동의 또래에
대한 적의적 해석을 강화하고, 적대적 단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게 된다(서
현아, 지은주, 2000). 정보처리 과정은 일종의 도식, 패턴이므로 일단 형성된 공격적인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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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정보처리 패턴은 주위환경과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지, 강화되고 이로 인해 공
격성이 유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왜곡된 정보처리로 인한 공격성의 순환고리를 끊고, 순
환고리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예방하기 위해 공격성을 유발하는 초기 경험 및
그로 인한 정보처리 과정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를 바탕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사회 경험으로 또래괴롭힘 피해를 설정하고 그 과
정에서 작용하는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을 설정하여 그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위축이나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이어지는 과
정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과 달리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바탕으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과정
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공격성
을 보이는 아동들의 정보처리 과정 및 이로 인한 또래 거부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본 연구에
서는 공격성이 유지, 강화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와는 상반되게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초
기 경험 및 공격성을 유발하는 정보처리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을 위한 효과적인 인
지, 정서적 개입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각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특성을 지닌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였던 거부민감성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거부민감성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아동의 거부민감성
에 관한 인과관계나 경로를 분석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4개의 검사지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이중으로 응답하거나 누락문항 수가 각 검사별로 5%이상인 자료, 신
상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한 총 36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중 5학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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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명(여학생 69명, 52.7%), 6학년은 230명(여학생 109명, 47.4%)이었고 평균연령은 각각 11.73세
(SD=.605), 12.84세(SD=.460)였다. 그리고 전체 361명의 평균연령은 12.44세(SD=.743)였다.

2. 측정도구
1) 또래괴롭힘 피해 척도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5)가 개발한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임지영(1997)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관계적 괴롭힘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에게 화가 나서 다른 아이들이 나와 놀지 못하도록
따돌린다), 명백한 괴롭힘(예, 나를 때린다)을 측정하는 5문항과 친사회적 행동(예, 도움이 필요
할 때 아이들이 도와준다)을 측정하는 5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진술된 친사회적 행동 요인의 경우는 역채점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점수를 의미하도록 하여 전체 또래괴롭힘 점수에 포함시켰다.
관계적 괴롭힘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고 명백한 괴롭힘은 의도적인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
로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또는
친구를 사귀어야 할 때 또래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도구
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지영(199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관계적 괴롭
힘이 .80, 명백한 괴롭힘 요인이 .7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각각 .86, .85, .92였다.

2)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
아동의 거부에 대한 반응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아
동용 거부민성 질문지(Children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우리나라 문화에
서 받아들여지는 거부의 의미와 상황에 맞게 수정한 박지윤과 정영숙(2008)의 한국판 CRSQ를
사용하였다. 원판과 한국판 CRSQ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⑴ 원판 CRSQ는 또래거부
와 교사거부와 관련이 있는 상황이 각각 6개이지만 한국판 CRSQ는 또래관련 8가지, 교사관련
상황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⑵ 원판 CRSQ는 거부불안과 거부분노 민감성의 두 가지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형은 거부상황에서 나타나는 낙담과 같은 우울반응을 의미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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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부우울 민감성이 추가되어 있다. K-CRSQ는 아동이 각각의 12가지 거부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될 때 경험하는 불안, 분노, 우울이라는 3가지 예상정서를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화
가 안 난다, 전혀 우울하지 않다)에서 6점(아주 많이 불안하다, 아주 많이 화가 난다, 아주 많이
우울하다), 해당 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되는 정도(거부예상신념)를 1점(전혀 거부당하지 않을 것
이다)에서 6점(정말로 정말로 거부당할 것이다)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거부민
감성은 거부상황에서 경험하는 예상정서와 거부예상 정도를 곱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즉
거부불안 민감성은 거부예상불안과 거부예상정도, 거부분노 민감성은 거부예상분노와 거부예상
정도, 거부우울 민감성은 거부예상우울과 거부예상정도를 곱하여 계산하고 이 3가지 점수를 합
하여 전체 거부민감성을 산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 관련된 8가지 상황에서의 3가지 유형
의 거부민감성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또래 거부불안,
또래 거부분노, 또래 거부우울 민감성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87, .83, .86이었다.

3) 의도귀인 척도
모호한 상황에서 의도귀인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김은경(2008)이 Crick(1996)의 가설적 상황
도구를 우리나라 실정과 연구 상황에 맞게 수정한 10개의 장면을 사용하였다. 각 장면은 상대방
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으나 내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날 수 있는 상황
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면에 대한 상황 이야기가 문장으로 제시되고 그 사건에 대해 아동의 적대
적, 의도적 귀인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제시된다. 각 상황에 대해 적대적 귀인 정도를 묻
는 2개 문항(2점 척도)과 의도적인 고의성에 대해 묻는 1개 문항(4점 척도)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귀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귀인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귀인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적대적 귀인 점수를 계산하였다. 적대적 귀
인 잠재변수는 단일요인이므로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하여 해당 문항을 홀수문항과 짝수문항으
로 분할하여 2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였다. 김은경(2008)의 연구에서 적대적 귀인의 내적 합치
도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90이었다.

4) 공격성 척도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를 김은경(2008)이 아동에게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김은경(1998)의 연구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293

어적 공격성, 분노감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72, .81, .77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
로 계산한 결과 각각 .78, .76, .67이었다.

3. 모형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괴롭힘 피해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그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근거로 하여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
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
형 1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정보처리 단계는 상호의존적이라 초기단계의 실행은 후기 단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므로(곽금주, 1998) 부호화 단계와 관련이 있는 또래 거부민감성이 해석단계
의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림 2와 같은 모형을 연구모형 2로 설정하였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
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 및 적대적 귀인과 같은 정보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개
입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자 또래괴롭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
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 3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연구모형들이 유의미
하지 않을 경우 수정모형을 제시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

1]

연구모형

1

그림

[

2]

연구모형

2

그림

[

3]

연구모형

3

4. 자료의 처리와 분석
SPSS 19.0을 이용하여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간의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모형들의 적합도 검증과 비교 및 평가를 위해 Amos 20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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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
석은 이론적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고 잠재변수가 두 개 이상의 측정변수를
포함할 경우 측정오차를 제거한 상태에서 잠재변수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모형과 자료간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적합도 지수는 표집크기에 매우 민감하고 영가설
의 내용이 너무 엄격해서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기 위
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타의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델이 실제 자료와 부합되는 지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해석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된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형의 오류를 측정하는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RMSEA
는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CFI와 TLI는 값이 클수록
좋은 모형이고 대략 .90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Sobel의 공식과 다변량 델타 방법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변수들의 상관과 기술통계값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기에 앞서,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알아보기 위해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측정변수 간 상관이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또래괴롭힘 피해 측정변수 중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와 공격성 측정변수들과의 상관
은 유의하지 않거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별 분포의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
는데, 일반적으로 왜도가 절대값 3.0보다 크거나 첨도가 절대값 8.0보다 크면 문제가 있는 변수
로 간주한다(Kline, 2010). 본 연구에서는 표 1과 같이 측정변수들의 왜도가 3.0, 첨도가 6.0을 초
과하지 않았으므로 분포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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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측정변수

①

②

① 관계적 괴롭힘

-

② 명백한 괴롭힘

.53**

**

⑥ 또래 거부우울 민감성 .47

평균

**

**

.41

**

.23

**

.18

⑥

⑦

⑧

⑨

⑩

⑪

**

.40

**

.35

**

.29

**

.29

-

**

.89**

**

**

.89**

**

.34** .30**

.28
.25

**

.18

**

.20

.90
.34

**

.44

**

-.01 .24

**

*

.22
.14

**

**
**

-.11 .14

**

.47

**

.29

**

.19

-

**

.58**

**

**

.21**

**

.21** .62**

.41
.22

*

.12

.14

.37

.31

**

.18

**

-

.32

**

16

.34

**

.17

-

6.15 6.60 12.82 5.73 5.18 4.65 11.21 12.82 19.14 11.06

.03

**

-

-

.24

**

-

.50**

.28

표준편차

p<.05,

.29

**

⑪ 분노감

*

**

⑤

.43** .29**

⑤ 또래 거부분노 민감성 .47

⑩ 언어적 공격성

④

.31**

**

⑨ 신체적 공격성

③

**

④ 또래 거부불안 민감성 .52

⑧ 적대적 귀인2

측정변수의 상관 및 기술통계

**

③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22

⑦ 적대적 귀인1

1>

.64

3.10 2.91 5.85 3.92 3.38 3.31 2.03 3.10 6.08 4.10 4.83

왜도

1.68 2.05

.50

1.74 1.86 1.87 1.82

.72

첨도

2.85 4.87 -.64 4.18 5.09 4.78 2.74 -.63

.67

.46

.81

.44

.02

.43

p<.01.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후 측정모형이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
하는 2단계 접근법이 타당하다는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우선 측정변수가 잠
재변수를 잘 측정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을 검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잠재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
형의 검증 결과는 표 2,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χ2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LI=.950;

CFI=.971; RMSEA=.068(90% CI=.052-.084). 또한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으나(p<.001), 또래괴롭힘 피해 측정변수인 친사회적 행동 부재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50이
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표준화 요인부
하량이 .50이상이 되어야 하며 .50미만이면 제거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또래 괴롭힘 피
해 측정변수인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이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친사회적 행동
의 부재는 공격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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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100.933

38

.000

.950

.971

.068(.052-.084)

표

<

잠재변수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

2>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
오차

t값

관계적 괴롭힘

1.00

.772

명백한 괴롭힘

.825

.679

.081

10.1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

.886

.364

.149

5.96***

또래 거부불안 민감성

1.000

.957

또래 거부분노 민감성

.841

.934

.023

36.53***

또래 거부우울 민감성

.834

.945

022

38.33***

적대적 귀인1

.501

.666

.056

8.92***

적대적 귀인2

1.000

.870

신체적 공격성

1.000

.858

언어적 공격성

.540

.697

.044

12.36***

분노감

.695

.750

.053

12.99***

p<.001.

이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 부재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및 공격성과의 상관패턴을 고려해 볼 때,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또래괴롭힘 피해 척도의 다른 측정변수들과 성격이 조금 다르며 또래
괴롭힘 피해라는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변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친사회적 행동 부재의 측정변수를 제거하여 또래괴롭힘 피해를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
외한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롭힘으로 측정변수를 구성하여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다시 검증하
였다.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외한 측정모형의 검증 결과는 표 4,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친사
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외한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다시 살펴본 결과,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고(TLI=.963; CFI=.980; RMSEA=.063(90% CI=.045-.082), 모든 측정변수들의 요인부하
량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괴
롭힘 피해, 또래거부 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잠재변인들이 각각의 측정변인들로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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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친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외한 측정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71.036

29

.000

.963

.980

.063(.045-.082)

표

<

5>

친회적 행동의 부재를 제외한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비표준화
요인적재량

표준화
요인적재량

또래괴롭힘
피해

관계적 괴롭힘

1.00

.81

명백한 괴롭힘

.760

.656

또래 거부불안 민감성

1.000

.957

또래 거부분노 민감성

.841

또래 거부우울 민감성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

표준
오차

t값

.079

9.57***

.934

.023

36.46***

.834

.945

022

38.34***

적대적 귀인1

.494

.662

.056

8.82***

적대적 귀인2

1.000

.875

신체적 공격성

1.000

.857

언어적 공격성

.541

.697

.044

12.39***

분노감

.696

.750

.053

13.01***

p<.001.

그림

[

4]

최종 측정모형.

(

***

p<.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3. 구조모형 검증
선행연구를 통해 설정한 연구모형들을 검증하였는데, 연구모형 1, 2, 3의   값은 p<.001 수준
에서 유의하였으나   값은 영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으
므로 여타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 1의 적합도(TLI=.955, CFI=.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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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EA=.069), 연구모형 2의 적합도(TLI=.963, CFI=.980, RMSEA=.063), 연구모형 3의 적합도
(TLI=.962; CFI=.979; RMSEA=.064) 모두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1

82.166

30

.000

.955

.976

.069(.052~.088)

연구모형 2

71.036

29

.000

.963

.980

.063(.045~.082)

연구모형 3

74.548

30

.000

.962

.979

.064(.046~.083)

연구모형 1과 연구모형 2를 비교해 보면, 연구모형 2는 연구모형 1에 또래 거부민감성에서 적대
적 귀인으로 가는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다. 따라서 두 모형은 내포된(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차이 검증을 통해 두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할 수 있다.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이지만   값
차이는 11.1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의 임계값인 3.84보다 크다. 따라서   값이 더 작은 연구모
형 2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경로를 더 추가하더라도   값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는
연구모형 2가 연구모형 1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구모형 2의 경로계수를 살
펴 본 결과, 또래괴롭힘 피해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p값이 .066, 또래 거부민감성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의 p값이 .134로,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 1 역시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 2가
연구모형 1보다 우수하였지만 연구모형 2의 경로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

5]

연구모형

1: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부분 매개 모형
***

(

그림

[

6]

연구모형

2:

연구모형 1에 또래

거부민감성에서 적대적 귀인으로 가는

p<.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직접경로를 추가한 부분 매개모형
*

( p<.05,

***

p<.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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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모형 3은 연구모형 2에 또래괴롭힘 피해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가 제거된 완전 매
개 모형이다. 따라서 연구모형 2, 3은 내포된(nested) 관계에 있으므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는
데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이지만   값 차이는 3.512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의 임계값인 3.84
보다 작다. 따라서 두 모형 간 적합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므로 더 간명한 모형인 연구모형 3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연구모형 2는   값의 감소폭이 자유도 감소를 상쇄할 만큼 충분히
감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모형 3이 연구모형 2보다 우수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연구모형
3의 경로계수를 살펴 본 결과, 모든 경로의 p값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모형 3이 연구모형 1, 2에 비해 더 우수한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연구모형 2에서 유의
하지 않은 경로, 즉 또래괴롭힘 피해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와 또래 거부민감성에서 공격
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외한 연구모형 2의 수정 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모형 3과 비교 검증하였
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TLI=.956, CFI=.975, RMSEA=.069)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연구모형 3과 수정모형의   차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는 1이지만   값 차이는 9.049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의 임계값인 3.84보다 크다. 따라서
  값이 더 작은 연구모형 3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경로를 더 추가하더라도   값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는 연구모형 3이 수정모형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

7>

연구모형3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3

74.548

30

.000

.962

.979

.064(.046~.083)

수정모형

83.597

31

.000

.956

.975

.069(.051~.087)

그림

[

7]

연구모형

3:

연구모형 2에 또래괴롭힘

그림

[

수정모형: 연구모형 2에서 유의하지

8]

피해에서 공격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제거한
완전 매개모형
**

(

p<.01,

***

p<.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않은 경로를 제거한 모형
***

(

p<.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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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적합도와 경로 계수 및 다른 모형들과의 비교 검증 결과 연구모형 3이 공격성을 설명
하는 가장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각 내생변수의 분산이 선
행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중
상관치(SMC) 값을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가 또래거부 민감성을 약 42.7%, 또래 괴롭힘 피
해와 또래거부 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을 약 36.9%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모형에 포함된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거부 민감성, 적대적 귀인은 아동의 공격성을 약 16%정도
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3의 경로 계수 및 효과크기를 각각 표 8, 표 9에 제시하
였고 관계모형은 그림 9와 같다.

표

<

8>

연구모형 3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
계수(β)

표준
오차(SE)

C.R(t)

또래 거부민감성←또래괴롭힘 피해

.978

.653

.108

9.043***

적대적 귀인←또래괴롭힘 피해

.394

.369

.103

3.825***

적대적 귀인←또래 거부민감성

.212

.298

.058

3.639***

공격성←또래 거부민감성

.302

.219

.098

3.095**

공격성←적대적 귀인

.451

.233

.154

2.937**

**

p<.01,

***

p<.001.

표

<

9>

연구모형

경로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3(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SMC

또래 거부민감성←또래괴롭힘 피해

.653

-

.653

.427

적대적 귀인←또래괴롭힘 피해

.369

.195

.564

적대적 귀인←또래 거부민감성

.298

-

.298

공격성←또래 거부민감성

.219

.070

.289

공격성←적대적 귀인

.233

-

.233

-

.275

.275

공격성←또래괴롭힘 피해

.369

.158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 301

그림

[

9]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및 공격성의 관계 모형
(

**

p<.01,

***

p<.001. 계수는 표준화 계수임)

4. 매개효과 검증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에 각각 영향을 주어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단순 매개변수의 간접 효과와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단순매개 효과는
Sobel(1982)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는데 Sobel 검증은 간접효과를 간접효과의 표준오차로 나누어

검증통계량인 Z값을 구하는 것으로,  
       공식을 이용한다. 이 때 와 는 경로
a, b의 비표준화 계수,   는 a의 표준오차,   는 b의 표준오차이다.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으면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또래괴롭힘과 공격성과
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Z=2.92, p<.01)와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Z=2.33,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매개 효과는 다변량 델타 방법인  
              공식을 이용하여 Z값
을 구하는데, 이중매개 효과 또한 Z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또래괴롭힘과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이중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2.2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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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0>

매개효과 검증

경로

계수

SE

Z

또래 괴롭힘 피해

→ 또래 거부민감성 →

공격성

.30

.10

2.92**

또래 괴롭힘 피해

→

공격성

.18

.08

2.33*

또래 괴롭힘 피해

→ 또래 거부민감성 →

.09

.04

2.22*

*

p<.05,

**

적대적 귀인

→

적대적 귀인 →

공격성

p<.01.

Ⅳ. 논의
본 연구는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근거로 하여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측정변수들의 상관분석 및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
였고 이를 토대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여러 모형들을 설정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공격성은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고,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고, 적
대적 귀인을 많이 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의 결과는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높은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Vossekuli,
Reddy, Fein, Borum, & Modzeleski, 2000)결과와 일치하며, 또래 거부민감성과 공격성 간의 유

의한 정적 상관의 결과는 아동의 거부민감성이 또래에 대한 공격성을 예언해 준다는 연구
(Downey et al., 1998)결과와 일치한다. 적대적 귀인과 공격성과의 정적 상관 결과는 상대의 의

도에 대한 평가와 귀인이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Berkowitz, 1974; Dodge et al., 1984) 적대적 귀인이 공격적 반응을 예견한다는 연구(Dodge,
Batea, & Pettit, 1990)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경로계수를 비교한 결과,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매개작용을 하고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
대적 귀인에 영향을 주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 3이 가장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이 제공하는 다양한 단서
를 어떻게 지각하며 어떻게 귀인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친사회적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한 Dodge(1986)의 사회정보처리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기초하여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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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처리 모델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모형이라는 것
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이 매개작용을 하고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주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모형 3이 최종 모형
으로 선택되었는데 이는 먼저,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또래 거부민감성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거부가 거부민감성의 불안과 분노 거부기대를
증가시키고(Dowey et al., 1998),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위협을 찾아내는 역치가 더
낮으며(Olsson et al., 2008) 거부관련 단서에 대해 더 경계하고 회피하며(Berenson et al., 2009),
부호화에서의 결핍과 편향이 아동을 공격적으로 반응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한 연구(Pettit et
al., 2001: 김영은, 2012에서 재인용)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계속되는 거부의 경

험으로 인해 아동은 다른 사람들의 거부에 민감한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러한 거부
민감성으로 인해 거부나 적대적 단서에 집중하는 부호화 단계의 오류를 보이게 되어 공격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간의 관계를 적대적 귀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결과는 오랫동안 공격을 당한 남아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
다고 지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쉽게 화내거나 보복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연구(Schwartz et al.,
1998), 여자아동의 피해 경험과 가해 행동과의 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에게 적대적이라고 판단하

고 복수하려는 의도를 지니는 것과 관련된 적대적 인지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연구(이지현, 2006)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을 유발하는,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아동이 또래괴롭힘을 당하면 또래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이
로 인해 적대적 귀인을 하게 되어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정보처리 단계는 상호의존적이라 초기단계의 실행은 후기 단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곽금주, 1998)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아동이 사회적 단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래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부호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이 해석단계의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행동
을 자신에 대한 적대적 의도로 귀인하여 상대방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 연구(Dodge
& Somberg, 1987)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매개
효과 뿐 아니라, 또래 거부민감성이 적대적 귀인에 영향을 미쳐 공격성을 유발하는 이중매개 효
과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은 또래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거부나 적대적 단서에 주의 집중하는 부호화 문제 뿐 아니라 해석 단계에서 적
대적 귀인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공격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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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또래괴롭힘 피해 자체가 공격성으로 이어지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매개로 하
여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괴롭힘 피해자들이
높은 공격성을 나타낸다는 연구(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2003; Vossekuli et al.,
2000)와 상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피해 학생들의 공격적 행동에 초

점을 맞추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살펴본 연구로,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
을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한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연구이지만 이익섭과 최정아(2008)의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직접 경로가 유의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는 또래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의 공격성 발달궤적은 유의한 개인차
를 나타낸다는 연구(고광만, 2012), 스트레스 사건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
인의 특성변인(인격특질, 신념, 인지 등)이 스트레스를 지각하여 대처행동을 한다고 한 연구
(Lazarus & Folkman, 1984)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와

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스트레스이고 귀인이나 거부민감성이 개인의 인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인지가 스트레스 반응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귀인이나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는 후속연구를 통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또래괴롭힘 피해로 인
해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의 경우 또래 거부민감성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또래들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귀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정해주는 상담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또래괴롭
힘 피해 경험 자체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괴롭
힘을 당하더라도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 성향이 높지 않으면 공격성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에 개입을 하면 또래괴롭힘 피해
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Beck(1976)은 적대적 귀인
은 일종의 비합리적 사고이며 그러한 사고과정에 개입하여 부정적으로 귀인하는 습관을 바꿔주
는 것은 인지적인 과정이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다고 하였다(김은경, 이정숙,
2009). 또한 Hudley와 Graham(1993)은 공격적인 아동들은 타인의 애매모호한 행동에 대해서 덜

적대적인 귀인을 하도록 훈련시키면 공격성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문진명(2000)은 아동 및 청소
년의 또래 관계는 사회적 정보처리 기술인 귀인이나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인
지적인 접근이 또래 간 문제 행동을 줄이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으로 인해 공격성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의 적대적 귀인을 인식하고 이를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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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수 있는 생활지도나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또래 거부민감성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적대적 귀
인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거부민감성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동 스스로 자신
의 거부민감성 수준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를 낮추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및 상담
과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 문제에 개입을 한다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이 공격성을 띄게 되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또래괴롭힘 피해 자체가 공격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또래괴롭힘 피해가 또래 거부
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을 활성화시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동이 또
래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또래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평소 아동이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하여 아동이 부정적인 또래
관계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또래괴롭힘을 당하는 아동이 있을 경우 집단상
담 활동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해 아동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들이 본 연구에서 다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확인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수 모두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연구결과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함으로써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으
로 인해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개입 전략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의 단순 매개효과,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
는 인지, 정서적 개입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또래괴롭힘 피해가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래 거부민감성과 적대
적 귀인과 같은 부호화와 해석단계의 오류나 편파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정보처리적 관점을
아동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공격
성을 띈 아동의 정보처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공격성을 유발하는 정보처리 과정을 검증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또래괴롭힘을 당한 아동의 공격성을 유발하
는 사회정보처리 과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따라서 정보처리 모델이 아동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델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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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로 인해 또래 거부민감성이 발달하고, 이것이 적대적 귀
인으로 이어져서 공격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거부민감성의 통합적 모델
(Levy, et al., 2001; Romero-Canyas et al., 2010)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부

민감성 모델은 거부경험으로 인해 거부민감성이 발달하고 이것이 의도귀인의 문제를 유발하여
공격성을 일으킨다는 것으로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
성의 통합적 모델을 검증함으로써 거부민감성 모델에 대한 실제적 설명력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부민감성의 역할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에서 선행연구가
미비하였던 거부민감성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거부민감성 연구의 폭을 넓히며 거부민감
성과 다른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
과를 전체 아동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동의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
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다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지역을 대
상으로 후속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대한 이해력의 문제로 저학
년을 제외하였지만 선행연구에 의하면 괴롭힘 피해가 점차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조유진, 2006),
가해자들이 보통 자신들보다 더 어리고 약한 아동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동이 어리면 어릴수
록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고 하였다(이경화, 2002).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의 조기
개입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교사나 또래가 평가한 지속적인 또래괴롭힘 피해 아동이 아닌 자기
보고에 의한 또래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또래괴롭
힘이나 왕따를 당하는 아동들이 본 연구에서 확인한 기제를 통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
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지현(2006)은 여자아동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은 그 자체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우울인지와 적대적 인지의
자동적 사고와 관련될 때 가해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남자아동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
은 그 자체로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변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기보고 자료는 자신
을 긍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어적 태도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감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타인의 보고 및 아동과의 심층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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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보다 객관적이고 다양한 출처를 통해 정보 수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공격성의 인과관계를 횡단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
는데, 횡단적 자료로는 변인들 간의 보다 확실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다룬 또래괴롭힘 피해, 또래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의 공격성에 대한
설명변량은 16%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변인들 외에 공격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찾아 이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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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1)

Hong, Sang-Hwang**
Lee, Kyeong-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For this research, correlations among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s aggression
were examined, several models were established to be verified for explaining aggression. The
Peer Victimization Scale, the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K-CRSQ),
the Intent Attribution Scale, and the Aggression Scale were administered to 361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As a result, peer victimization, peer rejection
sensitivity, hostility attribu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ggression. Additionally,
several models were produced and performed of comparing tes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when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attribution
were established as mediating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peer rejection sensitivity and
hostility attribu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were
mediated to lead to aggression. At the same time, a mediation model was reveled to be most
appropriate in which the peer rejection sensitivity was assumed to directly affect hostility
attribution to lead to ag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peer victimization does
not lead to aggression, but the interpretation of events such as hostility attribution and
cognitive, psychologic variable such as their personal peer rejection sensitivity have greater
effect on aggression.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and psychotherapy practice.
Key words: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peer rejection sensitivity, hostility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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