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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과 괴롭힘 수준이 높은 학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243개교 중학교와 47,017명(남학생 55.0%)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실태조사 자료와 

학교공시 지표를 활용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집단차이 분석과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차이 분석 결과, 학년이 낮을수록, 남학생일수록, 저체중이나 과체중, 비만인 경우, 또래 괴롭힘 피해 학생이 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전체 학생 수가 적거나, 남학교인 경우, 전출학생 비율이 높거나, 국어 기초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학교수준의 또래 괴롭힘 피해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층분석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학

교폭력에 관한 학교공시지표는 학교 수준의 또래 괴롭힘 피해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결과

를 기초로 또래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또래 괴롭힘, 체질량지수(BMI),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예방교육시간, 전출학생비율 

Ⅰ. 서론

래 괴롭힘은 학생들의 학교부 응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신체 , 심리 , 정신  건강을 해

하는 가장 심각한 험요인이다(Barker, Arseneault, Brendgen, Fontaine, & Maughan, 2008; 

Isaacs, Hodge, & Salmivalli, 2008). 래 괴롭힘은  세계 으로 보편 이고 빈번하게 일어나

 * 본 논문의 일부 내용은 2012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회에서 발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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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행동으로서 발생빈도나 비율 면에서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학

교나 학 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ger, 2007; Cook, Williams, Guerra, & Kim, 2010; 

Nansel et al., 2001). 래 괴롭힘의 피해나 향은 장기 이고 지속 이다(Sourander, Helstela, 

Helenius, & Piha, 2000). 일련의 연구에 의하면 래 괴롭힘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심리·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Nabuzoka, Ronning, & Handegard, 2009; Nansel et al., 2001) 신체

, 정신  건강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Bouman, et. al., 2012; Nansel et al., 2001). 아동

기나 청소년기의 래 괴롭힘 피해는 성인기 문제행동이나 심리  부 응에까지 지속 이고 장

기 으로 향을 미칠 수 있다. Gibb, Horwood와 Fergusson(2011)이 수행한 30년 종단연구에 

의하면, 개인과 가족 련 향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아동기 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이후의 

정신건강이나 심리  응과 유의한 련이 있었다. 특히 래 괴롭힘 피해는 내면화 문제행동

의 원인이기도 하며 결과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내면화 문제행동을 통해 래 괴롭힘 피해는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Reijntjes, Kamphuis, Prinzie, & Telch, 2010). 

래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으로 특징 지워지는 극 인 공격행동이

다(Bould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9, 2010; Solberg & Olweus, 2003). 래 괴롭힘은 

의도 으로 해를 입하고자 하는 신체 , 인 계 , 사회  공격성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

이의 힘의 불균형을 포함하고 있다. 래 괴롭힘 행동은 외 인 형태(신체 , 언어  공격행

동)나 내면  형태(다른 학생들이 놀리도록 하는 것, 특정 학생을 무시하는 것)로 나타날 수 있다

(Olweus, 1993). 최근에는 사이버 래 괴롭힘(cyberbullying)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사이

버 래 괴롭힘은 이메일, 문자, 소설미디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래를 괴롭히는 행동이다

(Bostic & Brunt, 2011; Wade & Beran, 2011). 

래 괴롭힘은 아동기 동안 증가하면서 청소년기 기에 가장 정 을 이루다가 청소년기 후

기로 어들면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인다(박효정, 정미경, 2005;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6; 

Nansel et al., 2001; Olweus, 2010).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되는데 

등학교 고학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학교 시  래 괴롭힘이 가장 많아지며 고등학교에서는 

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2012년 3월 14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반재천 외, 

2010, 2011; 청소년폭력 방재단, 2011). 다른 학교 폭력과 유사하게, 여학생보다 남학생 사이에

서 래 괴롭힘 행동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청소년폭력 방재단, 2011; 

Berger, 2007; Cook, et al., 2010; Kim, Kamphaus, Orpinas, & Kelder, 2010). 공격행동과 마찬가

지로 래 괴롭힘도 유형별로 성차가 나타날 수 있다. 를 들어 간  는 인 계 래 괴

롭힘은 여학생에게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Bjorkqvist, Lagerspetz, & 

Kaukiainen, 1992). 재까지 수행된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 유형을 세분화하여 성별이나 연령 

차이를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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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으로 연구자들은 래 괴롭힘 피해와 련하여 다양한 개인 인 특성을 확인하 다. 

를 들어, 학생의 자존감이나 우울, 불안 성향은 래 괴롭힘 피해와 하게 련 있다(Egan 

& Perry, 1998). 이러한 개인 특성과 래 괴롭힘 피해 사이에는 단일 방향보다는 양방향  속성

이 있어서 래 피해가 자존감을 낮추거나 내면화 문제행동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낮은 자존감

이나 내면화 문제행동이 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Reijntjes, et al., 2010). 

이러한 심리  특성과 함께, 래 괴롭힘 피해와 련하여 자주 언 되는 개인 요인은 신체  

특징이다. 래 괴롭힘은 힘의 불균형에 기 하기 때문에 신체 으로 힘이 세거나 몸집이 큰 학

생이 힘이 약하거나 왜소한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하다(Olweus, 1993). 물리 , 신체  

힘의 불균형과 함께,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외모나 체  때문에 래로부터 놀림을 받는 경우

가 빈번하다(Eisenberg, Neumark-Sztainer, & Perry, 2003; Fox & Farrow, 2009). Griffiths와 그

의 동료들(2006)에 의하면, 비만은 소년과 소녀 모두 래 괴롭힘 피해의 유의한 설명 변수이다. 

비만 소년과 소녀는 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만 소년은 가해자가 될 가능성

도 있는데 래 집단에서 신체  우 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ox와 Farrow(2009)는 과체

이나 비만과 래 괴롭힘 피해 사이의 련성을 확인하 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외모나 신체에 

한 불만족이 과체 이나 비만과 래 괴롭힘 피해 사이의 계를 완 히 매개하 다. 유사하

게, 덴마크 청소년을 상으로 수행한 Brixval과 그의 동료(2011) 연구에서도 체 과 래 괴롭

힘 피해 사이에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신체상이 매개하고 있었다.

래 괴롭힘은 가해자나 피해자라고 명명되는 두 학생 사이에 일어날 수 있지만 부분의 

래 괴롭힘은 학 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며 그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함께 있다(Salmivalli, 2009). 

래 괴롭힘 발생 장에서 주변 학생들은 부분 립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는 가해자

를 돕거나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돕거나 로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Karna, Voeten, Poskipartr, & Salmivalli, 2010; Oh & Hazler, 2009; Rothdon , Head, Klineberg, 

& Stansfeld, 2011; Salmivalli, 2009). 

이러한 상을 반 하여, 최근에는 래 괴롭힘을 학 이나 학교수 의 문화 상으로 규정하

고 학교 특성과 래 괴롭힘 간의 련성을 탐색하기 시작하 다. 를 들어, 래 괴롭힘은 학

교의 낮은 학업성취도 수 (Nanel, Haynie, & Simons-Morton, 2003)이나 부정 인 학교 풍토

(Kasen, Berenson, Cohen, & Johnson, 2004)와 정  련이 있었다. Guerra와 그의 동료(2011)는 

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 로 래 괴롭힘

이 학교 풍토에 한 학생 지각과 하게 련 있음을 확인하 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

는 생활하기 좋은 곳이고, 교사나 다른 학생들을 믿을 수 있으며 학생들이 존 받으며 규칙이 

공정하다고 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경우 래 괴롭힘 피해는 었다. 학교 상황 속에서 래 

괴롭힘 피해자는 교사나 래들과의 정 인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며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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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서 사회  의미로도 기민하지 못한 편이어서 래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이러한 경

향들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를 우호 이지 못하다거나 규칙이 공정하게 용되지 않는다고 지각

한다.

사람들 사이의 계가 정  학교풍토를 만드는데 가장 요하지만 안 하고 깨끗하며 심미

으로 좋은 물리  환경도 정 인 학교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Mcloughlin, Kubick, & 

Lewis, 2002). 교사나 학생들이 학교에 해 느끼는 자존감이나 만족감은 물리  환경이 잘 리

되고 작동될 때 생긴다(Brand, Felnoer, Seitsinger, Burns, & Bolton, 2008; Rudd & Walsh, 

1993).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 해서, 최근 연구자들은 래 괴롭힘을 발하거나 억제하는 학교

의 환경요인에 해 더 심을 가지게 되었다(Pozzoli, Gini, & Vieno, 2012; Vieno, Gini, 

Santinello, Lenzi, & Nation, 2011). 

이제까지 국내·외 으로 탐색된 학교특성은 주로 학생이 지각한 심리·사회  특성에 기 를 

두는 경향이 있다(박 신, 김의철, 2001; 성민선, 이상균, 2000; 이성식, 2003; 이은희, 공숙자, 이

정숙, 2004; Bosworth, Orpinas, & Hein, 2009; Brand, Felnoer, Seitsinger, Burns, & Bolton, 

2008). 반면에 학교의 구조 , 물리  특성이 래 괴롭힘 피해에 어떤 향을 주는지, 래 괴롭

힘과 련하여 학교의 학교폭력 방교육이나 처가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해서는 아직 

밝 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래 괴롭힘에 향을 미치는 학생 개인의 요인과 학교 요인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못한 객 인 학생 체질량 지표와 학교의 구조 , 물리  

특징, 그리고 학교폭력 련 학교 지표의 향력을 탐색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래 괴롭힘의 

발생은 학생의 개인 내  특성과 인 계뿐 아니라 학교 환경, 특히 학교풍토에 향을 받기 

때문에 래 괴롭힘과 련 있는 개인과 학교 특성을 정확하게 악하는 것은 효과 인 학교폭

력 방을 한 기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래 괴롭힘은 성별이나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래 괴롭힘은 학생의 체질량지수와 유의한 련이 있는가? 셋째, 

래 괴롭힘은 학교의 구조 , 물리  특성, 학업성취도 수 과 유의한 련이 있는가? 넷째, 

래 괴롭힘은 학교폭력 방  처에 한 학교공시지표와 유의한 련이 있는가? 다섯째, 

래 괴롭힘 피해 여부에 향을 미치는 유의한 학생특성과 학교특성 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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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도 학생표본 건강실태 조사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 다(유웅상 외, 2011). 이 

조사는 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상으로 이루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이 가장 빈번한 학교와 학생만을 상으로 분석하 다. 표본 학교는 국 16

개 시도에 분포한 249개교이며 각 학교별로 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별로 2개 학 을 

무선 으로 표집하 다. 표본 학교와 학 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총 49,99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 에서 학교와 학생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사례들을 제외하고, 총 

243개 학교와 47,017명의 학생만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 다. 연구 상에 한 소개는 <표 

1>과 같다. 체 학생 에서 1학년은 15,821명(33.6%), 2학년은 15,564(33.1%)명, 3학년은 15,632

명(33.2%)이며 남학생은 25,871명(55.0%), 여학생은 21,146명(45.0%)이다. 체 243개교 에서 

남녀공학은 167개교(68.7%), 남학교는 48개교(19.8%), 여학교는 28개교(11.5%)이다. 

학생수준 사례수 % 학교수준 사례수 %

1학년 15,821 33.6 남여공학 167 68.7

2학년 15,564 33.1 남학교 48 19.8

3학년 15,632 33.2 여학교 28 11.5

남학생 25,871 55.0

여학생 21,146 45.0

계 47,017 100.0 계 243 100.0

<표 1> 연구 상

2. 분석 자료 

1) 학생 수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생 자료는 2011년도 학생표본 건강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수집된 학생 

문진표 설문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학교보건법 제7조  학생건강검사규칙에 의

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생건강검사  일부인 건강조사 자료이다(유웅상 

외, 2011). 건강조사 자료는 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상으로 하며 건강검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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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학생이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문진표에서 질문하고 있는 문항은 개인의 신체  

정신  건강상태, 식습   양상태, 운동  생활 생, 안 , TV  인터넷, 약물 사용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 피해 여부, 학생 성별과 학년, 체질량지수(BMI) 변수를 활용하

다. 우선 래 괴롭힘 피해 여부는 건강조사 문진표에서 ‘지난 1년동안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이

나 따돌림을 당한  있다’에 해 ‘ ’ 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 다. 본 연구

상 에서 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849명으로 6.1% 다. 학생의 체질량

지수(BMI)는 키와 몸무게로 환산되며 의학  기 에 따라 정상, 체 , 과체 , 비만의 네 등

으로 구분하 다. 본 연구 상 에서 정상체 은 체 상자의 76.3%(35,864명)이었고 체

은 3.7%(1.722명), 과체 은 7.0%(3,294명), 비만은 13.1%(6,137명)로 나타났다. 

2) 학교 수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자료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를 활용하 다. 

2008년 학교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든 학교의 장은 학교에 한 정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공시 의무를 시행하기 하여 정부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학교알리미 사이트에는 학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통계와 지표,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과 련하여 2011년도 학교공시지표 자료 에서 학교유형, 학생 

수, 학  수, 출·입학생비율, 주요교과 성 의 자료를 사용하 고 학교폭력 련 지표로는 학

생 상 학교폭력 방교육 시간, 교사 상 학교폭력 방연수 시간, 학교폭력 심의건수, 학교

폭력 피해학생 비율, 학교폭력 가해학생 비율 등을 활용하 다. 

학교 입·출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으로 입학생 비율은 3.09%, 출학생 비율은 

3.25% 다. 학교폭력과 련하여 학생 상 학교폭력 방교육 시간은 1년에 평균 4.02시간이었

고 교사는 평균 106.07분이었다. 학업성취도 수 에서는 국어, 수학, 어 교과목의 기 미달 학

생비율은 각각 1.44%, 4.30%, 1.46% 다.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개최 횟수는 평균 3.16회이며 

최  28회까지 보고되었다. 학교의 래 괴롭힘 피해 평균비율은 6.04% 다. 



또래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특성 탐색  75

<표 2> 학교변인의 기술통계

Mean SD 최소값 최대값

전입생비율 3.09 1.75 0.59 14.39

전출생비율 3.25 1.31 0.54 11.23

학생교육시간(시간) 4.02 2.71 0.50 18.30

교사교육시간(분) 106.07 68.19 10.0 390.0

국어기초미달비율 1.44 1.62 0.00 13.90

수학기초미달비율 4.30 2.73 0.00 15.00

영어기초미달비율 1.46 1.38 0.00  8.60

학폭위개최횟수 3.16 3.87 0.00 28.00

괴롭힘 피해비율 6.04 3.52 0.00 19.96

3.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래 괴롭힘 피해 경험 여부를 기 으로 피해자 집단과 비피해자 집단

으로 구분하 고 학교의 평균 래 괴롭힘 피해 비율을 기 으로 상  25%와 하  25%에 속하

는 학교를 고 험과 험 학교로 나 었다. 학생과 학교 수 에서 각각 학생과 학교 특성의 

집단 차이를 검증하기 하여 t-test와 교차분석을 실시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에 향을 미치는 학생  학교 특성 요인을 탐색하기 하여 

다층분석을 실시하 다. 다층분석은 학생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동일한 학교에 

다는 학생들 간에 모종의 유사성을 제할 때 사용되는 통계분석이다. 괴롭힘 피해경험과 련

하여 학교환경은 동일 학교 내 학생들에게 유사하게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을 

함께 고려하는 다층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하다. 본 연구에서는 2수  다층분석을 실시하

는데, 1수 은 학생변인, 2수 은 학교변인을 포함하 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학생수 의 피

해경험 유무이기 때문에 종속변수가 ‘ (1)’ 는 ‘아니오(0)’의 이분변수(binary variable)일 때 

사용하는 HLM의 Bernoulli 모형을 용하 다(Graves & Frohwerk, 2009; Guerr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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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또래 괴롭힘 피해 학생 및 학교 차이검증

1) 학생 수

래 괴롭힘 피해와 련하여 학년, 성별, BMI 차이를 검증하 다. 래 괴롭힘 피해학생 비

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 다(F=72.02, p<.001). 학년이 올라갈

수록 피해학생 비율은 유의하게 었다. 성별에 따른 피해비율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χ2
=623.27, p<.001). 피해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피해학생 비율에 있

어서 학년과 성별 간의 유의한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F=1.208, p>.05). BMI와 피해학생비

율 간의 련성을 조사한 결과, 정상체  학생 에서 피해를 본 비율이 가장 었으며 체 이

나 과체 , 비만에서는 피해학생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χ2
=32.96, p<.001).

<표 3> 학생수  변인의 래 괴롭힘 피해 비율 차이 검증

M SD F/t/χ2 사후검증

학년

1학년 7.53 0.26

72.02*** 1>2>32학년 6.30 0.24

3학년 4.33 0.20

성별
남자 6.43 0.25

3.74***

여자 5.60 0.23

BMI

저체중 6.60

32.96***
정상 5.70

과체중 7.20

비만 6.10

*** p<.001

2) 학교 수  

학교 수 에서 래 괴롭힘 피해학생의 비율은 평균 6.04%(SD=3.52) 으며 괴롭힘을 당한 

이 없다고 응답한 학교(0.00%)부터 19.96%의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한 이 있다고 응답한 학교

까지 큰 격차가 있었다. 괴롭힘 피해비율을 기 으로 상  25%와 하  25%에 속하는 학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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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5% 하위 25% 
t/χ2

M SD M SD

학교

학생수 744.20 286.90 891.77 312.25 2.72**

학급수 21.97 7.17 25.93 8.07 2.87**

학급당 학생수 33.25 3.49 34.03 3.19 1.28

상으로 학교 특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래 괴롭힘 피해비율 상  25% 

학교(n=61)의 평균 래 괴롭힘 피해학생 비율은 7.66% 고 하  25% 학교(n=61)의 평균 래 

괴롭힘 피해학생 비율은 3.65% 다.

첫째, 학교  학  크기에서는 괴롭힘이 빈번한 학교의 학생 수(M=744.20, SD=286.90)가 괴

롭힘 수 이 낮은 학교의 학생 수(M=891.77, SD=312.25)보다 었다(t=2.72, p<.01). 괴롭힘 피해

가 많은 학교의 학  수(M=21.97, SD=7.17)는 괴롭힘 피해가 은 학교의 학  수(M=25.93, 

SD=8.07)보다 었다(t=2.87, p<.005). 학  당 학생 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28, p>05). 

둘째, 학교 유형과 래 괴롭힘 학교 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10.93, p<.01). 남

녀공학에서는 괴롭힘이 빈번한 학교(43.8%)나 괴롭힘이 드문 학교(56.3%)가 유사하게 분포하는 

반면에 남학교는 괴롭힘이 많은 학교에 속하는 비율(75.9%)이 히 높았고 여학교는 괴롭힘 

수 이 낮은 학교에 속하는 비율(69.2%)이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입 학생이나 출 학생 비율이 괴롭힘이 많은 학교와 은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입 학생이 체 학생에 차지하는 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출학생 비율

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괴롭힘이 많은 학교는 출학생 비율(M=3.52, SD=1.32)이 괴롭힘이 

은 학교(M=3.04, SD=1.99)보다 높았다(t=-2.34, p<.05). 

넷째, 학생이나 교사를 한 학교폭력 방 교육 시간 수는 괴롭힘이 많은 학교나 은 학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s=0.47, 0.62, ps>05). 래 괴롭힘이 많은 학교와 은 학교 간에 학

교폭력자치 원회 심의건수, 피해학생 비율, 가해학생 비율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0.27<ts<1.16, ps>.05). 학교폭력 유  학교공시지표는 래 괴롭힘 피해 비율과 어떠한 련성

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섯째, 국가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괴롭힘이 많은 학교와 은 학교의 특징

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국어과목의 기 미달 학생 비율은 괴롭힘이 많은 학교에서는 1.83%인 

반면에 괴롭힘이 은 학교는 1.14%로 유의하게 었다(t=-2.05, p<.05). 반면에 수학이나 어교

과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0.51<ts<0.97, ps>.05).

<표 4> 래 괴롭힘의 학교 수  변인의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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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유형

남여공학 43.8 - 56.3 -

10.93**남학교 75.9 - 24.1 -

여학교 30.8 - 69.2 -

학생
전입학생비율 3.56 1.88 3.01 1.48 -1.81

전출학생비율 3.53 1.32 3.04 0.99 -2.34*

학교

폭력

학생예방교육시간(시간) 3.92 2.45 4.16 3.07 0.49

교사예방교육시간(분) 101.64 58.80 108.77 68.68 0.62

학폭위심의건수 3.15 4.06 2.97 3.24 -0.27

피해학생비율 0.76 1.31 1.18 2.35 1.23

가해학생비율 0.95 1.37 0.89 1.05 -0.27

학업

성취

도

국어기초미달비율 1.83 2.31 1.14 1.25 -2.05*

수학기초미달비율 4.51 3.26 4.44 2.64 -0.14

영어기초미달비율 1.56 1.63 1.35 1.20 -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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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래 괴롭힘의 학생 및 학교 영향 분석 : 다층분석

래 괴롭힘에 향을 미치는 학생과 학교 수 의 변인을 살펴보기 하여 다층분석을 실시

하 다. 다층분석에 포함되는 설명변수는 집단 차이 분석을 통해 학생과 학교수 에서 래 괴

롭힘 피해와 유의한 련이 있다고 확인된 변수로 제한하 다. 첫 번째, 학생수 의 래 괴롭힘 

설명변인으로는 학년, 성별, BMI가 활용되었다. 두 번째, 학교수 의 래 괴롭힘 설명변인은 

학교유형, 출입 학생비율, 학업성취도 기 미달 학생 비율이다.

1) 학생수 의 래 괴롭힘 향 요인

첫번째 분석모형은 학생수  변인만을 투입하여 래 괴롭힘에 향을 주는 변인을 탐색하

다. 설명변인으로는 학년, 성별과 BMI 집단변수가 포함되었다. 학년은 학교 1학년부터 3학년

까지이며, 성별은 남학생을 1로 여학생을 0으로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BMI는 정상체 을 기

변인으로 해서 첫 번째 더미변수는 체 , 두 번째 더미변수는 과체 , 세 번째 더미변수는 비

만을 나타낸다. 이 설명변수는 체 평균을 기 으로 교정하 다. 체 상태에 한 무선효과는 

가정하지 않았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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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  모형

  Prob(BULLYij=1|βj) = ϕij
    log[ϕij/(1 - ϕij)] = ηij

    ηij = β0j+β1j*(학년ij)+β2j*(성별ij)+β3j*(BMI_ 체 ij)+β4j*(BMI_과체 ij)+β5j*(BMI_비만ij) 

2수  모형

  β0j = γ00 + u0j

    β1j = γ10 + u1j

    β2j = γ20 + u2j

    β3j = γ30

    β4j = γ40

    β5j = γ50

첫 번째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래로부터 피해를 받을 확률은 어

들었고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래로부터 피해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정상체  학생에 비해 

체 , 과체 , 비만 학생들이 래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확률은 유의하게 높았다. 무선

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래 괴롭힘 피해와 련해서 학년이나 성별은 학교 간 차이가 

유의한 반면에 체  상태는 학교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래 괴롭힘 피해 분석 모형: 1수  모형

고정효과 계수 S.E. t df p Odds 비

절편(β0) γ00 -2.662 0.029 -93.176 242 .000 0.070

학년(β1) γ10 -0.165 0.018  -9.187 242 .000 0.848

성별(β2) γ20  0.041 0.030 1.397 242 .164 1.042

저체중(β3) γ30  0.220 0.050 4.355 242 .000 1.246

과체중(β4) γ40 0.242 0.037 6.506 242 .000 1.273

비만(β5) γ50 0.228 0.030 7.506 242 .000 1.256

무선효과 분산 df χ2 p

u0 0.268 242 345.139 .000

u1 0.097 242 252.109 .000

u2 0.110 242 196.114 .024

u3 0.031 242 164.585 .364

u4 0.009 242 123.877 >.500

u5 0.003 242 157.024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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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수 의 래 괴롭힘 향 요인

두 번째 분석모형은 학생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래 괴롭힘에 향을 주는 학교 향 요인

을 탐색하기 한 것이다. 학생변인은 성별, 학년과 BMI이 포함되었고 학교변인은 학교유형, 

출입 학생비율, 학업성취도 기 미달 학생 비율이 포함되었다. 

학교 유형은 여학교를 기 으로 첫 번째 학교 유형 더미 변수는 남녀공학을, 두 번째 학교 

유형 더미 변수는 남학교를 표한다. 출입 학생비율, 학업성취도 기 미달 학생 비율은 체 

평균을 심으로 교정하 다. 1수  분석에서 무선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BMI 변수는 고정효

과만 분석하 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1수  모형

Prob(BULLYij=1|βj) = ϕij

    log[ϕij/(1 - ϕij)] = ηij

    ηij = β0j+β1j*(학년ij)+β2j*(성별ij)+β3j*(BMI_ 체 ij)+β4j*(BMI_과체 ij)+β5j*(BMI_비만ij) 

2수  모형

β0j = γ00+γ01*(학교유형_남여공학j)+γ02*(학교유형_남학교j)+γ03*( 입학생비율j)+γ04*(

출학생비율j)+γ05*(국어_기 미달비율j)+γ06*(수학_기 미달비율j)+γ07*( 어_기 미달비율

j)+u0j

    β1j = γ10+u1j

    β2j = γ20+u2j

    β3j = γ30

    β4j = γ40

    β5j = γ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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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래 괴롭힘 피해 분석 모형: 학교 유형

고정효과 계수 S.E. t df p Odds 비

절편(β0) γ00 -2.730 0.029 -95.712 235 .000 0.065

남녀공학 γ01 -0.037 0.115 -0.320 235 .749 0.964

남학교 γ02 0.280 0.136 2.063 235 .040 1.322

전입학생 γ03 -0.002 0.021 -0.082 235 .935 0.998

전출학생 γ04 0.083 0.024 3.434 235 .000 1.086

국어미달 γ05 0.066 0.023 2.908 235 .004 1.066

수학미달 γ06 0.006 0.015 0.385 235 .700 1.001

영어미달 γ07 -0.077 0.034 -2.30 235 .022 0.926

학년 (β1) γ10 -0.258 0.025 -10.428 242 .000 0.772

성별 (β2) γ20 0.018 0.043 0.418 242 .676 1.018

저체중(β3) γ30 0.159 0.075 2.128 46049 .033 1.172

과체중(β4) γ40 0.224 0.051 4.428 46049 .000 1.251

비만(β5) γ50 0.256 0.040 6.362 46049 .000 1.292

무선효과 분산 df χ2 p

u0 0.223 235 345.139 .000

u1 0.094 242 252.109 .000

u2 0.111 242 196.114 .017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래 괴롭힘 피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학생 변인은 학년, 비

정상 인 체 이었으며 학교 변인은 남학교, 출학생비율, 국어와 어기 미달 학생비율이었

다. 학년이 낮은 학생일수록 래 괴롭힘 피해 확률이 높았고 정상체 에 비해 체 , 과체 이

나 비만인 경우에도 피해 확률이 높았다. 한 학생이 남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출학생이 

많은 학교에 재학할 경우 래 괴롭힘 피해 확률은 높아졌다. 

학업성 에서는 국어와 어 기 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유의한 변수 으나 그 방향은 반 로 

나타났다. 국어 기 미달 학생비율이 높을수록 래 괴롭힘 피해비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어 

기 미달 학생비율은 오히려 을수록 래 괴롭힘 피해 확률은 높았다. 집단 차이 분석에서는 

어 기 미달 학생비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교과목별 기 미달 학생비율 

간에 상호 상 이 높다는 을 고려해볼 때 통계  오염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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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래 괴롭힘 피해와 련하여 개인의 특성과 학교의 특성을 탐색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연구결과, 래 괴롭힘은 학생 개인 수 에서는 학년이나 성별, 신체 특징과 유의한 련

이 있었고 학교 수 에서는 학교의 크기나, 출학생 비율, 학업성취도 수 과 유의한 련이 

있었다. 반면에, 학교폭력 련 학교공시지표는 래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련이 없었다. 본 

연구결과를 기 로 단해 볼 때, 학교폭력과 련해서 학교공시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근본

으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교육, 응에 한 유의미한 학교정보 생산과 공유가 제되어

야 할 것이다.

래 괴롭힘은 학교폭력의 한 유형이면서 동시에 학교폭력을 표할 가장 상징 인 공격행동

이다(Berger, 2007; Olweus, 1993, 2010). 놀림이나 장난처럼 가벼운 래 괴롭힘으로부터 시작해

서 좀 더 심각한 유형으로 악화되기도 하며 래 괴롭힘이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학생들이 함께 개입하면서 학 풍토로 자리 잡기도 한다(김은 , 2008; 도기 , 2008; 성민

선, 이상균, 2000; 이성식, 2003; Bradshaw, Sawyer, & O'Brennan, 2009; Salmivalli, 2009). 주변 

학생들의 생각과 신념, 반응에 따라, 래 괴롭힘 가해행동은 더 빈번해지거나 심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과정 는 문화 상으로서 래 괴롭힘은 피해학생 뿐 아니라 주변 학생, 래 괴롭

힘에 여하지 않는 일반 학생의 심리  응과 학교 성 에까지 향을 다(Bouman, et al., 

2012; Card & Hodges, 2008; Rothon, et al., 2011). 

이러한 경향을 반 하여 최근에는 래 괴롭힘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방 로그램은 개별 

학생들의 심리·사회  특징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주변 학생들의 신념이나 생각을 변화하시는데 

을 두고 있으며 래 계나 교사와의 계 등 학교의 심리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있다(이은희 외, 2004; Richard, Schneider, & Mallet, 2011).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을 심으로 이루어진 효과성 검증 연구에 의하면 래 괴롭힘을 포함

하여 학교폭력 방교육의 효과는 성공 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uer, Lozano, & 

Rivara, 2007; Merrell, Gueldner, Ross, & Isava, 2008; Ttofi & Farrington, 2009).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 방  책이 학교폭력을 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다는 평가

가 지배 이다(문용린 외, 2009). 이러한 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 하는 학교폭력실태조사

에서도 나타난다. 학교폭력 피해비율은 크게 지 않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는 학교폭력이 

여 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국무총리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2, 2013; 청소년폭

력 방재단 2011). 이러한 결과는 행 학교폭력 정책이 여 히 개인 심 인 근을 취하고 

있을 뿐 래 괴롭힘과 학교환경 사이의 복합 인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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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 하여 래 괴롭힘을 유발하는 학교 특성을 탐색하는데 주

안 을 두었다(신성자, 정숙희, 2010; Unnever, & Cornell, 2003). 특히 래 괴롭힘 피해를 측

하는 데 기여하는 학교의 구조 , 물리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공시하고 있는 학교

폭력지표가 래 괴롭힘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설명하는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학교 특성을 확인하는 것은 래 괴롭힘 피해가 우려되는 개인 학생이나 개별 학교를 변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래 괴롭힘을 이기 하여 학생이나 학교특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한 교육 , 실천  시사 을 얻는데 유용하다고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과 련하여 유의한 향을 주는 학교 변인은 학교 유형, 학교 학

생 수, 출학생비율, 국어과 기 미달학생비율이었다. 래 괴롭힘은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에

게서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 되게 여학교나 남여공학보다는 남학교가 

래 괴롭힘 피해 확률이 높았다. 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보다 은 학교, 학 수가 은 학교가 

체 으로 래 괴롭힘 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이를 직 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지만 국제비

교연구(Cook, et al., 2010)에 의하면 상 으로 학교가 크지 않고 학생들이 학 을 많이 바꾸지 

않는 국가에서 래 괴롭힘 피해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유추해보면, 학

교의 학생 수가 많고 학 이 많아서 학  구성원들이 서로 친숙하지 않은 학교 특성이 오히려 

래 괴롭힘 피해를 막는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 학교 학생 수가 고 학 이 많지 않아 학생들

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경우 래 괴롭힘 희생양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과 련 있어 

보인다(De Bruyn, Cillessen, & Wissink, 2010; Oh, & Hazler, 2009; Veenstra, Lindenberg, 

Munniksma, & Dijkstra, 2010). 

출학생 비율이 래 괴롭힘 피해와 유의한 련이 있음에 해서는 해석에 신 을 기할 필

요가 있다. 일견으로는 출학생 비율이 높은 것이 래 괴롭힘이 많아서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이유로 출학생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 지역 특성 상, 

입이나 출이 많을 수 있는데 출학생 에는 래 괴롭힘이나 학교 부 응 문제와 무 하

게 가정사로 인해 학 가는 학생이 많을 수 있다. 흔히 새로 학 온 학생들이 래 괴롭힘 피

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입학생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래 괴롭힘이 더 

많지는 않았다. 

학업성 과 래 괴롭힘 피해 사이에는 제한 인 련성이 발견되었다. 국어, 어, 수학 과목

의 기 미달학생비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국어과목의 기 미달학생비율은 집단차이 분석이나 다

층분석에서 래 괴롭힘 피해비율과 유의한 련이 있었다. 평균 으로 국어과목 기 미달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서 래 괴롭힘 피해가 더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

생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확률도 높았다. 반면에 어 과목 기 미달학생 비율은 집단차이 분

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다층분석에서는 오히려 기 미달학생비율이 높은 학교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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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학생들이 래 괴롭힘 피해 확률이 낮게 나왔다. 이 부분에 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재검토되어야 하지만 변인간의 계보다는 국어, 어, 수학과목의 기 미달학생비율이라는 상

호 련성이 높은 변인을 동시에 투입함으로써 생기는 통계  오차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 피해와 학교의 평균 학업성취도 수  간의 계를 살펴보기 하

여, 국가수  학업성취도평가의 기 미달학생비율을 활용하 다. 그 결과, 성취학생이 많은 

학교가 래 괴롭힘 피해경험도 많을 수 있음을 경험 으로 확인하 다. 학업성취도와 래 괴

롭힘 피해 역시 일방향 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상이다. 래 괴롭힘은 학습을 방해하는 요인

이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심을 가지지 않거나 학교생활에 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

에도 래 괴롭힘에 더 빈번하게 여할 수 있다(Barth, Dunlap, Dane, Lochman, & Wells, 

2004; Eisenberg, et al., 2003; Schwartz, Gorman, Nakamoto, & Toblin, 2005). 인과  방향이나 

교과목 상의 차이에 해서는 추후연구에서 더 면 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반 으로 

성취 학교에서 래 괴롭힘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래 

괴롭힘은 일종의 학교부 응의 일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응을 돕는 일련의 과정과 

활동은 래 괴롭힘을 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래 괴롭힘과 련하여 연구자들이 고려하는 학교풍토는 다양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를 들어, 학교의 규칙이나 규정이 얼마나 엄격한지, 이러한 규칙이나 규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용되는지, 학생들이 학교에 한 소속감이나 애착이 어느 정도인지, 학교에 하여 만족감이

나 소속감을 느끼는지, 래나 교사에 해 어느 정도 신뢰와 애정을 느끼고 있는지, 학교가 학

업 성취에 하여 어느 정도로 강조하는지 아니면 학업성 에 한 압력이나 스트 스가 과도

한지 등이다(Bosworth, Orpinas, & Hein, 2009; Brand et al., 2008; Cunningham, 2007; Vieno, 

et al., 2011; Welsh, 2000; Zullig, Huebner, & Patton, 2011). 

본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을 설명하는 학교특성으로서 학교폭력 련 지표의 유용성에 해 

탐색하 다. 상과 달리, 어떤 학교폭력지표도 래 괴롭힘 피해비율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지 

못했다. 학생이나 교사 상 학교폭력 방 교육시간이나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 개최횟수 등 

학교폭력지표들은 래 괴롭힘 피해와 직 으로 련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1년 공시지표로서 최근에 강화된 학교폭력 책과는 시기  차이가 있다(국무총리실, 교육과

학기술부 2012년 2월 6일 보도자료). 실제로 2011년까지는 많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하더라도 학교폭력 책자치 원회를 열어서 해결하기 보다는 가능한 축소하여 처리하는 경향

이 많았고 방교육 역시 법  의무로만 여겨서 형식 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많았다. 이러한 경

향으로 인해 실질 으로 학교폭력 련 유 지표가 래 괴롭힘 피해 상을 하게 설명하

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추후연구를 통해 학교정보공시에 사용된 학교폭력지표가 실제로 일선 학

교의 학교폭력을 이해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일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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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바와 같이 최근에 발표된 일련의 학교폭력지표가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가해경험

을 유의하게 설명하거나 측해 주지 못한다면 학교폭력 공시지표의 면 인 재검토와 새로운 

지표의 개발  시행이 요청된다.

학교특성과 함께,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신체 인 특징이 래 괴롭힘 피해와 강력하게 

련 있음을 경험 으로 입증하 다(Brixval, et al., 2011; Eisenberg, et al., 2003; Fox & Farrow, 

2009; Janssen, Craigh, Boyce, & Pickett, 2004). 발달  에서 볼 때 이 시기 청소년들은 외모

에 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  자아상이나 자아개념은 래 계에 요한 향

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체  왜소함 뿐 아니라 과체 이나 비만은 래들로부터 

놀림이나 조롱을 받는 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Craig, & Pepler, 2003; Guerra, et al., 2011; 

Olweus, 1999). 본 연구에서는 BMI라는 보다 객  지표를 활용하여 체 , 과체 , 비만 등 

비교  넓은 범 의 정상범 를 벗어난 학생들이 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음을 경험 으로 확인하 다. 교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에 해 보다 세심한 

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특징(신체  특징 포

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방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가장 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 무엇보다 더 요한 것은 학생들이 키나 몸무게, 외모와 같은 신체  특징으로 동료 학생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가치  교육, 인성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Gini, 2008). 

래 괴롭힘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어드는 경향이 있다(Seals, & Young, 2003). 학생들이 나

이가 들어갈수록, 보다 성공 인 처 략을 학습하거나 자신을 보호해  우정을 발달시킬 수 

있다. 다른 에서 보면, 어린 학생들에 비해 나이든 학생들은 어른들로부터 독립 이고 자율

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에 래 괴롭힘 피해를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Smith, 

Madsen, & Moody, 1999). 이런 에서 보면, 개인 인 특성과 함께 학생들이 교사나 학교를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래 괴롭힘 피해 보고에 향을  수 있다. Unnever와 Cornell (2004)의 

연구에 의하면 학교가 래 괴롭힘에 해 용 이며 교사가 래 괴롭힘을 무시하거나 막기 

해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학생들이 지각하면, 학생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교사나 교

직원에게 래 괴롭힘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한 래 괴롭힘 피해 경험 여부와 

학교가 공식 으로 악한 학교폭력 지표 간에 유의한 련이 없는 것은 학생들이 여 히 학교

나 교사에게 자신의 피해경험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다(청소년폭력 방재단, 

2011). 

재까지는 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학생 스스로 보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Solberg 

& Olweus, 2003) 이를 설명하는 변인 역시 학생의 주  지각에 의존하는 심리사회  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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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살펴보고 있다(Meyer-Adams & Conner, 2008; Totura, et al., 2009). 통계학  에서 보

면, 래 괴롭힘 피해와 이에 한 원인, 결과나 향 요인 간의 유의한 련성은 동일보고자에 

의한 공유변량에 기인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제한 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학교의 

구조 ·물리  특징, 학교폭력지표, 학생의 체질량지수와 같은 보다 객 인 향요인의 효과

를 탐색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상 역시 국 학교와 학생을 표하는 규모 자료를 활용하 기 때문에, 연구결

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상보다 래 괴롭힘과 유의하게 련 있는 

학교변인이 많지 않았고, 특히 학교폭력지표는 학생들이 보고한 래 괴롭힘 피해를 설명하는데 

실패하 다. 이는 학교특징, 학교폭력지표와 래 괴롭힘이 직 으로 련이 없을 수도 있고 

이들 사이의 거리가 비교  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사이의 계를 

매개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  특성 변인을 포함하여 학교의 구조  특성이나 지표가 어떻

게 학생이나 학 , 교사나 래 계에 향을 미치고 이들이 다시 래 괴롭힘 피해로 연계되는

지를 보여주는 포 인 분석모형이 요청된다. 학교환경과 래 괴롭힘 간의 계를 매개하거나 

조 하는 변인 역시 자기보고식의 주  지각 변인보다는 래나 교사가 보고하는 보다 간주

인 성격의 변인을 포함하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래 괴롭힘을 본격 으로 측정하는 설문지가 아니라 학생건강실태조사의 일환으

로 래 괴롭힘을 측정하 기 때문에 측정문항 수도 고 측정 방식도 피해경험 여부만 물었다

는 에서 제한 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래 괴롭힘 피해를 다양한 유형으로 그리고 빈도나 심

각성을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래 괴롭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회·생태학  모형을 용할 것을 제안

하고 있다(오승환, 2007; Khoury-Kassabri, Benbenishty, Astor, & Zeira, 2004; Garbarino, 2001; 

Swearer & Doll, 2001; Swearer & Espelage, 2004). 학생 입장에서 가장 요한 사회·생태  환경

은 가정과 학교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래 계나 학교 환경은 학생들의 심리 ·사회  

발달과 학교 응에 요한 맥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생태학  모형에 기 한 래 괴롭힘 

방 교육은 주로 체 학교 근(whole school approach)을 처방하고 있다. 교육이론가나 실천

가들은 래 괴롭힘이 일어나는 사회  맥락에 해 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며 래 괴롭

힘을 억제하고 막는 학교 환경의 사회·문화  요인들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은

희, 공수자, 이정숙, 2004; Orpinas & Horne, 2006). 

래 괴롭힘을 이는 기본 인 요소는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는 행동을 조장하는 정  학교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래 간의 연 감을 높여주며 학교에 한 소속감도 증가

시켜 주어서 학생들이 학업에 심을 가지고 응 인 학교생활에 몰두하도록 돕는다(김은형, 

2008; Lehr, & Christenson, 2002; Orpinas, Horne, & Staniszewski, 2003; Resnick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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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ation of Student and School Factors Influencing 

on Bullying Victimization
1)

Park, Jong Hyo*

The current research is aimed to better understand students whose are victimized by peers 

and schools where bullying occurs frequently. This research uses two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sets comprising a total of 243 middle schools and 47,017 students (55.0% 

males): (a) The 2011 national health survey data; (b) The 2011 school information disclosure 

data. A series of t-tests and Hierachical Linear Modeling analysis were conducted so as to 

locate characteristics of victimized students and schools with frequent bullying. According to 

t-tests, students who were male, in lower grades or abnormally low- or high-weighted are 

more likely to be bully victims, while schools with a high ratio of victims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male only schools, small number of students, high rates of student, or high 

rates of students with lowest levels of Korean scores. HLM analyses confirmed the student 

and school features mentioned above. Interestingly, several indicators related to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treatment did not play a role in explaining bullied students or 

schools with frequent bullying. Educational policies to reduce bullying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Bullying, Body Mass Index(BMI), Student ratio with lowest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Students moved-out, Education preventing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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