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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불링은 비교 최근에 조명을 받기 시작한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불링을 야기하는 요

인에 한 연구는 재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원인 요인으

로 부모로부터 받은 학 경험에 주목하여, 학 경험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

이 계에서 공격성의 매개 역할을 검증해 보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상이 심

각하게 발생하는 기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 다. 연구를 해 서울 소재

등학교의 6학년생들과 학교의 1, 2, 3학년생들에게 부모로부터의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요구하 다. 남학생 625명, 여학생 566명, 총 1191명이 연구

에 참가하 고, 이들로부터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먼 변인 간 상 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은 모두 서로 간 유의한 정 상 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

으로 매개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공격성은 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의 계를 부

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매개는 학 경험 반에서뿐 아니라 방임, 정서학 , 신체학 의

학 경험 하 유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문제에 부모의 자녀

학 라는 가족 경험과 공격성이라는 청소년 개인내 변인이 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가족학 는 청소년 사이버불링 문제에 직 향을 미치는 동시에 공격성을 높여 사이버불링으

로 가게 하는 간 방법으로도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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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방

법으로 소통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단순한

재미 탐닉이나 정보 추구의 공간을 넘어 시공

의 제약 없이 타인과 소통하고 계를 유지하

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이

공간에서 스스럼없이 자신을 표 하고 있다

(Suler, 2004). 이처럼 소통의 공간이 사이버 공

간으로 옮겨감에 따라 실 공간에서 보 던

여러 인 계 문제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학교폭력도 여기에 외는 아니

다. 학교폭력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산되

어 가고 있음은 최근 보고된 몇몇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학교 장면에서 진행된 몇몇 학생 폭력

실태조사 결과들은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이 학교폭력의 요한 유형임을 시사하고 있

다. 청소년폭력 방재단의 2014년도 발표 자료

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14.2%가 최근

1년간 사이버불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2009년 2.2%에 비해 거의 7배나

높아진 수치이다. 한편 보다 최근 진행된 교

육부(2017)의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는 이보다

는 다소 덜 높은 비율의 사이버불링 피해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는 학교폭력 피해

사이버불링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9.8%

로 2013년의 7.2%, 2016년의 9.1%보다 증가하

음을 보여주었고, 학교 밖 피해 장소로 사

이버 공간이 가장 높게 응답됨을 보여주었다.

학교폭력 피해 사이버불링 피해가 차지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과 학교폭력

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가상공간인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은 사

이버불링이 학교 장면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

는 임상 문제임을 시사한다. 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스마트폰 보유율을 고려할 때,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피해나 후유증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청소년 사이버불링은 청소년 개인 혹은 다

수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의도 으로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목 으로 정보통신

기기와 인터넷 등의 자매체를 이용하여 모

욕, 스토킹, 명 훼손, 성폭력, 장, 욕설, 따

돌림(소외와 배척), 루머 퍼뜨리기, 원치 않는

동 상이나 사진 보내기 등의 폭력행 를 하

는 것으로 정의되며(Hinduja & Patchin, 2012;

Patchin & Hinduja, 2006), 학교폭력의 신종 유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은 재 가

해자에 한 일시 처벌이나 피해자에 한

단편 보호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근원

인 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

다. 특히 사이버불링을 야기하는 원인에 한

국내․외 연구 부족으로 이러한 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시기로, 래로부터 받는 향

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 시기이다(Rubin,

Bukowski, Parker, & Browker, 2008). 래집단에

소속되고, 래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특히

기 청소년들에 있어 매우 요한 삶의 목

이며 기 이 되고 있다(Rubin et al., 2008). 이

러한 목 과 기 을 가진 기 청소년들은

래 집단에서 주목을 받기 해 혹은 힘을 과

시하기 해 사이버불링이라는 폭력행 를 주

도하기도 하고, 래 배척이나 고립을 피하기

해 원치 않고 도덕 으로도 옳지 않은 사이

버불링에 가담하기도 한다(이성식, 신 ,

2000). 특히 래 동조 욕구가 강한 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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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에게서 사이버불링에 참여하거나 방 하

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김은경, 2012),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

링의 주도나 지지 방 은 사이버 공간이

가진 익명성, 비 면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더욱 쉽게 발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

고 있다(Jang, Song, & Kim, 2014).

지 하 듯, 사이버 공간이 가진 익명성과

비 면성은 기 청소년기 발달과업과 맞물려

기 청소년들 내 사이버불링 발생과 유지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익명성과

비 면성은 행동에 한 개인 책임감의 약

화나 몰개성화를 래, 결과 으로 사이버

불링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Cialdini

& Goldstein, 2004; Nowak, Vallacher, & Miller,

2003). 한 사이버 공간의 용이한 근성과

빠른 성은 소셜 네트워크나 블로그 등에

기재되는 사진이나 이 규모의 인원에게

시공 제한없이 쉽게 근되게 하며 내용에

한 사실 검증 없이 에 빠르게 확산되게

한다.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자는 오

라인에서의 괴롭힘 피해자보다 더 많은 사람

들에 의해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낙인찍히고

거부당할 수 있다(이수경, 오인수, 2012).

이처럼, 사이버 공간이 가진 오 라인 공간

과 구분되는 특성은 기존 집단 래따돌림(소

“왕따”), 신체 폭력, 계 폭력과 같은 오

라인에서의 일정 군집에 의해 자행되는 학교

폭력과는 별개의 연구 심을 사이버불링

상 조명에 쏟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

다. 특히 사이버불링을 야기하는 보다 근원

요인을 악하려는 노력은 방 개입 략

구상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

다.

이에 본 연구는 기 청소년 사이버불링의

원인 요인에 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경

향성(cyberbullying tendency)이라는 구인을 사용

하여 기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상을 조명

하고자 하 다. 사이버불링 경향성은 가해자,

지지자, 방 자 집단 모두를 포함한 개념으로,

개인이 가해자, 지지자, 혹은 방 자의 역할로

사이버불링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윤미

선, 김명주, 박정호, 2015). 래에 의한 집단

따돌림의 경우 지지자나 방 자의 수와 역할

이 집단따돌림의 심각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강 계, 2000), 이 분야 연구는

가해자와 더불어 비록 그 역할이 가해자만큼

극 이지 않다 하더라도 가해자로 환할

가능성이 있는 지지자 방 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더군다나 사이버 공간은 지지자,

방 자가 가해자로 환되기에 용이한 특성을

지닌 바, 가해자, 지지자, 방 자 모두에 한

집 이 특히 더 요구되는 분야라 하겠다. 이

에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의 가해자, 지지자,

방 자 특성 모두를 포함한 개념인 사이버

불링 경향성을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향을 주는 원인 요인으로 부모로부터의

학 경험에 주목하 다. 련 문헌에서 부모

로부터의 학 경험은 청소년 공격성에 유의한

향을 주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박 선, 박

지명, 김정은, 2014; 이정아, 2018; Sousa et al.,

2011). 특히 품행문제나 신체 공격성,

반항 문제 등과 련해 부모로부터의 학

경험은 주요한 원인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

다. 하지만 학 경험을 청소년 사이버불링과

연 시킨 연구는 재까지 문헌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학 라는 가족 경험이 어떤

청소년 개인내 변화를 거쳐 청소년 사이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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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이라는 행동 문제로 가는지 그 경로를 조

명한 연구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타 발달시기에 비해 사이버불링 발생률

이 상 으로 더 높고 사이버불링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며(보건복지부․ 앙아동보호

문기 , 2017; 여성가족부, 2017) 부모 양육에

의해 유의한 향을 받고 있는(김 수, 2017;

백문숙, 장석진, 2017) 기 청소년기 자녀들

을 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 경험이 사이버

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향을 살피고 이를 매

개하는 청소년 개인내 변인을 탐색하려는 시

도는 기 청소년기 사이버불링 상 이해와

이의 조기 개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리라

단된다. 백문숙과 장석진(2017)은 사이버불

링이 연령화되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등학교 고학년생을 포함한 기 청소년들(9-10

세에서 14세)을 상으로 한 사이버불링

상의 조명이 필요하다 강조한 바 있다. 한

품행장애와 같은 심각한 공격성의 발 연령

이 청소년기 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Loeber,

Farrington, Stouthamer-Loeber, & van Kammen,

1998), 이 시기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상을

조명하는 시도는 의미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기 청소년의 부모로부터의 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 계를 매개

하는 청소년 개인내 변인으로 공격성이라

는 구인에 심을 두었다. 공격성이란 분

노를 유발한 상에 한 보복이 어려울 경우

그 분노를 억제하 다가 다른 사람에게 표출

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Denson, Pedersen, &

Miller, 2006). 공격성은 원 발자에 한

공격성 표출이 보복이나 처벌을 가져올 때,

즉 힘의 계가 존재할 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긴장이론(Agnew, 1992, 2006)

좌 -공격가설(Berkowitz, 1969; Dollard, Miller,

Doob, Mowrer, & Sears, 1939)에 입각하여 부모

의 학 로부터 발생한 긴장과 좌 이 공격성

을 발할 것으로 가정하 고, 아동학 에 내

재한 힘의 계를 고려해(Alessandri, 1991) 발

된 공격성이 원 발자에게 직 으로 발 되

지 못하고 되어 나타날 것으로 측하

다. 즉 학 경험은 기 청소년들의 공격

성을 높이고 결과 으로 오 라인 공간보다는

익명성과 비 면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에서

불링이라는 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매개모

델을 설정하 다. 부모로부터의 학 경험 하

유형에 따라 변인 간 계에서 차이가 나타

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매개모델

분석 시 학 경험 반에 해서 뿐만 아니라

세 학 경험 하 유형(방임, 정서학 , 신체학

)에 해서도 분석을 진행하 다.

본 연구는 래집단에의 소속과 인정이 매

우 요한 발달 과업으로 떠오르는 그러면

서도 아동학 의 향이 여 히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기 청소년들을 상으로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 계를 조

명하고자 하 다. 이러한 목 의 연구는, 앞서

도 언 하 듯,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아동학

의 향 변화 경로의 이해와 사이버불링

의 방 개입에 유용한 임상 함의를 제공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청소년의 학 경험(학 경험 반, 방

임, 정서학 , 신체학 )은 사이버불링 경향성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학 경험(학 경험 반, 방

임, 정서학 , 신체학 )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의 계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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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학 경험과 청소년 사이버불링

사이버불링의 원인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

는 것 하나가 가족 환경의 향이다. 특히

부모로부터의 학 는 자녀의 공격 성향

공격 행동과 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표 으로 Bowlby(1969)는 양육자의

기 온정 이고 일 된 양육이 자녀의 심리

건강과 안정에 향을 다고 설명하 고, 이

러한 양육으로 래된 양육자와의 안정 애

착이 타인과의 계에 한 안정 이고 애정

인 내 표상을 만들어 추후 친 한 인

계 형성에 정 향을 다고 제시하 다.

즉 아동은 지속 인 사랑과 심, 존 의 환

경 속에서 성장할 때 자신에 한 정 인

식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자기에 한 정

인식이 타인과의 건강하고 원만한 계의

기 가 될 수 있다(황은수, 성 혜, 2006). 반

면 부모로부터 학 나 방임을 경험한 자녀들

은 부정 자기 인식은 물론 인 계에 있

어서도 공격, 불신, 분노의 표상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주장은 Cicchetti와

Lynch(1995)의 주장에서도 찰되는데, 이들은

학 받은 아동이 공격 으로 반응하는 이유에

해 그들이 경험한 계모델 자체가 학

이고 일방 인 것이었기 때문이라 지 하고

있다.

한편 Agnew(1992, 2006)의 일반긴장이론

(general strain theory)도 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간 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

(strain)은 개인에게 부정 정서 상태를 유발하

고, 사회 통제를 감소시키며, 공격성의 학습

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만성 긴장은

부정 정서성이란 특질과 낮은 자기통제를

만들어 결과 으로 일탈 혹은 공격 행동을 통

해 자신의 부정 정서를 배출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이성식, 2003). 일반긴장이론은 범죄

학의 표 이론으로,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한 범 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의 자녀 학 는 자녀에게 큰 긴장이 되

며, 특히 가정 내 학 는 일회 이라기보다는

만성 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개인에게 만

성 긴장으로 경험될 수 있다. 학 라는 만

성 긴장은, Agnew(1992, 2006)의 주장처럼,

자녀에게 분노, 화, 좌 , 우울과 같은 부정

감정을 유발하고 자기통제력을 약화시켜 결과

으로 부 정서 상태의 해소를 해 공격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Hinduja와 Patchin

(2012)은 일반긴장이론을 사이버불링에 용하

면서 일탈행동에 사이버불링이 포함될 수 있

다고 제안하 다.

몇몇 선행 연구들은 Bowlby(1969), Cicchetti와

Lynch(1995), Agnew(1992, 2006)의 주장을 지지

하는 증거를 내놓고 있다. 학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학 경험이 없는 아동․청

소년들보다 분노와 공격성 수 이 더 높은 것

으로 발견되었다(김재철, 최지 , 2011; 박애리,

2014; 박 선 외, 2014; 신혜 , 최해림,

2003; 이정아, 2018; Sousa et al., 2011; Wolfe,

Wekerle, Reitzel-Jaffe, & Lefebvre, 1998). 한 학

경험은 학교폭력과도 정 상 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곽형곤, 2013). 한편 부모

의 부정 양육과 자녀의 사이버불링 간 계

를 검토한 연구도 있었는데, 표 으로 권문

자(2014)는 부정 으로 양육된 경험이 높은 청

소년들에서 낮은 청소년들보다 사이버불링 가

해행동 수 이 높았음을 발견하 다. 비록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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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소년 사이버불링 간 계가 직 으

로 조명되지는 않았지만, 학 가 부정 양육

의 극단 형태임을 고려할 때 권문자(2014)의

연구결과는 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간 정

계를 측하게 만든다.

술한 이론 설명과 선행연구 결과들은

학 경험과 청소년 사이버불링 간 정 계

를 측하게 한다. 물론 련 이론이나 선행

연구 결과들이 사이버불링의 가해나 지지 행

동 측에 보다 주요하게 작용하고는 있으나,

사이버불링의 방 특성 역시 수동공격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사이버불링의 가해자, 지지자, 방 자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사이버불링 경향성

이라는 구인의 측에 련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용하 다. 이에 본 연구는 학 경

험이 청소년 사이버불링 경향성을 높이는데

유의한 역할을 할 것으로 측하 다.

2. 학 경험과 청소년 사이버불링 간 계에

서 공격성의 역할

앞서 소개한 애착이론이나 Agnew(1992,

2006)의 일반긴장이론은 학 경험과 청소년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 정 계를 측 한

다. 특히 Agnew의 이론은 학 라는 긴장이 분

노나 좌 과 같은 부정 정서 상태를 유발하

며 이를 사이버불링과 같은 공격 방식으로

표출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는 좌 이 공

격성을 야기한다는 좌 -공격 가설(Berkowitz,

1969; Dollard et al., 1939)의 설명과도 일치하

며, 실상 Agnew의 이론은 좌 -공격 가설에

향을 받아 발 한 이론이다.

그 다면 학 경험은 청소년 개인에 어떤

변화를 야기해 사이버불링 경향성을 높일 것

인가? 아동학 와 사이버불링이 가진 특성을

고려할 때, 학 경험과 청소년 사이버불링 경

향성 사이를 매개할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이다.

공격성은 분노를 유발한 상에 한 보복

이 어려울 경우 그 분노를 억제하 다가 다

른 사람에게 표출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Denson, Pedersen, & Miller, 2006). 공격성이 표

출될 상이 옮기어졌다는 의미에서 ‘ 공

격성’이란 명칭이 붙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

우, 공격성은 특히 자신보다 약한 상이나

친 하게 느끼는 상에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Averill, 1983),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는

주로 자신보다 약한 래에게 되는 경우

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Denson et al., 2006).

Denson 등(2006)은 공격성이 분노를 인지

으로 곱씹는 분노반추, 보복 략을 마음

속으로 구상하는 보복계획, 그리고 공격성을

된 상에게 실제 표출하는 공격행동

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하 다.

특히 최근 분노 련 이론이 분노를 정서뿐

아니라 인지, 행동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정의내리고 있음(Martin, Watson, & Wan,

2000)을 고려할 때, Denson 등(2006)의 공

격성은 분노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 이는 일반긴장이론에서의 부정 정서성이

라는 특질 정서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공격성은 보통 이를 발한 상에게 향해

지는 것이 보통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원 발

자에 한 공격성 표출이 제한되기도 한다.

Denson 등(2006)은 공격성을 발한 상이

재 존재하지 않거나( , 화나게 한 사람이 그

장소를 떠난 경우), 좌 의 근원이 형태가 없

거나( , 궂은 날씨), 원 발자에 한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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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이 보복이나 처벌을 가져올 때( , 원 발

자가 워가 있는 경우)를 이러한 원 발자에

한 공격성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지 하 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원 발자에 한 직

인 공격성의 표출은 제한되고 신 힘이 더

약하거나 좀 더 가용한 상 에게 공격성이

된다고 주장하 다.

이 아동학 는 보복이나 처벌의 이

원 발자에 한 공격성을 제한하는 상황으

로 볼 수 있다. 특히나 아동학 를 힘의 계

(power struggle or power hierarchy)로 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Alessandri, 1991), 아동학 는 피

해 자녀에게 분노 반추를 높이고, 보복 계획

을 수립하게 하며, 실제 자신보다 힘이 약한

상에게 부모로부터 얻은 분노를 시켜

표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이는 상황으로 고

려할 수 있다. 더욱이 가정내 부모 학 로 인

해 발된 청소년기 자녀의 공격성은 오

라인 공간보다는 익명성과 비 면성이 보장

된 사이버 공간에서 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

이 더 높을 것으로 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애착이론, 일반긴장이론에

서의 설명들과 아동학 , 청소년의 가정내 지

, 공격성이 지닌 특징들을 고려해

아동학 가 사이버불링에 향을 주는 직

경로와 아동학 가 공격성을 높이고 이것

이 다시 사이버불링으로 이어지는 간 경로

모두가 유효한 부분매개 모델을 검증해 보고

자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 차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문제를 조명하기 해

본 연구는 등학교 6학년~ 학교 3학년 학

생들을 상으로 하 다. 특히 청소년

기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

는데, 이는 사이버불링이 연령화 되어가고

있고 품행장애와 같은 심각한 공격성의 발

연령이 청소년기 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

기 때문이다(백문숙, 장석진, 201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Loeber et al.,

1998). 한, 서론에서도 소개한 바 있듯, 기

청소년들은 ․후기 청소년들보다 아동학

로 인한 향이 더 클 수 있고 공격성이

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에 본 연구는 기 청소년기에 있는 등학교

6학년생~ 학교 3학년생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 모집을 해 먼 등학교

학교에 연구 목 을 설명하 고, 연구 진행

에 동의한 학교의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에

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과 동시에 동의서

설문지 완성을 요구하 다. 서울시 소재

등학교 1개교와 학교 1개교의 학생 1191

명이 연구 참가에 동의하 고 부모로부터의

학 경험, 사이버불링, 공격성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완성하 다. 이에 이들 1191명으로부

터 수집한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 다.

연구에 참가한 1191명의 인구통계학 특성

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참가

자 남학생은 625명(52.5%), 여학생은 566명

(47.5%)으로 성비에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다

(χ2=2.92, p>.05). 연구 참가 청소년의 하루 평

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2시간~3시간 미만이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시간~2시간 미

만, 3시간~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1시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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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2. 연구도구

1) 청소년 아동학 경험

학 경험은 기존의 아동학 연구들에서 사

용되었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김

수(1997)의 아동학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이 척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자녀

에 한 학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방임(7

문항), 정서학 (7문항), 신체학 (7문항)의 3개

척도,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임척도

문항의 로는 “식사 때가 되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밥을 챙겨주지 않은 이 있다.” 정서

학 척도 문항의 로는 “부모님은 나를 형제,

자매나 이웃집 아이 등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야단치시곤 했다.” 신체학 척도 문항의 로

는 “말로 해도 될 일을 부모님은 매부터 드신

다.”가 있다. 각 문항은 해당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기반하여 1 (= 없었다),

2 (=1년에 1~2번), 3 (=2~3개월에 1~2번),

4 (=한 달에 한 번 정도), 5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나로 평정하도록 요구된다. 총

합산 수로 학 경험을 측정하며, 수가 높

을수록 부모로부터의 학 경험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의 아동학 척도의 Cronbach

⍺ 계수는 체척도 .90, 방임척도 .72, 정서학

척도 .88, 신체학 척도 .91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공격성

청소년 공격성은 Denson 등(2006)이 개

발한 공격성 질문지(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DAQ)를 서민재와 박기환(2013)

이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K-DAQ는 분노반추(10문항), 보복계획(9문항),

행동 공격성(10문항)의 3개 척도, 총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노반추척도 문항

로는 “나는 나를 화나게 한 사건에 해 오

랫동안 생각한다,” 보복계획척도 문항 로는

“나는 나를 부당하게 하는 사람을 도

와주지 않는다,” 행동 공격성척도 문항

로는 “나는 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분

노를 다른 사람에게 푼다”가 있다. 원척도는 7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기청소년의 평정 상의 편이를 높이

기 해 5 Likert 척도(1=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바꾸어 사용하 다. 역채

문항은 없으며, 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격성척

도의 Cronbach ⍺ 계수는 체척도 .96, 분노

반추척도 .93, 보복계획척도 .92, 행동

공격성척도 .92으로 반 으로 높은 수 의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625 52.5

여학생 566 47.5

학년

6 105 8.8

1 365 30.6

2 331 27.8

3 390 32.7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

1시간 미만 118 9.9

1시간~2시간 미만 309 25.9

2시간~3시간 미만 401 33.7

3시간~4시간 미만 195 16.4

4시간 이상 167 14.0

무응답 1 0.1

체 1191 100.0

<표 1> 연구참가자의 인구통계학 특성(N=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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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사이버불링 경향성

청소년 사이버불링 경항성은 윤미선 외

(2015)가 개발한 사이버불링 경향성 검사(Cyber

Bullying Tendency Test: CBTT)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 CBTT는 사이버모욕(4문항), 사이버스

토킹(4문항), 사이버명 훼손(4문항), 사이버성

폭력(4문항), 사이버 장(4문항), 사이버따돌림

(3문항), 심리정당화(4문항), 윤리태도(2문항)의

8개 척도,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최근 1년간 해당 경험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에 기반하여 1 (= 없었다), 2

(=한두 번), 3 (=한 달에 여러 번), 4 (=일

주일에 여러 번) 하나로 평정하도록 요구

된다. 일부 문항은 사이버불링의 가해자로서

가 아닌 지지자, 혹은 방 자로서 참여한

이 있는지 질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합산

수로 사이버불링 경향성을 측정하 다.

수가 높을수록 사이버불링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사이버불링 경향성 척도

의 Cronbach ⍺ 계수는 체척도 .96이었다. 여

덟 개 하 척도의 Cronbach ⍺ 계수는 .56~.76

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을 해 본 연구는 SPSS 21.0 for

Windows를 사용하 다. 먼 ,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측정도구의 신뢰

도를 검토하기 해 Cronbach ⍺ 계수를 산출

하 고, 참가 청소년들의 인구통계학 특성

부모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

향성 수에서의 특성을 악하기 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 다. 다음으로 변인 간

계를 검토하기 해 Pearson 률상 분석을

실시하 고, 마지막으로 학 경험이 사이버불

링 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계에서 공

격성의 매개를 확인하기 해 Baron과 Kenny

(1986)가 제안한 방식으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

개 가능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간 효과의 통

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Bootstrapping

test(Bootstrap 표본 수=1000)를 실시하 다.

Bootstrapping test는 규모의 무선 표본들을

가상 으로 생성하여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

증하는 방법으로, 간 효과가 통계 무선오

차에 의한 결과인지 혹은 실제 효과로 인한

결과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 검증에 흔히 사용되는 다른

방법인 Sobel test와는 달리, Bootstrapping test는

간 효과들의 정규성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Sobel test보다 그 활용 범 가 넓다 하

겠다(Shrout & Bolger, 2002). 결과는 산출된 매

개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Shrout

& Bolger, 2002).

Ⅳ. 결과 해석

1. 주요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연구 상자의 부모학 경험, 공격성, 사

이버불링 경향성 수에서의 반 특성을

악하기 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는 평균치,

표 편차(SD) 뿐 아니라 앙치, 왜도, 첨도 정

보를 포함하고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 연구에 참가한 청소

년들의 사이버불링 경향성 수와 부모학

경험 수는 문항평균이 각각 1.22(S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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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SD=.49)로 각 문항에 ‘ 없었다’를 조

넘는 평정을 평균 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왜도, 첨도 수를 볼 때, 두 변

인은 낮은 수들이 많고 높은 수들이 은

정 편포 그리고 비교 좁은 범 에 수들

이 집 되어 있는 첨포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

로 악되었다. 특히 학 경험의 정 편포

첨포의 특징은 주로 정서학 경험과 신체

학 경험에서 발견되었다(방임 경험에 한

응답은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발견

되었음). 이에 앙집 경향 악에 도움을 주

기 해 평균치와 더불어 앙치 정보도 함

께 제시하 다. 한편 공격성은 문항평균

1.94(SD=.74), 왜도 .64, 첨도 -.27로 반 으

로 ‘그 지 않은 편이다’의 평정을 평균 으로

보 고, 수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

링 경향성 간 상 계

청소년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상 분

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 경험과 사이버

불링 경향성(r=.32, p<.001), 공격성과 사

이버불링 경향성(r=.35, p<.001), 학 경험과

공격성(r=.37, p<.001) 간에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학 경험을 높게 보고한 청소년들

에서 이를 낮게 보고한 청소년들에서보다 더

높은 사이버불링 경향성과 더 높은 공격

성이 보고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한

공격성을 높게 보고한 청소년들에서 이를

낮게 보고한 청소년들에서보다 더 높은 사이

버불링 경향성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부모에 의한 학 경험을 방임, 정서학 , 신

체학 로 구분하여 이들 변인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공격성과의 계를 살펴본 결

과, 앞서 학 경험 체를 사용한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변인들 간에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하지만 다소 구별되는 계성 경향이

찰되기도 했는데, 신체학 는 사이버불링

경향성과의 계에서는 방임이나 정서학 보

다 상 이 다소 더 높았던 반면(신체학 와의

r=.28, p<.001; 방임 정서학 와의 r's=.26,

all p's<.001), 공격성과의 계에서는 방임

이나 정서학 보다 상 이 다소 더 낮았다(신

체학 와의 r=.26, p<.001; 방임과의 r=.31,

연구변인 가능 수범 평균치(SD) 앙치 왜도 첨도

학 경험( 체) 1~5 1.42 (.49) 1.29 2.33 7.19

방임경험 1-5 1.63 (.64) 1.43 1.31 1.65

정서학 경험 1-5 1.39 (.63) 1.14 2.54 7.70

신체학 경험 1-5 1.23 (.49) 1.00 3.42 14.61

공격성 1~5 1.94 (.74) 1.83 .64 -.28

사이버불링경향성 1~4 1.22 (.31) 1.10 3.16 15.02

<표 2> 청소년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수의 기술통계치(N=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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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 정서학 와의 r=.34, p<.001). 한편, 정

서학 와 방임은 사이버불링 경향성

공격성과 다소 동질 인 방식으로 련을 맺

고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

3. 청소년의 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 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수의 첨도가 다소 높

은 계로 매개모델 검증을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회귀분석을 한 기본가정이 만

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일련의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먼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 산

포도에서 선형 계가 찰되었다. 둘째,

사이버불링경향성 수의 Q-Q도표가 직선

을 나타내었고 잔차의 빈도곡선이 정규분포

를 나타내어 오차항의 정규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와 더불

어 Durbin-Watson 값이 1.71로 2.00을 심으로

이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 오차항의 독립성

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측값과 잔차 간 산포도가 사각형 형태를 나타

내었다. 이는 오차항의 동변량성도 만족하는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회귀분석이 가능한 것

으로 단되어 매개모델 검증을 한 일련의

회귀분석들을 실시하 다.

학 경험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계에서 공격성의 매개를

검증하기 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일련의 회귀분석들을 실시하 다. Baron과

Kenny는 매개모델 검증을 해 세 가지 회귀

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 다. 첫 단계에서

매개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회귀, 두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의 회귀,

마지막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의 회귀가 그것이었다. 매개가

성립하기 해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

개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을 미치며,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투입된 3단계

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력을

가져야 하고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의 β값은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의 β값보

다 작아야 한다. 단 단계 3에서 독립변인이

청소년 학 경험 5=

공격성

6=

사이버불링

경향성1=학 총 2=방임 3=정서학 4=신체학

1 -

2 .79*** -

3 .87*** .47*** -

4 .84*** .47*** .71*** -

5 .37*** .31*** .34*** .26*** -

6 .32*** .26*** .26*** .28*** .35*** -

***p<.001

<표 3> 청소년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 상 계(N=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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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에 여 히 통계 으로 유의한 향력

을 가질 경우 직 효과와 간 효과 모두가 유

효한 부분매개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단계 3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

의한 향력을 갖지 않을 경우 직 효과는 없

으며 간 효과만 유효한 완 매개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한다(Baron & Kenny, 1986). 설정된

모델에 따른 회귀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

어 있다. 표 4에는 학 경험 반에 한 매

개모델 검증 결과는 물론 세 학 하 유형

(방임, 정서학 , 신체학 ) 각각에 한 매개

모델 검증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계에서

공격성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면, 먼 1단

계에서 학 경험은 매개변인인 공격성에

β=.37(p<.001)로 유의하 고, 2단계에서 학

경험은 종속변인인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β

=.32(p<.001)로 유의하 다. 마지막으로 독립

변인과 매개변인을 언변인으로 함께 투입한

단계 3의 회귀 분석에서 매개변인인 공격

성의 종속변인인 사이버불링 경향성에의 경로

가 β=.27(p<.001)로 유의하 고, 독립변인인

단계 언변인 결과변인 β R² F

Bootstrap 95% CI

(bias-corrected)

Lower Upper

1 학 경험 → 공격성 .37*** .134 182.97***

.04 .08
2 학 경험 → 사이버불링 .32*** .101 131.99***

3
학 경험

→
사이버불링 .22***

.163 114.13***

공격성 사이버불링 .27***

1 방임 → 공격성 .31*** .099 129.53***

.03 .06
2 방임 → 사이버불링 .26*** .068 85.32***

3
방임

→
사이버불링 .17***

.146 100.34***

공격성 사이버불링 .30***

1 정서학 → 공격성 .34*** .113 150.24***

.03 .06
2 정서학 → 사이버불링 .26*** .070 87.82***

3
정서학

→
사이버불링 .17***

.145 99.68***

공격성 사이버불링 .29***

1 신체학 → 공격성 .26*** .065 82.88***

.03 .07
2 신체학 → 사이버불링 .28*** .075 95.96***

3
신체학

→
사이버불링 .20***

.158 109.94***

공격성 사이버불링 .30***

사이버불링=사이버불링 경향성; CI=신뢰구간; ***p<.001

<표 4> 청소년의 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 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N=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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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경험의 종속변인인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의 경로가 β=.22(p<.001)로 단계 2의 같은 경

로 β값인 .32보다 낮아 매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단계 3에서의 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 경로가 여 히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의

가능성을 시사하 다.

회귀분석으로 시사된 간 효과가 통계 으

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해 Shrout와 Bolger

(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차를

실시하 다. Shrout와 Bolger(2002)는 원자료에

서 무선표집으로 1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여 모수추정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 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 다.

부트스트랩 실시 결과, 95% 신뢰구간이 .04

∼.08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05 수 에서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다 결론내릴

수 있었다(표 4 참고). 즉 학 경험과 사이버

불링 경향성의 계에서 공격성은 부분매

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그림으

로 요약한 것이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세 학 유형(방임, 정서학 , 신

체학 ) 각각에 한 공격성의 매개 모델

을 검증하 다. 결과, 앞서의 학 경험 체에

서와 유사한 결과가 찰되었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 방임, 정서학 , 신체학 는 각각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 가능 조건

1, 2, 3을 모두 만족하 다. 즉 독립변인인 학

유형의 매개변인인 공격성에의 효과는

유의하 고, 독립변인인 학 유형의 종속변

인인 사이버불링 경향성에의 효과 한 유의

하 으며,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가 투입

된 회귀식에서 매개변인인 공격성의 사이

버불링 경향성에의 효과가 유의하 고 독립변

인인 학 유형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의 효

과(β값)가 2단계에서의 같은 경로 β값보다 낮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27***.37***

.22***(.32***)

방임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30***.31***

.17***(.26***)

정서학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29***.34***

.17***(.26***)

사이버불링

경향성

.30***.26***

.20***(.28***)

공격성

신체학

그림 1. 매개모델 검증 결과

표 화된 회귀계수; ( )=총효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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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단, 단계 3에서의 독립변인인 학 유형

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의 효과(β값)가 여 히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의

가능 조건을 만족하고 있었다(표 4 참고). 간

효과의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부

트스트랩(Bootstrap) 차를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방임과 정서학 를 포함한 모델에

서는 동일하게 .03∼.06, 신체학 를 포함한 모

델에서는 .03∼.07로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05 수 에서 매개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하다 결론내릴 수 있었다(표 4 참

고). 즉 청소년의 공격성은 방임경험과 사

이버불링 경향성의 계를, 정서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계를, 그리고 신체학

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매개모델 검

증의 결과도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학 의 각 하 유형과 청소년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계에서 공격성이 부분매개 하

는 것이 확인된 계로, 본 연구는 각 학

유형이 청소년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직 경로와 간 경로가 각

각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살펴보았다. 이

를 해 총효과(설명량 %), 직 효과, 간 효

과, 총효과 비 간 효과의 비율(Mackinnon,

2001)을 산출하여 제시하 다(표 5 참고).

표 5에서 볼 수 있듯, 방임경험과 정서학

경험은 청소년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향(총효과=.260 & .264; 사이버불링 경향성

체 변량 방임경험에 의해 설명된 양과

정서학 에 의해 설명된 양은 각각 6.8%와

7.0%)이 유사하 으며, 총효과 비 간 효과

가 설명하는 비율도 각각 35.4%와 37.1%로

유사하 다. 반면, 신체학 경험은 청소년 사

이버불링 경향성에 미치는 총효과에서 다른

두 학 유형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으

나(총효과=.275; 사이버불링 경향성 체 변

량 방임경험에 의해 설명된 양은 7.5%),

총효과 비 간 효과가 설명하는 비율은

27.6%로 다른 두 학 유형보다 그 비율이 상

으로 낮았다. 이는, 비록 세 학 유형 모

두에서 직 경로의 역할이 간 경로의 역할보

다 더 요한 것으로 찰되었지만, 신체학

에서 방임이나 정서학 에서보다 학 에서 사

이버불링 경향성으로 이어지는 직 경로의

요성이 더 두드러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매개모델 총효과(설명량 %) 직 효과 간 효과

간 효과/

총효과의

비율(%)

학 경험→ 공격성→사이버불링 .318(10.1%) .221 .097 30.5%

방임경험→ 공격성→사이버불링 .260( 6.8%) .168 .092 35.4%

정서학 → 공격성→사이버불링 .264( 7.0%) .166 .098 37.1%

신체학 → 공격성→사이버불링 .275( 7.5%) .199 .076 27.6%

<표 5> 각 매개모델에 따른 직 효과(설명량 %), 간 효과, 총효과, 총효과 비 간 효과(%)의 분석

(N=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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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제언

본 연구는 기 청소년을 상으로 학 경

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간의 계를 탐색

하고 학 경험과 사이버불링의 계에서

공격성의 매개 가능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

이 있었다. 특히 연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가해행동, 지지행동, 방 행동 모두를 포

함하는 사이버불링 경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이버불링 상을 조명하고자 했다. 학 경

험 하 유형에 따라 변인 간 계에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상 과

매개모델 분석 시 학 경험 반에 해서뿐

만 아니라 세 학 경험 하 유형(방임, 정서학

, 신체학 )에 해서도 분석을 진행하 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기 청소년의 학 경험, 공격성,

사이버불링 경향성 간에는 서로 간 유의한 정

상 이 있었다. 이는 학 경험이 높은 청소

년에서 낮은 청소년에서보다 더 높은 수 의

사이버불링 경향성과 공격성이 보고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한 이는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에서 낮은 청소년에서보다 사이버

불링 경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연구를 통해 발견된 학 경험과 사

이버블링 경향성 간 정 계는 애착이론

(Bowlby, 1969; Ciccetti & Lynch, 1995), 일반긴

장이론(Agnew, 1992, 2006), 좌 -공격 가설

(Berkowitz, 1969; Dollard et al., 1939)이 측한

결과와 일치한다. 즉, 학 받은 아동은 경험한

계모델 자체가 학 이고 공격 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래 계에서도 이런 학 ,

공격 계모델의 특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애착이론의 측을 지지하 다. 한 학 경

험은 개인에게 있어 ‘긴장’이나 ‘좌 ’을 불러

일으킬 만한 경험이고 이 게 만들어진 긴장

혹은 좌 은 사이버불링과 같은 공격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반긴장이론과 좌 -공격

가설의 주장도 본 연구의 학 경험과 사이버

불링 경향성 간 정 계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이는 이들 이론에서의 주장이 부정

양육경험과 오 라인 공간에서의 공격성( ,

집단 래 따돌림, 신체 폭력, 계 폭력) 간

계를 넘어 학 경험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링 간 계에도 용될 수 있음을 보여

결과라 하겠다. 한 해당 결과는 기존의 학

경험과 청소년 공격성 간 정 계를 보여

선행연구들의 결과(김재철, 최지 , 2011;

박 선 외, 2014; 이정아, 2018; Sousa et al.,

2011)와 맥을 같이하며, 동시에 기존의 결과들

이 시사하는 공격성 내에 사이버불링 가해행

동, 지지행동, 방 행동도 포함될 수 있음을

드러내 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 일탈행동을 설명하

는 일반긴장이론 좌 -공격 가설의 설명과

아동학 의 특징, 공격성의 특징,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에 기반해 학 경험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직 향을 주는 동

시에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간 향

을 주는 부분매개 가설을 설정하 고, 이 모

델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분석 결과, 부분매

개 모델이 유효함을 발견하 다. 즉 높은 학

경험은 기 청소년이 사이버불링 경향성을

높이는데 직 으로 향을 주는 동시에

기 청소년의 공격성을 높여 사이버불링

경향성을 높이는 간 향도 미치는 것으

로 발견되었다. 특히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불

링 경향성 체 수 변량 신체학 , 방임,

정서학 경험에 의해 설명되는 변량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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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6.8%, 7.0%로, 7.0% 후의 설명량들을

가짐을 발견했다. 한 연구는 총효과 간

경로를 통한 효과의 비율이 방임, 정서학

에서는 각각 35.4%, 37.1%로 유사한 반면, 신

체학 경험에서는 27.6%로 앞의 두 학 경험

에서보다 다소 낮은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

다. 물론 세 학 경험 모두에서 직 경로를

통한 향이 간 경로를 통한 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효과 비 간 효과의

비율과 련한 결과는 직 경로를 통한 사이

버불링 행동에의 향이 신체학 경험에서 다

른 두 유형의 학 경험에서보다 상 으로

더 높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문제

에 부모의 자녀학 라는 가족 경험과

공격성이라는 청소년 개인내 변인이 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고, 가족학 는 청소년

사이버불링 문제에 직 향을 미치는 동

시에 공격성을 매개로 간 향을 미

침을 알 수 있었다. 물론 학 경험이 기 청

소년의 사이버불링 경향성에 주는 향이 다

소 낮은 수 이긴 하나(사이버불링 경향성

수 총변량의 10% 미만이긴 하나), 보다 직

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개인 기질 변인들

이나 래 계 련 변인들이 배제된 상태에

서 학 양육이라는 부모 변인만의 결과라는

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보고된 수치는

결코 낮은 수 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청소

년 사이버불링 문제의 원인 요인을 조명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불링의 방 혹은

치료 개입에 몇 가지 요한 임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먼 , 방 개입으로 가정내 아동학 의

발생을 막는 사회․정책 지원 조치와 더

불어 일반 가정군 혹은 험 가정군 부모를

상으로 한 상담 ․교육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김 수와 동료들(김 수, 이 주, 김세

원, 유조안, 이상균, 진미정, 2018)은 부모의

비혼인상태, SES, 부모학력, 자녀 건강상태와

같은 요인들이 일반군의 십 를 아동학

험군 혹은 신고군으로 진행시킬 험을 높이

고 있음을 발견하 다. 물론 이들 요인은 사

회․정책 지원 조치를 통해 개입이 가능

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요인은 사회지지체

계의 확 나 기존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 활

용을 강조하는 집단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간

으로 근할 수 있다. 즉 이들 방법은 부

모 스트 스의 감소라는 효과를 가져와 궁극

으로 아동학 의 발생 가능성을 일 수 있

다.

한 김 수 등(2018)은 정 가족 계가

일반군에서 학 신고군, 혹은 일반군에서 학

험군으로의 진행을 방하는 보호요인임

을 발견하 다. 이는 일반군 혹은 아동학 의

험군을 상으로 한 방 로그램 구성 시

정 가족 계, 가족 응집성,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집 하는 것이 요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이는 다양한 가족치료 근으

로 성취 가능한데, 이런 목 의 가족치료는

가족 계에 향을 주는 가족 내 쟁 의 이해

를 돕고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소통을 정

인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할 것

이다. 한 가족내 당면 문제의 해결과 정

가족 조망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후자는 해결 심단기가족치료, 이야기 가족치

료, 인지행동 가족치료 근으로 성취 가

능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아동학 를 막는 방 로

그램은 부모양육훈련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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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아동학 황 보고에서도 시사된

바로, 학 행 자 35.6%가 양육태도 방

법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 다(보건복

지부․ 앙아동보호 문기 , 2017). 한 이

는 학 행 자가 나타내는 특성들 가장 두

드러진 특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복지

부․ 앙아동보호 문기 , 2017). 따라서 아

동학 발생의 방을 해서는 일반군 부모

들이나 험군 부모들을 상으로 한 부모양

육훈련의 진행이 요구된다. 표 으로 Eyberg

(1988)의 부모-자녀 상호작용 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와 Kazdin(2005)의 부모 리훈

련(parent management training)은 부모-자녀

계를 호 시켜 아동학 발생 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 경험을 가진 사이버불링 참

여(가해, 지지, 방 ) 청소년들을 한 치료

개입이 요구된다. 이러한 개입에는 자신의 공

격 행동에 내재한 역동을 이해시키는 요소

가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의 사이버불

링 행동 이면에 아동학 로 향받은 공

격성이 잠재해 있음을 이해하도록 돕는 개입

이 그것이다. 한 이러한 개입에는 학 경험

으로 인한 부정 감정, 긴장, 좌 을 다루어

주는 개입과 공격성을 정 방법으로

해소하는 략들에 한 교육 훈련이 포함

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부정 감정의 인

식과 이에 한 안 한 방식의 해소를 훈련시

키는 그리고 억압된 공격성에 한

한 인지․행동 문제해결 략을 가르치는

인지행동 근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경향

성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

다. 이와 더불어 학 경험으로 인한 공격

성을 부모와 청소년 모두가 인식하고 이는 처

리하는 가족치료 회기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

인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 청소년기( 등학교 6

학년생과 학생)에 있는 개인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기의 높은 보 률과 공격성 발발

의 연령화(백문숙, 장석진, 2017;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3; Loeber et al.,

1998)로 좀 더 어린 연령의 아동들에게서도

사이버불링 상이 찰되고 있다. 한편, 청소

년 후기는 이 발달단계들과는 달리 학업성

취, 약물사용, 비행 등의 특성을 근거로 한

패거리(clique) 조성이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Kindermann, 1995; Kiesner, Poulin, &

Nicotra, 2003; Urberg, Degirmencioglu, & Pilgrim,

1997), 이는 사이버불링의 원인 요인에 있어

다른 발달단계들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에 추후 연

구는 아동, 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을 상

으로 아동학 와 사이버불링 간 계와 이

계에서의 공격성의 매개를 검토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는 발달단계별 이들 변인들 간

계에서의 차이를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사이버불링 가해자, 지지

자, 방 자 행동 모두를 포함하는 사이버불링

경향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청소년 사이버

불링 상을 조명했다. 하지만 사이버불링 가

해자, 지지자, 방 자 행동은 공격성의 정도와

다른 심리 변인들과의 상 에서 차이를 보여

(이소 , 2018), 아동학 와의 련성

공격성과의 련성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사이버

불링 가해자, 지지자, 방 자 행동을 독립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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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학

공격성과의 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아동학 가 사이버불링 행

발달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한 종단설

계의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제기된다. 한,

앞서 제안하 듯, 아동학 험군을 상으

로 한 부모 혹은 가족 근 혹은 사이버불

링 가담 청소년들을 상으로 한 공격성

을 달하는 근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연구

가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결과의 타당성에 한 추가 증

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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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s of Displaced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s

and Cyberbullying Tendencies in Early Adolescents

Young Choi Hyun-Soo Kim

(Dept. of Child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Objectives: Despite the increasing research interests in adolescent cyberbullying, studies to explore its

causal factors are still lacking. Given the situation,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early

adolescents’ abuse experiences by parents on cyberbullying tendencies and to test the potential mediation of

displaced aggression between these two variables. Methods: Sixth graders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asked to complete pencil-and-paper questionnaires assessing child

abuse experiences, displaced aggression, and cyberbullying tendencies. A total of 1,191 students (625 males

and 566 females) participated in the study, and data from these participants were analyzed. Results:

Correlation analys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s and

adolescents' cyberbullying tendencies. The analyses also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s and displaced aggression, and between displaced aggression and cyberbullying tendencies.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mediation model and found that displaced

aggression partially mediated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s of child abuse and cyberbullying tendencies.

The partial mediation was found not only in abuse experiences in general but also in each of three

subtypes of child abuse: neglect,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adolescents’ abuse experiences and their inner displaced aggression together play important roles in the

development of cyberbullying problems. Particularly, child abuse has both direct effects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the mediation of displaced aggression, on adolescents' cyberbullying.

Keywords: child abuse, displaced aggression, cyberbullying, adolesc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