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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양육행동과 초등학생 괴롭힘 가해의 관계: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
*

유 리 향†

신 현 숙
전남대학교

염 시 창

이 연구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초등학생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
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질문지를 통해 수집한 초등학생 5, 6학년 698명의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양육행동은 정서조절력과 공감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조절력은 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공감은 괴롭힘 가해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예측과
다르게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로는 간명한 모형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제외
되었고, 정서조절력에서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가 유
의하였다. 즉, 어머니 양육행동이 공감을 매개로 괴롭힘 가해에 영향을 미치고, 정서조절력만을 매
개로 하여 괴롭힘 가해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정서조절력과 공감을 중다매개로 괴롭힘 가해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정
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괴롭힘 가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어머
니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조언 및 훈련의 제공과 더불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증진을 위한 예방 및 개입의 실시가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끝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과
의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력, 공감, 괴롭힘 가해, 중다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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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들의 학교 내 괴롭힘 현상은 교육 현
장의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괴롭힘 현상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중․고등학
생들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김혜원, 2011).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 2011년도에 초․중․고교생 3,560명을 대상으
로 ‘2010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내용
중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20.9%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중 57.3%는 초등학교 때 괴롭힘 가해를 시작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괴롭힘
가해가 초등학생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며, 동시에 초등학생들이 또래의 다른 학생들을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 있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부모
와 점차 분리되어 또래 관계 속에서 동일시할 대
상을 찾고 단짝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이러한 응
집력이 독단적이 될 경우 타인을 배제하고 가해
하는 괴롭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예성,
2000). 그러므로 괴롭힘 가해가 발생하는 초기 단
계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괴롭힘 가해 관
련 변인들을 찾아, 괴롭힘 가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초등학생의 괴롭힘 현상은 아동의 심리적 발달
과업의 달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괴롭힘 피
해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학교에 대한 불안
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학업 중단 및 등교
거부와 같은 심각한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예성, 박현선, 2007; 이경아, 이정
윤, 양현정, 2005). 특히 초등학교 때 괴롭힘 피해
를 경험한 학생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괴롭힘

피해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정신적인 상처가 낫
지 않고 우울, 불안, 신체적 공격성, 자살 충동 등
에 시달리게 된다(권재기, 2011; 최수미, 김동일,
2012). 이와 같이 초등학생의 괴롭힘 경험 수준이
높고 초등학교 시기의 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
고, 괴롭힘에 관한 연구대상은 지금까지 주로
중․고등학생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실정
이다.
최근 괴롭힘 관련 변인을 찾으려는 외국의 선
행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괴롭힘과 관련된 환경적
인 맥락 내에서 개인적인 변인을 이해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Alegre & Benson, 2010; Totura et al.,
2009).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예, 김예성,
2000; 조유진, 2006)에서는 괴롭힘과 관련된 개인
적인 변인과 환경적인 변인이 각각 괴롭힘에 미
치는 개별적 영향력을 살펴보는 데 국한되었고,
환경적인 변인과 개인적인 변인이 함께 작용하여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
지고 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괴롭힘과 관
련된 개인적인 변인들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ronfenbrenner,
1979). 따라서 초등학생에게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적 맥락을 살펴보고, 이러한 맥
락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개인적인 변인들이 괴롭
힘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필요성이 야기
된다. 아동의 가정 환경적 맥락 중에서 특히 어머
니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괴롭힘 행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어
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 방임적 양육행
동은 괴롭힘 가해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김연화,
2009),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은 남학생들의 가해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송경희 외, 2009). 이
와 같이 어머니 양육행동은 괴롭힘 가해와 연관
이 있으나, 이들 변인 간 연관성 배후에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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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범람하고 무감각해지는 세
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 변인 간 관계
를 설명하는 제 3의 개인적 변인들이 갖는 효과
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괴롭힘 가해와 관련한 다양한
개인적 변인들 중에서 특히 정서조절력과 공감에
초점을 두어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근거
는 다음과 같다. 괴롭힘의 발생과 관련된 변인들
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괴롭
힘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인적 변인이
정서조절력(예, 오인수, 2008)과 공감(예, 송경희
외, 2009)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정서조절력’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공감’
은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이지연, 곽금주, 2010). 괴
롭힘 가해 학생들은 정서조절력이 부족하여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Arsenio & Lemerise, 2001),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배려가 부족하였다(Jolliffe & Farrington, 2004). 타인
의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는 정서조절력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 능
력이 요구된다(김광수, 김해연, 2009). 또한 정서조
절력이 발달할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
았으며(한종순, 2005),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위한
정서조절력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
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인 공
감이 향상되었다(손경숙, 2007).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최근 정서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
받고 있는 ‘정서조절력’(예, 조유진, 2006)과 많은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공감’(예, 김광수, 김해연, 2009)이 괴롭힘과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괴롭힘 가
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어머니 양육

행동이라는 생태학적 맥락 내에서 정서조절력과
공감 같은 정서적 변인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양육행동이 괴롭힘
가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제 3의 변인으
로 정서조절력과 공감을 설정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
다매개효과(multiple mediated effects)를 검증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중다매개효과란 예언
변인과 결과변인 간 관계에서 여러 매개변인의
효과를 의미하는데(MacKinnon, 2008), 이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정
서조절력의 매개효과, 공감의 매개효과뿐만 아니
라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이중매개효과까지 동시
에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를
정서조절력과 공감이 매개하는 중다매개모형을
설정한 후, 이러한 관계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부
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괴롭힘 가해의 개념
및 유형, 괴롭힘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를 알아보
았다. 그리고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괴롭힘 가해’란 상스럽고 불쾌한 말이나 욕을
하는 것, 완전히 무시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고
의로 끼워주지 않는 것,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밀
거나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 사실이 아닌 헛소
문을 내거나 나쁜 소문을 내서 다른 아이들이 싫
어하게 만드는 것, 한 학생을 부정적이고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여러 번 놀리는 행위를 포함한
다(이춘재, 곽금주, 1999). 이처럼 괴롭힘 가해의
하위 유형은 신체형, 관계형, 언어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조유진, 2006; Macklem, 2003). 또한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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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초등학생들의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의 일반
화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괴롭힘 현상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이란 정보
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
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괴롭힘은 피해확산이 매우
빠르며, 집단적인 양상을 띠고, 가해자를 찾기 어
려우며, 자신도 모르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그러므로 사이버
괴롭힘을 괴롭힘 가해 변인의 하위 유형으로 추
가하면 괴롭힘 현상을 더욱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괴롭힘 가해’란
학교라는 실제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
에서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
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을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하거나 관계적 측면에서 소외시키거나 배척
하는 행위를 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정보
통신윤리위원회, 2005; 조유진, 2006). 그리고 괴롭
힘 가해의 하위 유형을 신체형․관계형․언어
형․사이버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괴롭힘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어머니 양육행동을 예언변인으
로 선정하였다.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을 보일
때 아동은 안정적이고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 원
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면서 또래로부터 인정을
얻어 괴롭힘을 덜 경험하게 된다(김수정, 2005;
Perry, Kusel, & Perry, 1988). 반면, 어머니의 거부
적․제재적인 양육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
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저해하며, 내재화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래 괴롭힘을 유발시킬
수 있다(Finnegan, Hodges, & Perry, 1998). 이 연구
에서는 한국 사회의 특성에 부합하고,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밝히기
위해, ‘어머니 양육행동’이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형성하고, 자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도록 가르치고,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임정하, 2004).
또한 괴롭힘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변
인인 정서조절력과 공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
다. ‘정서조절력’이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를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며
적응하는 능력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신이 경험하
고 있는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표
현할 줄 아는 긍정적인 의미로 적응적 정서조
절력에 초점을 맞추었다(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공감’이란 타인의 정서적 상태,
타인의 처지에 대한 관심, 타인의 복지를 향상시
키려는 정서적 반응의 체험이다. 즉, 자신과 타인
이 분리된 개체라는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타
인의 경험과 느낌을 체험하고 수용하는 인지적
과정과 그 때의 정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
는 정서적 과정이다(Davis, 1980).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정
서조절력과 공감의 관계모형을 설정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이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조절력의 관계를 살
펴보면, 어머니가 거부적이고 강압적으로 대할수
록 아동의 정서조절력이 낮게 나타난 반면, 애정
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대할수록 정서조절력이 높
게 나타났다(박서정, 2004). 따라서 긍정적인 어머
니 양육행동은 정서조절력과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어머니 양육행동과 공감의 관계
를 살펴보면, 적절한 부모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
감적 반응을 촉진할 수 있고, 특히 긍정적인 어머
니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감 발달을 예측할 수 있
다(이지연, 곽금주, 2010). 이처럼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은 공감과 정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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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정서조절력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요구된다(김광수, 김해연, 2009). 정서조절력이 높
은 아동들은 공감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한
종순, 2005),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위한 정서조절
력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에 타인
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인 공감이 유
의미하게 향상되었다(손경숙, 2007). 따라서 정서
조절력은 공감과 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정서조
절력이 공감에 선행하는 변인임을 추측하게 한다.
정서조절력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
서조절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정서조절력이 낮은 학생들은 충동성과 자기
중심성이 두드러지고, 쉽게 화를 내며, 복잡한 일
을 싫어하고 위험한 행동을 선호하기 때문에 괴
롭힘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Aresenio &
Lemerise, 2001). 따라서 정서조절력과 괴롭힘 가해
는 부적 상관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공감과 괴
롭힘 가해의 관계를 살펴보면, 공감이 높은 학생
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지만, 공감이 낮은
학생들은 공격적 행동을 많이 보였다(Jolliffe &
Farrington, 2004). 따라서 공감과 괴롭힘 가해 간에
는 부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행연구는 직접적으로 어머
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력과 공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가능성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Alegre와 Benson(2010)이 부모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분석했을 뿐이다. 그 결과, 부모의 적
절한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간 관계
에서 정서지능 중 감정의 명료화만 유의한 매개
효과를 나타냈으며 다른 영역은 부모의 양육행동
과 외현화 문제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했다. 이러
한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
해의 연관성과 그 배후에 있는 기제가 어떤 것인

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머니 양육행동
이 초등학생의 괴롭힘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개입 방
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모형에
서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과 공감이 각각 매개효과를 보이는 동
시에 정서조절력과 공감이 중다매개효과를 보이
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어머니 양육행동이 괴롭힘 가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경로를 제거한 경합모형을 그림 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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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합모형

상담학연구

같이 설정하였다. 경합모형의 설정 근거는 어머니
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 허용․방임, 온정․수
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괴롭힘 가해와
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송경희 외, 2009)에서 어머
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이 괴롭힘 가해 행동
과 유의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결과를 따랐다.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 양육행동이 초등학생의 괴롭
힘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력과
공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
였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G시에 소재한 3개 초등학교
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총 745명이었다. 자
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한 자료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47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
로 69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380명(54.4%), 여학생은 318명(45.6%)이
었고, 학년별로는 5학년은 357명(51.1%), 6학년은
341명(48.9%)이었다.
측정도구

하게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불신 하위척도를 역산
하여 신뢰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산출
된 각 하위척도의 문항내적일관성지수(α)는 신뢰
.86, 가르침 .77, 관심 .77, 존중 .73이었다.
정서조절력
Shields와 Cicchetti(1995)가 부모나 교사 등 아동
과 가까운 성인이 보고하는 도구로 개발한 정서
조절체크리스트(The 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박서정(2004)이 아동 평정용으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정서조절력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며 적응적 정서조절력과
부적응적 정서조절력을 구분해서 측정한다. 이 연
구에서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정서를 인식하고
상황에 적합하게 표현할 줄 아는 긍정적인 의미
의 정서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적응적 정서조절
력 하위척도 8문항만을 활용하였으며,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리커
르트 척도에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정서조절력 잠재변인은 정서조
절력 1, 정서조절력 2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으
며, 각 측정변인의 문항내적일관성지수(α)는 정서
조절력 1 .69, 정서조절력 2 .58이었다.
공감

어머니 양육행동
임정하(2004)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청소년용 한
국적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
도는 불신(12문항), 가르침(9문항), 관심(6문항), 존
중(5문항)의 4개 하위척도 총 32문항으로 이루어
져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르트 척도에서 평정

가 제작한 대인관계 반응성 지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박성희(2010)가
번안한 것을 초등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28문항으로 인지적 공감(14문항)과 정서적
공감(14문항)의 2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
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
커르트 척도에서 표기하도록 실시하였다. 이 연구
에서 산출된 각 하위척도의 문항내적일관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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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지적 공감 .79, 정서적 공감 .81이었다.

(α)

는 신체형 .61, 관계형 .78, 언어형 .71, 사이버
형 .80이었다.
(α)

괴롭힘 가해
Crick과 Grotpeter(1995)가 개발한 자기보고용 아
동의 사회적 행동 척도(Children's Social Behavior
Scale-Self Report, CSBS-S)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
용하였다. 이 척도에서 신체적 공격 2문항, 관계
적 공격 5문항, 언어적 공격 1문항을 사용하였다.
언어적 공격의 하위척도가 1문항밖에 되지 않아
최은숙(2000)이 제작한 집단따돌림 가해 척도에서
언어적 가해 2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2005)의 사이버 괴롭힘 가해 척도 5문
항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괴롭힘 가해는
신체형, 관계형, 언어형, 사이버형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분되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
서 ‘항상 그렇다’(5점)로 채점되는 5점 리커르트
척도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괴롭힘 가해 척도의 4요인 모형이 적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홍
세희, 2001), 적합한 모형을 판단하는 기준인 TLI
와 CFI가 .90보다 높고 RMSEA가 .08보다 작아서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이었다(TLI=.910,
CFI=.928, RMSEA=.071). 그러나 15번 문항(‘나는
인터넷 사이트나 이메일,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
이나 음란물을 다른 아이들에게 보낸 적이 있다.’)
의 표준화 계수가 .361로 낮게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가 적어도 .5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에 부합하
도록 해당 문항을 제거하였다. 수정한 괴롭힘 가
해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재실시한 결과, TLI와 CFI가 .90보다 높고
RMSEA가 .08보다 작아서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이었으며(TLI=.920, CFI=.937, RMSEA=.072),
총 14문항 모두 표준화 계수가 .50이상이었다. 이
렇게 구성된 각 하위척도의 문항내적일관성지수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
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값을 산출
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어머니 양육
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모든 통계치
의 유의도는 p<.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구조방
정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방법이
며,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구성한 잠재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추정하고 그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다(Schumacker &
Lomax, 1996).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은 예언변인과
결과변인 및 매개변인이 두 개 이상의 측정변인
을 포함한 경우에 측정오차를 제거한 상태에서
잠재변인 간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데 유용하다. 모형 적합도를 평
가하기 위해서 χ 값, TLI, CFI, RMSEA를 검토하였
다.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경
험적 자료에 더 부합되는 모형을 선택하기 위하
여 χ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판정
기준은 TLI와 CFI가 .95보다 크고, RMSEA가 .05보
다 작으면 ‘좋은 적합도’, TLI와 CFI가 .90보다 크
고 .95보다 작으며, RMSEA가 .05보다 크고 .08보
다 작으면 ‘괜찮은 적합도’, RMSEA가 .08보다 크
고 .10보다 작으면 ‘보통 적합도’로 간주하였다(홍
세희, 2001). 셋째,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
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과 공감 각각의 매개효
과와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 팬텀모형 상에서 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Rindskopf, 1984). 팬텀모형을 이용하면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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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매개효과 검증 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야 한다(Shrout & Bolger,
2002). 매개효과의 추정값이 95%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는
다면 유의도 .05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도의 절대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대값이 5.0을 초과하지 않아서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었다(Kline, 2005).
관계모형 검증

연구모형과 경합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표 2
에 나타난 것처럼, 두 모형 다 TLI와 CFI가 .90보
다 높고 RMSEA가 .10보다 작았다. 따라서 두 모
연구결과
형 다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χ 값의 차이가 .801로, 자유도의 차이 1일
기술통계값 및 상관계수
때 χ 값의 임계치 3.84보다 작아 그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도를 감안할 때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력, 공감, 괴롭힘 가 간단한 모형인 경합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더
해의 모든 측정변인의 기술통계값 및 상관계수를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되었다. 경합모형에서 각 변
산출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자료는 인 간 경로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2

2

표 1.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력, 공감, 괴롭힘 가해의 기술통계값 및 상관계수(N = 698)
어머니 양육행동
신뢰 가르침 관심

측정 변인
신뢰
가르침
관심
존중
정서조절력 1
정서조절력 2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신체형 가해
관계형 가해
언어형 가해
사이버형가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p<.05.

**

p<.01.

존중

정서조절력

1

2

공감
인지적 정서적

괴롭힘 가해
신체형 관계형 언어형 사이버형

.13**

-

***

.56***

***

***

.65***

-

***

.41***

.38***

***

***

***

.41
.49

***

.20

***

.53
.41

-

-

.23

.45

.44

.38

.60***

-

.20***

.51***

.50***

.42***

.53***

.60***

**

***

***

***

***

***

-

.10

.36

.35

.27

.34

.47

.57***

-

-.26***

-.00

-.06

-.12**

-.09*

-.16***

-.20***

-.09*

***

*

***

**

***

***

*

-.34

-.08

***

-.05

***

*

-.29

***

-.18

**

-.12

***

-.18

***

-.16

***

-.10

**

-.10

**

-.22

***

-.15

***

-.28

***

-.25

***

-.14

-

***

.72***

-

***

.68

-.09

-.15

-.17

-.11

-.17

-.24

-.17

.55

.65***

.63***

-

45.49

33.76

22.41

17.40

13.35

13.32

47.42

47.38

4.23

9.31

6.12

5.65

8.29

5.48

4.63

3.83

2.59

2.66

7.90

7.93

1.63

3.39

2.36

2.47

-.93

-.12

-.46

-.20

.28

.25

.13

-.15

.86

.96

.79

1.97

.77

-.51

-.24

-.34

-.08

-.16

-.11

-.05

.82

1.33

.53

4.3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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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력, 공감, 괴롭힘 가해의 관계모형 적합도
모형
χ
df
p
TLI
연구모형
301.381
48
.000
.909
경합모형
302.182
49
.000
.911
차이
.801
1
2

CFI

RMSEA

.934

.087

.934

.086

표 3. 경합모형에서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력, 공감, 괴롭힘 가해의 관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정서조절력 ← 어머니 양육행동
.320
.033
.667
공감
← 어머니 양육행동
.369
.106
.203
공감
← 정서조절력
2.578
.243
.682
괴롭힘 가해 ← 공감
-.069
.020
-.399
괴롭힘 가해 ← 정서조절력
.062
.073
.094

t
9.581***
3.492***
10.597***
-3.539***
.843

***p<.001.

표 4.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력, 공감, 괴롭힘 가해의 수정된 관계모형 적합도
모형
χ
df
p
TLI
경합모형
302.182
49
.000
.911
최종모형
302.947
50
.000
.913
차이
.765
1
2

경합모형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정서조절력
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667, t=9.581, p<
.001),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공감에 이르는 경로
(표준화계수=.203, t=3.492, p<.001), 정서조절력
에서 공감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682, t=
10.597, p<.001), 공감에서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399, t=-3.539, p<.001)가 유의
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 즉, 정서조절력에서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094, t=
.843, p>.05)를 제외하여 최종모형을 설정하였다.
경합모형과 최종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표 4

CFI

RMSEA

.934

.086

.934

.085

에 나타난 것처럼, 두 모형의 TLI와 CFI가 .90보
다 높고 RMSEA가 .10보다 작았다. 따라서 두 모
형 다 경험적 자료에 부합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χ 값의 차이가 .765로, 자유도의 차이 1일
때 χ 값의 임계치 3.84보다 작아 그 차이가 유의
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형의 간명도를 감안할 때
간단한 모형인 최종모형이 경합모형에 비해 더
적합한 모형으로 판정되었다. 최종적으로 수락된
모형에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표 5에 제시하
였다.
최종 수락된 모형에서,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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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최종모형에서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력, 공감, 괴롭힘 가해의 관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정서조절력 ← 어머니 양육행동
.320
.033
.668
공감
← 어머니 양육행동
.369
.106
.202
공감
← 정서조절력
2.578
.245
.677
괴롭힘 가해 ← 공감
-.054
.008
-.315

t
9.583***
3.465***
10.532***
-7.121***

***p<.001.

서조절력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668, t=9.583,
p<.001),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공감에 이르는 경
로(표준화계수=.202, t=3.465, p<.001), 정서조절력
에서 공감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677, t=
10.532, p<.001), 공감에서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로(표준화계수=-.315, t=-7.121, p<.001)가 유의
하였다. 즉, 어머니 양육행동과 정서조절력, 어머
니 양육행동과 공감, 정서조절력과 공감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과 괴롭힘 가해 간에는 유의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수락된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중다매개효과 분석
최종 수락된 모형에서, 팬텀모형의 Bootstrapping
을 활용하여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6
에 제시하였다. 어머니 양육행동이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로에서 공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추정값=-.020, 95% CI(-.034, -.007), p<.01), 어머니

그림 3.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력, 공감,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 관한 최종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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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괴롭힘 가해에서 Bootstrapping을 활용한 중다매개효과 검증
경로
추정값 표준오차
어머니 양육행동 → 공감 → 괴롭힘 가해
-.020
.007
어머니 양육행동 → 정서조절력 → 공감 → 괴롭힘 가해
-.045
.008

p

95% CI

.002

-.034, -.007

.001

-.063, -.031

양육행동이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로에서 정서 향상시켜 괴롭힘 가해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추정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히지 못
값=-.045, 95% CI(-.063, -.031), p<.01).
했던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를 밝혔
다는 점이 독특하다.
정서조절력은 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논 의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력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실시한 결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 향상되었던 손
로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경숙(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자신에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를 검증하기 대한 적응적 정서조절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
위해 수행되었다. 어머니 양육행동은 정서조절력 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예측과 달
과 공감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 리 정서조절력에서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직접적
서조절력은 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긍정적 어머니 양
그러나 예측과 다르게 어머니 양육행동에서 괴롭 육행동은 정서조절력과 공감을 중다매개하여 괴
힘 가해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간명한 모형을 채 롭힘 가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택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고, 정서조절력에서 괴 경합모형을 수정한 최종모형이 연구모형보다
롭힘 가해에 이르는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 더 적합한 모형으로 수락되었다. 어머니 양육행동
다. 반면, 예측했던 대로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 에서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로는 간명한 모형
힘 가해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와 정서조절 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력과 공감의 중다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도출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대부분의
정서조절력에서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로가 유 선행연구(예, 김연화, 2009; 박서정, 2004; 송경희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외, 2009; 이지연, 곽금주, 2010)에서는 어머니 양
가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은 매개역할을 할 수 육행동을 측정할 때 거부․제재, 허용․방임, 온
없었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수용과 같은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구분하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은 괴롭힘 가해에 직 여,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모
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공감을 통해 간접 두 포함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펴보
적으로 괴롭힘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면,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괴롭힘 가해와 정적 상
있었다. 또한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은 정서조 관(김연화, 2009; 서미정, 김경연, 2004)을 이루지
절력을 증진시키고, 증가된 정서조절력이 공감을 만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괴롭힘 가해와 부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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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황은영, 도현심, 신정희, 2008)을 이루거나 유의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송경희 외, 2009). 따라
서 이 연구는 어머니 양육행동을 신뢰, 가르침,
관심, 존중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측정하였기 때
문에 온정․수용적 어머니 양육행동이 괴롭힘 가
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던 송경희 외
(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정서조절력에서 괴롭힘 가해에 이르는 경
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조절력
이 괴롭힘 가해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친다
는 조유진(2006), Aresenio와 Lemerise(2001), Eisenberg
외(1994)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한편, 최근 정서
적 변인과 괴롭힘에 관한 연구에서 괴롭힘 가해
자와 괴롭힘 피해자 간에 각각 다른 정서적 특성
이 발견되었다(Gini, 2006). 괴롭힘 피해자의 경우
정서조절력이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 사회적․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반
면, 괴롭힘 가해자의 경우 정서조절력이나 사회적
기술의 결핍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몇몇 괴롭
힘 가해자의 경우, 사회적 기술이 매우 뛰어나 또
래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정한
정서를 표현하는 대신에 교묘하게 조절하여 괴롭
힘 가해 행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은 아동이 성장해온
환경적 맥락이기 때문에 적응적인 정서조절력과
공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통해 괴롭힘 가
해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유의한 중다매개효과가 밝혀졌기 때문에
괴롭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감의 향상에
앞서 정서조절력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론에 기초한 이론적 및 실제적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정서조절력과
타인에 대한 공감은 서로 관련되지만 분명히 구
분되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

서조절력이나 공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정서조절력
이 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였고, 또한
정서조절력과 공감을 각각 구분하여 이를 개별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로써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
하였고,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차이를 재확인 시켜
준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둘째, 어머니 양육
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과 공
감이 유의한 중다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
를 확인하였다. 즉,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이
괴롭힘 가해의 발생 빈도를 감소시키려면 정서조
절력과 공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현장에서 괴롭힘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초등학생의 정
서조절력이나 공감의 증진만을 목표로 해서는 효
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대
신, 유의한 중다매개변인으로 밝혀진 정서조절력
과 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동의 증진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환경적 맥락 내에
서 개인적 변인이 괴롭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았다. 이를 부모 상담에 적용해보면, 괴롭힘
가해 학생의 경우, 괴롭힘 가해학생의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어머니 양육행
동의 개선을 통해 정서조절력과 공감이 향상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괴롭힘 가해를 줄
이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
구에서는 임정하(2004)가 개발한 한국적 부모양육
행동 척도를 사용하여 어머니 양육행동을 측정하
였다. 이는 서구의 양육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할 경우, 우리나라 고유
의 부모 양육행동을 측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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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한국적인 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괴롭
힘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
이버 괴롭힘을 추가하여 초등학생들의 괴롭힘 가
해 현상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정보기술 발달의 이면에 숨어있는 인터넷 중독,
사이버 괴롭힘, 정보통신 윤리문제 등과 관련된
역기능의 폐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어머니 양육행동, 정서조절력, 공감에 국한하
였다. 이러한 변인들이 초등학생의 괴롭힘 행동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해석에 주의
가 요망된다. 둘째, 생태학적 맥락에서 가정환경
변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어머니 양육행동을 예
언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적 맥락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아버
지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와 초등학교
고학년의 발달적 특징을 고려하여 아버지 양육행
동,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인 학교생활
등과 관련된 환경적 맥락의 폭을 확대한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 양육행동과 괴롭힘
가해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력과 공감의 매개역할
을 검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 밖에도 괴롭
힘 경험과 관련된 실제적인 대응전략 변인들(예,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를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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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nd Empathy
i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Bully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Yu, Li-Hyang

Shin, Hyeon-Sook

Yum, Si-Cha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nd empathy i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bully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698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through the maternal parenting scale, the emotion regulation scale, the empathy
scale, and the bullying scale. Correlational analyse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es were conducted to
test research hypothes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relational model with
emotion regulation and empathy as mediators, maternal parenting as a predictor and bullying as an outcome
variable, maternal parenting had a positive effect on empathy and emotion regulation, respectively. Emotion
regul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empathy but empathy had a negative effect on bullying. The mediated effect
of empathy was found significant i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bullying. However, the
mediated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was not significant i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bullying. The multiple mediated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nd empathy were significant i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bullying. These findings provide not only more concrete and empirical
explanations on the mechanism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bullying but also a solid
knowledge base for the development of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interventions for bullies in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mothers.
Key words : maternal parenting, emotion regulation, empathy, bullying, multiple mediated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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