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담 학 연 구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

2013, Vol. 14, No. 2, 12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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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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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성 경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피해수준과 우울, 불안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
동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 모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선
행연구에 기초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이 우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동시에 두 변인
의 관계를 소극/회피적 대처, 공격적 대처행동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또한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이 불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를 소극
/회피적 대처, 공격적 대처행동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두 연
구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을 최종 구조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
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3개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배부
한 총 600개의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68명을 제외한 532명을 최
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우
울 관계를 유의미하게 부분적으로 매개하였으나, 공격적 대처행동은 두 변인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수준이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해 정적인 관계만 가질 뿐, 공격적 대처
행동이 우울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둘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
처행동은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불안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또래 괴롭힘, 대처 행동, 대처행동, 우울, 불안.

본 원고는 이선미(2012)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한 것임.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선미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

E-mail: gddi@naver.com

- 1209 -

상담학연구

최근 들어 학교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에게 많
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학교 폭력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또래 괴롭힘(왕따)을
들 수 있는데, 또래 괴롭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극단적인 방법
으로 자살을 선택한다. 또래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
속적으로 부정적 행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Olweus, 1987). 초등학교 4학년생 2721
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추적 조
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종단연구 분석 결
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때 따돌림을 받은 학생들
은 중학교에 진학하며 피해에서 벗어나더라도 계
속 정신적 상처가 낫지 않고 우울과 자살충동에
시달린다고 나타났다(강유미, 2011).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을 보면, 이들은 더 불안하
고 불안정하며, 조심스럽고 민감하며 조용하고 다
른 학생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보통 울거나 스
스로 위축되는 반응을 보인다. 이와 같은 특성으
로 인해서 또래 괴롭힘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한
후에도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태연한 척하거나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고 내성적이며 소극적인 행
동을 보인다. 하지만 괴롭힘 행동은 피해자로 하
여금 분노를 일으켜 보복성 있는 공격적인 행
동을 취할 수도 있게 만든다(Ando, Asakura &
Simons-Morron, 2005).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았
을 때, 또래 괴롭힘 피해학생이 단순히 소극적이
고 위축된 반응을 보이는 것만이 아닌 공격적인
행동도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시기의 또래 괴롭힘은 피해학생들로 하
여금 성인기에 우울과 불안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서적 부적응들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다(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이 때문에 또래에 의
한 괴롭힘 피해에서 나타나는 우울과 불안의 양
상을 보는 것은 중요하며, 아동기의 치료적 도움

을 제공하기 위해, 또래 괴롭힘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며 다양하게 연구되어질 필
요가 있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으로 유발되는 심리적 부적응 가운데
일반적이면서도 강한 관련성을 갖는 것이 우울
증상인 것으로 밝혀졌다(김예성, 김광혁, 2008;
Hawker & Boulton, 2000). 스웨덴과 노르웨이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또래폭력 피해가 우울과 청년기의 자살시도를 예
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Olweus, 1993). 또한 학령
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를
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자 집단은 정상 집단의 학
생들에 비해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춘재,
곽금주, 2000). 손정우 외(2000)의 연구에서도 또래
괴롭힘 집단 혹은 왕따 집단이 일반 청소년 집단
에 비해 우울, 불안, 편집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안 중에서도 하위요인으로 볼
수 있는 사회불안 및 사회성과 아동기 경험과 관
련된 여러 가지 구인과의 관계에 관한 여러 연구
들은 또래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하는 아동의
경우 고독감이나 사회적 불만족이 높고, 사회적
유능감은 낮다고 보고하였다(Gilmartin, 1987). 이러
한 사회 불안은 사회 관계 내에서 우울, 불쾌, 두
려움 불안 등을 느끼게 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
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든
다(최보가, 임지영, 1999). 이는 성공적인 또래 상
호작용을 방해하고, 사회적 고립이나 공공연한 또
래 거부를 일으킬 수 있다(Slee, 1994). 또한 사회
적 불안으로 인해 또래와 같이 어울리는 것이 어
려워져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부적절한
대인관계를 맺는 패턴이 만성화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성인기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
성이 높다.
이와 같이 앞선 연구들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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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부정적인 감정 간의 단순한 상관연구가
대부분인 가운데, 통합적인 관계를 통해 대처행동
이 중요함을 시사한 국내 연구가 있다. 문혜신
(2001)의 연구를 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를 겪는
아동들이 우정관계 및 사회적 자기개념을 매개로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고, 이예진(2008)의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을 당
하는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전략의 유형
에 따라 외로움의 강도가 조절될 수 있다고 보고
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원만한 우정을 위해 또
래 갈등관계에서 사용되는 대처 행동이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청소년의 대처 행동은 또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학업 성적, 부모와의 갈등,
또래와의 갈등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고 적응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이예진, 2008). 이때 스트레
스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 하면 건강한 적
응할 수 있지만 실패하게 되면 심리적․정서적으
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사회관
계가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을 때
또래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느냐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적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은
매우 중요하다.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에서 사용
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Hunter와 Boyle(2004)는 만성적인 또래 괴롭
힘 피해 아동이(9-14세) 피해 받지 않은 아동보다
회피적 전략을 더 자주 사용하며 이러한 전략은
부족한 사회적, 감정적 결과를 수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학교 거
부와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등의 소극적이
고 회피적인 대응책을 많이 사용하였다. 특히, 간

접적 공격자(예: 소문을 퍼뜨리는 것)로 부터의
피해자는 폭력과 같은 대립적인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친구들에게서 멀어지거나 공격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전략들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형태로
피해 받은 아동은 사회적 지위나 사회적 관계에
서 목표물이 되어지는데(Murray-Close, Ostrov &
Crick, 2007), 이는 연속적으로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Waasdorp & Bradshaw, 2011). 한선녀(2006)
의 연구에서도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한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학교 거부와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등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응방법을 많이 사용했다.
이와는 달리 모든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이 소
극적이며 비주장적, 위축적인 반응을 갖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중에서도 과활동적이고 공격성이
높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며, 부
정적인 감정 상태와 행동을 쉽게 드러내는 경향
이 있다(Olweus, 1994). 이들은 공격을 받는 경우
불안한 반응과 공격적인 반응을 연합하여 나타내
며, 집중에 곤란을 겪으며, 그들 주변을 짜증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든다.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자
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의 공격적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또래 집단에
서 싫어하는 피해 특성과 공격성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는 점에서 소극적 반응의 피해자보다 또
래로부터 더욱 배척받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원, 1999). 박경숙, 손희권과 손혜정(1998)의 연
구를 보면, 피해 아동 중 일부의 아동은 맞서 싸
운다는 대응을 보였고, 피해 아동이 많이 사용하
는 대처행동은 수동적인 전략이지만 그 다음으로
는 자기 주장적 전략과 공격적 전략이었다(Sharp,
1996). 따라서 피해자의 이러한 특성을 보면, 또래
괴롭힘 관계에서 이들은 소극적 대처 뿐 아니라
공격적인 대처 행동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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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대처는 스트레스 원과 정신건
강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대처방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사건을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로 남고
대처에 실패하게 되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
가 찾아온다고 하며 대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oos & Billings, 1982). 따라서 스트레스 자체
보다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이 개인적 정서
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의 스트레스 대처와 우울 간의 관계에 대
한 초기 연구를 보면, 김정희(1987)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 세트 및 대
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부정적인 인지 세트와 소극적인 대처가 우울의
선행조건이 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정미내
(1992)는 우울과 스트레스 대처 변인 간 상관관계
에서 스트레스 대처요인 중 적극적 대처인 문제
지향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 대처는 우울에 부
적인 영향을, 소극적 대처인 소망적 사고 대처,
정서 완화적 대처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정희(1995)는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우울,
불안, 신체화의 세 변인들과의 관계 연구에서 우
울에 타협과 기분 전환이라는 소극적 대처 방식
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타협이나
기분 전환의 소극적 대처방식은 우울, 불안, 신체
화 등의 적응 지표들과 정적인 관계를 보여서 스
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편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불안의 관련성을 살
펴보면, 최영민(1995)은 지각된 스트레스가 대처행
동에 따라 불안과 우울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즉 문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지각

을 감소시키며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정서 완화적 대처는 스트레스 지각과
불안, 우울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나타내었다(이정
원, 2008). 박진아(2001)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과
같은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는 소극․회피적 대
처행동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많이 나타났다. 즉 정서
완화적 대처를 사용하는 사람보다 문제해결 대처,
사회지지 추구 대처를 사용한 경우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낮춰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선희
와 하은혜(2009)는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중
에서 소극/회피적 대처능력, 공격적 대처능력, 적
극적 대처능력 순으로 사회불안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친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하위
요인 중 소극/회피적 대처능력과 공격적 대처능력
은 사회불안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소극/회피적 대처능력과 공격적 대처능력을 사용
할수록 사회불안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주
며, 내면화 및 회피적 전략의 사용이 부정적 정서
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대처행동에 따라 부
정적 정서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부정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함을
나타낸다. 특히 소극적/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은 부정적 정서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또래 관계 생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기에 두 가지 대처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의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또래 괴롭
힘 피해, 우울, 불안, 대처행동, 각 변인들 간의
관계만 연구되어 있을 뿐,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
과 우울, 불안 관계에서 대처행동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통합적으로 검증해 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또래 괴
롭힘 피해 수준이 우울, 불안의 각각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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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연구 모형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 또래 괴롭힘 참여 유형 척도
를 소극/회피 대처 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이 부 또래 괴롭힘 참여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분 매개할 것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모 Salmivalli et al.(1996)이 사용한 참여자 유형 질문
형은 각각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
지(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 PRQ)를 바탕으로
서미정(2008)이 개발한 32문항의 자기보고식 척도
를 사용하였다. 서미정(2008)은 원척도에 피해 집
방 법
단에 해당하는 문항을 추가하고, 강화자와 조력자
를 동조자라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음으로써 가해
연구 참여자
자, 피해자, 가해 행동에 대한 적극적 강화 역할
을 하는 가해 동조자, 암묵적 강화자인 방관자,
본 연구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3개 강화 차단 기능을 하는 방어자라는 다섯 개의 하
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위영역으로 자기보고식 도구를 제작하였다.
였다.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각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
반 담임선생님께 나눠드리고, 1주일 동안 맡겨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피해자 척도는 총 7문항
져 각 반의 자유로운 시간에 응답하게 한 후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다(1)’에
회수되었다. 배부된 총 600개의 설문지 중 불성 서 ‘11회 이상(5)’까지 5점 Likert 형식의 척도로
실하게 응답하거나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68명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해 경험의 점수가 높을
을 제외한 532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수록 피해경험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
였다.
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미정(2008)의 연구에서 피해 집단 척도의 내
측정도구
적 합치도 값은 .7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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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척도의 내적 합치도 값 .72였다.
스트레스 대처 행동척도
민하영과 유안진(1998)이 개발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척도를 박진아
(2001)가 개정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다. 민하영과
유안진(1998)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는 아동이
일상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행동을 측정하며
적극적, 소극적, 회피적,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박진
아(2001)는 원척도를 바탕으로 공격적 대처행동과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의 문항을 추가하고 총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의 4개의
하위영역은 적극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행동,
공격적 대처행동,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5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별 채점은 4점 평정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
로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로 평가하였다.
박진아(2001)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보고한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
는 Cranbach's a .81이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적극적 대처행동 .87. 소극적/회피적 대처
행동 .64, 공격적 대처행동 .85,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78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행동 척도의 전체 신
뢰도 계수는 .76 이었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적극적 대처행동 .82, 소극적/회피적 대처
행동 .59, 공격적 대처행동 .82,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 행동 .68 로 나타났다. 소극적/회피적 대처행
동에서 문항 총점 상관을 통해 문항내적일관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18번 문항을 제거한 후 다
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α계수는 .59로 나타났으
며, 이후에는 모두 18번 문항을 제거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동 우울 척도
조사대상자의 우울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ovacs와 Beck(1977)이 제작한 ‘아동용 우울 척도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우리나라 실정
에 맞게 번안한 아동 우울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8-13세의
아동에게 적용 가능하다.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우울의 심한 정도를 보고하게 하는 자기보고형으
로서, 우울, 염세적 경향, 실패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마다 3개의 서술문이 있으며 Likert 식 3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한 것이다.
한국형 CD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2, 반분
신뢰도는 .71, 내적 합치도는 .88로 보고된바 있다
(정은주, 2000) 본 연구에서의 우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값은 .88 이었다.
아동 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RCMAS(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를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
다. RCMAS는 다양한 불안과 관련된 증후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
다. 총 37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예’는 1점, ‘아
니오’는 0점으로 채점되며 2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불안한 아동임을 나
타낸다.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아 불안의 측
정 연구에서 RCMAS는 2주 간격으로 시행된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79, 반분 신뢰도 계수 .86으로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나타내었다(최진숙, 조수철,
1990). 본 연구에서는 불안 척도의 내적 합치도
값은 .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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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더불어, 구성된 연구모형의 적
합도 평가 및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을 위해 AMOS 18.0을 사용해 구조방정식 모형검
증을 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우울, 불안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매개효과를 갖는 유의확률을 검증하고자 Sobel 검
증을 실시했다. 매개효과의 유의확률을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bootstrap 방법과 Sobel 검증이 있는데,
매개 변인이 두 개 이상일 경우 AMOS 프로그램
에서 bootstrap 절차를 사용하면 전체 매개효과와
유의도만 제시할 뿐 개별간접경로 및 유의도 검
증결과를 제시하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서영석,
2010). 따라서 서영석(2010)의 제안에 따라 Sobel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Sobel 검증에서는 Z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은 경우 변인 간의
개별경로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앞서
표 1. 측정변인들에대한기술통계량
또래괴롭힘
스트레스
대처행동
우울
불안

피해경험
적극적
소극/회피적
공격적
사회지지추구적

연구의 기초자료로써 피해경험과 적극적 대처행
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 행동, 사
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 우울, 불안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산출했으며, 척도별
점수범위와 함께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들
의 정규 분포성 가정 충족 여부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기술통계량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의 크기를 판단하였다.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크
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크면 정규성에 위배
되는 것으로 본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왜도의 경우 가장 큰
절대값은 1.56로 2보다 작았으며, 첨도의 절대값
은 가장 큰 경우 2.74로 7보다 작게 나타나 정규
분포성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측정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표 1과 같다.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 분석을 보면, 피해 경험
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이루었다(r=.256, r=
.311, p<.01). 또한 우울과 불안에서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r=.391, r=.414, p<.01).
스트레스 대처전략과의 상관계수를 보면, 적극
적 대처행동은 사회지지 추구적 대처행동관계에
서 유의미한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평균

표준편차

왜도

(N=532)
첨도

1.57

.66

1.56

2.74

2.74

.73

-.68

.93

1.96

.58

.27

.59

1.89

.68

.36

-.39

2.04

.66

.15

.66

.40

.29

.84

-.02

.38

.21

.54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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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주요 측정변인들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피해경험
피해경험
적극
소극/회피
공격
사회
우울
불안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행동
소극/회피 공격적 사회지지 추구

(N=532)
우울

불안

1
-.055

1

.256**

.226**

1

.311**

-.081

.182**

1

-.050

.464**

.185**

-.006

1

.391**

-.230**

.381**

.277**

-.221**

1

.414**

-.219**

.357**

.330**

-.230**

.7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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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울 및 불안과의 상관계수
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230, r=-219,
p<.01).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우울, 불안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정적 상관계수가 산출되었다
(r=.381, r=.357, p<.01). 공격적 대처행동은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계가
발견되었다(r=.277, r=330, p<.01). 사회 지지 추구
적 대처행동에서는 우울 및 불안 모두와 유의
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221, r=-230, p<.01). 마지막으로 우울은 불안
과의 관계에서 매우 높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
계가 나타났다(r=.789, p<.01). 주요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r=464, p<.01).

측정 모형 검증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CFI(=.95), TLI(=.94)가 지수가 .9
이상으로 충족하였고, RMSEA값이 .05(90%신뢰구
간=.04∼.06)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적합도 지수
에서 측정모형이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 모
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한 후에 각 잠재변수
에 대한 단일차원성과 신뢰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배병렬, 2002), 이를 평가하기 위해 측정모델에서
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요인부하량은
피해수준이 .39∼.73,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30
∼.78, 공격적 대처행동 .65∼.72, 우울 .81~.84 ,
불안 .88∼.90 으로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
하였다. 따라서 측정변인을 통해 다섯 개의 이론
적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
다.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성개념과 잠재 변인이
측정변인에 의해 적합하게 측정되었는지 확인하 구조모형검증
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우울과 관계에서 또
TLI, RMSEA를 함께 살펴보았다. CFI, TLI의 경우
래 괴롭힘 피해 수준이 우울에 직접적인 설명력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다(Hu &
을 갖는 동시에 소극/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이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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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측정 모형

(***p<.001)

표 3. 또래 괴롭힘 피해와 우울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와 공격적 대처의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N=532)
Chi-Square test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



df



TLI

CFI

400.638

147

.000

.910

.922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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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구간)

.057
(.05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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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할 것임을 가정한 첫 번째 연구모형에 대해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TLI는 .910
CFI는 .922, RMSEA .057로 좋은 적합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이 연구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
택했다. 검증 결과를 표 3에 제시했다.
연구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한 후, 최종 선
택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는 ‘피해수준→소극/회피적 대처행
동’, ‘피해수준→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우울’이다. 또한 p<.05 수준에서 ‘피
해 수준→우울’ 경로는 유의하였으나, ‘공격적
대처 → 우울’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피해 수준은 소극/회피적 대처 행동, 우울에 대
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우울에 대해, 피해수
준은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해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최종 구조모형의 모수 추정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형 내 각 변
인들의 관계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매개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해야 한다.
둘째, 예측변인과 매개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해야
한다. 셋째,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인의 관계가 유의미해
야 한다. 넷째, 매개변인이 모형에 포함된 단계에
서 기존에는 영향을 주었던 예측변인과 준거변인
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영향력
이 유의미하게 줄어들어야 한다(서영석, 2010). 본
연구의 변인 간 관계에서는 공격적 대처에서 우
울로 향하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았다(p>.05).
따라서 공격적 대처의 매개효과는 제외한 후 피
해수준이 우울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5와 같다.

표 4. 또래 괴롭힘 피해와 우울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와 공격적 대처의 최종구조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피해수준
피해수준
소극적 대처
공격적 대처
피해 수준

Estimate
경로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 소극/회피적 대처
.423
.487
.051
→ 공격적 대처
.296
.389
.043
→
우울
.243
.683
.027
→
우울
.032
.078
.018
→
우울
.036
.118
.018

t

값



8.225

***

6.946

***

9.005

***

1.736

.083

1.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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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또래괴롭힘 피해와 우울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의 최종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경로
간접효과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피해수준
→ 소극/회피적 대처 →
우울
.333
*p<.05, **p<.01, ***p<.001 , 매개효과 중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경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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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결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또래 괴롭
힘 피해 수준과 우울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로 유
의하게 나타나,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은 소극/회
피적 대처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을 높인다
고 할 수 있다. 피해 수준에서 우울로 가는 경로
가 유의미한 것을 고려하면, 피해 수준과 우울과
의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가 부분매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불안과 관
계에서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이 우울에 직접적
인 설명력을 갖는 동시에 소극/회피적, 공격적 대
처행동이 매개할 것임을 가정한 두 번째 연구모
형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TLI .922, CFI .933, RMSEA .056으로 좋은 적합도
를 보이고 있어 이 연구 모형을 최종 구조 모형
으로 선택하였고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연구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한 후, 최종 선
택된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을 검증한 결과,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는 ‘피해수준 → 소극/회
피적 대처행동’, ‘피해수준 →공격적 대처행동’,
‘소극/회피적 대처행동→불안’, ‘공격적 대처 →
불안’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p<.01 수준에
서 ‘피해수준 → 불안’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피해 수준은 소극/회피적 대처 행동, 불안에
대해,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은 불안에 대해, 피해
수준은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해, 공격적 대처행동
은 불안에 대해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자세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변인 간 관계는 앞서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최종 구조모형
에서 변인 간 개별 경로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N=532)

표 6. 또래 괴롭힘 피해와 불안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와 공격적대처의 연구모형 적합도지수
Chi-Square test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



df



TLI

CFI

390.982

147

.000

.922

.933

RMSEA
(90%

신뢰구간)

.056
(.04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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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또래 괴롭힘 피해와 불안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와 공격적 대처의 최종구조모형의 모수추정 결과
경로
피해수준
→ 소극/회피적 대처
피해수준
→
공격적 대처
소극/회피적 대처 →
불안
공격적 대처
→
불안
피해 수준
→
불안

비표준화 표준화 표준오차
Estimate

t

값



.42

.49

.052

8.19

***

.30

.39

.043

6.94

***

.17

.58

.020

8.26

***

.05

.16

.014

3.60

***

.04

.15

.014

2.57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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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또래 괴롭힘 피해와 불안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 공격적 대처의 최종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경로
간접효과 Sobel Test( )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피해수준
→ 소극/회피적 대처 →
불안
.284
***
피해수준
→
공격적 대처
→
불안
.063
***
*p<.05, **p<.01, ***p<.001

검증 결과,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또래 괴롭
힘 피해 수준과 불안 관계를 매개하는 경로로 유
의하게 나타나,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은 소극/회
피적 대처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불안을 높인다
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격적 대처행동을 통
해 피해 수준과 불안 관계에서 매개하는 경로 또
한 유의미하였다. 즉, 피해수준은 공격적 대처를
통해 간접적으로 불안을 높이다고 해석할 수 있
다. 피해 수준에서 불안의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
로 볼 때, 피해 수준과 불안 관계에서 소극/회피
적 대처, 공격적 대처행동이 부분매개가 되는 것
으로 보인다.

논의 및 제언

대처행동이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
과, 두 연구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
모형을 최종 구조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소극/회피적 대처
행동은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우울 관계를 유
의미하게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 또한 또래 괴롭
힘 피해 수준,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우울 변인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최보가, 임지영, 1999)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이
우울, 외로움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준
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또래 괴롭힘
이 부모와의 관계, 부부 갈등 보다 청소년의 우울
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
는(김진아, 이형실, 2011)결과를 볼 때, 아동․청소
년기의 원만하지 못한 또래 관계가 부정적 정서
에 높이는 데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이 우울로 가는
경로계수 보다 소극/회피적 대처 행동을 매개로
하여 우울로 가는 경로계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이 소극/회피적 대처행
동을 매개로 할 때 우울을 더 높인 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는 회피적 대처가 포함 되는 정서적 대
처가 더 심한 심리적 증후와 연결된다는 것과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우울, 불
안 변인간의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
격적 대처 행동을 매개로 하는 구조 모형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분석 하였다. 먼저,
첫 번째 연구모형은 기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이 우울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동시에 두 변인의 관계를 소극/회
피적 대처, 공격적 대처행동이 매개할 것으로 가 (Compas et al., 1988; Folkman et al, 1986; Holahan
정하였다. 두 번째 연구모형은 또래 괴롭힘 피해 & Moos, 1990) 만성적인 또래 괴롭힘을 겪는 아동
수준이 불안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동 들이 회피식 전략을 사용하여 부정적 정서를 경
시에 두 변인의 관계를 소극/회피적 대처, 공격적 험하는 연구결과를 보면 쉽게 이해된다(Hun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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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 아동은 소극/회피적 대처
행동을 통해 또래에게서 멀어지고 점점 고립되어
져 가면서 친사회적인 사회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는 기회를 잃어버려 또래 괴롭힘 피해에 더 노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소극적/회피적 대처행동과는 달리 공격적
대처행동은 또래 괴롭힘 피해수준과 우울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또래 괴롭힘 피해수준이 공격적
대처행동에 대해 정적인 관계만 가질 뿐, 공격적
대처행동이 우울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의미한 관
계를 가지지 않았다.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이 공
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한다는 것은 피해 아동이
또래 집단이 싫어하는 피해 특성과 공격성을 동
시에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지원, 1999)를 지
지하지만, 공격적 대처행동이 우울을 높인다는(박
정민, 2006)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는 피해
아동이 혼자서 울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
이 아니라 공격성을 표출하며 반항적 모습을 보
임으로 인하여(이예진, 2008)주변에서 자신을 얕잡
아 보이지 않게 상황을 만드는 것이 우울을 높이
지 않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
이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불안의 관계를 유의
미하게 부분적으로 매개하였고, 각 변인 모두 정
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즉, 소극/회피적 대처행동,
공격적 대처행동을 매개로 할 때 불안이 더 높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극/회피적 대처행
동, 공격적 대처 행동을 많이 사용할 수록 불안을
높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으며(윤
정민, 2007), 공격적 대처 행동이 사회불안에 유의
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이와 맥
을 같이 한다(이선희, 하은혜, 2009)
종합해보면, 또래 괴롭힘 피해와 우울 관계에
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이 매개를 보인다는 것과
Boyle, 2004).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이 불안
관계에서 매개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래 괴롭힘
피해 아동이 자주 사용하는 두 가지의 대처행동
은 또래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관
계로부터 고립되게 만들어 부정적 정서로 빠지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기
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사용하
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지배
적이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격적 대처행동이 또
래 괴롭힘 피해와 불안관계에서만 매개 효과를
보였다. 우울과는 다르게 신체적 긴장과 과도한
각성이 불안에만 나타나는 특유한 증상임을 생각
해 볼 때, 피해 아동의 신체적인 공격과 주변 친
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행위인 공격적 대처 행동은 신체적인 증상을 동
반한 긴장감이나 초조함, 불안감으로 이어졌을 가
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또래 괴롭힘 피
해를 대상으로 하여 우울과 불안을 부정적 정서
로써 같은 한 범주로 놓을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
로 구분함으로써, 앞으로 그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 따른 제언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우울, 불안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
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전까지의 연구는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만 연구되었을 뿐 통합적으
로 검증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래 괴롭힘 피해
자가 사용하는 대처행동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에
영향에 미치는 것에 주목하여 또래 관계에서 사
용하는 피해자의 대처행동의 방향에 개입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공격
적 대처행동이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불안관
계에서만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
아동이 또래 친구와 직면했을 때 공격적인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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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인해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주목
하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 간의 긍정적
인 상호작용을 위해 사회적 기술을 향상할 수 있
는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하
나의 부정적 정서로 설정하여 연구가 되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분리하여
모형을 설정하였고 그 결과, 피해 수준과 우울의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 행동만이, 불안 관계
에서는 소극/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이 매개 역
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격
적 대처행동이 피해 수준과 불안의 관계에서만
매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는 또래 괴롭힘 피
해 아동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에 따라 각기 다
른 개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제안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자기
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 보고 방식은 주
관적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
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부모 보고, 또래 보고 등과 같은 다각적인 차
원에서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소극/회피적 척도가 신뢰도가 낮은 편이기 때
문에, 앞으로 소극/회피적 척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면 아동․청소
년기 때 겪은 또래 괴롭힘은 성인기의 사회적․
심리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종단 연구를 통하
여 피해경험 이후에 장기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정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공격적 대처 행동
은 또래 괴롭힘 피해 수준과 불안관계에서 매개
효과를 보일 뿐, 우울관계에서는 매개효과를 보이
지 않았다. 이로 보아, 우울과 불안 사이에는 각

기 다른 정서적 특징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울과 불안을 하나의 부정적 정서로 포
함시킬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정서적 특징의 차이
를 좀 더 세분화 하여 연구를 실시한다면 피해
아동을 더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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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on/Anxiety:
Meditating Effects of Passive/Evasive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Lee, Sun-Mi

Yoo, Sung-Kyu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s of passive/evasive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on the
link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and anxiety using a structural equations modeling (SEM)
approach. Data were gathered from 600 children in 5th and 6th grade in 3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Responses(n=532) from the Participant Role Questionnaire(PRQ), Stress Coping Behaviors,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and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assive/evasive coping behavior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passive/evasive coping behavior
partially account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Second, passive/evasive coping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both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nxiety.
The finding demonstrated that passive/evasive coping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partially accounted for the
links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anxie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scertained (a)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assive/evasive coping behavior on the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on, (b) the mediating effects of
passive/evasive coping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on the peer victimization and anxiety. Employing
appropriate coping behaviors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help sooth the negative emotions produced from peer
victimizatio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counseling intervention for peer victimization
counseling were discussed.
Key words : peer victimization, coping behavior, depression, 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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