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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의 매개효과
홍 상 황* ･ 박 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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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417명을 대상으로 정서
적 학대 경험, 또래괴롭힘 척도, 아동용 거부민감성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거부민감
성의 3가지 하위요소(거부불안, 거부분노 및 거부우울 민감성) 중에서 어느 요인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 거부불안 민감성 만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3가지 변인 간의 상관을 구한 결과 모두 정적 상관이 있었고,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의 정서적 학대는 또래괴롭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거부불안 민
감성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고 그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또래괴롭힘, 거부민감성, 정서적 학대, 악순환고리

Ⅰ

.

서론

아동의 대인관계는 가족에서 시작되지만 연령이 증가하고 사회적 생활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또래
관계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상호작용하는 시간도 점점 증가한다. 따라서 또래관계는 아동의 일상적
생활과 적응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인관계와 성격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다. 아동기에 비슷한 연령의
또래들과의 관계경험은 일종의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사회실제에 대한 이해와 자기이해로까
지 확산되어 자신에 대해 새롭게 지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성영혜 등, 2001). 그리고 아동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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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들과의 관계경험을 통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성
숙한 판단을 하게 되며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 갈등의 해결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능력
이 발달하게 된다(정혜원, 김종미, 홍상황, 2008). 그리고 또래는 사회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평가
의 준거가 되어 아동이 또래집단의 기준에 맞추어 자신의 성격, 능력, 가치를 비교하고 자존감 형성
의 근거로 삼으며 사회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송명자, 1995). 뿐만 아니라 인간발달이란
지속적이고 누적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 또래관계와의 경험과 이를 통해 형성된 성
격과 사회적 능력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대인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또래관계
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또래관계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또래괴롭힘이다. 또래괴롭힘이란 한 개인
이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또래, 작은 집단 또는 전체 학급의 공격에 체계적으로 노출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행동을 말한다(Olweus, 1973). 이는 공격적 행동이거나 의도적인 가해행위이고, 반
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힘의 불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개인 간의 관계이다(Olweus, 1993).
또래괴롭힘은 직접적 괴롭힘과 관계적 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Crick & Bigbee, 1998), 직접적
괴롭힘은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신체적인 공격과 욕을 하거나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별
명을 부르며 조롱하는 등의 언어적 공격을 가하거나 당하는 것을 말하고 관계적 괴롭힘이란 생일
파티나 학급 활동에서 제외시키고 나쁜 소문을 퍼뜨려 친구가 없도록 고립 당하게 하는 등의 관계
에서 따돌림을 통해서 심리적인 괴롭힘을 가하거나 당하는 것을 말한다(김미경, 2006). 또한 Crick과
Grotpeter(1995)는 신체적, 언어적인 직접적인 괴롭힘인 명백한 괴롭힘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괴롭힘도 또래괴롭힘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에서 나타나
는 괴롭힘이란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친구를 사귀어야할 때 또래들이 고의는 아
니지만 또래들이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구적, 정서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괴롭힘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 다음 학년에 올라가거
나 전학을 가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심각한 무력감, 신체화 증상 및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급기야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윤영미,
2007).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기에 또래로부터 수용 받지 못한 경험은 비행, 범죄, 학습부진, 학업중

단, 성인기의 정신병리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아동이 또
래괴롭힘 피해를 당함으로써, 또래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적 행동을 증가키시고, 이러한 아동의 신체
적 공격성은 보복적인 또래피해를 자극하고, 시간흐름에 따라 아동의 내면화 문제를 증가시킬 것이라
고 할 수 있다(Leadbeater & Hoglund, 2009). 또한 사회적으로는 자기표현 능력의 부족, 위축된 행동,
회피적 행동, 엉뚱한 행동 등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이며(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거부당
하는 아동은 불행하고 소외되며 자아존중감이 낮고 학업수행이 저조하다(심희옥, 2000). 이처럼 또래
괴롭힘 및 또래괴롭힘과 관련있는 거부경험은 결국 한 개인의 삶에서 전반적인 안녕뿐만 아니라 사
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가정과 학교는 물론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
고 대처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내고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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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괴롭힘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와의 애착이 좋은 아동과 청소년은 더 온정적이고 갈등이 적은 친구관계를
형성하고(장휘숙, 2008), 부모의 수용적,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
이 되어 또래괴롭힘 경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Perry, Kusel & Perry, 1988). 반면에 집에서 학대받은
아동은 또래에게 다시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Lev-Wiesel & Sternberg, 2012),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거부적이고 제재적일수록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하며(이경님, 2001), 권위적 양육행동도 또래
괴롭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정호, 2000)고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고 제재적일수
록 자녀는 또래집단 속에서 부적절하고 부정적이며 적대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송경희 등, 2009), 냉
정하고 격리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은 학교에서의 또래괴롭힘 현상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기 쉽
다(Eisenbraun, 2007).
아동학대 유형 중 하나인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과 또
래 간 공격성은 별 차이가 없었으나 높은 피공격성을 나타냈다(김현수, 1997). 그리고 문재화(2009)에
따르면 학대유형 중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또래 간 공격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정
서적 학대는 또래관계에서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아동학대가 또래관계의 공격성
에 미치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상이하기는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가 강압적이고 거부적이고, 이것이
더 발전되어 정서적 학대를 당한 아동일수록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높은 위축성을 보이고 피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정서적 학대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거부경험, 정서적 무시, 학대, 조건적 사랑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에
민감하고 쉽게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부민감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킨다(Downey, Khouri &
Feldman, 1997; Downey & Feldman, 1994). 거부민감성이란 의미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부

에 대해 더 불안해하고 거부를 더 잘 지각하고 과잉반응 하는 성격적 또는 인지정서적 성향을 의미
한다. 거부민감성의 핵심은 거부를 예상하면서 느껴지는 불안과 분노이고,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
은 거부를 지각하게 되면 상처, 분노, 자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인지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들은 서구와 달리 거부를 지각할 때 불안, 분노 뿐 아니라 우울
이라는 인지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박지윤, 정영숙, 2008).
거부민감성은 부모가 아동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아동이 거부에 민감해진다는
Bowlby(1980)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Chango 등(2012)에 따르면 정서적 학대는 전형적으로

실제적인 거부를 수반하는 경험이라고 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특히 아동에 대한 무관심과
거부적, 제재적 태도 및 경멸, 무시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학대가 거부민감성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아동은 정서적 욕구 충족을 통해 안정감과 신뢰감이 형성되는
데, 부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수용해주지 못하고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나타냄으로써 아동은
거부에 민감해지고 거부를 더 잘 예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학대경험 중 정서적
학대가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에 많은 영향을 주고(황은수, 성영혜, 2006) 부모와의 불안정 애
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높은 거부민감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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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추론할 수 있다. 즉 심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정서적 학
대라 할 수 있는데, 정서적 학대는 불안정 애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서적 학대와 거부
민감성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의 불편감과 회피를 잘 예언해준다(Downey, Feldman, Ayduk, 2000).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불안과 위축이라는 행동반응을 나타내고(London et al., 2007) 사
회적 위축이나 회피와 관련이 있는 외로움 수준이 높으며(김진선, 2009), 거부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다(손은경, 2011).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동적, 회피적
또는 순종적 행동을 나타낸다(Purdie & Downey, 2000). 이러한 측면을 종합해 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수동적이고 관계를 회피하는 행동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위축성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고(Forcham &
Stevenson-Hinde, 1999), 우울, 불안, 슬픔, 수줍음과 같은 위축된 정서유형은 또래괴롭힘 피해아의

대표적인 특성이다(이경님, 2001; Schwartz et al., 2002). 또한 위축된 행동을 나타내게 될 경우 또래
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지각하게 하여 또래괴롭힘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Troy &
Sroufe, 1987).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이나 회피의 반응을 보이며 그로

인해 또래괴롭힘을 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는데, 거부민감성을
다룬 종단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은 또래괴롭힘 피해를 예언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ey, Lebolt,
Rincon, & Freitas, 1998). 또한 거부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망을 잘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황은수, 성영혜, 2006).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부모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아동이 거부에 민감하고 쉽게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데, 거부불안이 높을 경우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회피되어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고, 거부분노가 발달되면 싸움이나 논쟁과 같은 공격
반응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
또래괴롭힘과 거부민감성 간의 상관에 근거하여 각각 두 변인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있지만, 이러
한 3가지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지를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거부 불안과 분노기대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고(Downey
et al., 1998), 불안기대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가 지각되면 사회적 불안, 위축, 우울과 같은 도망

반응, 분노기대는 논쟁, 공격성과 같은 싸움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London et al., 2007)고 선
행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고, 원판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Downey et al., 1998)는 거부불안과 거
부분노 민감성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형(박지윤, 정영숙, 2008)은 거부상황에
서 나타나는 우울반응을 의미하는 거부우울 민감성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거부 불안, 분노 및 우울
민감성 중에서 어느 하위요인이 또래괴롭힘을 예언해주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근
거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거부 불안, 분노, 우울 민감
성 중에서 어느 하위변인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지 그리고 부모의 정서적 학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에서 거부민
감성이 매개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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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경상남도 소재 초등학교의 5~6학년 아동 505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적 학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괴롭힘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개별 문항에 대해서 이중으로
응답하거나 누락시킨 문항의 수가 각각의 검사지 문항수의 5%이상이거나 한 가지 수준에 고정시켜
반응하는 등 무성의하게 응답한 자료 88부를 제외한 41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학
생은 156명(37.4%), 여학생은 261명(62.6%), 5학년은 156명(남 77, 여 143명), 6학년은 261명(남 79, 여
118명)이었고 전체 대상아동의 평균연령은 12.42(SD=.75)이었다.

2. 측정 도구
정서적 학대 경험

아동학대 경험은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3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김은경(2008)이 기존 연구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문
항은 가정 내에서 부모나 주 양육자에 의해 경험한 학대행위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언어적으
로 학대받는 것을 주로 하는 정서적 학대 7문항(예, 죽고 싶을 만큼 나를 심하게 꾸짖은 적이 있다.)
만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얼마나 자주 그런 경험을 하였는지에 따라 5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적 합치도는 김은
경(2008)의 연구에서 .80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서는 .80이었다.
또래괴롭힘 척도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rick과 Grotpeter(1995)가

개발한 SEQ(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를 임지영(1997)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관계상의 괴롭힘을 측정하는 4문항(예, 나에게 화가 나서 다른 아이들이 나와 놀지 못하도록
따돌린다.), 명백한 괴롭힘(예, 나를 때린다.)을 측정하는 5문항과 친사회적 행동(예, 도움이 필요할
때 아이들이 도와준다.)을 측정하는 5문항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계상의 괴롭힘과 명백한
괴롭힘과는 달리 긍정적으로 진술된 친사회적 행동 요인의 경우는 역채점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부
재 점수를 의미하도록 하여 전체 또래괴롭힘 점수에 포함시켰다.
관계상 괴롭힘은 사회적 관계를 이용하여 또래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의
미하고 명백한 괴롭힘은 의도적인 신체적, 언어적 괴롭힘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친사
회적 행동의 부재는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또는 친구를 사귀
어야 할 때 또래들이 고의는 아니지만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도구적 자원을 제공
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임지영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관계적 괴롭힘이 .80, 명
백한 괴롭힘 요인이 .79,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 401명을 대상으로 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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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각각 .86, .85, .92이었고 전체 14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아동용 거부민감성 질문지

아동의 거부에 대한 반응의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 Downey 등

(1998)이 개발한 아동용 거부민성 질문지(Children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RSQ)를 우

리나라의 문화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부의 의미와 상황에 맞게 수정한 박지윤과 정영숙(2008)의 한국
판 CRSQ를 사용였다. 원판과 한국판 CRSQ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⑴ 원판 CRSQ는 또
래거부와 교사거부와 관련이 있는 상황이 각각 6개이지만 한국판 CRSQ는 또래관련 8가지, 교사관
련 상황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⑵ 원판 CRSQ는 거부불안과 거부분노 민감성의 두 가지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형은 거부상황에서 나타나는 우울반응을 의미하는 거부우울 민감성이 추
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K-CRSQ는 아동이 각각의 12가지 거부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될
때 경험하는 불안, 분노, 우울이라는 3가지 예상정서를 1점(전혀 불안하지 않다, 전혀 화가 안 난다,
전혀 우울하지 않다)에서 6점(아주 많이 불안하다, 아주 많이 화가 난다, 아주 많이 우울하다), 해당
상황에서 거부가 예상되는 정도(거부예상신념)를 1점(전혀 거부당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6점(정말로
정말로 거부당할 것이다)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고, 각 상황별로 4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거부민감성은 거부상황에서 경험하는 예상정서와 거부예상 정도를 곱해서 계산하도
록 되어 있다. 즉 거부민감성에는 거부불안 민감성(거부예상불안×거부예상정도), 거부분노 민감성(거
부예상분노×거부예상정도), 거부우울 민감성(거부예상우울×거부예상정도)의 3가지 유형이 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에서 내적 합치도는 각각 .92, .87, .90이었다.

3. 자료의 처리와 분석
모든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각 변인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를 산출하였고 정서적 학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수집한 자료가 중다회귀 분석모형의 다중공선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를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하고, 2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마
지막으로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Ⅲ

.

연구 결과

거부민감성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은 거부불안, 거부분노, 거부우울 민감성이 있고 또 다시 또래와 교사에 대한 민감성으
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 3가지 민감성이 우울, 공격성과 같은 변인에 미치는 효과는 상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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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거부분노 민감성은 공격적 행동, 불안 민감성은 사회적 불안과 위축을
촉진시킬 수 있다(Downey et al., 1998). 이러한 측면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전에 거부민감성의 3
가지 하위요소 중에서 어느 요인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았다. 공차한계(T)와 분산
팽창인자(VIF)는 각각 1이었고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불안, 거부분노 및
거부우울 민감성 중에서 어느 하위변인이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
(Method=Stepwise) 하였다. 그 결과 거부우울과 거부분노는 제외되고, 거부불안 민감성만이 또래괴

롭힘을 26.2%로 설명하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β=.512 p<.001).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거
부불안 민감성이 증가할수록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1> 거부민감성이 또래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단계

변인

β

t

R2

∆R2

F

T

VIF

1

거부불안 민감성

.512

11.75***

.262

.262

130.06***

1.00

1.00

주 1.

***

p<.001

매개효과 검증
기존의 연구에서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변인인 것으로 일관성있게 밝혀
지고 있어서 정서적 학대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위의 분석결과<표 1>에서 거부불안
민감성만이 또래괴롭힘을 설명하는 유일한 하위영역이었으므로,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과
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이 매개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 및 거부불안
민감성 간의 상호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및 범위는 <표 2>와 같다. 정서적 학대와 거부불안 민감성
(r=.28),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r=.34), 거부불안 민감성과 또래괴롭힘(r=.58) 간에는 모두 유의미

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서적 학대, 거부불안 민감성 및 또래괴롭힘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
정서적 학대

또래괴롭힘
*

정서적 학대

-

거부불안 민감성

.28

주 1.

거부불안 민감성

**

-

**

**

또래괴롭힘

.34

.52

-

평균

10.20

5.88

25.88

표준편차

4.57

3.94

9.22

범위

7~30

1~25.33

9~60

**

p<.01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이 또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그 사이에서 거부불안 민
감성이 매개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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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검토하는 것인데, 다음 단계를 거쳐서 분석하였다. 1단
계의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설명하는 지를 살펴본 후, 2단계에서 독립변인을 종속
변인에 회귀시키고,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미치
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매개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으려면 세 번째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에서 산출
된 값보다 감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정서
적 학대는 매개변인인 거부불안 민감성(β=.279, p<.001)과 종속변인인 또래괴롭힘(β=.337, p<.001)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단계에서 정서적 학대와 거부불안 민감성을 동시에
투입한 결과 두 변인이 또래괴롭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학대가 증
가할수록 거부불안 민감성은 증가하였고(β=.214, p<.001) 거부불안 민감성이 증가할수록 또래들로부
터 괴롭힘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461, p<.001).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거부불안 민감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Zab.=
5.11,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3> 거부불안 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결과

R2

Adjusted
R2

5.79

***

.078

.075

33.57

.337

7.15***

.113

.111

51.10***

.086

.214

4.88

.102

.461

10.53**

.313

.310

88.22***

B

SE B

β

1단계: 정서적 학대→ 거부불안
(독립변인→매개변인)

.234

.040

.279

2단계: 정서적 학대→ 또래괴롭힘
(독립변인→종속변인)

.672

.094

3단계: 정서적 학대→ 또래괴롭힘

.419

거부불안민감성→ 또래괴롭힘
(독립변인, 매개변인→종속변인)

1.07

주 1.

***

t

.279

거부불안
민감성

***

.461

***

정서적 학대

.214

또래괴롭힘

[그림 1] 정서적 학대와 또래롭힘과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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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001

***

F

Ⅳ

.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하거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에 노출된 아동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를 받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예컨대, Eisenbrau, 2007; Lev-Wiesel et al., 2012; 이경님,
2001; 송경희 등, 2009; 정정호, 2000)과 거부민감성은 이후의 또래괴롭힘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인이

라는 연구결과들(예컨대, Downey et al., 1998; 황은수, 성영혜, 2006)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3가지 거부민감성의 하위변인 중에서 어느 변인이 또래괴롭힘을 설명하는
지를 알아보고 둘째,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이 매개하는 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연구 결과와 그 의미 및 제한점을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은 거부단서가 지각되면 거부당하는데 대한 거부불안, 거부분노,
및 거부우울 등의 3가지 하위 민감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또래괴롭힘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거부불안 민감성(26.2%)이었다. 3가지 거부민감성 간에 상관이 .96이상으로 매우 높은데도 불
구하고 거부불안 민감성 만이 또래괴롭힘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부분노 민감성은 공격성, 거부불안
민감성은 사회적 불안과 위축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Downey 등(1998)의 종단적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거부 불안, 분노, 우울 민감성이라는 3가지 하위변인에
따라서 우울, 공격성과 같은 상이한 부적응적 상태를 유발하고, 거부에 불안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억제되어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거부불안 민감성, 또래괴롭힘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모의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거부불안 민감성이 높고,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에서의 정서적 학대와 같은 수용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는 경험은 거부에 민감
하고 쉽게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고(황은수, 성영혜, 2006), 부모로부터
의 거부경험, 정서적 무시, 학대, 조건적 사랑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는 거부에 민감하고 쉽게 거절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부불안 민감성을 형성하고 발달시킨다(Downey et al., 1997; Downey &
Feldman, 1994)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노출, 정서적 무시,

혹독한 양육방식과 같은 선행변인은 거부불안 민감성과 분명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예컨대,
Downey et al., 1997; Downey, Bonica, & Rincoln, 1999a, 1999b)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거부불안 민감성과 또래괴롭힘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고 거부불안 민감성이 또래괴롭힘을
예언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관계적 갈등을 피하
기 위해 자기표현을 억제하고 자신의 독립성을 희생할 수 있고(Purdie et al., 2000; Volz & Kerig,
2010) 대인관계에서 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며, 거절될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수동-회피적으로 대처하고(Purdie et al., 2000), 거부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면 그 결
과 또래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다(황은수, 성영혜 2006)는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 즉 거부
불안 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도 소극적이고,
순종적 행동, 위축된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또래괴롭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도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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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수용적, 애정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어 또래괴롭힘 경험
을 감소시키고(Perry et al., 1988) 집에서 학대받은 아동은 또래에게 다시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Lev-Wiessel & Sternberg, 201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고 제재적일수록 괴롬힘을 더 많
이 경험한다(이경님, 2001)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은 또래괴롭힘에서 가해든 피해든 어떤 방식으로도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공격성과 지배성이 특징적인 거
부아,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높은 충동성과 낮은 사회성이 특징적인 무시아로 분류되고(이주
연, 1996), 정서적 학대는 또래관계에서 위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문재화, 2009)는 연구결과와 연
관지어 볼 때 부모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을 위축하게 만들고 사회성을 낮추게 되어 또래괴롭힘 피
해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 간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감성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가정에서의 학대경험과 같은 선행요인이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 또래괴
롭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거부민감성 모형의 악순환적 고
리의 가정(Romero-Canyas & Downey, 2005; Downey et al., 1998; Romero-Canyas et al., 2010)과
일치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은 정서적 학대와 같은 거부경험이 있더라도 자아탄력성, 사
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인 개인적 자원이 있으면 거부경험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완화될 수 있고
거부민감성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기조절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Romero-Canyas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가 초등학교 상담현장에 지니는 의미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정서적 학대나 무시적인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은 아동이 이후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또래들로부
터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초기 가족관계나 그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또래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아동의 내면적인 피해의
식과 사회 정서적 위축, 우울, 공격성 등과 같은 2차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부
모와의 초기 관계를 파악하고 바람직한 가족관계의 형성에 초점을 둔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의 구안
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상황을 최대한 피
하려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을 맞추는 자기희생적인 관계 패턴을 발전시킨다(Harper, Dickson,
& Welsh, 2006)는 연구결과처럼 거부불안 민감성이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으로 위축(억제)되어 또 다

시 또래들로부터 따돌림과 같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을 당할 수 있다. 그 결과 거부불안 민감성이
더 강화되고 위축(억제)되며 다시 거부불안 민감성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연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
래서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또래의 지지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경
험을 통해서 거부민감성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가정에서의 정서적 학대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를 거부불안 민감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므로 거부불안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에서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환경
이라면 또래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학생 개인에게 거부불안 민감성을 낮추는 프로그램이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여 또래괴롭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개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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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거나 이미 과거경험이 거부불안 민감성을 발달시켰고, 그 결과 위축(억제)되어 또래 관계의 문
제가 발생한다면 거부불안 민감성에 대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부불안
민감성을 낮츨 수 있는 프로그램 구안이나 주위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교사,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학대에 의해 파생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거부불안
민감성이 발생시키는 요인(특히 또래괴롭힘)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학대에서 거
부민감성이 발달되고 그 결과 또래괴롭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거부민감성의 악순
환적 고리 가정에 일치하는 결과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추후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또래괴롭힘은 부모의 정서적 학대처럼 거부민감성을 발달시키는 선행요
인으로 작용하거나 정서적 학대와 상호작용하여 거부민감성을 더 증가키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
고, 둘째,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거부민감성이 발달되지 않을 수 있고(기질에 따라 다
를 수 있고) 발달된 거부민감성의 수준에 따라 또래로부터의 괴롭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 또한 다
를 수 있다. 즉 정서적 학대가 거부민감성의 저, 고 수준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후 연구에서는 싸움반응과 같은 공격성 변인을 하나 더 추가하여 부모의 정서적 학대를 독
립변인으로 하고 또래괴롭힘 피해와 공격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거부불안과 거부분노의 중재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과의 관계에서 거부
불안과 사회적 위축(억제)가 이중매개하는 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정서적으로 학대받고 그 결과 거부불안 민감성을 형성한 아동은 관계적 괴롭힘, 명백한 괴
롭힘 및 친사회적 행동의 부재라는 또래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3가
지 또래괴롭힘 피해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또래괴롭힘 척도에 포함된 친
사회적 행동의 부재를 정서적 자원의 제공이 없다고 해서 또래괴롭힘의 종류로 포함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
문에 <표 2>의 평균과 표준편차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 척도의 평균점
수가 높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 정서적 학대와 또래괴롭힘을 심하게 경험하는 임상집단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보다 더 많은 아동을 표집하여 두
점수가 높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담이나 임상장면에 정서적 학대로 인해 의뢰되는 아동의
자료를 수집하여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두 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불안 민
감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변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예컨대, 거부민감성이 높은 아동은 사회적 불안과 위축이라는 행동반응(London et al., 2007)을
나타내고 낮은 자존감과 자기가치감(Ayduk et al., 2000)을 나타내며, 실제로 위축된 아동들은 또래
괴롭힘의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3가지 하위 민감성 간의 상관이 .96~.97로 높은
데도 거부불안 민감성만이 또래괴롭힘을 예언하는 변인이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보면 거부에 따른
불안과 관련이 깊은 자존감, 사회적 위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또 다른 변인이 중재
또는 매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을 추가하여 확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섯째, 본
연구목적인 또래괴롭힘 피해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거부불안 민감성을 낮추는 것을 언급하였는
데 거부불안 민감성을 낮추는 교사, 또래의 지지 제공과 프로그램 구안을 통한 또래괴롭힘에의 영향

69

을 연구문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정서적 학대
와 또래괴롭힘은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또래괴롭힘 자체가 거부민감성을
유발시키는 선행변인이거나 부모의 정서적 학대와 상호작용하여 거부민감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이나 1년 간격을 두어 종단연구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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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Victimization by Peers
Sang-Hwang Hong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ye-Jeong Park (Teacher, Sunhak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al abuse and Victimization by peers. For this research, Child Abuse
Experience, the Korean Social Experience Questionnaire(K-SEQ), the Korean Children's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K-CRSQ) were administered to 417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 in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Gyeongsangnam-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emotional
abuse and rejection sensitivit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Emotional abuse and victimization
by peers also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 rejection sensitivity and victimization by
peer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ird, while attempting to understand the effect
that emotional abuse has on victimization by peers, rejection sensitivity is considered as a
parameter to cause a link between emotional abuse and victimization by peers. Thus, victimization
by peers is directly influenced by emotional abuse at the same time as rejection sensitivity
operates indirectly in terms of influence.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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