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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mediating effects of narcissism between perceived

popularity and aggression in adolescence. The subjec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were 783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in Busan.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popularity and narcissism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effects of perceived popularity on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was perfectly mediated by narcissism. Athletic and fighting abilities were

more important for boys' perceived popularity, but active involvement in social activity and

appearance were more important for girls' perceived popularity. It was further observed that having a

good sense of humour w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perceived popularity, irrespective of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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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또래와의 관

계가 중요시되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원과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사회성을 발달시키고 성숙한 인간관

계를 형성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

년기의 또래관계 형성 및 또래집단 내에서 인기

도에 대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왔다(김윤경ㆍ이옥경, 2001; 도금혜ㆍ최보

가, 2002; 문은영ㆍ윤진, 1994; 이미화ㆍ조증열,

2003; 황혜정, 2002; Coie & Dodge, 1983; Coie,

Dodge, & Coppotelli, 1982).

전통적으로 인기도에 대한 연구는 ‘사회측정

적 인기도’(sociometric popularity)에 집중되어

왔다(Cillessen & Rose, 2005). 이것은 집단 내 한

개인에 대한 구성원들의 선호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측정 결과 개인은 인기 있는, 보통의,

무시된, 거부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집단 중 하

나의 범주에 분류되기도 하고(최유경, 1999;

Crick & Grotpeter, 1995), 각각 표준화된 점수를

부여받기도 한다(도금혜, 2007; 심희옥, 2008).

그런데 최근 Parkhurst와 Hopmeyer(1998)가

사회측정적 인기아와 청소년들이 실제로 지각하

는 인기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

께 ‘지각된 인기도’(perceived popularity)라는 개

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대

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차별화된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지각된 인기도란 또래

집단 내에서 두드러지고 유명하며 우위를 차지

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Lease, Kennedy,

& Axelrod, 2002), 사회측정적 인기도가 선호의

지표라면 지각된 인기도는 사회적 평판과 영향

력의 지표이다(Cillessen & Mayeux, 2004). 또한

같은 학년 또는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또래 및

‘가장 인기 없는’ 또래를 직접 지명하여 평가된다

는 점에서(Cillessen & Mayeux, 2004; LaFontana

& Cillessen, 2002; Rose, Sweden, & Waller,

2004),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측정방식을 달리하

고 있다.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 간의 상

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Parkhurst와 Hopmeyer

(1998)의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구성

개념은 어느 정도 중첩되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

니다. 즉, 사회측정적 인기 청소년이 반드시 인

기 있는 무리의 구성원은 아니며, 지각된 인기

청소년이 반드시 선호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

다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 간의 개

념적 차별화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두 인기도

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의 상충되는

결과이다. 부적응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공격성

과 사회측정적 인기도 간에는 부적인 관련성이

나타나는 반면, 지각된 인기도는 공격성과 정적

인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et al.,

2002).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아직 소수에 불과

하지만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

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금혜․최보가와 이지민

(2005, 2006)은 중․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고, 지각된 인기도에

따라 공격성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한 도금혜(2007)는 중․고등학교 1, 2학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기 없는 친구로 지명될수

록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낮다고 보고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또래관계에서 높은

인기도가 과연 전통적인 통념처럼 적응의 지표

로서 이해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일부 학자들(Cillessen & Rose, 2005; Ros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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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4)은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밀접

한 관계가 자기 중요성, 특권의식, 과시와 우월

성과 같은 요인들의 개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Rose 외(2004)는 지각된 인기 청소

년들이 또래집단에서의 자신의 중요성에 집중하

게 되면서,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느껴 특

권의식을 가질지도 모르며, 또한 이들이 획득된

인기를 유지하고 과시하기 위해 타인과 선택적

으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Cillessen과 Rose(2005)도 지각된 인기 청소년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겁주

거나 단념시키기 위해 외현적 또는 관계적 공격

성을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러한 행동

은 인기 청소년이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

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관점은 자

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특권의식, 과

시와 우월성과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는 ‘자기

애’(narcissism)와 지각된 인기도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해 준다. 만일 지각된 인기 청소

년이 사회적 감시자가 없는 유일무이한 지위

에 있다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여

겨지나 경험적 연구로 보고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밀접한 관계가 여

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다. 서수균

과 권석만(2002)은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신

체적 및 언어적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

였다. 이세연(2007)의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애와 공격성 간의

정적 관련성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

들(도금혜 외, 2005, 2006; Cillessen & Mayeux,

2004;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et al.,

2002)은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상관관

계나 시간적 순서에만 집중하였고, 지각된 인기

도의 증가가 공격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은 부

족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인기

도가 높아질수록 자기애가 증가하고, 증가된 자

기애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지 살펴봄으로써 지

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

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국

내의 연구가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지각된 인

기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인기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김

외열, 1989; 심미옥, 1996; Adler, Kless, & Adler,

1992; LaFontana & Cillessen, 2002; Vaillancourt

& Hymel, 2006)이 성별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

른 청소년의 인기 이유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기 이유를 탐색

하고 지각된 인기도가 증대됨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하게 되는 기제로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청소년기 또래 관계에서 형성되는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이해 및 지각된 인기 청소

년의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애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기 이유는

어떠한가?

Ⅲ.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아동기에서 청년기로의 전

환 과정에 있는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



4 아동학회지 제31권 4호, 2010

- 114 -

변 인 구 분 빈 도(%)

성 별
남학생

여학생

409(52.2)

374(47.8)

학 년
1학년

2학년

385(49.2)

398(50.8)

부모의 직업

무직, 전업주부

임시고용ㆍ단순노무직

생산ㆍ기능직

판매ㆍ서비스직

자영업

사무직

관리직

전문직

기 타

안 계심

무응답

부

14( 1.8)

40( 5.1)

164(20.9)

36( 4.6)

138(17.6)

182(23.2)

68( 8.7)

87(11.1)

15( 1.9)

29( 3.7)

10( 1.3)

모

276(35.2)

18( 2.3)

58( 7.4)

81(10.3)

134(17.1)

93(11.9)

10( 1.3)

74( 9.5)

14( 1.8)

20( 2.6)

5( 0.6)

부모의 연령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안 계심

무응답

부

60( 7.7)

615(78.5)

77( 9.8)

29( 3.7)

2( 0.3)

모

215(27.4)

528(67.4)

17( 2.2)

20( 2.6)

3( 0.4)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 = 783)

교 1, 2학년 남․여 청소년이다. 연구대상 표집

을 위해 부산광역시 3개구에 소재한 2개의 남자

중학교와 2개의 여자 중학교를 유의표집 방법으

로 추출한 후 1, 2학년 26학급을 무작위로 추출

하였다. 수집된 877부 중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94부를 제외한 783부만을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은 <표 1>과 같다.

2.측정도구

1)지각된 인기도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를 측정하기 위해

Cillessen과 Mayeux(2004)의 척도를 번안․수정

하여 ‘반에서 인기 있는 친구’와 ‘반에서 인기 없

는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원

척도는 전체 학년 학생의 명단을 제시한 후 무제

한 지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학급 위주로 운영되는 한국 중학교의 현실과

조사의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명단을 제시하지

않고 반 단위로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조사가 반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반

에서 획득한 ‘인기 있는 지명’ 득표수와 ‘인기 없

는 지명’ 득표수 각각은 학급 단위로 표준점수화

(Z점수화)되었다. 지각된 인기도는 이렇게 산출

된 인기 지명점수에서 비인기 지명점수를 뺀 후

다시 표준점수화된 것을 사용하였다(Cillessen &

Mayeux, 2004).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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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기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인기 이유

청소년의 인기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

구자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한 12개의

항목(예：“웃기다, 재미있다, 개그를 잘한다”,

“활발하다, 활기차다, 적극적이다, 명랑하다”)들

을 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인기아로 지명한

각 청소년들의 인기 이유 번호를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3)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영경

(2008)이 번안한 Marsee, Kimonis와 Frick(2004)

의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부

분적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의 보다

나은 이해와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 주어를 포함

시키고 일부 단어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예：“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를

“나는 다른 아이들을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로

수정).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외현적 공격

성 20문항(예：“나는 어떤 아이에게 화가 나면,

그 아이를 다치게 한다.”)과 관계적 공격성 20문

항(예：“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아이

에 대한 안 좋은 소문과 거짓말을 퍼뜨린다.”)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확실히 그렇다’의 4가지 응답

범주를 가진 Likert식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 응

답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기 위해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 범

주를 5개로 조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0∼160점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공격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현적 공격성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값은 .93, 관계적 공격성의 신뢰도 계

수 Cronbach α값은 .94이었다.

4)자기애

청소년의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해 Raskin과

Terry(1988)의 자기애적 성격 검사(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NPI)를 본 연구자가 박사

과정 이상의 전문가 2인과 함께 번안하고 수정

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자기애적인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

용으로 구성된 두 문장을 나란히 제시하고 둘 중

의 하나를 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의 보다 정교한 측

정과 척도 간 응답 범주의 일관성을 위해 자기애

적 성향을 측정하는 진술문만을 이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5

개의 범주를 가진 Likert식 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1개 문항(‘겸손

한 모습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을 제거한

후 39문항을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점수 범위

는 0∼15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애적 성

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값은 .95이었다.

3.자료수집 절차

1)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청소년의 인기 이유 문항을 구성

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조사에서 개방형 척도

를 구성할 경우 응답이 지나치게 다양화되어 분

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예비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문항들을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표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부산광역시에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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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개 남자 중학교와 1개 여자 중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각 학교에서 1, 2학년 1학급씩 총 4학

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선정된 표본수는

142명이었으나 회수된 질문지는 138부(회수율

97%)였고, 모두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질문지

의 배부 및 회수는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2

일 사이에 응답 목적 및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

은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기 이유를 구성하기 위해 응답자에게 인기

있는 친구를 3명 지명하도록 한 뒤, 이들의 인기

이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방형으로 자유롭

게 기술하도록 했다. 이후 본 연구자가 응답자들

의 반응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한 가

지 특성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 표현을 선정한

뒤 박사과정 이상의 전문가 2인과 상의하여 최

종 12개의 항목을 구성하였다.

2)본조사

본조사는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월 2

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 3

개구에 소재한 4개 중학교의 1, 2학년 남․여학

생이다. 본 연구자가 학년부장 교사의 양해를 얻

어 아침 자습시간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응

답목적 및 요령을 전달받은 담당교사가 수업시

간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6개 학급에서 회수

된 질문지는 877부(회수율 98%)였으며, 이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질문지 94부를 제외한 783

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4.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들은 SPSSWIN 14.0 통계 프로

그램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일

반적 특징인 성별, 학년, 부모의 직업 및 연령 등

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계

수를 산출하였다.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

해서 우선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

계 매개효과검증절차에 따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기 이

유를 알아보기 위해 이분형 다중응답분석 후 교

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결과분석

1.청소년의지각된인기도와공격성간의관계

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

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독립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변

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지각

된 인기도와 자기애 및 외현적․관계적 공격성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각된 인

기도가 높을수록 자기애가 높아지고(r = .34, p

< .001),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

향이 있었다(r = .12, p < .001; r = .13, p < .001).

그리고 자기애가 높을수록 외현적 및 관계적 공

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3, p <

.001; r = .22, p < .001).

각 변인들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의 두 하위유

형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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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외현적 공격성

관계적 공격성

.34***

.12***

.13***

.23***

.22*** .83***

***p < .001.

<표 2>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계수 (N = 783)

보았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

한 절차에 따라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의 견해에 따라 독립변

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세 가지 회

귀방정식이 평가되어야 한다. 첫째는 매개변인

을 독립변인에 회귀시키는 방정식이고, 둘째는

종속변인을 독립변인에 회귀시키는 방정식이며,

셋째는 종속변인을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에

회귀시키는 방정식이다.

이들 회귀방정식으로 매개변인의 효과를 확정

짓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회귀방정

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두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야 하며,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회귀방정

식에서 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통제 이후 독

립변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완전매개

모형이 되고, 감소하는 것으로만 나타난다면 부

분매개모형이 된다.

이상의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의 두 하위유

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기애가 완전

매개자 역할을 하는지, 부분 매개자 역할을 하

는지 살펴보았다.

1)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과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단계

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매개변인인 자기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β = .34, p < .001). 그리고 2

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

가 종속변인인 외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

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β = .12, p < .001). 마

지막으로 3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매개변인인 자

기애가 종속변인인 외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β = .21,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

애를 통제한 후에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종속변인인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β = .05, n.s.). 그러므

로 자기애는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

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각

된 인기도, 자기애 및 외현적 공격성의 완전매개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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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1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34*** .12 .103.79***

2 지각된 인기도 외현적 공격성 .12*** .02 .12.25***

3
자기애

지각된 인기도
외현적 공격성

.21***

.05
.05 .22.31***

***p < .001.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외현적 공격성

.34*** .21***

.05(n.s.)

<그림 1>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완전매개모형

<표 3> 지각된 인기도와 외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인 종속변인 β R2 F

1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34*** .12 103.79***

2 지각된 인기도 관계적 공격성 .13*** .02 12.70***

3
자기애

지각된 인기도
관계적 공격성

.20***

.06
.05 20.37***

***p < .001.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관계적 공격성

.34*** .20***

.06(n.s.)

<그림 2>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완전매개모형

<표 4>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2)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

이어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

의 관계에 대한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살펴 본 결

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단계

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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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이유

전체 남학생 여학생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빈도
(%)

순위

웃기다, 재미있다, 개그를 잘한다

활발하다, 활기차다, 적극적이다, 명랑하다

공부를 잘한다, 똑똑하다, 특정 과목을 잘한다

예쁘다, 잘생겼다, 귀엽다, 어떤 대상(연예인 등)을 닮았다

친절하다, 도와준다, 빌려준다, 고민을 들어준다

운동(축구, 농구 등)을 잘한다

리더십이 있다, 임원(반장 등)역할을 잘한다

성실하다, 맡은 일을 열심히 한다

싸움을 잘한다

재능(노래, 춤, 그림, 사진, 요리, 게임 등)이 있다

돈을 잘 쓴다, 맛있는 것을 잘 사준다

기타(위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864(21.9)

684(17.3)

464(11.7)

439(11.1)

324( 8.2)

319( 8.1)

294( 7.4)

165( 4.2)

161( 4.1)

144( 3.6)

58( 1.5)

35( 0.9)

1

2

3

4

5

6

7

8

9

10

11

12

414(10.5)

237( 6.0)

239( 6.0)

145( 3.7)

132( 3.3)

272( 6.9)

121( 3.1)

76( 1.9)

140( 3.5)

49( 1.2)

37( 0.9)

17( 0.4)

1

4

3

5

7

2

8

9

6

10

11

12

450(11.4)

447(11.3)

225( 5.7)

294( 7.4)

192( 4.9)

47( 1.2)

173( 4.4)

89( 2.3)

21( 0.5)

95( 2.4)

21( 0.5)

18( 0.5)

1

2

4

3

5

9

6

8

10

7

10

12

전체 3951(100.0) 1879(47.6) 2072(52.4)

주：이분형 다중응답방식으로 처리한 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음.

%의 계산은 총 응답 빈도인 반응수(남 = 1879, 여 = 2072)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 5> 청소년의 인기 이유

매개변인인 자기애를 유의미하게 예측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β = .34, p < .001). 또한 2단

계의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β = .13, p < .001). 마지막

으로, 3단계의 회귀모형에서 매개변인인 자기애

가 종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을 유의미하게 예

측하였고(β = .20, p < .001), 매개변인인 자기애

를 통제한 후에 독립변인인 지각된 인기도가 종

속변인인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

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β = .06, n.s.). 그러므로

자기애는 지각된 인기도와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이상의 매개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및 관계적 공격성의 완전매개모

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애는 지각된

인기도가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

라,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완

전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즉, 지각된 인기도

는 공격성의 두 하위요인에 대해 직접적 영향이

아닌 간접적 영향만을 미친다.

2.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기 이유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인기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이분형 다중응답방식으로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에 제시된 바를 살펴보면, 성별에 관계

없이 인기 이유의 1순위는 ‘웃기다, 재미있다, 개

그를 잘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남 = 10.5%, 여

= 11.4%). 그러나 나머지 요인들에 있어서는 성

별에 따라 순위가 다소 달랐으며, 몇 몇 영역에

서는 남ㆍ여 간의 차이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활발하다, 활기차다,

적극적이다, 명랑하다’가 여학생들의 응답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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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1순위에 버금가는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남학생

들 사이에서는 4순위에 해당하였다(남 = 6.0%,

여 = 11.3%). 또한 ‘예쁘다, 잘생겼다, 귀엽다, 어

떤 대상(연예인 등)을 닮았다’는 여학생들에게는

7.4%를 차지하여 3순위의 인기요인이었으나, 남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보다 낮은 3.7%를 차지하

였다. ‘운동(축구, 농구 등)을 잘한다’ 항목은 남

학생들에게는 6.9%를 차지하여 인기 요인의 2순

위였지만, 여학생들에게는 1.2%의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싸움을 잘한다’ 항목 역시 남학생

들 사이에서는 3.5%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여

학생들에게는 0.5%를 차지하였을 뿐이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각된 인기도의 증가에 따

른 공격성 증가의 기제로서 자기애의 매개효과

를 밝힘으로써 또래관계에서 형성되는 지각된

인기도에 대한 이해 및 지각된 인기 청소년의 부

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었다.

중학교 1, 2학년 남․여 청소년 783명을 대상

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연구문제에 따라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및 중다 회귀분석, 다중

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 자기애, 외현

적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변

인 간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자기애가 높아지고,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애가 높아

질수록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가 외현적 및 관

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애의 매

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완전매개효과가 검증되었

다. 즉, 지각된 인기도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은

자기애에 의해 매개되어서 간접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기 이유를 살펴

본 결과, 남학생은 운동능력과 싸움실력이라는

이유를 든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면, 여학생

은 활발성과 외모라는 이유를 든 비율이 남학생

보다 높았다. 유머 요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에는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도금

혜, 2007; 도금혜 외, 2005, 2006; Cillessen &

Mayeux, 2004; LaFontana & Cillessen, 2002;

Rose et al., 2004)에서 일관되게 밝혀진 결과들

과 일치한다. 이러한 관계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

계적 공격성 모두에 대해서 나타나, 인기도 증가

에 따른 공격성의 증가는 외현적 공격성 뿐만 아

니라 관계적 공격성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지각된 인기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지각된 인기아가

또래들 사이에서 우세함을 과시하고 자신의 사

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Cillessen &

Rose, 2005). 또한 또래 집단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부적응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자기애와 공격성 간, 인기도와 자기

애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자기애 성향과 공격행동의 정적인

관련성은 선행연구들(박정민, 1998; 서수균ㆍ권

석만, 2002; 이세연, 2007; 장유진, 2007)에서 일

관되게 보고된 바와 같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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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웠던 지각된 인기도

와 자기애 간의 정적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증명

하였다. 이는 높은 인기를 얻게 될수록 자기 자

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 자기 과시, 특

권의식과 대인관계에서의 착취성, 우월성, 허영

성, 그리고 칭찬과 주목에 대한 끊임없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인데, 청년 초기에 나타나는 개인적

우화와 같은 자아중심성에 기인된 현상으로 해

석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기도와 자기애

간의 관계가 청년 초기 이후 및 성인기에도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져

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은 자기애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즉, 지각된 인기도는 공격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를 통

해서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지각된 인

기도가 높아질수록 자기애 성향이 높아지며, 강

화된 자기애는 공격성의 증가로 이어진다. 기존

의 연구들(도금혜, 2007; 도금혜 외, 2005, 2006;

Cillessen & Mayeux, 2004; LaFontana & Cillessen,

2002; Lease et al., 2002)은 사회측정적 인기도와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집중하여,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

성의 여러 하위유형 간의 상관관계나 이 둘의 시

간적 순서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을 뿐, 그 발생

기제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그리하여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결론지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자

기애의 완전 매개효과는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

성 간의 관계가 자기애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것

을 보여줌으로써 지각된 인기도가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은 간접적인 영향일 뿐이라는 것을 밝

혀주었다. 이로써 지각된 인기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의 자신의 중요성에 집중하게 되면서

특권의식을 가질지도 모르며(Rose et al., 2004),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자를 겁주

거나 단념시키기 위해 공격성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낼지도 모른다(Cillessen &

Rose, 2005)는 일부 연구자들의 논의 또한 타당

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증명되었다.

또한 자기애가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을 관

련짓는 결정적 메커니즘이라는 이러한 결과는

자기애가 강화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인기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막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기 청소년들에게 인기는 환

경과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며, 자신의

높은 사회적 위치가 공격적 행동을 정당화시키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기 이유

를 살펴본 결과 다른 항목들에서는 비율상 큰 차

이가 없었지만, 남학생 또래집단에서는 운동과

싸움을 잘하는 것이, 여학생 또래집단에서는 활

발하고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인기에 보다 중요

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

적 특성 중 여학생은 외모를 더 중요시하고 남학

생은 운동능력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김외열, 1989; Adler,

Kless, & Adler, 1992; Vaillancourt & Hymel,

2006)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발달상 청소

년들이 신체와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이

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다(Perkins & Lerner,

1995)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남자는

신체의 기능적 측면에, 여자는 신체의 미적 측면

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

도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

에 여학생의 인기 요인으로서 ‘활발성’이 ‘외모’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점

차 양성화되어 가는 성역할 정체감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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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별에 관계없이 유머가 인기도를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유머를 인기도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

중의 하나로만 인식하고(Vaillancourt & Hymel,

2006), 이 둘의 독자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

했던 연구자들에게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

해준다. 최근 들어 청소년의 유머감각 및 스타일

이 리더십 기술 및 대인관계기술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명선ㆍ최태산ㆍ안재

영, 2007a, 2007b)를 비롯해서 유머에 대한 연구

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앞으로

의 인기도 연구에서 유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초기에 높은 지각된 인기도는 높

은 자기애 및 높은 공격성과 관련된다. 둘째, 청

소년의 지각된 인기도는 공격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각된 인기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기애가 강화되면서 공격성의 증가로 이어진

다. 따라서 지각된 인기 청소년들의 자기애에 대

한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인기의 이유로서 남

자 청소년들은 운동능력과 싸움실력이 보다 중

요하지만, 여자 청소년들은 활발성과 외모가 더

중요하다. 성별에 관계없이 유머가 지각된 인기

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지각된 인기도와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애의 완전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지각된 인

기도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관계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

변인인 자기애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이로써 잠

재적으로 부적응의 위험에 있는 지각된 인기 청

소년들을 위한 중재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

공하였다. 둘째, 지각된 인기 청소년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의 지각

된 인기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추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가 특정 지역에 한

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할 것이 요구

된다. 둘째, 공격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 자기보

고식에 한정하지 않고 또래 보고, 교사 보고 등

다차원적인 측정방식을 사용하면 개인의 공격성

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셋

째, 연구의 결과가 횡단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

로 본 연구의 명확성은 종단적 자료에 의해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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