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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school bullying)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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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llying at school results in a variety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Even after victims reach adulthood,

these issues do not resolve and can have detrimental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on body appreciation in adulthood. Considerations include multi-mediating ef-
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nd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A research model compri-
sed of six hypotheses was derived applying the A (adversity)-B (belief)-C (consequence) theory. A survey with
583 South Korean women in their twenties to forties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Confirmatory factor analy-
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mediation analysis were applied, and all hypotheses were accepte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body appreciation in adulthood. Additionally, phys-
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nd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mediated this causal relationship. Also, 
the mediating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
ization and body appreciation was the greatest among the three mediating effect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bullying victimization at school continues into adulthood, which hurts body appreciation of adulthood. The fin-
dings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rapy programs for school bullying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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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Olweus, 1994, 2011; Smi-
th & Brain,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은 외상으로 진단될 만큼의 강한 후유증을 남기고, 피
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트라우마를 

형성한다(Oh & Shim, 2019; Seo et al., 2015). 실제로, 학
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학생들은 우울감, 자아 존

중감의 저하, 부정적인 자아 인식,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Oh & Shim, 2019; Ol-
weus, 1993; Park, 2017). 특히, 이러한 트라우마에 시달

리는 피해자는 자신의 매력적이지 못한 신체가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라 자책하여,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

로 수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경우가 많다(Duarte et al., 2017). 여기서 더 큰 문제

는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에서 벗어난다 해도 이러한 

트라우마가 해소되지 않으며,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성인기까지 장시간 지속된다는 것이다(Blashill & Wil-
helm, 2014; Mamun et al., 2007; Turner et al., 2013).
지금까지 상담 심리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교에서

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겪고 있는 심리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Oh & Shim, 2019; Park, 2017; 
Seo et al., 2015). 이들 연구들은 피해자가 겪고 있는 부

정적 자아 인식의 개선이나 원만하지 못한 사회적 관

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피해자들의 부정

적 신체 인식을 완화하고 신체 수용(body appreciation)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

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신체에 대한 인식을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는 의류학에서도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 인식과 관

련된 문제들을 충분히 연구하지는 못하였다. 의류학

에서 시행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관련 연구 가운

데, Yoh(2017)는 중학생의 집단 따돌림 현상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매력적이지 못한 신체적 특성이 

집단 따돌림의 원인임을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 인식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학교에서 겪은 집단 따돌림 피해

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Ellis(1990, 1991)의 ABC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ABC 이론에서 ABC는 각각 트라

우마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A: adversity), 선행 사건으

로 인해 촉진되는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신념(B: be-
lief),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결과(C: con-
sequence)를 의미하며, 이들은 서로 순차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다시 말해,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건이 유

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사건 그 자체의 영향을 받기

도 하지만, 사건에 의해 강화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

(belief system)의 영향을 받아 증폭되기도 한다(David 
et al., 2010; Ellis & MacLaren, 2005). 본 연구는 학교에

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선행 사건으로 보고,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를 선행 

사건으로 인해 유발된 부정적 결과로 설정하였다. 또
한,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신체적 매력 비교(phy-
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

정(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이 부정적 신념 

체계로 설정되었으며, 이들 신념 체계가 사건과 결과

를 매개하는 다중 매개 모형이 연구 모형으로 개발되

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러한 영향력을 매개하는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신체 인식을 주요 연

구 분야로 삼는 의류학계에 새로운 연구주제를 제시

하고 관련 연구가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

림 피해 경험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부정적 신체 

인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

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 선행연구분석과가설설정

1. ABC 이론

Ellis(1991)의 ABC 이론은 트라우마의 치료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지 행

동 치료에 적용되어 왔다. ABC 이론은 트라우마를 형

성하는 사건이 부정적 신념을 통해 부정적 결과를 유

발한다고 주장한다(Ellis, 1991). 다시 말해, 트라우마

를 형성하는 사건은 부정적 결과를 증폭시키는 비합

리적 신념 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신념 체계는 정서

적 · 태도적 · 행동적 측면의 부정적 결과를 더욱 증폭

시킨다(Ellis, 1991). 여기서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란, 논
리적으로 모순되고, 현실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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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성취에 방해가 되고, 부적절한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적 체계를 의미한다(David et al., 2010; 
Ellis, 1990, 1991; Ellis & MacLaren, 2005).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비하적인 사고를 하기 쉬운

데, 이러한 경향은 본인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Park et al., 2007). 따라서, 
ABC 이론은 부정적 결과를 강화하는 비합리적 신념

의 완화를 통해 부정적 결과를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Ellis 1991).
관련 선행연구들은 ABC 이론이 사회의 여러 분야에

서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

다. 예컨대,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한 집단을 대상으

로 한 상담 치료 연구(Jung & Lee, 2008)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 치료 연구

(Park et al., 2007)에서, ABC 이론은 연구 모형의 개념

적 틀로 활용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문제적 사건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가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기반으로 강화되며, 이러한 신념은 ABC 이론을 기초

로 개발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큰 학창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강력한 트라우마가 형성

되며, 이는 곧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이어져 다양한 측

면의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Duarte et al., 2017; Hu et 
al., 2009; Takizawa et al., 2014; Yoh, 2017). 특히, 학교

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신체 만족의 저하라

는 부정적 결과를 유발하는데(Duarte et al., 2017), ABC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부정적 결과는 집단 따

돌림으로 인해 형성된 신체와 관련된 부정적 신념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학창 시절에 집단 따돌림

을 당한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비합리적인 신념과 이

러한 신념을 통해 강화된 부정적 결과를 ABC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ABC 이론을 기반으로 학교에서의 집

단 따돌림 피해 경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기반으

로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비합리적인 신념, 이러한 신

념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 간의 관련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사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의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한 명 또는 다수의 또래들

로부터 고의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공격적 

행동을 의미한다(Olweus, 1994). 집단 따돌림에는 상처

를 주는 말이나 놀림, 악담같은 언어적 괴롭힘, 고의적

으로 상대방을 따돌리거나 배제하는 관계적 괴롭힘, 
때리거나 꼬집고 발로 차는 등의 신체적 괴롭힘이 포괄

적으로 포함된다(Olweus, 2011; Smith & Brain, 2000).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이 사

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도 활

성화되기 시작하였다(Jang & Seong, 2007; Kim, 2004; 
Park et al., 1998).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관련 연구가 

시행된 초기 단계인 2000년대에 시행된 연구들에 의

하면,  서울시 청소년의 46.7%, 강원도 춘천시 청소년의 

56.3%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Hu et al., 2009). 최근 연구 결과의 경우, 서
울시 교육청이 2020년에 초 · 중 · 고등학생 47만 2,281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28.5%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SMOE], 2021). 이러한 수치는 2019년의 응답치인 23.4% 
대비 5%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

림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과제임을 반증한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우리 사회에서 20년 

이상 장기화된 사회적 문제이다.
초 ·중 ·고등학교를 아우르는 학창 시절은 또래 집단

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전체 

생애 주기 중 가장 큰 시기이다(Brown & Larson, 2009). 
이 시기의 학생들은 또래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준을 배우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사회

적 인정을 경험한다(Brown & Larson, 2009). 반면에, 이
들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어 또래 집단과의 원활

한 관계 형성에 실패하게 되면(Oh & Shim, 2019; Park, 
2017), 학교 생활의 기피, 학업 성취의 저하와 같은 학업 

관련 문제와 더불어 대인 기피와 같은 사회적 관계 형성

의 어려움도 함께 경험하게 된다(Lee & Chung, 2013; 
Strøm et al., 2013). 또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가 

따돌림의 원인을 본인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우, 피해자

는 자아 존중감의 저하, 우울감 증대와 같은 부정적 자

아 인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Hu et al., 2009; Yoh, 
2017). 나아가, 이와 같은 부정적 자아 인식은 심한 경

우 자살 생각에 이르게 되고, 실제로 자살을 실행에 옮

기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Lee & Chu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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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의 부정적 결과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치유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된다(Takizawa et al., 2014).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은 대인 관계에서 필

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놓쳐 성인이 된 후

에도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Oh & Shim, 2019; 
Park, 2017), 이러한 사회적 부적응은 성인기의 자아 

존중감 저하, 불안과 우울의 증대를 야기한다(Olweus, 
1993). 50여년에 걸친 추적 조사(cohort study)를 시행

한 Takizawa et al.(2014)은 학창 시절에 경험한 집단 따

돌림 피해의 후유증은 40여년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

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

한 후유증의 완화를 위해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도 

정기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학교

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낮

은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대인 관계를 맺기 어렵고 집단 따돌림의 후유

증을 안고 살아가게 될 확률이 크다(Oh & Shim, 2019; 
Park, 2017; Takizawa et al., 2014). 그러나, 학창 시절의 

집단 따돌림 피해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책이나 피

해자들을 위한 대응 방안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Yun & Lee, 2007). 특히,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

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가 경험하는 

여러 부작용 중에서도 신체 수용의 저하는 성인기가 

되어서도 치유되기 어려운 대표적 후유증 중 하나이

다. 다른 생애 주기에 비해 학창 시절에는 몸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래들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경향

이 강하며, 신체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Blashill & Wil-
helm, 2014; Kim, 2020; Tiggemann & Pickering, 1996). 
이 시기의 신체 수용과 만족은 건강한 자아 인식, 원활

한 또래 관계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ggemann, 1992). 더불어, 신체 만족도가 높은 청소

년은 학업 성취, 교우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행사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높은 학교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 Kim, 2010; Kim, 2020). 이러

한 시기에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게 되면, 피해자는 자

신의 신체가 집단 따돌림의 원인이라고 자책하여 자

신의 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된다(Duarte et al., 
2017).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학창 시절에 형성된 신체

에 대한 왜곡된 인식, 열등감, 불만족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긴 시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Blashill & Wilhelm, 2014; Mamun et al., 2007). 이처

럼, 학창 시절에 경험한 집단 따돌림의 피해 경험이 신

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이러한 영향력이 

성인기까지 장시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대

한 인식을 연구하는 의류학 분야에서 관련된 연구는 

충분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ABC 이
론을 기반으로, 학창 시절에 경험한 집단 따돌림을 부

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선행 사건으로, 성인기까지 이

어지는 신체 수용의 저하를 선행 사건의 부정적 결과

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부정적 신념: 신체적 매력 비교

신체적 매력 비교는 Festinger(1954)에 의해 제시

된 사회 비교 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토대를 

둔 개념이다. 사회 비교 이론은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

이 동일한 사회의 구성원인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

신의 능력(ability)을 평가한다고 주장한다(Festinger, 
1954). 특히, 이러한 능력이 사회적 인정과 성공을 위

해 필수적이고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할 때, 사회적 비

교의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Gerber et al., 2018; Rad-
loff, 1966).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과 성공을 위해 

신체적 매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Sung et al., 2009), 
개인의 신체적 매력을 타인의 것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Patrick et al., 2004; Stra-
han et al., 2006). 특히, 신체적 매력은 구체적이고 객관

적인 기준으로 평가되기 어렵기 때문에(Lawrence et al., 
1998),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

는 더욱 증대되는 추세이다(Patrick et al., 2004). 왜냐

하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타인의 매력이 개인

의 신체적 매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Strahan et al., 2006).
자아에 대한 인식은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

교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비교는 신체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강화한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낮은 자아 존

중감과 같은 부정적 자아 인식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Kim 
& Yang, 2010; Son, 2008). 또한, 신체적 매력 비교의 성

향이 강할수록 신체 불만족과 왜곡된 외모 관리 행동

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Hogue & Mills, 2019; 
Yao et al., 2021). Kim and Yang(2010)과 Son(2008)
은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신체적 매력에 대한 비교

가 강해지고, 이러한 비교의 증대는 다시 신체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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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Hogue and Mills(2019)는 

소셜 미디어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

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부정적인 신

체 이미지 인식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Yao et 
al.(2021) 역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신체적 매력을 비

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해 

수치심을 더 많이 느끼고 극단적인 식이 조절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하였다. ABC 이론의 관점에서 이

러한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

적 비교는 부정적인 자아에 의해 강화되는 비합리적

이고 부정적인 신념 체계로, 이러한 신념 체계가 강화

되면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될 부정적 신체 이미

지와 신체 불만족에 고통받게 된다.
학창 시절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피해자들

은 집단 따돌림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되며, 이
는 곧 낮은 자아 존중감과 자기 비난과 같은 문제로 연

결된다(Hu et al., 2009; Jang & Seong, 2007; Oh & Shim, 
2019; Olweus, 1993; Park, 2017). 이 시기에는 생애 주

기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신

념 체계가 형성되며, 이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Block & Robins, 1993). 실제로, 청소년기에 형성된 부

정적인 자아 인식이 성인기의 정서적 문제와 이상 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Blashill & 
Wilhelm, 2014; Mamun et al., 2007; Steiger et al., 2014). 
따라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의 자아 존중

감을 저해할 것이며(Hu et al., 2009; Oh & Shim, 2019; 
Olweus, 1993; Park, 2017), 이러한 부작용은 성인기까

지 지속될 것이다(Takizawa et al., 2014). 따라서, 낮은 

자아 존중감이 신체적 매력 비교를 강화하는 요인임

을 감안하였을 때(Kim & Yang, 2010; Son, 2008), 성인

기까지 지속되는 자아 존중감의 저하는 성인이 된 피

해자들의 신체적 매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를 강화하

는 요인이 될 것이다(Kim & Yang, 2010; Son, 2008). 이
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다음의 가설 1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성인

기의 신체적 매력 비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부정적 신념: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

양가 감정은 양가성과 감정이 결합된 용어로, 특정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

에 느끼거나, 호 · 불호와 같은 감정이 아니더라도 하

나의 대상에 대해 둘 이상의 복합적인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Losada et al., 2017; Tappolet, 
2005). 양가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가성의 개념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양가성은 양면적인 가치나 이

중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로, 한 가지 대상

에 대한 상반되는 갈등적 방향이나 상반된 의견, 혹은 

하나의 대상에 대해 동시에 여러 의견과 욕구를 갖는 

현상을 의미한다(Bauman, 1991; Hillcoat-Nallétamby 
& Phillips, 2011). 양가성은 심리적으로 불확실성과 불

확정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심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Hillcoat-Nallétamby & Phillips, 2011), 그동안 의류학 

분야에서 양가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다면적인 의복 

행동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Kim & Rhee, 
2007; Moon & Choo, 2008). 그러나 의류학 분야에서 

양가성을 감정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쉽게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은 사회적 이상미에 가까운 

신체적 매력을 가진 미인에게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

적인 감정, 혹은 여러 감정을 동시에 복합적으로 느끼

는 현상을 의미한다(Kim, 2021). 아름다운 것은 미적 

쾌감(aesthetic pleasure)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을 접하게 되면 즐거움(pleasure), 
흥분(arousal)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 유발된다(Armst-
rong & Detweiler-Bedell, 2008).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는 외모가 평범한 사람에 비해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기회를 얻기 때문

에(Reilly & Rudd, 2009; Sung et al., 2009), 다수의 평범

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미인

에게 질투심, 미움, 분노, 짜증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

정도 느끼게 된다(Kim, 2021; Kim & Lee, 2018). 따라

서, 현대인들은 사회적 이상미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에 대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혹은 여러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된다.
감정을 유발시키는 대상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심화되면 양가 감정은 더욱 증폭되고, 이러한 양가 감

정은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

화하는 신념 체계가 된다(Calinescu, 1987). 따라서, 신
체적 매력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큰 사람은 매력

적인 외모를 가진 미인을 접하였을 때 강력한 양가 감

정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양가 감정은 미인에 비해 열

등하다고 판단되는 자신의 몸에 대한 수용을 저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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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신념 체계가 된다(Kim, 2021; Kim & Lee, 2018). 
ABC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하면, 신체적 매력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라는 신념 체계를 증폭시키는 기제가 된다. 이
러한 주장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자

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자들은 매력적이지 못한 신체적 특성이 집단 따돌림

의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Jang & Seong, 
2007), 이러한 인식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강박과 스

트레스를 강화하여 신체 수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

다(Day et al., 2021; Gattario et al., 2020). Gattario et 
al.(2020)은 외모에 민감한 학창 시절에 집단 따돌림의 

영향으로 신체 이미지가 왜곡되면 그 영향력이 성인기

까지 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집단 따돌

림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도 신체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며, 이러한 강박과 스

트레스는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 유발을 증대시킬 것

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2a가 도출되었다.
 
가설 2a.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성인

기에 느끼는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이상미에 부합하는 신체적 매력을 가진 사람

을 기준으로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평가하게 되면, 열
등한 자신의 몸에 대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강화된다

(Alcaraz-Ibáñez et al., 2020). 또한, 신체적 매력에 대

한 강박과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사회적 이상미에 부

합하는 매력적인 외형을 가진 미인에게 양가 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alinescu, 1987; Kim, 
2021; Kim & Lee, 2018). 상기 내용을 종합하면, 신체

적 매력에 대한 비교 성향이 강할수록 미인에 대해 양

가 감정이 강화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다

음의 가설 2b가 도출되었다.
 
가설 2b. 신체적 매력 비교는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부정적 결과: 신체 수용의 저하 

Seligman and Csikszentmihalyi(2000)의 긍정 심리

학을 기반으로 신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살펴본 연

구들은 신체 수용, 긍정적 신체 이미지, 신체 만족, 외모 

만족, 외모 존중감 등의 연구주제들을 아울러왔다. 
이들 중에서, 신체 수용은 사회적 이상미 기준에 맞춰 
자신의 몸을 비하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긍정

적인 신체 인식을 의미한다(Avalos et al., 2005; Tylka & 
Wood-barcalow, 2015; Wood-Barcalow et al., 2010). 지
금까지 신체에 대한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불만

족, 수치심, 왜곡과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주로 연구해

왔다(Matera et al., 2018; Menzel et al., 2010; Rudd & 
Lennon, 2000; Sarwer et al., 1998). 그러나, 부정적인 심

리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의 낮은 점수가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Tylka & Wil-
cox, 2006), 기존의 연구 체계에서는 외모나 신체에 대

한 긍정적 인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체 수용의 개념을 통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긍

정적 신체 인식의 정도가 저하되는 정도를 파악하고

자 한다.
외모 수용의 선행요인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자아 존

중감 같은 심리적 요인(Gonzalez-Jimenez, 2016; Swa-
mi et al., 2016; Tylka & Wood-barcalow, 2015), 외모에 

대한 고정 관념, 강박, 차별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

(Lim, 2004)이 외모 수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

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외모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피해자의 자아 존중감을 저하시키고(Hu et al., 2009; 
Jang & Seong, 2007; Oh & Shim, 2019; Olweus, 1993; 
Park, 2017), 저하된 자아 존중감은 성인기까지 지속되

기 때문에(Blashill & Wilhelm, 2014; Mamun et al., 
2007; Steiger et al., 2014), 저하된 자아 존중감으로 인

해 성인기의 외모 수용이 저하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Gonzalez-Jimenez, 2016; Swami et al., 2016). 이
상의 논의를 ABC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학교에

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성인기까지 지속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의 결과로 성

인기의 신체 수용이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의 가

설 3a가 도출되었다.
 
가설 3a.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성인

기의 신체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체 수용 관련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태동하였

으며, 최근에는 신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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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요인들이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있다(Gonzalez- 
Jimenez, 2016; Homan & Tylka, 2018; Lim, 2004; Swa-
mi et al., 2016). 이러한 사회적 요인 중에서도, 신체적 

매력 비교는 신체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Homan & Tylka, 2018), 이는 신체적 매

력에 대한 사회적 비교가 증가할수록 신체 불만족이 

증대된다는 것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이다(Matera et 
al., 2018; Thompson & Heinberg, 1993). 따라서, 다음

의 가설 3b가 도출되었다.
 
가설 3b. 신체적 매력 비교는 신체 수용에 부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

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강력한 양가 감정은 이러한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신념 체계로 작

용한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Calinescu, 1987; Losada 
et al., 2017), 미인에 대해 느끼는 강력한 양가 감정은 미

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판단되는 자신의 몸에 대한 수

용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인에 대해 양가 

감정을 많이 느낄수록 신체 만족의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한 Kim and Lee(2018)의 연구는 이러한 추론

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다음의 가설 3c가 도출되었다.
 
가설 3c.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은 신체 수용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연구 모형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사건이 부정적 신념을 통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ABC 이론에 따

라(Ellis, 1991), 상기의 연구가설들은 연구 모형으로 

정리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

도는 트라우마를 형성하는 사건으로 할당되었으며,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은 학교에

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의 영향력이 성인기까지 지속

되어 나타나는 부정적 신념으로 상정되었다. 마지막

으로,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는 이러한 사건과 신념

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로 제시되었다. 이상

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다음의 <Fig. 1>과 같은 다중 매

개 모형이 연구 모형으로 도출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수집과 샘플 특성

연구자료는 온라인 소비자 조사 기업의 패널을 대

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되었다. 학교에서

의 집단 따돌림은 한국 사회에서 20년 이상 장기화된 

사회적 문제이므로(Hu et al., 2009; Jang & Seong, 2007; 
Kim, 2004; Park et al., 1998; SMOE, 2021), 본 연구는 

대한민국 20~40대 여성 583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비합리적인 신념

을 매개하여 부정적인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변수에는 성

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이 특정 

성별로 한정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

험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이 부정적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더 큰 우울감을 느끼고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et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School
Bullying

Experience

Body 
Appreciation

H2b

H3a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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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신체적 매력 비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강한 경향성을 보였으며(Sohn, 2009), 신체 수용의 정

도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He 
et al., 2020).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이 본 연구의 주

요 변수들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여성으로 한정되었다. 설
문 참가자의 평균 나이는 34.49세였으며, 20대 198명
(34.0%), 30대 192명(32.9%), 40대 193명(33.1%)으로 

연령대별 분포는 고르게 나타났다. 설문 참가자의 결

혼 상태는, 미혼이 343명(58.8%), 기혼은 229명(39.3%), 
이혼, 사별, 기타는 총 11명(1.9%)이었다. 학력은 고졸

이 81명(13.9%), 전문대졸이 96명(16.5%), 대학 재학

이 42명(7.2%), 대졸이 308명(52.8%), 대학원 재학 이

상이 56명(9.6%)으로 나타나, 86.1%의 연구 참가자가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은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의 직업은 사무직(28.0%)과 

주부(19.6%)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측정 도구 및 자료 분석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맥락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설문이 개발되었으며, 모든 문

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신체, 언어, 관계와 같이 다양한 측면

에서 살펴본 Wang et al.(2009)의 연구에서 사용된 5문
항을 수정 보완하여, 초 · 중 · 고등학교의 전 학창 시

절에 걸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측정

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를 측정한 5문항

에 대한 평균값은 2.56이었으며 표준편차는 .95였다. 
신체적 매력 비교는 Schaefer and Thompson(2014)의 

연구에서 개발된 신체적 매력 비교 척도(PACS: phys-
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scale)에서 6문항을 수

정 보완하여 측정되었으며, 6문항의 평균값은 2.71, 
표준편차는 .90으로 나타났다.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

은 치매 가족을 보살피는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양가 감

정을 다룬 Losada et al.(2017)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2문항으로 측정되

었으며, 2문항의 평균값은 2.88, 표준편차는 .97이었

다. 마지막으로, 신체 수용은 Tylka and Wood-barcalow 
(2015)가 개발한 신체 수용 척도(BAS: body appreciation 
scale) 중 5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측정되었으며, 5문항

의 평균값은 3.51, 표준편차는 .68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18.0을 통해 분

석되었다. 우선 SPSS를 활용하여, 설문 참가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술통계분석이 실시되었으

며, Cronbach's α 값을 통해 측정 도구의 신뢰도가 파악

되었다. 이후, AMOS를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과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이 시행되었다. 확인적 요인 분

석을 통해 주요 변수의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공분산 행렬을 통해 각 구성 개념의 측

정 모델이 검증되었다. 모형 적합성은 Hair et al.(2006)
이 제시한 χ2-value, p-value, df, NFI, RFI, IFI, TLI, CFI, 
RMSEA 지수를 통해 검증되었다. 이어서, 구조 방정

식 모형 분석을 시행하여 상기 지수를 통해 모형 적합

도가 확인되었고, 각 변수 간의 경로를 분석하여 가설

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AMOS의 부트스트래핑 

기능을 활용하여 각 경로의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팬텀 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하여 다중 매개 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인

주요 연구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

해, 본 연구는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

였으며,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수렴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Cronbach's α 값은 .867~.924로 

나타나 Hair et al.(2006)이 제시한 기준인 .700을 상회

였으며, Fornell and Larcker(1981)가 제시한 표준화 요

인 부하량, AVE, CR 값을 통해 수렴 타당성이 검증되

었다. 표준화 요인 부하량 값은 .682~.933 사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준화 요인 부하량을 

제곱한 값의 평균인 AVE는 .500 이상일 때 수렴 타당성

을 만족시키는데(Bagozzi & Yi, 1988), 본 연구의 AVE 
값은 .575~.768로 나타나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CR은 
표준화 요인 부하량과 오차 분산 값으로 계산하며, 
.600 이상일 때 수렴 타당성이 충족된다(Bagozzi & Yi, 
1988). 본 연구의 CR 값은 .635~.926 사이에 위치하여 

수렴 타당성의 기준치를 상회하였다. 마지막으로, Hair 
et al.(2006)이 제시한 지수들을 통해 확인적 요인 분석

의 모형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수치들은 모두 

Bagozzi and Yi(2012)가 제시한 기준을 상회하여 모형 



한국의류학회지 Vol. 46 No. 1, 2022

– 190 –

적합도가 충족되었다(χ2=385.571, df=129, p<.000, 

NFI=.940, RFI=.920, IFI=.959, TLI=.946, CFI=.959, 

RMSEA=.058). 각 연구 변수 별 표준화 요인 부하량, AVE, 

CR, Cronbach's α 값은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과 명

확하게 구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판별 타당성이 검

증되었다. 판별 타당성은 특정 변수의 AVE 값과 그 변

수와 다른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을 비교하여 파

악된다. 각 변수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038~.203

으로 나타났으며, AVE는 .575~.768 사이의 값을 보여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큰 값을 보였다. 따라서 각 변

수 간의 판별 타당성이 검증되어, 모든 변수들 간의 다

중 공선성은 의심되지 않았다(Table 2). 이처럼, 연구 

모형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

증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가설 검증이 시행되었다.

2. 가설 검증 

본 연구는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

을 검증하였다. 우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성 여부 

Item
Factor

Loading
t AVE CR

Cronbach's

α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SBV1

SBV2

SBV3

SBV4

SBV5

I had suffered “hitting, kicking, and pushing”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I had suffered “calling by no good nicknames, joking, 

and teasing”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I had suffered “no good mentions on my appearance”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I had suffered “no good mentions on my personality”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I had suffered “ignoring” done by friends during my 

schooldays.

.682

.853

.722

.702

.817

-

17.717

15.478

15.113

17.177

.575 .635 .868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PAC1

PAC2

PAC3

PAC4

PAC5

PAC6

When I'm shopping for clothes, I compare my weight to 

the weight of others.

When I'm at a party, I compare my body shape to the body 

shape of others.

When I'm at work or school, I compare my body size to 

the body size of others.

When I'm with a group of friends, I compare my body 

size to the body size of others.

When I'm eating in a restaurant, I compare my body fat 

to the body fat of others

When I'm at the gym, I compare my physical appearance 

to the appearance of others.

.793

.853

.933

.894

.719

.699

-

23.689

26.782

25.288

18.907

18.264

.672 .836 .924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AEB1

AEB2

I have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at the same time 

toward beauty whose appearance is ideally beautiful.  

I have mixed feelings toward beauty whose appearance 

is ideally beautiful. 

.836

.915

-

13.841

.768 .926 .867

Body 

Appreciation

BA1

BA2

BA3

BA4

BA5

I feel good about my body.

I feel that my body has at least some good qualities.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s my body.

I feel love for my body.

I appreciate the different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my body.

.803

.725

.777

.735

.801

20.442

18.141

19.672

18.420

-

.591 .883 .877

χ
2 = 385.571, df  = 129, p<.000, NFI = .940, RFI = .920, IFI = .959, TLI = .946, CFI = .959, RMSEA = .058

SBV =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PAC=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EB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BA = 

body appreciation 
 

Table 1. Results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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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을 위해 Hair et al.(2006)이 제시한 지수들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모든 지수가 Bagozzi and Yi(2012)가 

제시한 기준을 상회하여 수용할 만한 수준의 모형 적

합성이 확인되었다(χ2=385.571, df=129, p<.000, NFI 
=.940, RFI=.920, IFI=.959, TLI=.946, CFI=.959, 
RMSEA=.058). 가설 검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신체적 매력 비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β=.246, p<.01), 가
설 1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집단 따

돌림을 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사회적 기준에 맞춰 비교하는 경향이 강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β=.088, p<.05), 자신의 신체

적 매력을 사회 구성원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β
=.429, p<.01),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미인에게 더 강

한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a와 2b가 

모두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

림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β=‒.139, p<.01), 신체적 매

력을 사회적 기준에 맞춰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β
=‒.248, p<.01), 외모가 아름다운 미인에 대해 강한 양

가 감정을 느낄수록(β=‒.121, p<.05), 자신의 몸을 있

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정도가 저하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a, 3b, 3c가 모두 지지되었

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설정한 6개의 연구가설이 모

두 지지되었다. 세부 결과는 <Table 3>과 <Fig. 2>에 기

재되어 있다.
 
3.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의 

다중 매개 효과 검증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 학교

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과 성인기 외모 수용의 관계

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분석이 

시행되었다(Shrout & Bolger, 2002). 그 결과, 예측 변

인들이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총 효

과는 ‒.229(p<.01)였으며,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SBV PAC AEB BA

SBV .575a

PAC .061b .672

AEB .038b .203 .768

BA .048b .104 .052 .591

a: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for constructs are displayed on the diagonal.
b: Numbers below the diagonal are squared correlation estimates of two variables.
SBV =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PAC =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EB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BA = body appreciation 

Table 2. Inter-construct correlation estimates

Structural Path
Standardized 

Estimate
(β)

CR p

H1 Supporte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246 5.319 .000

H2a Supporte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088 1.976 .048

H2b Supported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429 8.633 .000

H3a Supported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Body Appreciation ‒.139 ‒2.968 .003

H3b Supported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  Body Appreciation ‒.248 ‒4.851 .000

H3c Supported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  Body Appreciation ‒.121 ‒2.571 .025

χ2 = 385.571, df = 129, p<.000, NFI = .940, RFI = .920, IFI = .959, TLI = .946, CFI = .959, RMSEA = .058

Table 3.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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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하는 모든 간접 효과의 총 합은 

‒.090(p<.01)이었다. 이러한 총 간접 효과의 유의성 검

증을 위해 90% 신뢰 구간을 살펴본 결과, 하한 값은 

‒.112, 상한 값은 ‒.042로 두 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체적 매

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하는 모든 간

접 효과의 총 합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한 것으로, 이 값

만으로는 개별 매개 경로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개별 매개 경로의 크기와 유의

성 확인을 위해, 본 연구는 팬텀 변수를 생성한 후 곱의 

형태로 된 간접 효과를 하나의 단일 계수로 만들어 부

트스트래핑 분석을 시행하였다(Bae, 2014).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

하는 세 경로의 매개 효과를 각각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학교에서의 따돌림 피해 경험이 신체적 매력 

비교를 경유하여 신체 수용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 효

과는 ‒.061(p<.05)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의 집

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

하여 신체 수용에 이르는 경로의 간접 효과는 ‒.011 
(p<.1)의 값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따돌

림 경험이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

을 거쳐 신체 수용에 이르는 매개 경로의 간접 효과는 

‒.018(p<.1)로 나타났다. 이들 효과들은 모두 90% 신
뢰 구간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유의성이 충족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미

인에 대한 양가 감정에 비해 신체적 매력 비교의 매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개 효과 검증에 대

한 자세한 정보는 <Table 4>에 기술되어 있다.

V. 결론및제언

본 연구는 Ellis(1991)의 ABC 이론을 기반으로 초 ·
중 · 고등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

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

다. 더불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해 강화된 신

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 부정적 신

념 체계가 되어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를 촉진시키

는 현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

로 도출된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성인기의 신

체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영향력

은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과 같은 

신념 체계에 의해 매개되었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

림 피해가 성인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심리

사회적 문제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다

수 존재하지만(Oh & Shim, 2019; Olweus, 1993; Park, 
2017; Takizawa et al., 2014), 이러한 피해 경험이 성인

기의 신체 수용을 저해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검증

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에

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의 신체 

수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집단 따돌

림을 당하게 되면 건강한 신체상 형성을 저해하는 부

정적인 신념 체계가 강화되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유발되는 부정적 결과를 증폭시킨다는 점도 확인되었

다. 본 연구는 신체적 매력 비교와 미인에 대한 양가 감

정을 부정적 신념 체계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결과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School
Bullying

Experience

Body 
Appreciation

H2b .429***

H3a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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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Results of testing hypothe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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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하여 유추해보면 신체 수용을 저해하는 것으

로 알려진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수들 역시 비합리적

인 신념이 되어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를 촉진시킬 

것이라 예측된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성인기의 신체 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초기 단계의 연구이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성

인기의 신체 수용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신념 체계에 

대한 고찰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 

적용된 신념 체계 중,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을 경유하

는 두 경로의 매개 효과는 모두 10% 유의수준에서 귀

무 가설이 기각되었다. 통상적으로 귀무 가설은 1%, 5%, 
10% 유의수준에서 기각되긴 하나, 10% 유의수준은 가

설 채택의 근거가 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Meng, 1994).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미인에 대한 양가 감정이 학

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한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를 강화하는 신념 체계로 작용하는가

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학교에서 경험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까지 신체 수용의 저하를 경험하

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이 점차 심

각해짐에 따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나 교

육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실제로, 상담 

심리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

구들을 수행해왔다(Oh & Shim, 2019; Park, 2017; Seo 

et al., 2015). 이들 연구들은 피해자의 부정적 자아 인

식 개선이나 원활한 사회적 관계 회복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였으나, 신체 수용 향상을 목

표로 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

서, 향후에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

자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사건에 의해 

강화된 신념 체계를 완화함으로써 사건으로 인한 부

정적 결과 역시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ABC 이론

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David et al., 2010; Ellis, 1990, 
1991; Ellis & MacLaren, 2005), 신체적 매력 비교나 미

인에 대한 양가 감정과 같은 신념 체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으로 

인해 저하된 신체 수용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실제로, ABC 이론을 기반으로 개발된 인지 행동 

치료 프로그램은 트라우마를 유발한 과거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러한 사건으로 형성된 부정적이

고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완화함으로써 부정적 결

과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Jung & Lee, 2008; 
Park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미인에 대한 양가 감

정보다 신체적 매력 비교를 경유하는 매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상기 프로그램의 개발 시 신체에 

대한 사회적 비교 정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와 성인기

Path
Non-Standardized 

Estimate
 (b)

Standardized 
Estimate

(β)

Bootstrap
S.E.

90% CI for 
Bootstrap

Direct Effect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Body Appreciation ‒.133 ‒.139 .054 ‒.229~‒.043***

Indirect Effect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 Body Appreciation ‒.059 ‒.061 .019 ‒.090~‒.029**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 Body Appreciation ‒.008 ‒.011 .007 ‒.031~‒.001*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 Physical 
Attractiveness Comparison → Ambivalent Emotions 
toward Beauty → Body Appreciation

‒.015 ‒.018 .006 ‒.021~‒.001*

Total Indirect Effect ‒.082 ‒.090 .021 ‒.112~‒.042***

Total Effect ‒.215 ‒.229 .054 ‒.312~‒.139***

*p<.1, **p<.05, ***p<.01

Table 4. Results of the multiple medi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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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체 수용 저하 간의 인과성을 밝힌 초기 단계의 연

구이므로, 연구대상을 다양화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집

단 따돌림을 경험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강력한 후

유증에 시달리며(Turner et al., 2013) 남성에 비해 여성

이 왜곡된 신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He et al., 2020; Sohn, 2009), 본 연구는 연구가 더 시

급한 대한민국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성별에 따른 구분

이 없이 자행되며 남녀 모두에게 장시간에 걸쳐 부정

적 영향을 미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남성을 대상으

로 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의 정도가 성인기의 신체 수용 

저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본 연구는 연구대상

을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로 한정하

지는 않았다.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피해

자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경험하는 신체 수용의 저하

를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학교에

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자로 한정시킨 후속 연구가 필

요하다. 더불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뿐

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사회심리적 후유증을 남기

므로(Lee & Kahng, 2003), 연구대상을 가해자로 확대

시킨 후속 연구도 수행되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학
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의 즉각적인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재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체 수용 정도를 파악하는 연

구도 시행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경

험, 성인기의 신체 인식과 관련된 연구 변수를 좀 더 다

양화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 변수 이외에도 신체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신념 체계를 적용하여 연구 모형을 다양하게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

해자의 심리적 특성 요인이나 이들이 처한 사회환경

적 요인을 연구 모형에 포함시킨다면, 다양한 사회심

리문화적 조건에 따라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피해

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결과가 완화되거나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처럼,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과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많음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경

험이 장기간 동안 영향을 미쳐 성인기의 신체 수용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신체 인식을 주요 연구 분

야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의류학 분야에서 관련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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