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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ADHD subtype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457 students (184 boys; 273 girls) in the 1st~3rd grade in middle
school living in Gyeonggi-do.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on ADHD Diagnostic Scale,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Scale, Cyberbullying Perpetration Scale. The study applied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using SPSS 23.0. In addition, graphical analyses and
simple slope analyses were conducted.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dolescents’ hyperactivity/impulsivity level positively increased
cyberbullying perpetration level. In addition, callous-unemotional traits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inattention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Conclusions: Adolescents with high inattention and high callous-unemotional traits exhibited more
severe aggressive behavior in the cyberspace. The results indicated that callous-unemotional traits
are a risk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attention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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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인터넷 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청소년에게 인터넷과 스마트

2017).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청소년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

기기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5,400명

애받지 않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을 자

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유롭게 표현하며 인간관계의 확장 및 강화를 경험한다(Park,

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100%를 나타내고 있으

2016). 반면 청소년들의 생활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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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률은 96%로 보고되었다(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Sim and Lee 2

사이버 상에서 친구간의 욕설, 놀림, 소문 퍼트리기 등 문제 행

2017),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Yen et

동을 보이는 부정적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Ahn & Lee, 2014; J.

al., 2014), 부모통제(Ho, Chen, & Ng, 2017), 규범의식 결여

H. Lee, 2017). 특히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에 따라 사이버 공간

(Yoo & Kim, 2011) 등이다. 최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유

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

발요인인 개인, 폭력경험, 가정, 학교, 또래, 사이버환경 변인

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 행동을

을 범주화하여 실시한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감, 자아존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이라고 하는데, 사이버불링은 컴퓨

중감, 우울, 감각추구성향, 자기통제력, 공격성, 정서조절, 충

터, 휴대 전화 및 기타 전자 기기를 통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동성 등을 나타내는 개인변인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유

위협을 뜻한다(Patchin & Hinduja, 2015). 즉 사이버불링은 집

발요인 중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S. Kim, Bang,

단이나 개인의 형태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피해자를 대상

& Han, 2017). 가해요인 중 특히 ADHD 증상이 중요한 요인

으로 한 의도적인 공격행동이며(Smith et al., 2008), 전자기기를

으로 연구되고 있다. ADHD 증상을 지닌 중학생은 낮은 공

통한 욕설과 협박, 괴롭힘, 원치 않은 폭언, 거짓정보 유포 그리

감능력 및 자기통제력, 높은 충동성의 개인적인 특징이 두드

고 사회관계를 방해하거나 고립시키기 등과 같은 위협적 행동

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ADHD 증상을 지닌 중학생은 사이

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E. K. Kim, 2012). 사이버불링 가해행
동은 과거 오프라인 폭력과 달리 시 .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

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Heiman, Olenik-Shemesh, & Eden, 2015; Yen et al., 2014).

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호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 증상은 산만하고 부

한다(Sticca & Perren, 2013). 실제 사이버불링의 피해 중학생들
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괴롭힘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

주의한 주의력 결핍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
하는 과잉행동 . 충동성으로 나타난다(American Psychiatric

로 오프라인 폭력보다 정신적 상처가 더 오래감을 호소했다(C.

Association, 2013). 이러한 중학생의 ADHD 증상에 따른 사이

Lee, 2016). 이처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

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주의력 결핍을 지닌

가해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6) 국내 중 . 고등학

청소년은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상황과 문맥 정보를 활용하여

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

에 처해있는 타인의 정서를 올바르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버불링 가해행동의 비율이 20%를 선회할 뿐만 아니라, 중

(Da Fonseca, Seguier, Santos, Poinso, & Deruelle, 2009). 이는 사

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2014년 16.9%에서 2015년에

이버 공간에서 자신이 작성한 글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

20%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중학생은 초등학생과

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타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고등학생 보다 상대적으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더 많이 보

수 있다(Chung & Du, 2015). 게다가 주의력 결핍을 지닌 청소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이 시기

년은 학업성취와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불만족을 느끼

의 중학생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는데, 이러한 부정적 정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온라인을 사

써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느끼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

용하게 된다. 이는 온라인 활동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어 사이

로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여 분노 감정을 쉽
게 느끼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버불링 가해행동을 높이게 될 수 있다(Ceranoglu, 2018). 또한
과잉행동 . 충동성을 보이는 청소년은 자신의 슬픔과 분노 감

상태를 경험한다(Y. Kim & Kang, 2016). 이러한 정서적 혼란은

정을 더욱 강하게 느끼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인하여 충

청소년 초기에 가장 극심하게 나타나며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동적으로 타인에게 부정적 정서를 표출할 수 있다(Braaten &

약하게 나타난다(S. Lee, 2017). 청소년 초기에 불안한 정서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충동적으로 공격성을 표현

Rosén, 2000; Unnever & Cornell, 2003; Wehmeier, Schacht, &
Barkley, 2010). 즉 과잉행동 . 충동성을 보이는 청소년은 사이버

할 수 있다(Paek, 2015).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보았을 때,

공간에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경우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에

청소년, 특히 중학생의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보일 가

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보일 수 있다(Mitchell & Hussain,

능성이 가장 높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

2018; Sourander et al., 2010; Yen et al., 2014). 이처럼 ADHD
하위증상인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 충동성은 뚜렷하게 다

치는 변인들은 사이버불링 피해경험, 채팅 또는 SNS 사용시

른 행동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두 증상을 구분하여

간, 인지적 공감 결여, 부모애착, 학교생활 만족(C. Lee & Shin,

(Milich, Balentine, & Lynam, 2001)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각 상황

3 The Moderating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 ADHD 증상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ADHD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

써 더욱 심각한 문제행동이 나타났다. 특히 ADHD와 ODD/
CD 증상을 모두 보이는 아동 . 청소년 중 높은 냉담-무정서 특

이 모두 사이버불링을 가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ADHD를

질을 지닌 경우 낮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보이는 ADHD와
ODD/CD의 아동 . 청소년보다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 성향

진단받은 청소년 140명 중 22명(16.7%)만이 사이버불링 가해

이 높고 행동 억제 결핍을 보여 더욱 심각한 외현화 문제행동

행동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Heiman et al., 2015). 이와 같

을 보일 것으로 제시되었다(Barry et al., 2000). 게다가 냉담-무

이 청소년의 ADHD 증상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일관되게

정서 특질의 수준은 높아지거나 유지될 수 있는데, 이러한 냉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설

담-무정서 특질의 발달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으

명하는 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로 ADHD가 보고되고 있다(Fanti et al., 2017). 즉 높은 충동성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한 Blair (1995)의 ‘폭

과 낮은 자기조절능력, 실행기능의 결함을 보이는 ADHD 증

력억제기제(violence inhibition mechanism)’ 이론에 따르면, 청

상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높은 냉담-무

소년은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여 폭력억제기제를 활성화시킴

정서 특질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 냉담-무정

으로써 공격 행동을 철회시킨다. 하지만 높은 공격성을 보이

서 특질이 증가하거나 높은 상태에서 유지될 때, 더욱 위험하

는 중학생의 경우 폭력억제기제의 비활성화로 타인이 보내는

고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Fontaine, Colins,

고통 신호에 둔감하고 공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

Andershed, Sikki, & Viding, 2011). 이러한 오프라인에서의 가

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여 지속적인 공격행동을 보이게 된

해행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해행동의 위험요인과 공격적

다. 이처럼 죄책감과 공감의 결여,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함, 제

양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며, 동일한 이론적, 경험적 지식의 맥

한된 정서표현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정서적 특징을 냉담-무정

락에서 고려되어진다(Mehari, Farrell, & Le, 2014). 이처럼 청소

서 특질이라고 한다(Fanti, Colins, Andershed, & Sikki, 2017).

년의 ADHD 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상호작용하여 사이

냉담-무정서 특질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

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이 미침을 추측할 수 있다. ADHD 증

는 개인적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Fanti, Demetriou, & Hawa,

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사이버불링 가

2012).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타인의 고통

해행동이 더욱 심각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높은 냉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공감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담-무정서 특질을 보일 때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충동적으로

즉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위협

위협을 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을 당한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에 공감하지 못함으로써 지속

이처럼 중학생의 ADHD 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은 독립

적인 공격행동을 보일 수 있다. 냉담-무정서 특질과 사이버불

적이지만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공격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

링 가해행동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 낮은 냉담-

친다는 결과들이 있다. 때문에 ADHD 증상을 보이는 중학생

무정서 특질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중 개인 내적 특징인 냉담-무정서 특질의 유무에 따라 치료방

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지만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보이

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제시되기도 한다(Waschbusch, Carrey,

는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Willoughby, King, & Andrade, 2007). 이에 ADHD 증상과 냉

나타났다(Kokkinos & Voulgaridou, 2017).

담-무정서 특질로 인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지속적으로

한편, 냉담-무정서 특질은 중학생의 ADHD 증상과 사이

하는 중학생에게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위해, 우선 세 변

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학생의

이 제기되고 있다. ADHD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 중 냉담-무

ADHD 증상의 총점을 통해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정서 특질의 유무에 따라 문제행동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것은 ADHD 하위증상 각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상호작용

나타났다(Barry et al., 2000; Fanti et al., 2017). ADHD와 적대

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

적 반항장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 또는 품행

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중학생의 ADHD 하위증상별로

장애(Conduct Disorder [CD])를 모두 보이는 청소년은 충동성
과 과잉행동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지만, 냉담-무정

관련 변인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면, 향후 냉담-무정서 특질과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행동 . 충동성을 동시에 보이는 중학생

서 특질까지 가진 청소년은 냉담함, 행동 억제 결핍, 죄책감

에게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 시 구체적이고

결핍, 낮은 공감능력, 낮은 불안감의 특징을 동시에 보임으로

차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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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하위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로 인해 사이버불링 가

연구도구

해행동을 일으키는 중학생에게 효과적인 치료 개입을 위한 변
인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DHD 진단 척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ADHD 하위증
상인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 충동성 증상과 냉담-무정서 특

중학생의 ADH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We & Chae (2004)

질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가 DSM-IV에 규정되어 있는 ADHD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고, 중학생의 ADHD 하위증상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의력 결핍(9문

치는 영향에 대한 냉담-무정서 특질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항)과 충동성 및 과잉행동(9문항)에 관한 총 18개의 문항으

자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이

로 구성되었다. 문항에 대한 예로 “나는 공부, 일 또는 다른 활

해와 더불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기

동에 있어서 부주의하게 실수를 많이 한다.”, “나는 제자리에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발을 자주 움직인다.” 등이 있다. 이 척

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도는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4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평정하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

연구문제 1

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ADHD 증상이 높은 것을 의

중학생의 ADHD 하위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사이버불링

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ADHD 진단 척도의 내적합치도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Cronbach’s α)는 .86이었으며, 각 하위증상별 신뢰도는 주의
력결핍 .77, 과잉행동 . 충동성이 .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문제 2

하위증상별 총점을 사용하였다.

중학생의 ADHD 하위증상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
서 냉담-무정서 특질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
중학생의 냉담-무정서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Kwon, Son, &

Methods
연구대상

Hwang (2010)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냉담-무
정서 특질 척도(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
Kwon et al., 201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4개 문항으로 전

혀 그렇지 않다 (0점)부터 매우 그렇다(3점)까지 Likert 4점 척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

도로 평정하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이다. 문항에 대한 예로 “나

457명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 구성은 전체 457명의 학

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

생 중 남자 184명(40.3%), 여자 273명(59.7%)이었으며, 학년

을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등

구성은 1학년 145명(31.7%), 2학년 153명(33.5%), 3학년 159

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명(34.8%)이었다. 연구대상의 성별 비율에서 다소 차이가 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의

생하여, 성별에 따른 ADHD 증상, 냉담-무정서 특질, 사이버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69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불링 가해행동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사용하였다.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냉담-무
정서 특질과(t = 3.30, p < .01) 사이버불링 가해행동(t = 1.99, p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척도

< .05)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 대상의 집단
간 차이가 연구 결과를 타당하게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중학생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E. K. Kim

있어 성별을 더미변수화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2012)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척도를 사

모든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1단

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

계에 투입하고 통제변인인 성별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는 자기 보

각 연구 문제를 분석하였다.

고형 질문지이다. 문항에 대한 예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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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욕설을 한 적이 있는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카

상, 하 수준으로 구분하고 회귀식을 이용하여 이를 그래프로

카오톡, 라인 등)를 이용하여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괴롭힌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호작용효과가 어떠한 조건에서 나타나

적이 있는가?” 등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

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단순 기울기 분석을 실시하

불링 가해행동 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

여 각 조건하의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하였다.

용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84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점을 사용하였다.

Results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연구자가 경기 지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검증

역에 소재한 중학교 4곳에 직접 방문하여 학교장과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 및 내용,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후 설문조

주요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실시하였으며,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배포된 설문지 500부 중 469부

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연구참여에 대한 연구대상

바와 같이, 냉담-무정서 특질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은 성별

자와 보호자의 동의 서명이 되어있지 않은 5부, 응답이 90%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냉

이상 누락되는 등 불성실하게 응답한 7부를 제외하여 총 457

담-무정서 특질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과 연구절차는 숙명여자
SMWU-1711-HR-124).

중학생의 ADHD 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료분석

중학생의 ADHD 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사이버불링 가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승인번호

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주요 변인 간의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3.0 (IBM Co., Armonk,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

NY)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Pearson 상

과 Table 2와 같다.

관분석과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중학생의 ADHD 하위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사이버

다. 조절효과 검증 시 다중공선성을 줄이고 결과를 보다 의미

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있게 해석하기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중심화(mean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단계에서는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중학생의 ADHD 증상과 냉담-무정

통제변인인 성별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ADHD 하위증상

서 특질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의 값을 각 변인의

과 냉담-무정서 특질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Gender Differences for ADHD Symptoms, Callous-Unemotional Traits, Cyberbullying Perpetrations

Variables
ADHD symptoms
Inattention
Hyperactivity/impulsivity
Callous-unemotional traits
Cyberbullying perpetration
*p < .05. **p < .01.

Male
(n = 184)
M (SD)

Female
(n = 273)
M (SD)

t

16.33 (3.76)
14.16 (4.10)
24.13 (6.34)
16.97 (5.25)

16.31 (4.04)
13.81 (4.29)
22.02 (6.88)
16.03 (4.73)

.04
.88
3.30**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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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s of ADHD Symptoms, Callous-Unemotional Traits, Cyberbullying Perpetration
Variables

1
—

2

2. Hyperactivity/impulsivitya

.54**

—

3. Callous-unemotional traits

.33**

.31**

—

4. Cyberbullying perpetration

.29**

.39**

.30**

1. Inattentiona

3

4

—

Note. N = 457.
a
ADHD symptoms.
**p < .01.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Moderating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HD Subtype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Step1

Step2

Step3

β
-.94*

β
-.53

β
-.55

Inattention (A)

.08

.05

Hyperactivity/impulsivity (B)

.35***

.32***

Callous-unemotional traits (C)

.14***

.13

Gender

α

Variables

ADHD

A×C

.01*

B×C

.02

R²

.01*

.20***

.22**

ΔR²

.01*

.19***

.02**

3.96*

27.36***

F

20.65***

Note. N = 457.
α
0 = male, 1 = female.
*p < .05. **p < .01. ***p < .001.

= -.94, p < .05). 이는 남학생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더

중학생의 ADHD 증상이 사이버불링 가해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냉담-무정서 특질의
조절효과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2단계에 추가로 투입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 충동성과 냉담-무정서 특질 중 과잉행동 . 충동성(β

중학생의 ADHD 하위증상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 충동성

= .35, p < .001)과 냉담-무정서 특질(β = .14, p < .001)이 사이버

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의 조

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과잉행동 . 충동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높은 학생일수록

절효과를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ADHD 하

의 ADHD 하위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을 추가 투입하였다.

위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을 추가한 2단계에서 설명력은 1%

3단계에서는 중학생의 ADHD 하위증상 각각과 냉담-무정서

에서 20%로 증가하였다(F = 27.36, p < .001).

특질의 상호작용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1단계에 투입된 성별이 사이
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에서는 통제변인인 성별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중학생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전, 다중공선

7 The Moderating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성을 줄이고 결과를 의미있게 해석하기 위해 ADHD 하위증

절효과를 규명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상, 냉담-무정서 특질의 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고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요인이 모두 1.5 이하로 독립

첫째, 중학생의 ADHD 하위증상 중 과잉행동 . 충동성은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주의

는 앞서 제시한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력 결핍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잉행동 . 충동성 증상이 심한 중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 충동성과 냉
담-무정서 특질의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에서 주
의력 결핍과 냉담-무정서 특질의 상호작용항이 사이버불링 가
해행동에 대해 2% 추가 설명량을 나타냈다(β = .01, p < .05). 이

학생일수록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하며, 청소년의 과잉행동 . 충동성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는 주의력 결핍 증상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선행한다는 연구 결과(Yen et al., 2014)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
한 과잉행동 . 충동성 증상을 보이는 중학생은 통제와 조절 능

있어서 냉담-무정서 특질의 상호작용항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력이 부족하여 스마트폰 이용 시 충동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

의미한다.

일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Mitchell & Hussain, 2018)

한편 주의력 결핍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상호
작용 효과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회귀식을 통

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
잉행동 . 충동성 증상을 보이는 중학생은 타인의 자극에 의해

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의 값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데,

을 각 변인의 상, 하 수준으로 구분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을 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고 충동적으

시하였다. 이를 비교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높은 냉담-무

로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게 된다(Factor, Rosen, & Reyes, 2016;
Shin & Lee, 2009). 이러한 과잉행동 . 충동성을 지닌 중학생

정서 특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β = .39, t = 5.67, p <
.001) 반면, 낮은 냉담-무정서 특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β = .04, t = 0.41, p > .05). 이는 높은 냉담-

의 특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행동을 높일 수 있다(Pabian
& Vandebosch, 2016). 게다가 과잉행동 . 충동성 증상을 보이

무정서 특질을 보이고 주의력 결핍도 높은 경우 사이버불링

는 중학생은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특성을 보이며, 점점 더 강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하나 낮은 냉

한 자극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자 하는데, 이러한 특성을 보이

담-무정서 특질의 경우 주의력 결핍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는 중학생은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정서 및 행동 반응을

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즐거움으로 인식하여 더 큰 즐거움을 위해 괴롭힘을 반복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Chou, Liu, Yang, Yen, & Hu, 2018).
즉 과잉행동 . 충동성을 보이는 중학생은 더 재미있는 자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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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on the
relation between inattention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결핍 증상을 보이는 중학생은 자주 공상에 잠기고 인지 처리
속도가 느린 특성을 보이며 문제 상황에서 수동적이고 철회
하는 행동 특성을 보인다(Mikami, 2010).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해 주의력 결핍 증상을 보이는 중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다
른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반응을 하지

Discussion

않을 수 있으며, 문제 상황에서 철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Mikami, Huang-Pollock, Pfiffner, McBurnett, & Hangai, 2007).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ADHD 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둘째, 냉담-무정서 특질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ADHD 증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냉담-무정서

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의 조

특질을 지닌 중학생일수록 사이버 공간에서 가해 할 가능성

Sim and Lee 8

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선행연구(Fanti et al., 2012; Kokkinos

나타내며, 화가 나는 상황에서 더욱 충동적으로 신체적 공격을

& Voulgaridou, 2017)와 일치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냉
담-무정서 특질, 특히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지닌 중학생의

가할 수 있다(Vigil-Colet, Morales-Vives, & Tous, 2008). 즉 과잉
행동 . 충동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을 모두 보이는 중학생은 사

경우 다른 사람이 두려운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둔감한 반

이버 공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전자 기기 조작을 통

응을 보이는데, 이는 정서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으

해 언어적으로 위협을 가하기보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더 즉각

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Viding 등(2012)의

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낮은 냉담-무정서 특질과 높은 냉담-무정서 특

한편, ADHD 하위증상인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 충동

질을 보이는 각각의 아동에게 두려운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성 각각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질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보이는 아동
은 낮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보이는 아동보다 편도체에서 덜

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을 때, 그 결과가 모두 유의하게 나왔
다. 즉 주의력 결핍(F = 20.84, p < .001)과 과잉행동 . 충동성(F =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 감정에 둔감한 반응으

29.32, p < .001) 각각과 냉담-무정서 특질은 두 변인이 상호작

로 인하여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보이는 중학생은 사이버

용하여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다. 그러

공간에서 타인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나 ADHD 하위증상은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각

셋째, 중학생의 ADHD 하위증상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의 관계에서 냉담-무정서 특질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

하위증상이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DHD 하위증상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의력 결핍과 냉담-무정서 특질은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사이

본 연구는 ADHD 하위증상 중 주의력 결핍을 보이는 중학

버불링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생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보일 경우 냉담-무정서 특질을

다. 즉 주의력 결핍이 심한 중학생이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완화시키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효율

보일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적인 개입을 위해 중학생의 ADHD 증상을 파악한 후 ADHD

다. 주의력 결핍을 보이는 중학생은 부주의한 특성으로 상황에

증상을 완화시키는 개입과 더불어 냉담-무정서 특질도 함께

따른 타인의 감정 상태를 빠르게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지

낮출 수 있도록 개입한다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낮추는

만, 높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함께 보이면 타인의 감정 상태에

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가

관심이 없고 타인의 반응에 대한 우려가 없기 때문에(Graziano

해행동과 관련한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

& Garcia, 2016)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ADHD 증상, 특히 주의력 결핍에 중점을 두고 개입하는 것은

수 있다. 반면 주의력 결핍을 지닌 중학생이 낮은 냉담-무정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낮추기에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따

특질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 주의력 결핍이 사이버불링 가해행

라서 상담 및 임상현장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가

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해행동에 대한 개입과정에서 ADHD 증상과 냉담-무정서 특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주의력 결핍과 낮은 냉

질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러한 특성을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

담-무정서 특질을 지닌 중학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높은 냉

을 적용함으로써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

담-무정서 특질을 지닌 중학생보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높은 코티솔을 보이는 중학생
은 자신의 부정적 행동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여 스트레스 상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황에서 타인에게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낮다(Stadler et al., 2011;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van Goozen & Fairchild, 2006). 때문에 주의력 결핍을 보이는 중

에 ADHD로 진단받은 중학생에게 나타나는 특성과 상이하게

학생이 낮은 냉담-무정서 특질을 함께 보이는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다. 한편 과잉행동 . 충

나타날 수 있음으로 연구결과를 임상군까지 일반화하기 어려

동성과 사이버불링 관계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이 유의한 조

적용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 임상군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

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살펴
보면, 과잉행동 . 충동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을 모두 보이는 중

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학생의 경우 높은 충동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높은 충동성을

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보이는 중학생은 언어적 공격성보다 신체적 공격성을 더 많이

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

울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ADHD로 진단받은 중학생에게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을 자기보고식 방법으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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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항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
및 축소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부모, 교사, 전문가 등의 보고와 자기보고 방법을 동시에 고
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대한 중학생
의 ADHD 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하지만 C. Lee와 Shin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만 경험한 청소년은 6.3%, 피해
만 경험한 청소년은 14.6%,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청소
년 13.2%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행동과 피해경험
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사이버불링의 가해와
피해 사이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Leung,
Wong, & Farver, 2018).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중학생의
ADHD 증상과 냉담-무정서 특질이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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