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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괴롭힘 연구를 위한 제언





Four Waves of  Studies in Bullying Research (Smit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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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전통적 괴롭힘과
달리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함

“핸드폰과 같은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반복하여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동” (오인수, 2011)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힘의 불균형에

상관없이 발생함.

§사이버 괴롭힘은
1회성 괴롭힘도 반복적
피해의 효과를 일으킴

§ 전통적 괴롭힘과 큰
차이가 없지만 보다

즉흥적으로 손쉽게 괴롭힘.

Imbalance of 
Power

Repetition Intentional 
harm

(Vandebosch & Van Cleemput, 2009)



핸드폰

이메일

웹사이트 채팅

동영상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매체의 빠른 기술적 변화가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을 다양화 시킴



사이버
괴롭힘

익명성으로괴롭힘증가

온라인매체를통한빠른확산

힘의불균형없이도가능

괴롭힘방식의빠른변화

기본적으로간접괴롭힘성격

매체의활용능력필요

괴롭힘으로부터벗어나기힘듦

주변인의역할이복잡해짐

(Smith, 2011)



실태파악

Description 
of  the 

contents

• 발생률

• 성별차이

• 오프라인

괴롭힘과 비교

위험요인

Description 
of  the 

contents

• 심리적 요인

• 환경적 요인

중재전략

Description 
of  the 

contents

• 예방적 접근

• 대처방안

국제비교

Description 
of  the 

contents

• 북미

• 유럽

• 아시아

(오인수, 2011)



성별의 차이

발생장소

발생빈도

연령/학년의 차이

• 주로 20-30%로 보고되나
연구에 따라 차이가 큼

• 일반적으로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적은 빈도로 보고됨

•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음

• 사이버 괴롭힘이 지니는 간접적
성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연구결과

• 전통적 괴롭힘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고 중학교 상급학년과
고등학교에서 많이 발생. 

• 고등학교 상급학년의 경우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임
(NCPC, 2007)

• 전통적 괴롭힘이 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에 비해
사이버 괴롭힘은 학교 밖에서
주로 발생함 (Smith, 2011)

(Hinduja & Patchin, 2009)



사이버 괴롭힘 예방 개입

사이버괴롭힘경험이있는
학생들을대상으로사이버
괴롭힘에대한개입을실시.

위험요인이높은학생들을
대상으로사이버괴롭힘에대한
개입을 실시

모든학생들을대상으로사이버
괴롭힘에대한예방교육을
조기에실시

(Rapp-Paglicci & Dulmus, 2004)



Universal 
Intervention

안전하고 책임있는 인터넷
사용교육에 사이버 괴롭힘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함. 

전통적 괴롭힘과 사이버
괴롭힘 많은 위험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전통적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에
사이버 내용을 추가함.

► iSafe Internet Safety Program 
► Cybermentoring Program 

(Slonje et al., in press)

전통적 프로그램 수정

인터넷 프로그램 수정

► 전학교(whole-school) 접근
► 인식증진 프로그램
► 교육과정 통합방식 운영



사이버 괴롭힘 예방을 위한 10가지 팁

1. 사이버 괴롭힘에 대해 충분히 알기

2. 자신의 비밀번호를 잘 보호하기

3. 공개하기 어려운 이미지를 올리거나 전송할 때 이런 사진이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4. 정체를 알 수 없는 메시지(이메일, 문자 메세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는

확인하지 말기

5. 온라인 계정에서 로그아웃 잘하기

6. 포스팅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7.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인식 높이기

8. 개인정보 접근에 대한 공개설정 조절하기

9. 구글 등의 검색엔진에서 주기적으로 본인을 검색하기

10. 스스로가 사이버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타인 존중하기

(Hinduja & Patchin, 2012)



1:1 익명채팅

지인과의 익명 대화로 진실된 대화 유도
부적절한 언어 사용시대화중즉시차단, 신고기능

Ask Me Anything

AMA에 입점한 전문 상담 업체와익명상담기능
학교폭력 외에도 개인적인 고민 상담 및 정보 제공

MASK CHAT on/off

유저 스스로익명대화수신여부설정가능
타인이 익명으로 말 거는 게 싫을 때는 off!

Vs.



위험감소모형의 적용

위험요인 보호요인

공격성
충동성

전통적 괴롭힘 경험
미디어 폭력 노출
냉담-무정서 특성

경쟁문화
교사무관심

유능감
존중감
또래지지
가족지지

학교지지/유대감
학교안전풍토

개인

가정

학교 학교

가정

개인

Risk Reduction Model

(Fanti et al., 2012)



사이버괴롭힘의동기

질투
jealousy

변신시도
new 

persona

복수
revenge 

재미
boredom

문제행동이면의 4가지동기

폭력행동의원인에대한정확한진단이필요하고
원인에기초한 맞춤형개입이효과적이다.

가해 동기에 기반한 접근

(Varjas et al., 2010)

사이버괴롭힘행동의원인에대한정확한진단이
필요하고원인에기초한 맞춤형개입이효과적이다.



효과적 개입을 위한 향후 연구 과제.

개인내적변인뿐만아니라상황과맥락적변인에
대한보다심도있고체계적인연구

양적연구중심의괴롭힘연구와더불어
질적연구의활성화를통한보다명확한이해

한국의문화와맥락에적합한,사이버괴롭힘을
포함한표준화된프로그램의개발과시행

사이버괴롭힘측정도구및괴롭힘위험군
선별을위한위기척도개발

사이버괴롭힘
관련연구를
위한제언



Cyberbullying Research Center Cyberbullying Research Collection

Stopbullying Stop Cyberbullying

www.cyberbullying.us http://www.tandf.co.uk/journals/
articlecollections/cyberbullying/

www.stopbullying.gov/
cyberbullying www.stopcyberbullying.org



Cyber Training EU Kids Online

Childnet International Cyberbullying COST IS 0801

http://www.cybertraining-
project.org/

http://www.eukidsonline.net

www.childnet.com https://sites.google.com/site/
costis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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