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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quire what is the rules which is implicitly used by the adolescent group 
about bullying phenomenon. We inquire how to interpret the phenomenon from the adolescents* 
viewpoint and their opinions of how appearance and clothing determine the extent of bullying. 
After we discuss this problem, we propose an indirect solution to the cause of bullying. We 
selected a middle school boy by reason that boys have been more experienced than others ac
cording to a previous study and are at a keen adolescent stage of development. Moreover, 
“ichime" phenomenon is seriously reported at a middle school student stage in the case of Japan.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following : 1. Research on an actual case of bully
ing in a middle school student. 2. the adolescents' viewpoint on characteristics of school bully
ing. 3. The cause of violence and injury from school bullying. 4. How appearance and clothing 
affect bullying. 5. The preference and uses of clothing worn by adolescents. The process of this 
study brought a substantially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These 
questionnaires were administered to 320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from the 14th to the 25th 
of June. The data totaled up to 280 subjects, which consist of 121 male students and 159 female 
students except for invalid data.

I.서 론

청년기는 하나의 고립된 발달단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로부터 독특한 영향을 받아 생성된 것 

이며, 그 다음에 올 여러 인생단계에 결정적인 영 

향을 주는 중간단계이다. 청년기의 정의는 시대 

의 변천이나 관점에 따라 달라지며, 그 용어에 있 

어서도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정확한 구분없이 혼 

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화에 

따라 아동기와 성 인기 사이의 과도기 인 청년기가 

대단히 짧거나 거의 없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우 

리 문화와 같이 긴 청년기를 갖는 문화도 있다. 

청년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연대기적 시점으로는 청년기를 대략 11~12세부 

터 18〜20세까지로 들고 있다璀. 장휘숙3)은 오늘 

날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10대와 20대 초반을 대 

부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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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교육단계와 일치하는 청년기 구분이 더 타 

당하다고 하였다. 그는 중학교 시기를 청년 초기" 

고등학교 시기를 청년 중기, 대학교와 기술학교 

그리고 군 복무기간을 합쳐 청년 후기로 구분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시기에 해당하는 

12세부터 15세까지를 청년 초기로 일관되게 사용 

하여 용어상의 흔란을 피하고자 한다.

. 청년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청소년 

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청소년 집단은 한 사회 내 

에서 연령 계층적 특성을 갖는 하위 집단으로서, 

그들 고유의 '청 소년 문화는 한 사회 의 문화 체 계 

를 형성하는 하위 문화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하 

위문화 집단들은 의복과 외모 등에서 독특한 스 

타일을 강조하여 집단적 정체성과 결속력을 표현 

하고, 그 구성원들은 동조를 통하여 집단정체성 

올 갖게 되므로〃 이 시기의 정체감은 매우 중요 

하며, 이러한 정체감 형성에 준거 틀로서의 또래 

집단은 가장 큰 의미를 갖는다力고 할 수 있다. 또 

래집단을 형성하게 되는 사춘기 청소년은 외적으 

로 나타나는 의복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 

며, 서로의 비슷한 스타일을 통해 정체성을 확인 

하게 된다. 그들은 집단 내에서 지나치게 튀어도' 

안되지만 지나치게 '평범해도' 소외되기 때문에 

끊임 없는 자기 연출을 시 도하게 된다Q 또한 신체 

적 • 정신적 발달 및 생리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사춘기에는 의복과 외모에 보다 많은 관 

심올 가지게 된다. 외모는 언제나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평가되고'), 의복은 대인지각의 초기단 

계에서 타인에 대한 인상올 결정하는 중요한 단 

서로 작용하므로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 속에 

서 하나의 개인으로 인정받고 적응하는 수단과 

자기표현의 도구로써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패션이 분리되기 시작한 1983 
년 교복자율화 이후, 기성세대와의 스타일 구분 

이 199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내의 스타일 차이로 

까지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문화적 변 

화와 청소년들의 증가된 소비 능력은 그들 집단 

내에서도 가시적인 구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다.

청년기는 사회 문화적 발달의 소산이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상이 한 유형들의 청 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 다. *91 MBC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한국 

의 중 •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낮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낸다. 그들은 지나치게 공부만 강조 

하는 학교의 분위기를 싫어하면서도,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방과 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 

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학습 부담에 기인 

된 스트레스에 의해 두통이나 복통 둥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과 큰 소리를 지르고 싶다든지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 또는 무언가를 부 

수거나 때리고 싶은 파괴 욕구의 심리적 증상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렇듯 청소년기가 올바른 자 

아 정체감 형성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적 우선주의인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성적 우 

수 학생 몇 명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좌 

절감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게 

된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집단 따 

돌림 현상도 그 부작용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이란 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 '왕따' 

를 말하며, 여기에는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모두 

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심리학자 Ken Rig- 
byE는 그 의미를 보다 많은 힘을 가진 개인 흑 

은 집단이 보다 적은 힘을 가진 개인을 심리적으 

로 혹은 신체적으로 반복해서 억압하는 것”으로

1) 윤진,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청소년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편, 1993.
2) 최윤미 외 11인 공저, 현대청년심리학, 학문사, 1998.
3) 장휘숙, 청년심 리학, 도서출판 장숭, 1996. pp. 17-22.
4) 유송옥, 이은영, 황선진 공저, 복식 문화, 교문사, 1996. PP. 199-201.
5) 서봉연,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발달, 청소년 심리학, 도서출판 서원, 1993. pp. 57-81.
6) 조경진, 패션의 커뮤니케이션, '신세대론: 혼돈과 질서', 현실문화연구편, 1994.
7) 이미정, 사춘기 학생의 의복행동과 성역할 태도간의 상관성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p.2.
8)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6.
9) 구정화, 청소년 소비문화 연구 -청소년의 현시적 소비와 그 원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10) '91 MBC 청소년 블개서, 1991.
11) Ken Rigby, Bulling in S가)。o!s and What to do about It. Melbourne, VI: Australian Council for Edu

cational Research, Ltd.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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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으며, 박경숙 외⑵의 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대상으 

로 또는 집단의 암묵적인 규칙을 어긴 사람을 대 

상으로 여럿이 함께 또는 개인이 돌아가며 신체 

적 • 심리적인 공격을 가하여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1998년 7 
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57개 초중고교생 6, 
89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및 괴 

롭힘 둥을 조사한 결과, 초중고생 4명 가운데 1명 

이 '왕따' 피해를 당했거나一당하고 있으며, 설문 

에 응답한 학생 중 중학교가 가장 심 하고, 여 학생 

보다 남학생에게서 보다 많이 나타나고, '왕따'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튀는 행동'을 든 학생(65. 
6%)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I"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같은 세대 내에서도 집단간 

구별성이 인지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복식문화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집단 따돌림 현상，을 집단별 

분석의 준거로서, 연구 대상은 집단 따돌림 현상 

에 관한 선행 연구 조사에서 가장 심하다고 보고 

된 중학생 시기인 청년 초기 집단을 설정하였다. 

청년초기 집단의 관점에서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현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현 

상에 나타난 청년 초기의 복식 문화를 통해 이른 

바 '튀는 행동'의 유형을 파악하여 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모든 연구 과정은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조사 

방법을 상호 보완한 방법을 통해 좀 더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SPSS를 이용한 빈도분석을 통해 대표성을 갖추 

도록 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자유롭게 

기술한 자기 보고서 (openended description) 형 

식을 취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질 

적 연구방법은 어떤 연구과제의 탐색적 단계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현상의 다양한 측면 

올 총체적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리라 사려된 

'다.

U. 이론적 배경

1.집단  따돌림 현상의 특징

대부분의 청년기는 심각한 어려움 없이 성인기 

로 발달해간다. 그러나 청년초기와 중기의 일부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에 적옹 

하지 못하고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며, 심각한 문 

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극단적 

행동으로 자살을 들 수 있으며, 자살은 우울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자살은 사고와 살인 다 

음으로 빈번한 청소년들의 사망원인으로 간주된 

다. 청소년들은 실제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살을 감행한다기보다는 '도움올 얻기 위한 외침' 

으로서 자살을 기도한다面고 한다. 1997년 6월 18 
일 서울에서 여중 3년생 조모양, 1997년 5월 26일 

대구에서 여중 3년생, 1998년 5월 29일 울산의 한 

중학생은 집단따돌림 현상 때문에 자살한 경우* 

이다. 학급의 학생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및 괴롭 

힘을 당한다면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모든 연령의 개 

인들과 동일하게, 청소년들은 타인의 인정과 사 

랑을 받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 

청년기 동안 동년배 집단에서의 인기는 특히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동년배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인기가 없다 

고 생각하는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올 

갖게 되지만成, 무시 당하거나 거부되는 청소년 

들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 

용올 회피하며 위축된다. 청년 초기나 중기의 청 

소년들은 청년 후기의 청년들보다 다소 더 불안 

정하기 때문에 동년배의 거부나 조롱에 의해 더 

쉽게 더 크게 상처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2) 박경숙, 손회권, 송혜정,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pp. 
61-62.

13) 조선 일보 99년 1월 17일자.

14) 장휘숙, 청년심 리학, 1996. pp. 325-330.
15) 박경숙 외 2인,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p. 2.
16) Sedald, H. Ad이escents concept of popularity unpopularity, comparing 1960 with 1976, Adolescence, 

16(61), 1981. pp. 187-193.
17) Walker, L. S. & J. W. Greene, The social context of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

lescent. 15, 1986. pp. 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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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 

집단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언어화되지 않은 

규칙올 잘 파악하여 그에 거스르지 않아야 하는 

데, 이 규칙을 잘 이해 못하거나 안 지키는 학생 

들이 집단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청소년 

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또래관계 

의 한 유형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자아정체감 

형성이 미숙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므로 피 

해자는 따돌림 당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자나 

참여자(방관자) 역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점 

에서 모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집단따돌림과 비슷한 현상으로 일본의 '이지메' 

현상과 호주의 괴롭힘(bullying)'이란 것이 있 

다. 괴롭힘에 대해 영국의 범죄학자 Farring- 
to어8)은 "보다 많은 힘을 가진 개인이 보다 적은 

힘을 가진 개인을 심리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반복해서 억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고, 남호주 

대 학의 객 원교수이자 사회심 리 학자인 Rigbym는 

괴롭힘의 주체에 대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을 

포함시켜 괴롭힘이 한 개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 

라 집단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 

으며, Smith와 Sharp河는 '힘의 체계적 남용으 

로 규정하였다. 즉, 괴롭힘은 권력집단의 형성과 

정에서 발생한 힘의 불균형 현상으로서 보다 많 

온 힘올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보다 적은 힘올 가 

진 개인을 심리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의도적이 

고 반복적인 형태로 억압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국내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에 관한 연구가 

나온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고, 전에는 김준호 

외21), 이혜성22), 홍생표 외&의 연구 둥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학교 폭력의 일 유형으로 취급되어 

졌다.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지칭하는 말도 이 

은미끼는 고립자, 윤옥인18 19 20 21 22 23 24 25 26,은 배척아, 이규미 외 

涮와 박경숙 외의 연구에서는 왕따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흔란을 막 

기 위하여 "따돌림당하는 학생"으로 일관되게 사 

용하고자 한다.

18) Farrington, D. P.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Bulling, In Tonny, M. and Morris, N.(Eds). Crime 
and Justice, 17,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19) Ken Rigby, Bull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Melbourne, VI: Australian Council for Edu
cational Research, Ltd. 1996.

20) Smith, P. K. & S. Sharp, The Problem of School Bullying, In Smith P. K. & Sharp S. (Eds) School 
Bullying： Insight and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1994.

21)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22) 이혜성, '98 서울시 청소년 의식조사 : 청소년의 달 기념 보고서, 서울 청소년 상담 연구 皿，서울 특별시 청 

소년 종합 상담실, 1998.23) 흥생표, 이광호, *미영: 박창남, 학생생활 의식 실태 조사, 서울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1998.
24) 이온미,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연새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4. pp. 47-48.
25) 윤옥인, 학급내의 사회성 측정지위로 본 인기아와 배척아의 특징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26) 이규미, 문형춘, 흥혜영,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현상 서울 청소년 상담연구 山, '왐따' 현상에 대한 이해 

와 상담 접근,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1998.
27) 장휘숙, 청년심리 학, 도서출판 장숭, 1996. pp. 265-266.
28) Gupta, V. & C. Korte, The effects of a confidant and a peer group on the well-being of single elder.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39(4), 1994. pp. 293-302

인간은 타인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 

는 동안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정 

서적 발달을 이루게 된다. 청년기가 시작되면 그 

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래집단에게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약 

15〜16세 경에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달 

한다27 28)고 한다. 또래 관계를 통해 형성된 성격이 

나 사회적 습성은 성인기의 대인관계와 사회적응 

력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에 

자신이 속해있는 또래 집단에서 인정과 수용을 

받는 정도는 각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집단과 마찬가지 

로 또래집단 내에서도 각 개인에 대한 집단원들 

의 선호 정도가 다르기 마련이다. 어떤 개인은 인 

기가 있고, 어떤 개인은 배척받거나 무시를 당한 

다. 또래집단 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은 동료들 

의 인정과 호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 

로 안정되고 행복감을 느껴® 보다 친사회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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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행동을 보이지만, 배척을 받거나 무시 

를 당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우울, 

외로움, 불안증세를 보이며, 반사회적이고 공격 

적인 행동을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 이렇듯 또 

래집단의 인기도는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 적응 

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많은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기아와 배척아를 그들의 

복식문화와 결부시켜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통해 또래 

집단에서 거부 당하는 학생의 원인올 그들의 시 

각에서 고찰하고, 그들에게 선호되거나 배척받는 

복식문화를 통해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사 

회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여 교육현장에서 실시되는 생활지도나 

상담 등의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청소년기의 특성과 의복행동

청년기는 아동기와 성년기의 중간단계로서 전 

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이 한 사람의 독 

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기이며 과도 

기이다詞. 청년기의 행동은 부자유스럽고, 정서 

는 블안정하고, 대인관계가 순조롭지 못하여 타 

인을 괴롭히고,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된다. 이 시 

기는 중학교를 입학하여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학교(12~15세) 시 

기를 청년 초기, 고둥학교(16〜18세) 시기를 청 

년 중기, 대학교(19~22세) 시기를 청년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청년 초기와 중기 에 해당하 

는 청소년이라 구분지 어 부르기로 한다29 30 31 32 33 34 35 36对. 이동 

주釦의 청소년기의 자아발달에 관한 연구에 의하 

면 중학생의 경우 충동의 단계, 자기방어 단계, 

순응자 단계, 그리고 자기 인식의 단계까지 비교 

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사회적 규범에로 통합 

되 어 가기까지의 과정올 통과하고 있으므로 사회 

29) 장휘숙, 청년심리학, 장승, 1996, p.17.
30) 김제한, 발달심리학, 양서원, p. 341.
31) 장회숙 첫녀시리 하 자숭 19Q6 n 17
32) 이동주: 청소년기의'자아 椭달待 $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p. 42-43.
33)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pp. 129.
34)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pp. 109.
35)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pp, 193-199.
36) 정옥분,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pp. 262-277.

적 관습에 익숙해지는 것이 이들의 과제이며 상 

호적 관계에 '대한 관심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 

였다. 이들은 급격한 신체적 • 정서적 변화로 말 

미암아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너무 몰두해 있으 

므로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룰 구분하지 

못한다电 또한 사춘기 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 

화는 청소년들을 매우 곤혹스럽게 한다. 사춘기 

는 주로 청년 초기에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급격한 신체적 •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기 

간올 의미한다湖고 한다.

한국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의 특징을 보면 발 

달속도에 있어서는 중학교 시기(13〜15세) 동안 

에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이후는 느린 속도로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도덕 

성 발달에 영향올 주는 요인으로는 부모의 영향 

과 또래의 영향 그리고 대중매체의 영향을 들 수 

있는데35), 어떤 연령에서도 친구는 중요하지만 

많온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청소년기에는 특 

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비숫한 변화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서 위안을 

얻고, 자신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 

는 것은 청소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집단에 속하 

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한다. 왜냐하면 따돌림받 

는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좌절 그리고 슬픔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무시당하는 청년을 어떻게 하 

면 또래와 효율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도 

울 수 있겠는가? 또래로부터 주의를 집중시키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친구 

의 관심분야와 연관시켜 자신의 얘기를 하고, 또 

래 집단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는 것 둥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3®고 하였다. 청소년기의 또 

래집단의 문화는 기존 성인 문화와는 다른 것으 

로서 또래집단은 가족 내에서 익힐 수 없는 사회 

적 기술올 획득하며, 또래집단 안에서의 많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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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착오를 통해 사회가 요구하는 성인으로서의 

준비를 효율적으로 하여 보다 사회 적응을 효과 

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37 *〉. 친구를 사귀기 위 

한 효율적인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친구를 사귀 

는 데 적합한 책략은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의 숭 

인과 상관이 있고, 부적합한 책략은 반사회적 행 

동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副. 사회성은 

대인관계를 원만히 해나가는 성격특성으로서 사 

회적 관계, 즉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그러한 관계 

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외모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므로 자연히 의 

복관심이 많아지고 친구들과 비슷한 유형의 옷을 

입는 동조성 이 높아진다39〉고 할 수 있다.

37) 황윤경, 청소년 또래집단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성숙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6, p.41.

38) Wentzel, K. R. & C. A. Erdley, Strategies for making friends : Relations to social behavior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93, pp. 812-826.

39) 이은미,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4. p. 20.
40) Kefgan, M. & Specht P, Touchie, Individuality :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New York: Macmillian Publishing Co., 1976. p.49.
41) 박광희,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겨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pp. 31-32.
42) 박경숙, 손회권, 송혜정, 학생이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pp. 

70-84.
43) 이온미, 여자중학생의 성격특성 및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의복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4. pp. 47-48.

어떤 연령에서도 동조행동은 있기 마련이지만 

동조행동에 대한 또래의 압력은 청년 초기에 가 

장 강력하여 그 힘은 청년 행동의 모든 면-의복의 

선택, 음악, 언어, 가치관, 여가활동 등에서 나타 

난다. 사회적 숭인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청소년들은 의복을 선택할 때 동년 

배들이 입고 있는 의복에 동조할 뿐 아니라 친구 

들에게 따돌림올 받거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서 동조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는다奶. 박광회의 

연구를 살펴보면 자신의 의복에 대하여 높이 

평 가하는 사람은 의복을 중요시 하나 의복의 동조 

성 및 정숙성에는 관심이 낮았으며, 의복의 정숙 

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을 중요시하지 않으나 의 

복의 동조성에는 관심이 높았다고 하였다. 박경 

숙의 연구m에서 여학생들은 혼자 지내는 것을 

싫어하여 학년초인 3월 한달 동안 어느 '파(또래 

집단)'에든지 속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즉, 자신을 좋은 모습들로만 포장 

해서 '이미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미지 관리 

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파에 속하기 위함도 있지 

만, 학기초에 자신이 속하거나 속하지 않은 파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냐에 따라 같은 행동 

을 하더라도 아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반응이 다 

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미지 관리의 예를 들면, 

착하고 성격 좋고, 공부 잘 하고, 외모도 어느 정 

도 예쁘게 꾸밀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이 잘못한 

일이 아니 라도 분위기가 자신의 •사과를 요구하 

면, 아이들에게 사과도 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다. 이은미43＞는 여중생들의 성격 특성과 의복 

행동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 또래집단 수용에 따 

른 집단간의 의복행동을 비교한 결과, 정서적으 

로 불안정하고 충동성이 높은 여중생일수록 의복 

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복의 동조성을 중요시한 

다고 하였다. 또한 또래집단 수용에 따른 인기자 

집단과 고립자 집단 사이에 의복의 정숙성의 차 

이를 본 결과, 인기자 집단이 고립자 집단보다 의 

복의 정숙성을 더 중요시한다고 하였다.

DI.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 

한다. SPSS 빈도분석을 통해 집단 따돌림 현상 

과 그 안에 내재된 복식문화의 보편적 실태를 파 

악하고자 하였으며, 자유 기술형 질문지법을 택 

하여 응답자가 사고의 제한없이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언어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여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총체적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 

였다.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들을 참고로,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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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인。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2차례의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조사의 

질문지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청년초기 집단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집단따돌 

림 현상'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둘째, 집단 

따돌림의 피해원인과 가해원인을 질문하여 그들 

의 시각에서 문제를 조망하도록 하였다. 셋째, 예 

비조사에서 집단 따돌림의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 

과 성격, 외모, 의복, 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정환 

경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었으므로 이 6개의 항 

목을 제시하고 청년 초기 집단에게 집단 따돌림 

의 피해 원인의 우선 순위를 기입하고, 그 항목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넷째, 청년 초기 집단에서 선호하고 상용하는 의 

복에 대해 의복의 종류와 선호하고 상용하는 이 

유에 대해서 기입하도록 하였다. 다섯째는 연구 

대상의 집단 따돌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 

로, 이 질문의 경우, 1차 예비조사에서는 첫 번째 

로 구성되었으며 내용도 '학생은 집단따돌림을 

당했거나 가한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직접적으 

로 질문하였다. 응답한 모든 학생이 '없다'라고 

대답하여 집단따돌림 현상이 그들에게 매우 예민 

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므로 2 
차 예비조사에서는 마지막에 질문하고 질문 방법 

도 우회적으로 '학생 주위에 집단따돌림을 당했 

거나 당하고 있는 학우가 있습니까?'로 질문하여 

연구대상의 집단따돌림 실태를 파악할수 있었다.

2. 연구 대상 선정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학제상 중학교에 해당하는 

청년 초기의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발달 단계상 가장 예민한 사춘기의 시기에 해당 

하고, 동요되거나 흥분되기 쉬운 12〜15세의 연 

령대면서, 집단 따돌림 현상에 관한 선행 연구에 

서도 따돌림 현상이 중학교시기에 가장 많이 나 

타난다“）고 하였으며, 일본의 이지메 현상 역시 

중학생 단계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보고，5.她 

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절차는 2차례의 예비 

조사와 1차례의 본조사로 이루어졌다. 1차 예비 

조사는 1999년 3월에，2차 예비조사는 1999년 5 
월에 실시하여, 질문지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 

였다. 본조사는 1999년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소재 중학교에 재학하는 3학년 학생 320명 

에 대해 자유롭게 쓴 자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총 320부 중 질문의 많은 

부분을 누락시켰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 

여 정 보적 가치가 없는 자료를 제외하고, 분석 및 

해석에 사용된 자료는 남학생（만리동 소재 흐중 

학교） 121부, 여학생（구산동 소재。여중） 159 

부, 총 280부이었다. 조사내용 분석시 의문 사항 

이 있으면, 조사 학교의 선생님이나 연락 가능한 

연구 대상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내용을 확인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청년 초기 집단에 나타난 집단 따돌림 실 

태

학생들은 자신이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 싫어 

하는 톡징 때문에 "학생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직접적 질문대신에 우회 

적 질문인 “학생 주위에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친구가 있습니까”를 통해 집단 따돌림 현상이 얼 

마나 일반적인 현상인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질 

문한 결과는 전체 280명 중 집단 따돌림을 당했 

던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121명（43.21%） 
이었으며, 그런 친구가 없다고 대답한 학생은 

159명（56.79%）이었다. 여기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집단 따 

돌림 현상올 경험한 이들로, 그들 자신이 바로 가 

해자였거나 참여자（방관자） 또는 피해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류해서 

분석한 결과 남학생 119명 중 집단 따돌림을 당 

했던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불과 9명 （7. 

44） 박경숙, 손회권, 송혜정,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45,）小山田勢津子，實態豫防敎育，東京：株式會社學苑社，1996.
46）淸水一彥，赤毛勝己，新井淺浩，伊藤稔，佐藤晴雄，八尾坂修，敎育尹夕'9时99 A Databook of Edu

cational statistics,東京：株式會社時事通信社，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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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이었던 반면 여학생 159명 중 그런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학생은 112명(70.44%)으로 여학 

생 사이에서 훨씬 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박경숙 외 

(1998)의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결과와 차이가 크게 났는데 그 

이유는 남학교의 경우, 학교 방침의 차이에서 비 

롯된 것으로 보인다. 연구 결과에 의심올 품은 연 

구자가 조사한 남학교의 선생님과 전화 인터뷰를 

한 결과, 남학교의 경우 선생님들이 학교에 집단 

따돌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문지에도 많은 남학생 

들이 '우리 학교는 너무 좋아서 왕따 같은 것은 

없다', '왕따를 당했던 친구가 없다'라고 대답해 

선생님의 세심한 배려가 집단 따돌림 현상을 줄 

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결과 

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의 가 

해 원인과 피해 원인을 아주 상세하게 적고 있고,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학 

생 중 자신이 바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적은 학생도 있었으며, 학우 중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여 자퇴한 사람도 있다고 대답한 점을 들어 

집단 따돌림 현상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학생의 경우, 학급 내에 존재하고 있 

는 집단 따돌림올 당했던 친구를 여러 명이 같은 

이유를 들어 대답함으로써 한 사람(같은 사람)을 

여러 사람이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여 

학생 159명이 대답한 '집단 따돌림을 당했던 친구 

의 따돌림 원인'에 대해서 분류해 본 결과 학급이 

라는 커다란 집단 내에 크고 작은 소집단(또래집 

단)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안에 따돌림을 당했 

었거나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보여진다.

2. 청년 초기 집단이 인지하는 집단 따돌림 

현상

"집단 따돌림 현상은 왜 생긴다고 생각합니 

까?”라고 질문하여 중학생들의 시각에서 그들 자 

신은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하였다. 집단 따돌림을 학생들은 주로 '왕따 

(제일 심한 따돌림)'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 은어 

는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 일반 명사화되어 있었 

다. 그 외에 '전따(전교생이 따돌림)'라는 표현 

과, 왕따보다 심하진 않지만 따돌림의 한 형태인 

'따(따돌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집단 따 

돌림 현상에 .대해 학생들은 복수의 대답을 하였 

으며 결과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따돌림당할 짓을 하니까(27.14%), ② 이기주 

의 때문에(12.14%), ③ 나와 다르니까(8.21%), 
④ 모르겠다(7.50%), ⑤ 우월감과 열등감의 표 

출(7.14%), ⑥ 형식적인 친구 관계(7.14%), ⑦ 
매스컴의 과다 보도로 인한 호기심 발동(5. 
71%), ⑧ 남들이 하니까 나도(5.35%), ⑨ 기타 

(20.71%) 순으로 나타나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집 

단 따돌림 현상을 따돌림 당하는 학생이나 사회 

에 책임전가를 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대답 

안에는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방법도 표현되어 

있는데, 소수라고는 하지만 남 • 여학생 모두 단 

순히 그냥 같이 안 놀고 따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 가해를 하고 있었으며, 주동자로 보여지 

는 한 개인의 시작에서 여러 학생들(참여자)로 

확대되어 집단으로 신체적 가해를 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것은 박경숙 외의 연구와 이규미 

외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한 

몇 가지 항목에 대 한 학생들의 반응을 그대로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따돌림당할 짓을 하니까,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튀는 애들 때 

문에... 그런 애와 놀기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 

다중 3 남).”

"왕따 당하는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 그 아이 

와 상대하면 기분이 나빠져서. 성격이나 외모가 

좀... 말도 잘하지 않구... 왕따 당하는 학생의 잘 

못을 고쳐주면 되는데 무시하고 멀리 하기 때문 

에…(중 3 여)”

"사회가 집단 이기주의로 변하니까… 아이들 

도 나만 생각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모두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 

는 아이를 싫어하게 되는 것 같다. 반면, 왕따롤 

당하는 아이는 너무 소극적이기 때문에 더욱 왕 

따 현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 나도 당해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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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도 보았다(중 3 여).”

"성격이나 생각 같은 것이 서로 달라서 안 노 

는 것뿐이다. 서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노는 것 

뿐인데… 다른 아이돌도 똑같이 행동하니까… 

중 3 여)”

••자기보다 너무 잘 났거나 너무 떨어지면 자 

기와 다르다고 생각하여 그 아이와는 말도 안하 

고 건드리고 하면, 다른 친구돌도 건드리고 해 

서 왕따 현상이 생기는 것 같다(중 3 남).”

"애들의 사고방식 때문에… 조금만 공부 잘 

하거나 잘 난척해도 따되구, 공주병도 따되구 

증 3 여)”

"잘 모르겠다. 그냥 이런 것이 없었으면. 근데 

너무 불쌍했다. 그 애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트 

집이었다(중 3 여).”

"자기만족 때문에… 자기보다 잘 난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을 시샘하여 따돌림올 시킴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기보다 못한 경우 

자신의 좋은 점을 부각시켜 자기 만족을 채우려 

고 한다. 강자가 약자를 싫어하게 되면… 외모 

둥을 트집잡고 그러다가 전체 집단이 그 사람을 

재수 없다 생각할 때…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집단의 힘을 빌어 왕따를 만드는 것이다. 하여 

튼 왕따는 주도자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고 본다(중 3 남).”

"친구돌과의 관계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생각 

하기 때문에… 친구의 이간질, 서로의 우애와 

이해의 부족,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 

에…중 3 여) “

"매스컴의 과다보도로 인한 아이들의 모방심 

리 때문에. 조금 일어나다가 끝날 수도 있는 일 

인데, 매스컴에서 괜히 크게 떠벌려 더 심각해 

진 것 같다. 그래서 호기심에 더 해 보구 싶은 거 

라구…(중 3 남)”

"남들이 하니까 나도… 왕따롤 돕다간 나 또 

한 왕따가 되니 동참할 수밖에…(중 3 여)”

"일본 문화의 모방… 일본의 이지메롤 학생들 

이 멋있는 줄 알고 따라 하기 때문… 요즘 청소 

년들 중 일본 만화책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 

로 많이 접하고 있다. '꽃보다 남자' 이것 두 왕 

따시키는 걸로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간다(중 3 
남).”

3. 청년 초기 집단이 인지하는 집단 따돌림 

의 원인

1) 집단 따돌림의 피해 원인

어떤 사람이 주로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가룔 물어본 결과, 집단 따돌림의 피해 원인에 대 

해 학생들은 복수의 대답을 하였으며 결과를 순 

서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척한다(68.57%), ② 말이 없고 소극적이며 

남과 어울리지 않는다(33.92%), ③ 이기적이고 

남올 무시(30.71%), ④ 외모와 의복 행동이 남들 

과 다르다(23.92%), ⑤ 말과 행동이 이상하고 눈 

치가 없다(20.71%), ⑥ 성격이 괴팍하다(20. 
71%), ⑦ 믿을 수 없다(거짓말, 뒤딴, 고자질, 이 

간질, 배신)(14.28%), ⑧ 학교생활(성적, 수업시 

간)과 관련이 있다(13.21%), ⑨ 가정환경(5, 
71%), ⑩ 정신적 • 신체적 결함(5.71%) A 친구 

관계(5.35%)로 나타나 피해 원인을 피해자의 탓 

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것은 피해 학생의 성격적 

인 측면과 대인관계의 취약성 및 남들과 구별되 

는 외모 즉, '집단'을 기준으로 '우리들'에서 벗어 

난 성격과 외모 및 행동은 요즘 청년 초기 집단에 

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되며, 학생 

들 사이에 존재하는 집단 따돌림은 개인인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 

었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책 

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위에 

서 요약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삼척공주. 잘 난척, 있는척, 예쁜척하는 애… 

좀 싸가지가 바가지다. 학기 초에는 착한 애인 

줄 알았는데 첫 시 험보구 전교 1둥 하니까 공주 

가 되었더라구요. 그러구 가면 갈수록 왕비가 

되다가 하두 싸가지 없게 구니까. 좋은 일은 지 

가 다하구 청소같은 것은 매일 빠지구…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일온 괜찮은 데, 담임이 얘가 

그러면 왜 그랬어 이러구, 공부 좀 못한 애가 그 

러면 애 정말정말 당황하게 화를 낸다(중 3 
여).”

"말이 없고 소극적인 아이. 너무 조용하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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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숙함.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친구들과 어울리 

지 못하여 학교를 자퇴한 아이가 있다（중 3 
남）.”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아이. 자기중심적 

- 자기주장만 내세운다（중 3 남）.”

■•외모가 이상하고 구리게 입는 아이. 키 작고 

옷기게 생긴 아이. 사마귀가 많이 나고, 얼굴도 

지저분하고 의복도 지저분해서… 애돌이 냄새 

난다고 안논다. 외형이 불쾌하고 불결하고•••（중 

3 남） ”

"낄 때 안 낄 때 구분 못하고 아무데나 나서 는 

아이. 행동이 남을 짜증나게 하고, 멍청하고 느 

리게 행동한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인 줄 알 

면서도 그 일을 계속한다（중 3 여）.”

"성격이 안 좋은 아이. 성질이 드럽구 지랄맞 

다.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부리고, 친구돌과 잘 

싸운다（중 3 여 ）.”

"거짓말, 이간질, 뒤딴까는 아이… 뻥을 너무 

많이 쳐서... 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자기가 

XX 초등학교 1-10짱까지 포함해서 한 팔에 30명 

씩 매달렸는데 자기가 풍차돌리기로 다 팼다고 

했으나 모든 사실이 들키자 그 때부터 왕따됨 

（중 3 남）. ”

"수업시간에 튀는 애. 숙제 둥을 안 해와서 다 

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애. 공부만 하는 애. 지 가 

범생이인 척... 공부에 너무 집착한다. 공부한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너 공부 많이 했지' 이 한마 

디에 흥분하는 애… 중 3 여）”

"공부를 너무너무 못하거나, 그 반대로 너무 

잘하는 애… 또 선생님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중 3 여）”

"가정환경이 나쁘면, 뭐 사먹고 그럴 때 혼자 

만 빠지는 애. 가정환경은 소심한 성격 만드는 

데 한몫 한다… （중 3 남）”

"너무 가난하거나 부유해도, 너무 돈이 많아 

하루에 만원씩 준다… （중 3 남）”

"정신적 • 신체적 결함이 있는 아이. 이유는 

치사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약한 친구였다（중 3 
여）.”

"왕따의 친한 친구. 친구가 없는 애. 그 주위 

의 친구롤 보면 그 애롤 알 수 있다. 친구가 재수 

없으면 그 애도 싫어진다. 아이둘 말에 의하면 3

년 내내 혼자 논다고 한다（중 3 여 ）.”

2） 집단 따돌림의 가해 원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집단 따돌림의 가해 원인에 

대해 학생들은 복수의 대답을 하였으며 결과를 

순서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그 애가 싫 

어서（46.42%）, ②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12. 
85%）, ③ 따돌림당할 짓을 하니까（12.50%）, ④ 
그저 재미로 •장난삼아（7.14%）, ⑤ 괴롭히는 것 

올 즐기기 위해서（6.78%）, ⑥ 다른 애들이 하니 

까（6.07%）, ⑦ 스트레스 해소 （4.64%）, ⑧ 자기 

가 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4.64%） 순으로 나타 

났으며 그 외에 기타（5.00%）가 있었다. 학생들 

은 가해 이유에 대해서 그 애가 싫기 때문에, 싫 

은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학 

생이 46.42%에 이르러 자기와는 다른 '이질적（異 

質的）인 것'에 대한 이상반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박경숙 외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 

으로 인간 발달 시점에서 자기를 인식한다는 것 

은 타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 

람들은 부모와 형제 또한 자기와 비숫하지만 자 

기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학 

생들은 학교에서，이질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만 

나는 경험을 갖게 되는데 오늘날의 사회나 학교 

에서는 이질적인 것과 접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스타일이 유행 

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개성이라고 외 

치면서 모두 같은 스타일을 즐겨 입고 있는 것처 

럼 이질적인 것에 마주 치는 일이 적어지면 , 동 

질적인 것에서 조금이라도 이질적인 것을 찾아내 

려 하고 그것을 배제한다. 그래서 행동도 외모도 

의복도 모두 튀지 않으려는 것에 투철하게 되지 

만 이런 부자연스러움은 누구라도 좋으니까 싫어 

할 공격 대상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공격대상 학생을 회생양으로 만들어서 얻어지는 

우월감과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피험자가 모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므로 상 

급학교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집단따돌림을 통 

해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위에서 요약 

한 몇 가지 항목에 대 한 학생들의 반웅을 그대로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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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애와 상대하기 싫어서, 상대하기 싫은 애 

는 상대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짓이 맘에 안 들 

어서, 재수 없으니까… 그러다 때리고 그러면서 

생기는 것 같다(중 3 남).”

"자기보다 잘 났거나 못난애롤 왕따시키면서 

얻어지는 잘못된 만족감을 위하여 (중 3 남)”

••따돌림당할 짓을 하니까… 보기만 해도 짜중 

이 나고, 그런 행동이 없어졌더라도 짜중나게 

했던 모습이 생각나 왕따는 왕따로 남을 수밖에 

없다(중 3 남).”

"별 생각없이 장난삼아… 심심해서… 그저 재 

미로(중 3 여).”

"괴롭히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사실 남을 

괴롭힐 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겁니 

다. 이런 사람들이 순간의 쾌락을 위해 왕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중 3 남).”

••다른 애들이 다하니까, 할 일 없이 집단의식 

이 발동해서… 가해자를 중심으로 분위기가 형 

성되어 다같이 나도 모르게...(중 3 여)”

••공부와 집안 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하려 

구, 화풀이를 그 애한테 하는 것 같다. 짜증내기, 

때리기 둥…(중 3 여)”

"왕따를 만들지 않으면 내가 왕따가 된다는 

피해의식 때문에…(중 3 여)”

4. 집단 따돌림 현상에 나타난 청년 초기 집 

단의 의복 행동

1) 집단 따돌림 피해의 원인에서 외모와 의복 

이 차지하는 정도

집단 따돌림 피해의 원인은 크게 성격, 외모, 

의복, 학교생 활, 친구관계, 가정 환경으로 나눌 수 

있었고, 응답한 학생들이 피해 원인을 여러 가지 

로 표현하고 있었으므로 그 중 외모와 의복이 어 

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생들에 

게 우선 순위를 매긴 후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기 

입하라고 하였다.〈표 1〉은 학생들이 우선 순위 

를 매긴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표 1〉에 나타난 

조사결과를 보면 남 • 여학생 모두 성격이 1순위 

라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고, 외모는 전체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학생이 외모를 2순위, 여 

학생은 외모를 4순위에 두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2〜5순위까지 별 차이없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 • 여학생 모두 집단 따돌림 피해의 원인 

에 외모가 성격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사람을 처음 대할 때 

외모롤 통해 첫인상을 갖게 되고, 이 때 호의적인 

첫인상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 그 사람이 행동이 

호의적이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복행동은 전체 4순위에 올라 

있었으며 남학생은 4순위 여학생은 5순위에 두어 

남학생이 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여학생의 

경우 4~5순위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 

다. 외모보다 의복이 보다 낮은 순위에 기록된 것 

온 남 • 여 학교 모두 학교에서는 교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덜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리라 

사려된다. 그러나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 

다 외모와 의복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는 것은 요즘 남학생들이 예전보다 외모에 보다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여학생 

의 경우 남학생보다 외모와 의복을 등한시한다기 

보다는 외모와 의복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써서 인상관리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집단 따돌림 피해의 원인에 나타난 청년 초 

기의 복식 문화

외모와 의복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유를 남 • 

여학생을 나누어 살펴보면 외모의 경우, 남학생 

전체 121명 중 ① 인상이 안 좋다(33.88%), ② 청 

결하지 못하다(10.74%), ③ 잘 생겼다(9.92%), 
④ 만만하게 생겼다(8.26%), ⑤ 체형이 뚱뚱하거 

나 왜소하고 약해 보인다(7.44%), ⑥ 중요하지 

않다(7.44%), ⑦ 왕자병(6.61%) 순으로 나타났 

으며 그 외에 무응답(15.70%)이 있었다. 여학생 

은 ① 인상이 안 좋다(41.50%), ② 청결하지 못하 

다(15.72%), ③ 공주병 (9.43%), ④ 중요하지 않 

다(9.43%), ⑤ 예쁘다(8.80%), ⑥ 만만하게 생 

겼다(5.66%), ⑦ 촌스럽게 생겼다(5.03%), ⑧ 
장애인(3.77%), ⑨ 무응답(0.63%) 순으로 나타 

났다. 여기에서 무응답은 집단 따돌림 피해 원인 

에 대한 우선 순위는 기입했지만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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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표 1> 집단따돌림 피해의 원인에서 외모와 의복이 차지하는 정도

항목 총 답변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성 격

男 121 86(71.07%) 11( 9.09%) 3( 2.47%) 8( 6.61%) 5( 4.13%) 8( 6.61%)

3( 1.88%)

11( 3.93%)

女 159 129(81.13%) 14( 8.80%) 5( 3.14%) 4( 2.51%) 4( 2.51%)

전체 280 호15(76.79%) 25( 8.92%) 8( 2.85%) 12( 4.29%) 9( 3.22%)

외 모

男 121 9( 7.43%) 36(29.75%) 22(18.18%) 20(16.52%) 20(16.52%) 14(11.57%)

女 159 7( 4.40%) 37(23.27%) 33(20.75%) 39(24.52%) 35(22.01%) 8( 5.03%)

전체 280 16( 5.71%) 73(26.07%) 55(19.64%) 59(21.07%) 55(19.64%) 22( 7.86%)

의복

행동

男 121 4( 3.30%) 18(14.87%) 28(23.14%) 37(30.57%) 21(17.35%) 13(10.74%)

女 159 6( 3.77%) 20(12.58%) 29(18.24%) 41(25.79%) 43(27.04%) 20(12.58%)

전체 280 10( 3.57%) 38(13.57%) 57(20.36%) 78(27.86%) 64(22.86%) 33(11.78%)

학교

생활

男 121 15(12.39%) 23(19.00%) 39(32.23%) 18(14.87%) 20(16.53%) 6( 4.96%)

女 159 11( 6.92%) 46(28.93%) 35(22.01%) 19(15.70%) 23(14.47%) 25(15.72%)

전체 280 26( 9.29%) 69(24.64%) 74(26.43%) 37(13.21%) 43(15.36%) 31(11.07%)

친구

관계

男 121 5( 4.13%) 23(19.01%) 21(17.35%) 24(19.83%) 42(34.71%) 6( 4.96%)

女 159 5( 3.14%) 28(17.61%) 49(30.82%) 34(21.38%) 21(13.21%) 22(13.84%)

전체 280 10( 3.57%) 51(18.21%) 70(25.00%) 58(20.71%) 63(22.50%) 28(10.00%)

가정

환경

男 121 2( 1.65%) 10( 8.26%) 8( 6.61%) 14(11.57%) 13(10.74%) 74(61.16%)

女 159 1( 0.63%) 14( 8.80%) 8( 5.03%) 22(13.84%) 33(20.75%) 81(50.94%)

전체 280 3( 1.07%) 24( 8.57%) 16( 5.71%) 36(12.86%) 36(12.86%) 155(55.35%)

* 비율은 각 항목별 답변수의 총답변수에 대한 백분율임.

면, 남 • 여학생 모두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 

어 인상형성의 중요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 

었으며, 깔끔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쁘고（여:8.80%） 잘 생겼다（남:9. 
92%）는 이유도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더】, 여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예쁜 학 

생에게는 질투심으로 인해 그 학생을 따돌리는 

반면, 남학생은 자기보다 잘 생긴 학생을 보면 열 

등감을 느껴 그 학생을 따돌리게 된다고 대답하 

였다. 또한 체형이 뚱뚱하거나 왜소하고 약해 보 

이는 학생도 따돌림 피해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데, 이 경우는 여학생 159명 중 단 한 명만이 체 

형 조건을 거론한데 비해 남학생온 9명（7.44%） 
이 체형 조건이 열세하면 힘있는 학생에게 놀림 

의 대상이 된다고 대답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따돌림의 원인으로 신체적 외모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만만하게 생겼다（남:8. 
26%, 여:5.66%）'의 경우 남 • 여학생 모두 '순하 

고 착하게 보인다'를 만만하다고 여겼으며, 이들 

은 순하고 착하게 보이는 것을 '착하다못해 멍청 

하게 보인다'고 표현하고 있어 일부 부정적인 시 

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위에서 요약 

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얼굴이나 외모에 따라 느끼는 호감도가 다르

다증 3 남）.”

••외모가 특이하게 생기면 가까이 가기 싫다.

또 못생기면 놀림의 대상이 된다（중 3 남）.”

"더 러우면, 잘 씻지 않으면 싫다（중 3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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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하거나 키가 작다는 이유로… 약하게 생 

기거나 너무 비실비실해도… (중 3 남)”

"또 너무 잘 생겼을 경우 애돌이 열등감을 느 

껴서 (중 3 남)”

"잘 생기지도 않았는데 잘 생긴 척…(중 3 
남)”

"순하고 착하게 보인다. 멍청할 정도로•••(중

3 남广

"우선 흔히 첫인상이 나쁘거나 못생겼으면,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북한 외모, 미가 중요시되는 사회이므로 혐오 

감을 주면 안된다(중 3 여 ).”

"외모가 안 좋으면 첫인상이 구겨지고, 선입 

견이 생긴다…(중 3 여)”

"못생긴 것까지는 괜찮은데 못생겼으면서 이 

쁜척 하는 것은 정말 싫다(중 3 여).”

"청결하지 않으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 

난다…(중 3 여)”

"특이하게 생기면, 외모가 이상하면 자연히 

놀리게 된다, 굉장히 왜소하여 난민처럼 보인 . 

다. 너무 이상하게 생겼으면 짜증난다.(중 3 
여).

“멍청하게 생기면… 병딱처럼 생겼으니까…

(중 3 여)”

"너무 예쁘면 질투의 대상이 되므로.(중 3
여)”

"장애인… 혐오스러우면 좀…(중 3 여)”.

의복의 경우, 남학생은 ① 잘 못 입는다(20. 
66%), ② 지저분한 옷은 불쾌감을 준다(16. 
53%), ③ 흔자 튀게 입는다(12.39%), ④ 구리게 

입는다(9.92%), ⑤ 시대에 뒤떨어지는 옷을 입 

는다(9.09%), ⑥ 너무 좋은 옷을 입는다(8. 
26%), ⑦ 단정 하지 못하다(7.44%), ⑧ 상관없다 

(4.96%)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무웅답(10. 
74%)이 있었다. 여기 에서 무응답은 집단 따돌림 

피해 원인에 대한 우선 순위는 기입했지만 그에 

해당하는 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이다. 여학생은 

① 지저분한 옷은 불쾌감을 준다(23.90%), ② 잘 

못 입는다(19.49%), ③ 혼자 튀게 입는다(13. . 
84%), ④ 구리게 입는다(11.32%), ⑤ 너무 좋은 

옷을 입는다(11.32%), ⑥ 시대에 뒤떨어지는 옷 

을 입는다(7.55%), ⑦ 단정 하지 못하다(5.03%), 
⑧ 상관없다(3.14%), ⑧ 교복이라 잘 모르겠다 

(3.14%), ⑩ 무응답(1.26%) 순으로 나타나 남학 

생 이 의복을 잘 못 입 는다(20.66%)에 가장 큰 비 

중을 두어 의복의 코디네이션에 신경을 쓰는 반 

면, 여학생은 지저분한 옷은 불쾌감을 준다(23. 
90%)에 옷차림이 깨끗한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남 

• 여학생 모두 의복의 상황적 적합성과 단정함 

그리고 유행성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고, 다른 

학생의 부정적인 시선에 민감했으며, 눈에 튀는 

스타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 

올 알 수 있다. 이는 청년 초기 집단이 정서적으 

로 매우 민감한 시기로서 자신이 또래집단에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승인)의 여부가 중요한 관심 

의 대상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려된다. 따돌림 

피해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복행동 

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적절한 의복행동 

이라 함은 자신의 외모와 체형에 어울려야 하고, 

단정해야 하며, 유행에 둔감하지 않아야 한다. 또 

한 적절한 가격에 메이커로 치장하지 않아야 한 

다는 것이다. 이것은 만약 어떤 학생이 자신이 속 

해있는 또래집단에서 바람직한 성격으로 인정받 

지 못하고, 그들 기준에서 벗어나는 외모를 가지 

고 있거나 적절하지 못한 의복행동을 할 경우, 그 

집단내에서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표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위에서 요약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 

웅올 그대로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옷을 잘 못 입으면… 초둥학생처럼 입거나, 

나이에 맞지 않게 입거나, 위아래를 안 맞추어 

입으면 같이 다니는 친구가 쪽 팔려한다 (중 3 
남)”

"꼬질꼬질하게 입으면, 옷이 더럽거나 냄새 

나면 가까이 가기 싫다(중 3 남)”

••유행을 따르지 못하면 좀..., 왠만큼 유행은 

따라줘야 한다 (중 3 남)”

"주위의 시선올 생각하지 않고 입는다… 이상 

하게 입으면… 너무 튄다(중 3 남)”

"의복으로 왕따시키는 것 같진 않지만,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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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당하는 아이가 옷을 못 입으면 더 우습게 보 

는 것 같다(중 3 남).”

••잘 못 입는다. 왠 만큼도 안 입는 애. 같이 다 

니면 쪽 팔리잖아요. 요즘은 옷을 못 입는 것도 

흠이 되고 놀림거리가 되기 때문에… (중 3 여)”

■•옷을 못입으면 사람의 인상이 달라진다(중 3 
여)”

"지저분한 옷온 불쾌감을 준다, 꼬질꼬질하게 

입는다. 단정하지 못하고 지저분하면 그 사람의 

첫인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이 안좋기 때 

문에…(중 3 여)”

"시대에 뒤떨어지면…' 유행이 지난… 구리게 

입는다 (중 3 여)”

“온갖 패셔너블. (중3 여)”

"튀지마! 흔자 튀게 입는 것. 소풍 갔을 때 치 

마 입고 오는 애. 뒤에서 전교생이 욕한다. 사복 

의 경우 공주처럼 치마 입고 오는 애(중 3 여).”

"너무 좋은 옷올 입고 다니니까. 너무 잘 입어 

도… OO메이커라고 자랑하는 애, 메이커만 찾 

는 아이...(중 3 여)”

"메이커 덩어리돌.지가 부르조아야?… (중 3 
여)”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처음 

보이는 모습이 의복이겠죠!(중 3 여)”

5. 청년 초기 집단이 선호하고 상용하는 의복

학생들에게 선호하고 상용하는 의복이 무엇인 

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학생들은 복수의 

대답을 하였으며 남 • 여학생 모두 %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순위결과는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남 • 여학생 구분하지 않고 전체 280명에 대해 서 

술하고자 한다. 상용하는 의복은 학교에서는 학 

교 방침상 모두 교복을 입었으며, 학교 이외의 장 

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복을 선호하고 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고 상용하는 의복으로는 

① 편한 옷(39.11%), ② 힙합(18.75%), ③ 트레 

이닝 복(11.07%), ④ 캐주얼(10.71%), ⑤ 깔끔 

하고 단정한 옷(9.28%), ⑥ 유행 안타고 세련된 

옷(7.14%), ⑦ 정장(6.78%), ⑧ 복고(6.07%),

⑨ 유행하는 옷(5.17%), ⑩ 아무거나(4.28%), 
⑪ 무난한 옷(1.7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에 기타(5.35%)가 있었다. 선호하고 상용하는 

이유로는 ① 편해서(41.07%), ② 멋있고 예쁘니 

까(14.28%), ③ 무난하니까(9.50%), ④ 단정한 

인상을 주니까(8.92%), ⑤ 나에게 .어울리니까 

(5.35%), ⑥ 그냥 좋으니까(4.64%), ⑦ 다른 애 

들도 그렇게 입으니까(4.28%), ⑧ 유행이니까 

(3.21%), ⑨ 소속감이 느껴지므로(2.54%) 순으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기타(5,35%)가 있었다. 

남 • 여학생 전체의 39.11%가 선호하고 상용하는 

의복으로 '편한 옷=티와 바지'라고 대답하였으 

며, 이유도 '편하니까를 들고 있었다. 편한 옷 이 

외에 트레이닝복과 캐주얼이 각각 3위 4위에 기 

록된 것을 보면 의복의 편이성을 가장 중요시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힙합이 유행주기에 

있지만 학생들의 시각에서 의복의 범주를 나누고 

자 하여 힙합을 '유행하는 옷'에 포함시키지 않았 

으며, 실제로 학생들이 요즘 유행하는 옷이라고 

표현한 부분에는 공주패션, 구제티, 용무늬티, 건 

빵바지, 접는 청바지 둥으로 서술하고 있어 유행 

에 민감하거나 구별 욕구가 강한 학생들이 주로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힙합의 경우 많은 학 

생들이 좋아하고 멋 있고 예쁘다고 느껴지는 스타 

일로 인식되어 이미 유행의 사회적 포화단계에 

이른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황선진외")의，청소 

년이 지각하는 또래집단의 유형과 의복행동' 연 

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그에 의하면 학생들 

사이에 최신 유행으로 둥장한 힙합바지 스타일을 

착용한다는 학생은 드물었다고 하였는데, 유행의 

특성은 주기가 있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 

점에서는 최신 유행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학생들 

이 동조하고 즐겨 입기 때문에，튀는 스타일，에서 

도 제외된 것처럼 보여졌다. 따라서 힙합 스타일 

은 의복의 유행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조성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트레이닝복을 운동할 

때가 아니라 평상시 즉, 학교 이외의 장소 교회를 

간다거나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 입고 다닌다고 

언급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전화 인터뷰 

로 트레이닝복을 입는 이유를 물었을 때도，왜 예 

47) 황선진, 남궁윤선, 이종남,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집단의 유형과 의복행동, 생활과학 창간호, 성균관대학 

교 생활과학연구소, 1998.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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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고 편하잖아요. 남자애들도 입고 여자애들도 

가끔 입고 와요.'라고 대답하여 활동하기 편하면 

예쁘고 좋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힙합 착용의 이유도 '편하고 멋있으니까. 

예쁘니까，를 들고 있어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타 

일온 예쁘고 멋있게 느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요약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 

웅을 그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간편한 의복. 편한 옷. 티와 바지. 편한 것은 

무조건 좋다（중 3 남）.”

••간편한 의복. 편안한 옷. 진바지와 티셔츠.

편하니까（중 3 남）.”

"힙합. 폼나니까. 멋있으니까. 왠만큼 유행은 

따라 줘야 하니까. 유행에 너무 튀는 것도 떨어 

지는 것도 싫다.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입고 다 

니니까（중 3 남）.”

"힙합. 그것 말고는 입을 게 없다（중 3 남）.”

"힙합. 멋있으니까. 폼나니까. 다른 아이돌도

그렇게 입으니까（중 3 남）”

••츄리닝. 활동하기 편하고 예쁘니까（중 3
남）”

"캐주얼. 활동하기 좋으니까（중 3 남）”

"복고. 정장.잘 어울리니까（중 3 남）”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용무늬 티. 구제 티.

•문자 티. 건뻥•바지.（중 3 남）”

"요즘 유행하는 옷. 접어 입는 청바지. 용무늬

티. 문자 티. 증 3 남） ”

"깨끗하고 단정한 옷. 단정하면 보기 좋으니

까. 깔끔하고 이쁘니까（중 3 남）”

"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옷. 내 체형을 커.

버해 주니까. 목이 길고 왜소해서（중 3남）”

"때와 장소에 맞게 잘 맞춰 입고 나간다（중 3 
남）”

•"평범한 옷. 무난한 옷. 입을 게 없으니까. 오

래 입을 수 있다. 증 3 남）”

"내게 잘 어올리는 옷（중 3 남）”

"편한 옷. 티와 바지. 편하니까. 치마를 입고 

싶지만 안 예를 것 같아서 크면 입으려고, 지금 

은 편한 바지를 입는다. 학생답고 보기 좋으니 

까증 3 여 ）.”

"힙생힙사（힙합에 살고 힙합에 죽는다）.（중 3 
여广

"힙합. 멋있다. 모든 옷이 힙합이다. 힙합 이

외엔 입을 게 없다. （중 3 여）”

"힙합이나 복고. 어정쩡한 옷은 보기도 싫다.

멋있고 그냥 좋으니까（중 3 여）”

"정장. 복고. 예쁘다. 중요한 날은 쫙 네 입어 

야지 （중 3 남）”

"정 장. 복고. 예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깔끔 

한 인상을 받을 수 있어서 （중 3 여）”

"유행하는 옷. 구제티. 공주패션. 유행이니까

（중 3 여）”

"요즘 유행하는 옷. 구제티. 튀니까. （중 3 
여广

"유행 안타고 세련된 옷. 튀면서도 안튀는 옷.

자신감이 생기니까. 옷은 날개이다. 보기 좋으 

니까. 중3 여）”

••단정한 옷. 단정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학생

다우니까（중 3 여）”

"튀지 않는 옷. 무난한 것. 무난하고 평범하니

까（중 3 여）”

"뒤는 옷. 개성 있어 보이니까（중 3 여广

"단순하고 깔끔한 옷. 오래 입을 수 있고 언제

든지 입을 수 있으니까（중 3 여）”

"교복. 옷 걱정 안하니까（중 3 여）”

"내가 입고 싶은데로 기분에 따라. （중 3 여）” 

"가격이 저렴한.（중 3 여）”

이상의 결과룰 통해 현재의 집단 따돌림 현상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주로 성격 

적 인 측면이 강하게 두드러졌으나 부차적 이며 복 

합적인 요소로 신체적인 외모와 의복행동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려 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집단따돌림 현상에 나타난 청년초기의 

복식문화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첫째, 집단 따돌림 현상에 나타난 피해의 원인 

중 외모와 의복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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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경우, 남 • 여학생 모두 다른 사람을 평가하 

는데 있어 인상형성의 중요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깔끔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있었 

다. •예쁘고 잘 생긴 경우는 여학생은 질투심으로 

인해, 남학생은 열등감을 느껴 그 학생을 따돌리 

게 된다고 대답하였다. 체형적인 요인은 여학생 

보다 남학생에게 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그들은 체형 조건이 열세하면 힘있는 학생에게 

놀림의 대상이 된다고 대답하였다. 의복의 경우, 

남학생은 의복을 잘 못 입는다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의복의 코디네이션에 신경을 쓰는 반면, 여 

학생은 지저분한 옷은 불쾌감을 주므로 옷차림이 

깨끗한 쪽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순위에 차이는 있지만 님• • 여학생 모두 

의복의 상황적 적합성과 단정함 그리고 유행성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학생 

의 부정적인 시선에 민감했으며, 눈에 튀는 스타 

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호하고 상용하는 의복으로는 의복의 

편이성과 동조성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 따돌림 현상과 외모 및 의복행동을 

통해 관찰된 요즘 청년 초기 집단의 특징을 나열 

하면 획일적 인 사희가 낳은 부작용으로 '튀는 것' 

은 참을 수 없으며. 척' 하는 행동에는 거의 알 

레르기 반웅 수준이다. 또래집단이 볼 때는 평범 

한 데 '잘 난 척'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 

여지기 힘들며, 실제로 잘 나고 예쁘다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므로 

질투의 대상이지 결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 

다고 생각한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진 

다. 또한 편한 것을 좋아하고 불편한 것은 못 참 

는다. 몸도 마음도 심지어 옷도 편한 것이면 무조 

건 좋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마주 하기 불편 

하고,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싫은 사람은 보지 않 

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 

지 않는 아이는 싫어 하게 되고 한 집단에서 싫어 

하게 되는 아이는 고립을 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셋째, 따돌림 피해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복행동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적절한 의복행동이라 함은 상황에 맞게 의복을 

잘 차려 입을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의 외모와 체 

형에 어울려야 하고, 단정해야 하며, 유행에 둔감 

해서도 안되지만 너무 민감해서도 안된다. 또한 

다른 학생에게 위화감을 느끼게 하니까 너무 비 

싸거나 메이커만을 고집하지 않은 적절한 가격대 

의 의복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모 또한 청 

결하게 가꾸어야 하고 인상관리를.통한 이미지 

쇄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행 

동은 일단 눈에 띄고, 여 러 가지 상황이 복합되면 

즉, 인상도 안 좋은데 의복도 구리고 성격까지 나 

쁘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 집단 내에서 

그는 '이 질적（異質的）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인지 

각 과정에서 외적 단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외모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황에 적합한 

의복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가 단 기간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 

며 학생들이 면담을 꺼려하는 관계로 심층 면담 

을 할 수 없어, 자유기술형 질문지법과 전화 인터 

뷰만을 통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중학교 3학 

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학년별 비 

교분석이나 연령별 추이분석을 살펴볼 수 없어 

보다 심도 있는 연구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차후 연구에서는 통시적 연구를 통해 

따돌림 현상과 관련하여, 청년초기의 복식문화뿐 

만 아동기와 청년 초기 • 중기 • 후기와 관련하여 

외모와 의복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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