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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장병의 거부민감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조절효과

박원주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irmen's Rejection Sensitivity, 

Depression, and Anxiety 

Won-Ju Park
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Cyber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공군 장병들의 거부민감성이 우울  불안에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계에서 과거 

·고등학교 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조  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한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군 장병들

의 군 생활 응에 있어 험 요소들을 찾고 이들의 심리  응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해 S시에 
소재하는 공군 장병 126명을 상으로 거부민감성, 우울, 불안,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실시하 다.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 거부민감성,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이들 간의 상호 작용 항을 투입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계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조  효과는 유의미하 으며, 거부민감성과 불안의 계에
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의 조  효과도 역시 유의미하 다. 이를 통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은 거부민감성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향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상호작용 패턴에 해 단순 주효과 기울기 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마지막
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군생활 응의 고 험 요소이며 이들을 한 상담  개입의 요성 등에 해 

논의하 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depression and anxiety,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both anxiety and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we suggested a method of screening soldiers at high risk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interventions for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The data about anxiety,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was collected from 126 airmen in S city, South 
Korea. To test the moderation eff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in which the rejection sensitivity, 
anxiety,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their interaction terms were hierarchically entered. The 
moderation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was fou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The specific interaction patterns in each of thes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examined. Finally, the importance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as a high-risk factor in
army life and the clinica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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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은 의무복무제도에 따라 군에 

입 하고 일정 기간 군 생활을 해야 한다. 이들이 정신  

 신체 으로 건강한 군 생활을 하는 것은 본인 뿐 아

니라 가족  주변인들 모두에게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병사들 에는 새로운 환

경에서의 다양한 스트 스로

인해 심리 정서  부 응을 보이며 우울, 자살  타
살사고, 충동성, 분노, 불안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고
[1,2]. 이러한 부 응 문제는 폭행, 총기사고, 자살 등의 
극단 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3]. 군 에서 이러

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장병들의 정신건강과 응을 돕기 

한 방안으로 군상담이 도입되었다. 군상담은 병사들 
 부 응 고 험군 선별  상담  개입, 다양한 방  

근 등, 병사들의 군 생활 응 향상을 해 많은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상담의 문성 향상을 해 병행
되어야 할 군인 상의 정신건강 연구는 부족한 실이

다. 군  사회는 고유의 독특성이 있고 따라서 군 에서

의 심리  응을 한 방안을 찾기 해 군인을 상으

로 하는 연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군 생활 응에 있어 어려움이 상되는 고 험군을 

찾고 이들의 부 응  심리 기제과정을 밝힘으로써 군 

상담에의 용  제시  병사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한 상담  개입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고등학교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이

로 인한 상처에서 완 히 회복하지 못한 청년들  많은 

수는 군 입 를 앞두고 군 에서의 단체 생활에 잘 응

할 수 있을지에 해 매우 큰 걱정과 두려움을 갖는 것

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 기 청

년들은 인 계에서 거 에 한 두려움을 갖고 있으

며, 사소한 갈등에도 축되고, 그것이 큰 갈등으로 확
되어 계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것에 한 불안감을 

갖고 있음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약성은 군 에서 

서로 성장배경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단체생활

을 하며, 엄격한 규율과 명령체계, 통제 등이 용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에 한 부담과 두려움을 야기하기

도 한다. 그 다면 실제로 이러한 학창시 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군  내에서의 다양한 부 응 문제들에 

한 험요인일까?  
군 조직은 수직  명령구조와 통제 인 환경 특징을 

갖고 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율 인 생활을 해 온 청

년들은 입  이후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회  지지가 부

재하는 격한 환경  변화에 노출되면서 혼란과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신 , 이동귀, 그리고 박 주

[4]는 자살시도 병사들의 험요인에 한 연구에서 ‘선
임병  간부의 무시, 인격모독에 의한 자존감 하’, ‘의
지할 상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했다. 한 이러한 군생활에서의 욕구좌
과 소외감은 심리  응에 큰 향을 미친다[5]. 사회  

지지가 부족하고 계 과 직 이 분명하며 엄격한 명령과 

규율을 지켜야 하는 군생활에서 병사들은 동료, 선임, 간
부 등과의 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군생활 부 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구
미선[6]은 병사들이 인 계에 을 받고 갈등을 경

험하며 스트 스를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험은 거

부민감성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다. 거부민감성은 인
계에서 거부를 과도하게 상하고 지각하는 것으로, 이
로 인한 불안  우울을 과도하게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거부 민감성은 군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데,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거부 도식[7]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거부민감성[8]을 보이는 경우 동료  선임과의 
계, 업무능력, 심신건강 등의 군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
는다고 한다. 
거부 민감성은 어린 시  부모와의 계에서 경험한 

거부 경험이 내면화된 것으로 부모의 인 비난, 방
임, 신체  학  등의 향을 받는다. 거부민감성은 거부
를 회피하는 동기로 나타나며, 사회  상황에서의 왜곡

된 지각  기  등에 향을 미친다. 한 거부 민감성

은 극단 인 사회  회피, 즉 사회공포나 회피성 성격장
애, 의존  우울, 의존성 성격장애에 향을 미친다. 이
러한 거부민감성은 하나의 내 작동모델로 기능하면서 

인 계상황에서 그 결과를 측하는데 여하고 상

에 한 자신의 행동 ·정서  반응을 조 하는데 향

을 미친다[9]. 거부민감성의 핵심은 거부를 상하면서 
경험하는 불안과 분노이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계에서 거부를 과도하게 상하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

다. 이들은 트 의 모호한 행동을 거부로 지각하는 경

향이 있으며 계에서 안 감을 느끼기 어려워하며 계

만족도가 낮다[10]. 한 이들은 빈약한 인 계기술과 

부 응  인 행동들을 보인다[11]. 
이러한 거부민감성은 우울  불안에 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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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높으며, 자기침묵을 더 많이 하고, 친구
지지를 게 받으며 우울 수 이 더 높다[12,13]. 거부민
감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사회  소수자로서의 동성

애자  양성애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거부민감

성이 사회불안  일반화된 불안에 향을 미치고[14], 
동성애자들의 우울  사회불안과 련되어 있으며[15], 
여성들의 일반화된 불안에 향을 미친다[16]고 했다. 
국내 연구 결과들을 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인불

안이 높고, 인 계에 스트 스가 많고[17], 우울이 높
아진다[18,19].
즉,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계에서 회피 이

고 축되고 우울  불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거부민감성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학교폭력 피

해 경험자들의 계경험에 한 두려움, 불안, 사회  

축은 거부민감성의 부정  향력을 더 증가시킬 가능성

이 있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2017)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으로 발생한 상

해, 폭행, 감 , 박, 약취·유인, 명 훼손·모욕, 공갈, 강
요·강제 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부정

 향을 미치는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우울  불안
에 직 인 향을 미치며[20], 불안, 우울, 공격성, 
인 민성, 강박증상, 편집증 등의 정신병  증상에 향

을 미친다[21]. 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

해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기피하고[22] 우울  외로움을 
보이며[23], 래들과 정  교우 계를 갖지 못하고 

소외되며[24] 성인기의 인 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다[25].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인 계  사회  축, 
사회  계에 있어 회피를 야기하며[26], 거부에 한 
두려움을 증가시킨다[27]. 뿐만 아니라 래의 신체 , 
언어  괴롭힘, 배척, 따돌림, 소문 퍼뜨리기, 무시 등 
래로부터 경험하는 거부는 거부에 한 불안과 분노 기

를 증가시킨다[28,2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학교폭력 피해경

험은 거부민감성으로 인한 계에 한 왜곡된 지각  

기 에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부정 인 계 

 괴롭힘의 경험은 재의 계에서의 갈등을 보다 부

정 으로 인식하고 향후 더 악화될 것을 상하는 데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군생활에서의 불안  
우울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재의 상황을 과
거 경험에 비추어 좀 더 비 인 시각에서 보게 되어 

우울이 더 증가되며, 계 악화에 한 불안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억
제를 더 많이 하고 사회  지지를 덜 받고 이것이 우울

에 향을 미친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 부정 인 계경험으로 인해 축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감소된 자기표 과 사회  지지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자들은 계에서 소
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의 외로움에 향을 미쳐서 결과 으로 우울

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거부
민감성이 우울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 여할 수 있다. 
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높은 인 민성은 거부

민감성이 활성화되어 불안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들의 높은 인
민성은 거부민감성이 활성화 되어 인 계에서 거부에 

민감하고 불안해질 때 그것을 증폭시키는 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이후 인 계가 축되고 사

회  계를 회피하는 경향성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

들의 부정  계 경험에 한 기 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거부민감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향을 더 증

가시키게 될 것이다. 

연구가설

1.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
은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2. 거부민감성과 불안의 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
은 조 효과를 보일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해 충남 S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군부
 장병들을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 다. 문하사  

병사(이등병∼병장) 180명을 조사 상으로 하 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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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개의 설문지를 배부하 으며 그  151부를 회수하
고, 동일패턴  무성의한 응답의 설문지 25개를 제외
하고 126개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 다. 연구 참여자들
은 평균 23세이며, 학력은 문  재학, 4년제 학 재
학, 문  졸업 순이었고, 출신 지역은 경기·인천, 서울, 
경상도 순이었다.

2.2 측정 도구

2.2.1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거부민감성척도는 Downey와 
Feldman[3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복동[31]에 의해 
번안, 타당화된 성인 기용 한국  RSQ를 사용하 다. 
이 검사에서는 성인 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18개의 상황을 제시하는데 이는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  연인, 잠재  친구 등의 요한 타인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각 상황마다 2개의 문항을 제시하
고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상황마다 자신
의 요구가 거부될까  불안한지와 상 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상하는지에 한 두 가지 질문이 

있으며, 응답자는 질문에 해 각각 Likert식 6  척도로 

답할 수 있다. 각각의 상황에 하여 거부에 한 불안 
정도와 받아들여질 것에 한 상 수의 곱 수를 합

하여 18로 나  값이 거부민감성 수이다. 이 때 각 상
황의 2번 문항, 즉 부탁이 받아들여질 것에 한 상 
수는 역채 한다. Downey와 Feldman[30]의 연구에서 
보고 된 신뢰도(Cronbach's α)는 .83이었고, 이복동[31]
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었다. 본 연구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6이다.

2.2.2 우울 및 불안

우울  불안을 측정하기 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 다. 미국 임상 심리학자인 Derogatis가 제작한 
90문항의 SCL-90-R을 김 일, 김재환, 원호택[32]이 번
안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사용하 다. 검사는 90문항으
로 구성되어있고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Likert식 5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

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13문항으로 구성된 우울 척
도, 10문항으로 구성된 불안 척도를 사용하 다. 김 일, 
김재환, 원호택[32]의 연구에서는 내 합치도(Cronbach's α)
는 우울 .81, 불안 .8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울 .90, 

불안 .89이다.

2.2.3 학교폭력 피해경험 척도

학교폭력에 한 척도는 Olweus[33]의 ‘Bully/Victim 
Questionnaire’와 ‘Junior Questionnaire’를 안정만[34]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신체  폭

력, 집단따돌림, 언어  폭력, 괴롭힘, 품 탈취, 심리  

폭력의 내용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 ·고등학교에서의 피해 경험에 해 응답하도
록 했다. 안정만[34] 연구에서의 학교폭력 피해척도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내  합치도(Cronbach's α)는 .93이다.

2.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S시 소재 공군부 의 장병들을 상으로 

2017년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2주에 걸쳐 각 부
 간부들이 장병들에게 직  배부해서 작성하는 방식으

로 설문을 실시하 다. 

2.4 자료 분석

126명의 자료를 기반으로 거부민감성, 우울, 불안, 그
리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평균  표 편차를 구하고, 
이들 변인 간 상 계를 분석했다. 한 조 효과 검증

을 해 심화 값을 사용하여 계  회귀 분석을 하

으며, 이를 해 도우용 SPSS 23.0을 사용하 다.

3. 연구 결과

3.1 주요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 분석

거부민감성, 우울, 불안,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의 상 과 평균을 알아보았다(table 1). 그 결과, 거부민
감성은 우울(r=.491, p<.01)  불안(r=.525, p<.01)과 
유의미한 정  상 이 있었으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유의미한 정  상 (r=.337, p<.01)이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우울과 유의미한 정  상 (r=.337, p<.01)
이 있었고, 불안과도 유의미한 정 상 (r=.304, p<.01)
이 있었다. 우울은 불안과 유의미한 정 상 (r=.887, 
p<.001)이 있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이 높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으며, 학교폭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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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1 2 3 4

1. rejection sensitivity

2. depression .491**

3. anxiety .525** .887***

4.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337** .337** .304**

M 7.94 1.49 1.50 1.18

SD 4.59 .59 .62 .56
*p < .05,   **p <.01,   *** p <.001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 amd bivariat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3.2 거부민감성과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조절 효과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

해 경험을 독립변인에 투여하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

하 다. 1단계에서는 거부민감성,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투입하 고, 2단계에서는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 다. 각 변인은 
다 공선성이 의심되어 심화(centering)한 값을 사용
하 다[35].
분석결과 1단계에서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경

험이 우울에 미치는 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β=-.425, p<.001; 학교폭력 피해 경험: β
=.194, p<.05). 그리고 2단계에 투입한 거부민감성과 학
교폭력 피해경험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β=-.224, 
p<.05)(table 2).

D.V  I.V. β
R2 

(adj R2) ⊿R2 F

depres
sion

 step 1
R.S. -.425***

.274
(.262) .274 23.213***

S.V.V.E. .194*

step2

R.S. -.395***

.300
(.283) .026 17.413***S.V.V.. -.050

R.S.×
S.V.V.. -.224*

*p < .05,   **p <.01,   *** p <.001

Table 2.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S.V.V.E.)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R.S.) and depression

두 번째, 거부민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불안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결과 거부민감성은 불안에 유의미

한 향을 미치며(거부민감성: β=-.476, p<.001), 거부민
감성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했다(β
=-.241, p<.05)(table 3).

D.V I.V. β
R2 

(adj R2) ⊿R2 F

anxiety

step 1
R.S. -.476***

.294
(.282) .294 25.573***

S.V.V.E. .143

step 2

R.S. -.444***

.324
(.307) .030 19.463***S.V.V.E -.011

R.S.×
S.V.V.E -.241*

* p <.05,   **p <.01,   ***p < .001

Table 3.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S.V.V.E.)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R.S.) and anxiety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조 효과에 해 단순 주효과 기울기 분석[35]을 실시하
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평균에서 1표 편차 낮은 

집단( 체 집단  하  16%에 해당함)은 학교폭력 
집단,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평균에서 1표 편차 높은 

집단( 체 집단  상  16%에 해당함)을 학교폭력 고
집단으로 나 고, 평균을 심으로 거부민감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 어 우울의 변화를 그래 로 

살펴보았다.
그림1에 의하면 거부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울이 

높아지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에 비해 거부민감성이 높아짐에 따른 우울의 증가가 더 

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는 거부민감성이 불안에 향을 미치는 데 

있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반 으로 불안 수 이 더 높으며, 거부민감성이 
높아질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높은 사람들의 불안 

수 이 더 격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거부민감성
이 우울  불안에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

해 경험이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고 조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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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S.V.V.E.)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R.S.) and depression

Fig. 2. The moderating effects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S.V.V.E.) in the
relationship of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R.S.) and anxiety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학

교폭력 피해 경험의 조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군 

상담에의 함의를 찾는데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 , 거부민감성, 우울, 불안,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계에 한 상  분석 결과, 거부민감성은 우울  불안
과 유의한 수 의 정  상 이 있었고, 학교폭력 피해경
험도 우울  불안과 유의한 수 의 정  상 이 있었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경향

이 높으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할 가능성도 높음을 의

미한다. 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장병들의 경우 
우울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  불안이 높으

며,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거부민감성이 상 계에 있

다는 홍상황과 박혜정[3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거부민감성과 우울  불안의 계에서 학교폭

력 피해 경험의 조 효과를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유의한 조 효과를 보 다. 즉 학교폭력 피해 경
험이 높고 낮음에 따라 거부민감성이 우울  불안에 미

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는 학교폭
력 피해 경험을 많이 할수록 거부민감성이 우울  불안

에 미치는 향력이 더 커지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게 할수록 거부민감성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향력

이 완화됨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한 장병들
의 경우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이 겪는 계에 한 

부정  해석과 기 , 계에서의 소외감 등이 높아지고 

이는 군생활에서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더 상승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이 의미하는 바에 한 종합  논의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장병들  
거부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  불안을 겪을 가능

성이 높으므로 이들에 한 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
를 해 장병들의 거부민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비난, 무
시, 욕설 등의 부정 인 인간 상호작용을 감소키시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계 경험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학창 시 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장병들은 간부, 선임병, 동료들의 비난과 무시로 인
한 부정  향이 더 크므로 이들에 한 각별한 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입  후 

부내 내에서의 부정 인 계 경험에 해 우울  불안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보다 크므로 입   이들의 거부

민감성에 한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 경
험이 있는 청년들은 입 를 앞두고 막연한 불안감을 호

소하지만 구체 으로 어떤 심리  측면에 한 상담  

개입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해 인

계 상황을 실제보다 비 으로 해석  상하고 쉽게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 해 개입을 하고 이를 감소시킴

으로써 군 에서의 심리  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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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군 에서는 입  후 심리 검사 등을 통해 심

병사들을 선별하는데, 이러한 문항들에 거부민감성과 함
께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포함된다면 보다 정확하

게 군생활 부 응 고 험군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통해 계 경험에서의 상처로 인해 군 에서의 단체

생활에 부 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장병들을 선별하

고 이들에게 이후 군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 

 처방법 등을 사  교육하고 지속 인 심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부정  향의 지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지 여러 해가 
지나도 그로 인한 인 계 부 응 문제는 여 하며, 특
히 군  등 단체생활에서의 응에 미치는 향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에 해 보다 
강력한 방책 개발과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에 한 

극 인 치료  개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군 장병만을 상으로 했으며, 연구 참여

자 수가 은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 일반화를 
해서 육군  해군 등 더 다양한 장병들을 상으로 

추가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군부
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악하고 이

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향력을 보다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학교폭력을 역별로 구분하

여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경미
한 사안에서부터 매우 심각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 역을 포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향력 한 차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 역별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학교폭력 경험의 향력을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를 통해 

군 응에 있어 고 험군을 찾는데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시할 수 있고, 입   상담  개입이 필요한 상도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폭
력 피해 경험이 장병들의 우울, 불안 외에 공격성에 향
을 미치는 지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군  내에서

는 우울, 불안, 자살 외에도 폭행, 총기 사고 등 공격성을 
드러내는 문제들도 빈발하므로 이에 한 추가 연구를 

통해 장병들의 군 생활에서 다양한 측면의 응 향상을 

한 방안들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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