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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모바일기반의 군 위드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설계는 단일군 전후설계
의 유사실험연구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였으며 C시에 소재하는 공군부대 부사관과 장교
로 사전조사 42명, 사후조사 37명을 대상으로 분석되었다. 성폭력 상황에서 목격자효능감, 친구 도움의도와 타인 도움
의도를 촉진하기 위한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모바일을 통하여 제공하였다. 프로그램 전과 후에 수집된 자료는 SPSS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친구 도움의도와 타인 도움의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증
가되어 모바일 기반의 군 위드유 프로그램은 부분적으로 효과가 검증되었다. 모바일을 활용하여서도 군대 내 성폭력 
예방에 중요한 목격자개입 인식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부대환경을 고려한 모바일기반의 교육콘텐츠개발과 적용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위드유프로그램, 목격자개입, 목격자 효능감, 도움의도, 모바일 기반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mobile-based military WithYou 
programs. The research design wa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17 December to 23 December 2020. 42 and 37 members of the Air base in 
City C participated in the pretest and posttest, respectively. A video education program developed to 
inspire bystander intervention efficacy and the intention of helping peers and strangers was provided 
on mobile. The data collected before and after attending the program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mobile-based military WithYou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intention to help friends and others. Attempts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content 
using mobile devices for military personnel will be meaning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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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사회 전반의 이슈인 성폭력 문제는 미군이나 한국군도 
예외일 수 없는 쟁점이다[1,2]. 2000년대 한국사회의 성
폭행의 증가율은 58.5%로 전체 범죄 증가추세보다 16% 
포인트 높았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암수율을 고
려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은 성폭력피해가 발생하였을 가
능성도 있다[3]. 암수율이 높은 배경에는 수치심과 경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거나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성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4].

효과적인 대책마련차원에서 본다면 동료의 성폭력 피
해 정황을 목격한 주변인의 사례가 적지 않았던 보고를
[5] 간과하지 않는다면 유용한 보완점의 하나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즉 성폭력 예방법은 피해자에게만 의존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조직 혹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적극적인 
바이스탠더(bystander)로 참여하게 하는 포괄적 접근법
이 함께 적용된다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6]. 바이스탠더는 사건이 발생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방관자가 되거나 본인의 의
도 혹은 의도와 무관하게 가해행동을 강화시키는 가해 
동조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행동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바이스탠더가 될 수도 있다.

2017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
리는 사회적 현상인 해시태그 미투(#MeToo)캠패인과 
더불어 해시태그 위드유(#WithYou) 캠패인은 피해자 
혹은 약자와 연대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7]. 이는 
성폭력문제에 공동체가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에 의해 이
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바이스탠더 개입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바이스탠더가 적극적인 바이스탠더가 된다면, 바이스
탠더는 비록 비공식적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사회적 통제
자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이스탠더가 가해 행동을 저지하
거나 피해자 돕기와 같은 바이스탠더로 행동하는 바이스
탠더개입은 사회 공동체가 성폭력이나 데이트폭력 예방
에 책임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6,8]. 즉 바이스탠더의 
개입은 성폭력을 공동체의 이슈로 받아들이고, 공동체 구
성원들이 성폭력을 막기 위해 동참하는 적극적인 바이스
탠더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에 무관심한 사회적 규

범을 바꾸는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9]. 
바이스탠더 개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과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미국의 경우 대학생을 대
상으로 매우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군인을 대상으로도 
시도되고 있으나[1,10], 국내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거의 
시도된 바 없는 실정이다. 성폭력 상황에서 바이스탠더가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가지는데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통념, 바이스탠더 효능감과[11], 공감능력이[12]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바이스탠더 개입 의도는 실천적 
의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개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
을 때 발현의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교육프로그램에는 바
이스탠더 개입 효능감을 촉진하는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1]. 

한편 교대근무라는 직무특성을 가진 대상자를 위한 교
육환경은 시·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는 온라인 교육이 효
과적이며 특히 모바일 기반은 일반적인 온라인기반의 장
점과 더불어 이동편리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13-15]. 
이는 다양한 직무특성과 환경적 제약이 있는 군인에게
[14],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시기에도 개
별성, 상황적 적합성과 연결성을 적정수준 보장하는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17]. 군 구성원에게 의무적이고 정기
적으로 실시하는 성교육을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할 경우, 
성교육에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에서 개별성을 보
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상황적 적합성을 고려하
면서도 조직구성원 간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연결성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군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상황에서 바
이스탠더 개입 역량과 의도를 성찰해볼 수 있는 동영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은 바
이스탠더 개입이라는 의미를 대중에게 가장 쉽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군 위드유(WithYou)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모바일을 기반으로 
제공하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이스탠더 개입의도를 
촉진하는 효과 정도를 검증하여 군 성폭력 예방 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폭력 상황을 목격한 군인의 바이

스탠더로서 개입 역량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성된 모바일 
기반의 군 위드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특성을 확
인하고자 대상자들의 성통념과 공감능력수준을 파악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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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참여자들의 바이스
탠더 효능감 및 바이스탠더 행동의도 수준은 동료와 타
인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1.3 연구가설 
가설 1. 위드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바이스탠더 효능감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위드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동료에 대한 바이

스탠더 도움의도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위드유 프로그램 참여자의 타인에 대한 바이
스탠더 도움의도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군인들의 모바일기반 군 위드유 프로그램 
참여전 ž 후 성통념, 공감능력, 바이스탠더 효능감 및 동
료나 타인에 대한 바이스탠더 행동의도를 알아보기 위한 
유사실험연구로서 기관의 요청에 따라 대조군이 없는 단
일군 전 ž 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가 적용되었다. 다만 성통념과 공감능력은 목격
자개입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수
로 포함되었다.

2.2 위드유프로그램
바이스탠더 개입을 촉진하려는 의도의 위드유프로그

램은 지역사회 공동체로서의 책임감과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이론을 근간으로 하는 29분 SCREAM 
(Students Challenging Realities and Educating 
Against Myths) Theater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기반으
로 하였다[18]. 

이와 같이 공동체 구성원의 바이스탠더 개입을 촉진하
려는 교육프로그램은 1회기로도 진행될 수 있다[19]. 성
폭력 발생의 원인과 결과, 바이스탠더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 성폭력이 우려되는 잠재적 위험상황과 개입요
령을 관찰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동영상을 시청하고 토
론하는 형태이다. 토론 포함 시 약 90분, 동영상만 상영
될 경우, 29분 분량이다. 

본 연구의 위드유프로그램 적용 대상은 최근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하도록 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나 성폭력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학습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중복적인 내용은 최소화하고, 바이스탠더에 대
한 이해, 역할의 중요성, 개입방법을 미군 시나리오 사례
와 실제 상담사례 및 악어프로젝트[20]를 참고하여 콘텐
츠를 개발하였다. 간호학교수 5명, 성교육전문가 5명의 
자문을 통해 주제이해를 위한 콘텐츠 내용과 난이도, 전
달력, 몰입도(분량) 항목을 평가하고 4점을 만점으로 3점 
미만 항목이 없을 때까지 피드백을 수용하여 확정하였다. 

모바일 기반에서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국내 인지도 
높은 성교육전문가에 의해 25분 분량으로 제작되었고, 
2020년 12월 17일부터 1주일 간 1회 이상 참여하고, 프
로그램 영상시청 여부를 확인을 위해 간단한 퀴즈에 응
답하도록 구성하였다. 

2.3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C시 소재의 공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부

사관과 장교급 군인이다.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
은 다음과 같다. 
Ÿ 부사관 및 장교급 군인으로 복무 중인 자
Ÿ 목격자개입의 유사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없는 자
Ÿ 모바일에 의한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자
Ÿ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참여에 동의한 자

본 연구의 적정표본 수는 G Power 3.1.9.2를 활용하
여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중간크기 0.5로 
설정하여 사전-사후 2회 평가를 할 경우 45명이다. 협조
기관의 요청에 따라 1차적으로 45명을 모집하였다. 사전
조사 시 불성실한 응답자 3명을 제외되어 최종 42명이 
분석되었으며, 위드유프로그램 참여 중 3명이 중도탈락
하여 39명이 사후조사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불성실한 
응답자 2명을 제외되어 37명이 사후조사 분석에 포함되
었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통념, 공감능

력, 바이스탠더 효능감, 바이스탠더 도움행동의도로써 동
료 도움의도 및 타인 도움의도를 측정하였다. 성통념, 바
이스탠더 효능감, 바이스탠더 도움행동의도 도구는 대상
자에게 적합하도록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전문가의 번
역(역번역 2회) 도구를 간호학 교수 5명에 의한 내용타당
도를 통해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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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성통념 
성폭력과 관련하여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태도나 

가치관을 의미하는 성통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Updated Illinois Rape Myth Acceptance Scale [21]
을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평소 행동에 대
한 인식, 성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및 성폭력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의 4개 영역의 총 22문항으로 구
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
며,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평
균 점수가 높을수록 성통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연구의 Cronbach's α는 .87,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2 공감능력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의사소통 공감으로 개념화했

으며 공감의 인지적, 정서적 요소는 Davis [22]가 개발
한 대인간반응성 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Kang 등이[23] 한국어로 번역하여 신뢰
도와 타당도를 검증받은 한국어판 IRI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을 포함하여 총 28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0∼4점의 5점 척도이며 부
정문항의 경우 역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 등의[19] 연구에서는 
Cronbach's ɑ는 .80, 본 연구에서 또한 .80이었다. 

2.4.3 바이스탠더 효능감
바이스탠더 효능감은 바이스탠더 개입을 위한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Banyard 등이[19] 이
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개의 상황
에 대한 바이스탠더 행동 확신 정도를 ‘할 수 없다’ 0%에
서 ‘매우 확신적으로 할 수 있다’ 100% 중 정수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문항의 평균을 산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바이스탠더 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ɑ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이
었다. 

2.4.4 동료 도움의도
동료 도움의도는 Banyard 등이[24] 개발한 동료 도

움의도 도구(Intent to help friend scale)에 의해 측정
되었다. 이 도구는 각각 동료에게 일어난 다른 폭력 상황
에서 바이스탠더로써 도움행동을 취할 가능성을 평가하
기 위해 개발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
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10문항이다. 평균점수

가 높을수록 동료에 대한 바이스탠더 도움의도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ɑ는 .93,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4.5 타인 도움의도
타인에 대한 도움의도는 Banyard 등이[24] 개발한 

타인 도움의도 도구(Intent to help strangers scale)에 
의해 측정되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총 7문항이다. 평균점수가 높
을수록 타인에 대한 바이스탠더로서의 도움의도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ɑ는 .94,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2.5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이후 

(KYU-2020-174-01), 2020년 12월 17일에서 12월 
23일 간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 연구참여에 희망하는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절차 및 참여 및 중단에 대한 자율성과 자료의 익
명성 보장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이는 모
바일을 통해서 반복 설명되었으며 사전 동의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하여 사전조사를 실
시하고 모바일에 의해 위드유프로그램이 링크되었으며 1
주일 후에 사후평가가 실시되었다. 사전 및 사후평가 시 설
문지 작성의 소요시간은 평균 15분 이내로 확인되었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Ÿ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Ÿ 위드유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대상자의 성통념, 공감

능력, 바이스탠더 효능감, 동료 도움의도 및 타인 도
움의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Ÿ 위드유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대상자의 성통념, 공감
능력, 바이스탠더 효능감, 동료 도움의도 및 타인 도
움의도의 정도는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
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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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14명(33.2%), 20대와 40대

가 13명(31.0%)이었으며, 남자가 더 많았고(26명, 
61.9%), 부사관과 장교는 각각 21명으로 동일하였다. 복무
형태로는 장기복무자가 28명(66.7%), 복무기간은 10년 
이상(20명, 47.6%)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Table 1과 같이, 이들 중 사후평가 전 탈락자 5명의 
특성은 20대 3명, 30대 2명이면서 남자이고, 부사관 4
명, 장교 1명, 의무복무자(국방의 의무) 1명, 장기복무자 
4명, 복무기간이 3년 미만자가 1명, 3년에서 5년 미만 
자가 1명, 5년에서 10년 미만인 자 4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모두 성희롱 관련 교육 참여경험이 있었다. 

3.2 프로그램 전․후 대상자의 성통념과 공감능력 차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프로그램효과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성통념수준과 공감능력 

수준을 편의 상 사전 및 사후조사 시에 포함하여 파악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성통념수준은 사전조사에서 4.51점(±0.46), 사후조사
에서 4.36점(±0.48)으로 다소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50, p=.137). 공감능력수준은 
사전조사에서 3.38점(±0.30), 사후조사에서 3.40점
(±0.35)으로 다소 향상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t=0.15, p=.885).

3.3 가설검정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군 위드유프로그램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수행한 가설검정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가설 1의 “위드유프로그램 참여자의 목격자효능감 수

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는 프로그램 전 80.61
점(±18.66)에서 프로그램 후 87.47점(±13.91)으로 

Variables Categories Pre-test Post-test
n % n %

Year

< 20 1 2.4 1 2.7
20 - 29 13 31.0 10 27.0
30 - 39 14 33.2 12 32.4
40 - 49 13 31.0 13 35.2
≥ 50 1 2.4 1 2.7

Gender Male 26 61.9 21 56.8
Female 16 38.1 16 43.2

Status Noncommissioned officer 21 50.0 17 45.9
Officer 21 50.0 20 54.1

Military service type
Obligation 13 31.0 12 32.4
Long-term 28 66.7 24 84.9
Extended 1 2.4 1 2.7

Duration of military service
< 3 12 28.8 11 29.7
3 - < 5 3 7.1 2 5.4
5 - < 10 7 16.7 4 10.8
≥ 10 20 47.6 20 54.1

Participation in education Yes 42 100.0 37 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Scale range Pre-test Post-test t pMean SD Mean SD
Sexual violence myth 1-5 4.51 0.46 4.36 0.48 1.50 .137
Empathy 0-4 3.38 0.30 3.40 0.35 0.15 .885
Bystander efficacy 0-100 80.61 18.66 87.47 13.91 1.86 .066
Intent to help friend 1-5 4.13 0.43 4.33 0.42 2.07 .041
Intent to help strangers 1-5 2.96 0.61 3.46 0.78 3.16 .002

Table 2. The effects of ‘WithYou’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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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점 증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t=1.86, p=.066), 기각되었다.

가설 2의 “위드유프로그램 참여자의 동료(친구)에 대
한 목격자행동의도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
는 프로그램 전 4.13점(±0.43)에서 프로그램 후 4.33점
(±0.42)으로 0.2점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어(t=2.07, p=.041), 지지되었다.

가설 3의 “위드유프로그램 참여자의 이방인에 대한 목
격자행동의도 수준은 참여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는 프
로그램 전 2..96점(±0.61)에서 프로그램 후 3.46점
(±0.78)으로 0.5점 증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어(t=3.16, p=.002), 지지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성폭력 상황을 목격한 군인의 목격자개입에 

대한 효능감과 개입행동의도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된 모
바일 기반의 위드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설계연구이다. 협조기관의 여건 상 단
일군 전후설계로 수행되어 연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
는데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바이스탠더 개입행동을 촉진
하기 위해 모바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군인대상
으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바이스탠더 개입 훈련용 SCREAM Theater를 활용한 
1회기 프로그램을 통해 성통념을 감소시켰다는 연구결과
와[25] 친사회적 행동 혹은 도움행동과 연관성이 높다는 
결과와는[12] 다르게 대상자의 성통념과 공감능력수준은 
프로그램 전후 다소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본 프로그램은 비
교연구와[25] 같은 1회기 프로그램이지만 군 성교육전문
가들의 자문을 통해 자가학습 동영상자료의 몰입도를 고
려하여 중복적인 주제는 줄이고, 바이스탠더 개입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에서 두 개념은 바이스탠더 개입
행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제변수로 확인
하고자 포함되었기에 보여진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개인적인 수준의 성통념을 평가하는 것이
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통념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 영
향받는 것이므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바이스탠더의 도
움행동에 무엇보다 중요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다[9]. 뿐
만 아니라 공감능력은 바이스탠더 개입의도의 영향요인
이면서 인종소수자 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적극적인 
바이스탠더 개입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

이었고[12], 타인을 도우려는 이타행동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에서 유발된다고 보는 관점[26, 27]에서보면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여 가해행동을 저지하
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격자로서의 도움행동이 발
현되기 위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청소년의 이타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도 
성인에게는 다를 수 있다. 군 간부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
기 및 중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므로 공감능력에 대한 
보다 다양한 대상자와 부대 환경에서 탐색하는 것이 우
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설 1의 바이스탠더 효능감은 프로그램 후에 다소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바이스탠더 개입 교육 프로그램이 바이스탠더 효능
감에 중간 정도의 효과를 보인다는 메타분석 결과[28]와 
SCREAM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의 바이스탠더 효
능감이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효과를 보였다
는 연구결과와는[10]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프로그
램 참여 후 참여자의 바이스탠더 효능감이 6점 이상 향
상되어 프로그램에서 바이스탠더 효능감을 촉진하는 요
소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성폭력 
상황에서 바이스탠더 개입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되
는 프로그램에서는 무엇보다 효능감을 활성화시킬 전략
이 더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효능
감은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에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며[28], 바이스탠더 도움의도와
의 상호 효과를 높여주는 기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10], 성폭력 상황에서 개입행동의도와 실천행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인자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29-31]. 

가설 2와 3의 동료 도움의도와 타인 도움의도 가설은 
지지되었다. 이는 대학생 대상의 메타분석 결과와[28] 단
기 프로그램으로도 도움의도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와[10]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비교 연구들은 
학생 대상이거나 일부 취약계층의 낙인화를 저지하는 연
구가 대부분이다[28]. 온라인 플랫폼에서 SCREAM 
Theater를 근간으로 성폭력 상황에서의 바이스탠더 개
입을 촉진하는 미군 교육자료가 많이 확인되지만, 이를 
실험연구설계로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군
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쉽
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대상자, 표본 규모, 연구설계 구성과 프로그램 회기 수에
서 커다란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와 해석에는 신중할 필
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이 동료나 타인에 대한 도움의도는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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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한 반면 바이스탠더 효능감을 높이는 데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SCREAM같은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목격자개입을 촉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1
회기 혹은 3회기로 구성되어 있고, 1회기보다는 3회기가 
일반적으로 성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따
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경우에 표본 수
를 확대하거나 3회기 프로그램과 같이 동기부여를 위한 
예비 회기나 토론의 형태를 혼합하여 재구성한 프로그램
으로 반복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에서 실시
되는 성교육에 대한 대상자들의 참여의지나 업무과다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회기나 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효
과적일 수 있는 접점을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군 위드유프로그램은 부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성폭

력 상황에서 가해행동을 저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바이스탠더 도움의도를 촉진할 목적으로 개발되었
다. 또한 효과검증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는 상황
에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가설 1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의 바이스탠더 효능감이 높아
질 것이다”는 기각되었고, 가설 2, 3 “프로그램 참여 후 
참여자의 동료 및 타인 도움의도는 높아질 것이다”는 지
지되었다. 

이를 토대로 단 회성 프로그램임에도 이를 2회 이상 
시청하거나 토론학습을 추가한 반복연구와 소주제를 옴
니버스 형태로 구성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또한 
연구결과의 정당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대조군 전후
설계로 시도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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