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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피해빈

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는 폭력경험의 측정 변수 중

이분변수와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된 변수를 주로 활용하여 왔으나,

피해경험의 빈도를 나타내는 데 0 이상의 정수 값만을 가지는 카운트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카운트 데이터는 정규분포와 다른 분포를 가

지기 때문에 카운트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종단 데이터 분석에 있어 각 시점의 측정변수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중학교 2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

해빈도의 변화 패턴을 추정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를 연속변수로 가정

한 잠재성장모형, 종속변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종속변수가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음이항 잠

재성장모형, 데이터의 영과잉을 고려한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과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등 5개의 연구 모형을 설정한 후 그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구 모형에서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는 연구 모형

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분석에 활용한 프로그램은 SPSS 22.0과 Mplus 7.0이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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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서 피해빈도의 전체 평균은 학생

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 모형에서 추정된 평균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였다. 한편, 분석 자료에 존재하는

0빈도의 비율은 4개 시점에 걸쳐 90%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반영하여 연구 모형을 데이터의 영과잉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잠재성

장모형과 높은 영빈도 비율을 고려한 영과잉 잠재성장모형으로 구분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영과잉 음이항 모형을 제외한 4개 모형에서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과잉 음

이항 모형에서 변화율은 음수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영과잉 현상을 고려한 모형 4와 모형 5의 경우, 모형 4에서 로

지스틱 부분의 변화율, 카운트 부분의 초기치 및 변화율은 모두 유의

하게 나타났으나, 모형 5에서 카운트 부분의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

다. 한편, 영과잉 잠재성장 모형에서 로지스틱 부분의 초기치와 변화

율의 분산은 모두 유의하였고, 카운트 부분의 경우 모형 4는 초기치

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던 반면 모형 5에서 변화율

의 분산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둘째, 4개 시점에 걸친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종단적 변화 패턴을 가

장 잘 반영하는 모형은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으로 나타났다.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의 AIC는 5479.603, BIC는 5560.045로 5

개 모형 중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데이터의 영과잉 현상을 고려

한 또 다른 모형인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에 비하여 좋은 적합

도를 보였다. 한편,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AIC 5994.798,

BIC 6040.765로 나타나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과 가장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데이터의 높은 영빈도 비율을 고려한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에 비하여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을 비교하였을 때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이 다른 4개 모형에 비하여 관찰된 값과 가장 유사한 추



- iii -

정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기술통계 분석 결과, 분석 자료에 존

재하는 0빈도의 비율은 1차 시점에서 87.6%, 2차 시점에서 94.2%, 3

차 시점에서 98.2%, 4차 시점에서 98.4%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영과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개인이 각 시점에서 비위험

집단, 즉 구조적 영빈도 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도출한 결과 영과잉

모형의 카운트 부분이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 4와 음이

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 5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모형

4에서 각 시점에서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은 1차 시점 37.3%, 2차 시

점 42.6%, 3차 시점 50.0%, 4차 시점 60.5%로 나타났으며, 모형 5에

서는 1차 시점 46.0%, 2차 시점 46.0%, 3차 시점 49.8%, 4차 시점

54.0%로 모형 4에 비하여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4와 모형 5에서 1차 시점에서는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4개 시점에 걸

쳐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교폭력 피해, 카운트 데이터, 잠재성장모형, 영과잉 포아

송 잠재성장모형,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학 번 : 2014-2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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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학교폭력은 신속한 개입과 해결을 요하는 사회 문제로서 전 세계적으

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1990년대부터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2003년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

법」)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의 개념, 유형 및 범위에 대한 법률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또한 2013년 안전행정부의 「국민안전 종합대책」에서는 학

교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함께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통합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관계부처합동, 2013).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

폐아동 폭행,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의 학교폭력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연이어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들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이 요구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폭

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장소에서 생활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

게 되며, 이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부정적 결과로 위축, 우울,

불안, 학교부적응, 자살생각, 자살행동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Farrington,

Tofi, 2015; 남석인, 남보영, 장은혜, 2014; 김재엽, 장용언, 서정열, 박지

민, 2014), 청소년기의 학교폭력 경험이 성인이 된 후 관계형성과 직장생

활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Wolke, Lereya, 2015). 또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학교폭력 가

해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2차 폭력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선행연구

들은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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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경험이 중첩되는 경우가 빈번하고(이유나, 조윤오, 2014; 조주영, 오

인수, 2014), 학교폭력피해경험을 가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

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지민, 노충래, 2015).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위와 같

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학, 심리학, 법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교육학에서는 학교폭력의 예측요인

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영환, 임유미,

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구자의

관심사인 경우, 이분변수인 학교폭력 경험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

이 이루어져 왔다(이응택, 유난영, 주현주, 임승희, 2014; 조윤오, 2013;

손병덕, 구철회, 2013; 이상균, 2005). 또한 폭력경험빈도 혹은 주관적인

경험의 강도를 리커르트 척도로 표현한 종속변수로 사용한 경우가 존재

하였다(오미경, 안지영, 김지신, 2014; 김소명, 현명호, 2004; 김혜원, 이해

경, 2000; 임영식, 1998). 이와 더불어, 최근의 학교폭력 연구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행동과 피해경험의 빈도수를 나타내는 카운트 데이터 역시 활

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동욱, 김영식, 양민석, 이성은,

2014; 이길재, 이정미, 2014; 장안식, 2011).

학교폭력 연구에서 카운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장점

이 있다. 첫째, 폭력 피해는 사건의 특성상 발생 확률이 낮은 희귀 사건

(rare event)에 해당한다. 연구자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이와 같은 희

귀 사건일 때 카운트 변수로 나타내는 것이 자료의 성격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카운트 변수는 사건의 발생 유무를 나타내는 이분

(dichotomous) 변수나 사건 발생 빈도를 범주화하여 표현한 리커르트

(likert) 척도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카운트 데이터는 연속변수와 다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분석에 주의

를 요한다. 연속변수의 회귀분석에는 대부분 보통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을 적용한다. 보통최소제곱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측 값과

모형의 예측 값의 차이인 잔차(residual)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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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해야 한다. 첫째, 잔차의 조건부분포(conditional distribution)가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잔차의 조건부분포의 모든 독립변수에 대하

여 분산이 동일해야 한다. 셋째, 잔차는 서로 독립이어야 한다. 카운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첫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을 위배하기 쉽다. 그

결과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과 편포(skewed distribution)로 인하여

표준오차와 유의성 검정 결과에 편향(bias)이 발생하게 된다(Coxe,

West, Aiken, 2009). 이때 카운트 데이터를 단조 변환(monotone

transformation)하더라도 이분산성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으며,

자료가 사건 발생 빈도라는 의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해석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Gardner, Mulvey, Shaw, 1995). 카운트 데이터를 로그 변

환하여 진행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 역시 분석을 진행하였을 때 0 이상

의 정수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의 수가 음수를 나타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고하고 있다(O’Hara, Kotze 2010).

위와 같이 카운트 데이터 분석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산 확률 분포(discrete probability distribution)를 적용할 수 있다. 대표

적인 이산 확률 분포에는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가 있다. 포

아송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강한 가정을 가지며 대부분 정적편포

의 형태를 보인다. 이때 평균과 분산이 같아야 한다는 가정은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포아송 분포의 적용에는 한계가 따른

다. 강한 가정으로 인한 포아송 분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

구자들은 포아송 분포 대신 음이항 분포(negative binominal

distribution)를 적용하여 카운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음이항 분포는 분

산과 평균이 같아야 한다는 가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포아송 분포를

적용할 수 없는 카운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카운트 데이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과다한 영빈도(excessive

zeros)를 보인다는 점이다. 높은 영빈도 비율을 보이는 이유는 카운트 변

수로 표현되는 사건이 대부분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과다한 영빈

도는 과다산포(overdispersion)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의 동

일성이라는 가정을 위배하게 되어 포아송 분포를 적용할 수 없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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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과잉 데이터를 포아송 분포를 적용하여 분석한다면 표준오차를 과소추

정하게 되며, 영가설을 기각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모수에 대한 가설

검증에 있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Cameron & Trivedi, 2013).

따라서 데이터의 영빈도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대안 모형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빈도가 과도하게 나타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은 크게 영

변환 모형(zero altered model)과 영과잉 모형(zero inflated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모형의 공통점은 분석을 영빈도 부분과 카운트 부분

으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점이다. 영빈도와 양의 정수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때 양의 정수 부분은 영빈도를 제외한 절삭 포아송 분포

(truncated poisson distribution) 혹은 절삭 음이항 분포(truncated

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두번째는 영과잉

모형(zero inflated model)으로 영빈도를 구조적 영빈도(structural zero)

와 분포에 의한 영빈도(sampling zero)로 구분한 후, 분포에 의한 영빈도

를 포아송 분포와 음이항 분포의 일부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과잉 모형에서는 데이터의 영빈도가 두 가지 출처

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영빈도 중 구조적 영빈도를 보이는 집

단은 사건 발생 확률이 0인 비위험 집단이며, 분포에 의한 영빈도 집단

은 관측값은 0으로 나타나지만 사건 발생 확률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위

험 집단에 속하게 된다. 영과잉 모형에서 위험 집단의 사건 발생 빈도는

포아송 분포(poisson distribution) 혹은 음이항 분포(negative binomial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데이터가 영과잉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느 모형을 적용하는 것

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하여, 선행연구들은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

다. Lewsey와 Thomson(2004)는 영과잉 음이항 모형이 영과잉 포아송

모형에 비하여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Rose, Martin,

Wannemuehler, Plikaytis(2006)의 연구에서 역시 영과잉 음이항 회귀모

형이 영과잉 포아송 회귀모형, 포아송 회귀모형, 음이항 회귀모형에 비하

여 좋은 모형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tkins와



- 5 -

Gallop(2007)의 연구에서는 영과잉 포아송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음이항

모형에 비하여 유의한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과잉 포아송

모형과 영과잉 음이항 모형의 경우 모형 적합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

지 않았다. 이 외에도 카운트 데이터를 활용한 모형들의 모형 적합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카운트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 연구에 비하여 종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Liu,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 발생빈도의 종단적 변화를 카운트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잠

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서로 다른

분포를 적용한 모형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종단연구에 활발하

게 적용되고 있는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각 시점의 측정 데이터를 측정

변수로, 초기치와 변화율을 잠재변수로 분석에 반영함으로써 종단분석에

서 문제되는 시점 간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고려할 수 있고, 초기

치와 변화율에 대한 영향요인을 각각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

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중1 코호트 데이터의 2, 3, 4, 5

차 년도 데이터와 SPSS 22.0 및 MPlus 7.0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제 2절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4개 년도에 걸쳐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피해빈도가 어떠한 추세를 보이며 변화하는

지 분석하고, 피해빈도의 변화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모형이 무엇인

지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종속변수를 연속변수

로 가정하는 잠재성장모형, 종속변수인 폭력 피해빈도가 카운트 데이터

임을 고려하여 포아송 잠재성장모형과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데이터에

과도하게 나타나는 영빈도를 반영할 수 있는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

형과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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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도출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연구 모형에서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

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는 연구 모형

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폭력 피해의 비위험집단 비율과 위험집단 비율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학교폭력의 개념과 학교폭력의 종단적 변화

학교폭력의 개념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Olweus(2003)는 학교폭력을 학생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다른 학생(들)의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부정적인 행

동은 타인에게 고의로 상처를 입히거나 불편을 유발하는 것 또는 이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권이종(1996)은 학교폭력을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상대에게 불특정 다수의 학생이 남에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신체적 심리적인 폭력을 반복하여 행하거나 심각한 공격을 가

하는 문제행동(p.13)”으로 정의하였으며, 조성호(2000)는 “학교 내 외에서

서로 간에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신체적 또는 심

리적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생들 간의 신체 물리적, 심리적, 및

언어적 공격행위(p.49)”로 정의하였다. 김준호(2006)에 따르면 학교폭력

은 “학교교내, 주변, 등하교길, 집 주변, 학원 주변 등 물리적 장소는 물

론이고 교육과 관련된 장소 및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

람이 학생에게 행사한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유무형의 모든 폭력(p.33)”

을 의미하며, 이혜원 외(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와 학교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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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생과 학생 사이에 힘이 불균형한 상태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공격행위로 정의하였다.

한편, 2003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의 학교폭력 관련

논의는 법률상의 정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 2014). 학교폭력 관련 법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2012년 3월 21일 기준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학

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

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

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

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

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 간의 행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

에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등 국가개입의 범위가 확대된다.

최근 학교폭력은 아동,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래

간의 갈등을 넘어, 의도적,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 폭력의 저연

령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취급되고 있다(오미

경 외, 2014). 2014년 교육부의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

면 피해 응답률은 1.2%, 가해 응답률은 0.6%로 전체 응답자 410만 명

중 각각 4만 8천명, 2만 3천명에 이르렀으며, 2013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의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6,153명 중 피해 응답률은

6.1%, 가해 응답률은 5.7%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가해 유형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언어폭

력이었다. 2014년 교육부 조사에서 피해유형별 응답률은 언어폭력

(35.4%), 집단따돌림(16.8%), 폭행(11.8%), 스토킹(10.1%), 사이버 괴롭힘

(9.9%), 금품갈취(7.6%),강 제심부름(4.4%), 추행(4.0%) 순으로 나타났고,

가해유형별 응답률은 언어폭력(22.6%), 집단따돌림(21.9%), 사이버 괴롭

힘(9.1%), 폭행(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경험여부와 피해, 가해유형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

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높은 피해, 가해 응답률을 보였다. 2014년 교육

부 실태조사에서는 남학생의 피해응답률이 1.4%로 여학생의 피해응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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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보다 높았고, 남학생의 가해응답률은 0.8%로 여학생의 가해응답률

0.3%보다 높았다. 폭력 유형에 관하여, 2013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조사

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신체폭력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

으며, 응답률은 17.0%로 여학생의 7.9%에 비하여 신체폭력이 9.1%p 높

았다. 한편, 여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으로는 집단따돌림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경우 응답률은 20.1%로 남학생의 9.1%에 비하여

11%p 높았다. 2014년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역시 남학생의 폭력피해 유

형으로 폭행(15.5%), 여학생의 폭력피해 유형으로는 집단따돌림(22.3%)

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학교폭력은 폭력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무감각, 일상화, 일반화되는 경

향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되며(홍현주, 2012), 청소년들의 심리적 고통 심

화, 자살충동 심화, 등교거부, 2차 피해 등의 원인이 되기도 다(청소년폭

력예방재단, 201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2). 또한 사이버폭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조기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만성화, 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으로 인하여 문제해결의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오미경, 안지연, 김지신, 2013).

학교폭력의 종단적 변화와 관련하여 가해 및 피해경험 변화의 영향요

인, 폭력 유형별 집단의 변화 양상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과 보호 요인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Olweus(1993)의 연구에서 역시 학

교폭력 피해경험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감소 추세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학생들이 성숙함에 따라 폭력을 덜 사용

하게 된다는 점, 연령이 낮을수록 가해학생의 타겟이 되기 쉽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혜리, 조영일(2015)의 연구에서는 단변량자기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분석한 결과, 가해경험의 종단적

효과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전년도에 가해행동을 보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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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해에도 가해 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봉주, 김세원(2014)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7개

시점 동안 반복측정된 자료를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기울기는 음수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안식(2013)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개

시점의 데이터를 잠재집단 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활

용하여 분석하였다. 학교폭력 무경험집단과 학교폭력 피해지속집단의 중

비행 변화양상을 비교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피해는 두 집

단 모두에게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지속집단이 무경험집단

에 비하여 초기치와 변화율의 절대값이 큰 값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균, 정현주(2013)의 연구에서는 자기회귀 교차지연효과분석을 적용

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3개 시점의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모두에서 자기회귀효과

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가해행동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중학교에 진학해서도 가해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중학

교에서도 폭력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 2 절 카운트 데이터 모형

1. 카운트 데이터의 특성

카운트 데이터는 사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이다. 카운트 데

이터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

되어 왔다. 대표적인 적용 예로 특허 개수, 병원 방문 빈도, 출산 횟수,

교통사고 발생 빈도, 음주와 흡연 빈도, 폭력 사건 빈도 등의 카운트 데

이터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Cameron & Trivedi, 2013).

카운트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은 음수가 아닌 0 이상의 정수 값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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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것이다. 이때 관측 값은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며, 독립적이

고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된다(independently identically

distributed). 그러나 현실에서 이 가정은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

에 따라 사건 발생 비율 평균이 달라지는 경우 연구자는 모형에 공변인

(covariates)을 투입하여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 발생 빈도가 독립 변

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게 된다. 이처럼 독립 변수를 투입

한 회귀 모형을 기본으로 하여 카운트 데이터 모형은 횡단 데이터, 시계

열 데이터, 종단 데이터 분석으로 확장될 수 있다(Hilbe, 2014).

교육학 분야에서 카운트 데이터는 사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데이

터로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준엽, 신혜숙(2009)의 연구에서

는 청소년기의 비행 빈도를 분석하였고, 정동욱 외(2014)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수와 학업 중단자수 분석에 카운트 데이터 모형을 적용

하였다. 이길재, 이정미(2014)는 학교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분석하였으

며 이상무, 남성희(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 빈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학교폭력 발생빈도, 비행빈도, 학업중단

자 수 등은 카운트 데이터를 적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빈

도에 해당된다.

2. 카운트 데이터 모형: 포아송 모형과 음이항 모형

카운트 데이터는 연속변수와 달리 분포의 선형성(linearity)과 정규성

(normality)을 가정하기 어렵다.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희박하고 데이터의 0빈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카운트 변수를 연

속변수로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면 독립 변수와 잔차 분산이 상관을

가질 수 있고 해석이 불가능한 계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다(Raudenbush, Bryk, 200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형 회

귀 모형을 확장한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적용한다.

선형 회귀 모형이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것과 달리, 일반화선형모형은 정

규분포 외의 다양한 분포를 허용한다. 카운트 데이터 분석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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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표적인 분포에는 포아송 분포와 음이항 분포가 있다.

포아송 분포는 일반적으로 정적 편포(positive skewedness)를 보이는

카운트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분포로 평균과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포아송 분포를 수식으로 표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Hardin, Hillbe, 2012).

Pr      exp      (1)

위의 수식에서 는 사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며, 0 이상의 정수, 즉

     …의 값을 가진다. 이때 는 평균 사건 발생 비율을 의미하며

포아송 분포의 성질에 의하여 분산 역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3)

한편,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포아송 분포의 가정은 현실적으로 만족되

기 어려운 강한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분석에 있어 포아송 분포의 가정

을 완화한 형태를 가지는 음이항 분포를 적용할 수 있다. 음이항 분포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Pr          
     (4)

음이항 분포에서 는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기 전 실패한 횟수를 의미

하며, 는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확률을 의미한다. 음이항 분포의 평균

과 분산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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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의 수식 (5), (6)을 통하여 음이항 분포의 분산은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이항 분포는 포아송 분포와 감마 분포(gamma distribution)를 결합

함으로써 도출된다는 점에서 포아송 분포와 연계되어 있다(Hardin,

Hillbe, 2012, Land, McCall, Nagin, 1996). 평균사건발생비율이 인 포아

송 분포에서 가 동일하지 않고, 모수   에 대하여      인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할 경우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exp     (7)

이를 포아송 분포와 결합한 수식은 다음과 같다.

Pr     


∞

   

 



 

  



 




(8)

위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음이항 모형은 포아송 모형과는 달리 평균

보다 분산이 큰 데이터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구체적으로

Hilbe(2014)의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포아송 모형은 빈도수가 적을 때의

잔차가 크게 나타났던 반면, 음이항 모형은 전체 빈도수에 대하여 잔차

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모형 적합도 지수 역시 포아송 형에 비하여 유의

미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 Pavlicova, Nunes(2011) 역시 종

속변수에 과다산포가 존재할 때 음이항 모형이 포아송 모형에 비하여 더

좋은 모형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음이항 모형은

과소산포(underdispersion)에는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과다산

포의 원인 중 하나인 영과잉(excessive zeros)이 존재할 때 이를 적절하

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13 -

[그림 Ⅱ-1] 포아송 모형과 음이항 모형의 잔차 분포 비교(Hilbe, 2014)

3. 영과잉 모형: 영과잉 포아송 모형과 영과잉 음이항 모형

한편, 영과잉 모형은 카운트 데이터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영과잉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으로, 앞서 서술한 포아송 분포와 음이항 분포를

기본으로 한다. 영과잉 포아송 모형(zero inflated poisson model)과 영과

잉 음이항 모형(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은 교육학 분야에

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정동욱 외, 2014; 이길재, 이정미, 2014; 이상

무, 남성희, 2012; 김준엽, 신혜숙, 2009).

영과잉 모형은 영과잉 부분(zero inflated part)과 카운트 부분(count

part)을 구분하여 모수를 추정한다(Williamson, Lin, Hightower, 2007). 이

때 영과잉 부분에서는 개인이 0집단에 속할 확률을 추정하고, 카운트 부

분에서는 0집단에 속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포아송 분포(혹은 음이

항 분포)를 적용하여 사건빈도수를 분석한다. 영과잉 포아송 모형을 수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p    

 

ex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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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영과잉 부분에 대해서는 위의 수식이, 카운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수식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과잉 포아송 분포는

개인 의 평균사건발생비율인 와 가 영과잉 부분에 속할 확률인 에

의하여 결정된다. 영과잉 포아송 모형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9)

 
     (10)

영과잉 음이항 모형 역시 표현 방식은 영과잉 포아송 모형과 동일하

며, 모형을 수식으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위의 수식에서 는 과다산포(overdispersion)를 반영한 항이며, 카운트

부분의 경우 감마 분포와 포아송 분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영과잉 음이항 모형의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다.

 
    (12)

 
      (13)

[그림 Ⅱ-2]는 영과잉 포아송 분포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진하

게 표시된 부분은 구조적 영빈도를, 연하게 표시된 부분은 분포에 의한

영빈도를 의미한다. 이때 구조적 영빈도를 보이는 집단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0인 비위험집단이며, 분포에 의한 영빈도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은 0이 아니지만 우연에 의하여 영빈도를 보이는 경우로 위험집단에 속

한다고 볼 수 있다(Ridout, Demetrio, Hinde. 1998; Greene,1994).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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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황에 적용하였을 때, 각 시점에서 구조적 영집단은 조사 기

간(1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이 0인 비위험집단을 의미하

며, 분포에 의한 영집단은 조사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확률

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위험집단에 속하지만 실제 관찰 값은 0으로 나타

나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림 Ⅱ-2] 영과잉 포아송 분포(Hu et al. 2011)

제 3 절 영과잉 잠재성장모형

1. 잠재성장모형

잠재성장모형은 반복측정된 종속변수를 측정변수로 하여 개인 내 성장

과 개인 간의 차이를 분석한다(이기종, 2012). 잠재성장모형에서 잠재변

수는 초기치와 변화율이 된다. 잠재성장모형은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과 구조모형(structural model)의 두 모형이 결합된 형태로, 이때

측정모형을 개인 내 성장모형, 구조모형을 개인 간 성장모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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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내 성장모형

공변인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 내 성장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과 같다.

    (14)

이때 는 개인 i의 반복측정된 데이터를 나타내는 ×벡터이며, 는

초기치와()와 변화율() 모수를 의미하는 잠재변수의 ×벡터, 는

잠재변수들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내는 ×행렬이다. 는 측정오차의

×벡터를 의미한다.

(2) 개인 간 차이모형

잠재변수 를 아래와 같은 구조모형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개인 간 차이모형을 나타낸다.

    (15)

주어진 식에서 는 잠재변수들, 즉 초기상태()와 변화율()의 평

균을 나타내는 × 벡터이며, 는 개인의 성장모수에서 각각의 모집단

평균을 뺀 편차로, 방해오차의 × 벡터를 의미한다.

개인 내 성장모형과 개인 간 차이모형을 결합한 잠재성장모형의 기초

모형 수식은 다음과 같다.

    (16)

이처럼 잠재성장모형은 개인의 종단적 변화와 영향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관심변수의 변화궤적을 보다 정확하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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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Ⅱ-3]은 잠재성장모형을 시각화하여

나타낸 결과이며, 그림에서 는 초기치, 는 변화율, 1-4는 해당시점의

측정변수를 의미한다.

[그림 Ⅱ-3] 잠재성장모형

2. 영과잉 잠재성장모형: 영과잉 포아송 성장모형과 영과잉 음이항 성장모형

영과잉 잠재성장모형은 종속변수에 존재하는 0빈도의 출처(Sources of

Zero Frequencies)를 어떻게 가정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

다. 첫 번째는 영변환 모형으로, 이 경우 자료의 0빈도 부분과 카운트 부

분(1 이상)을 분리하여 분석하게 되며, 이때 카운트 부분의 분포는 절단

포아송 분포를 따르게 된다. 영변환 모형에서는 0빈도와 1 이상의 빈도

가 발생하는 이유가 다르다고 가정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낸 결과는

[그림 Ⅱ-4]와 같다. 이때 iy와 sy는 포아송 분포를 따르는 카운트 부분

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의미하며 y1-4는 각 시점의 측정변수로서, 카운트

부분을 제외한 0빈도 부분은 결측으로 처리하여 코딩한다. 한편, u1-4는

각 시점에서 개인이 0집단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며, iu와 su는 개인이 0

집단에 속할 확률의 초기치와 변화율로, 0빈도는 0, 0보다 큰 값은 1로

코딩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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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영변환 잠재성장모형

영과잉 잠재성장모형의 두 번째 모형은 영과잉 모형으로, 카운트 부분

을 설명하는 포아송 분포에 의하여 0빈도의 일부가 설명될 수 있다고 가

정한다. 즉, 영과잉 영빈도는 구조적 0과 포아송 분포에 의한 0으로 구분

된다. 이를 초기치와 변화율을 잠재변수로 반영하는 잠재성장모형에 적

용하면 [그림 Ⅱ-5]와 같다. 이때 포아송 부분의 표기방식은 영변환 모

형과 동일하다. 로지스틱 부분에서 y1#1-y4#1은 각 시점에서 개인이 영

집단에 속할 확률을 의미하며, ii와 si는 그 확률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나타낸다.

[그림 Ⅱ-5] 영과잉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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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0빈도가 두 가지 출처, 즉 구조적

인 이유와 분포에 의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학교폭

력 피해를 경험할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피해경험을 하지 않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위험집단 내에서도 0빈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에 보다 적합한 영과잉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때 Mplus 7.0의

경우 영과잉 잠재성장모형 분석에 있어 별도의 코딩 없이 명령문만으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모형 적합도 평가

학교폭력의 종단적 변화를 반영하는 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과 Bayesian Infromation Criterion(BIC)을 적

용할 수 있다. AIC와 BIC 지수는 우도비(log likelihood ratio)를 활용한

모형 적합도 지수로, 최대우도추정방식(maximum likelihood extimation)

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 평가에 사용되어 왔다. AIC와 BIC는 비위계적인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로서, 5개 연구 모형들의 적합도를 비

교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Akaike Information Criterion(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on은 우도비를 활용한 지수로 모형 적합도

를 평가하는 데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AIC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7)

위의 식에서 L은 모형 우도비, k는 설명변수의 수, n은 관측치의 수를

의미한다. AIC에서는 모형의 설명변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2L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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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k를 더함으로써 편이를 교정하고자 한다. –2L은

관측치의 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명변수의 수를 반영하여 수정된

–2L을 n으로 나누어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때 AIC가 작을수록

더 좋은 모형 적합도를 가진다고 본다.

(2)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은 AIC와 같이 우도비를 활용한 모형

적합도 지수이다. BIC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8)

위의 식에서 L은 모형 우도비, k는 설명변수의 수, n은 관측치의 수를

의미한다. AIC가 편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2k를 식에 추가하였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BIC에서는 를 적용함으로써 교정을 위한 항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게 된다. AIC와 마찬가지로 BIC 역시 작은 값을 가질

수록 더 좋은 모형 적합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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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11) 2차(2012) 3차(2013) 4차(2014) 5차(2015)

표본수 2,351명 2,280명 2,259명 2,108명 2,091명

원표본

유지율
97.0% 96.1% 89.7% 88.9%

<표 Ⅲ-1> 원표본 유지율(아동청소년패널 중1 코호트)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연

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을 활용하였다. 패널데이터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 Stage

Cluster Sampling) 방식으로 표집되었다. 여기에서 층은 시·도별, 도시규

모별, 학제별(남녀공학, 여학교와 남학교)을 의미하며, 집락은 16개 시,

도를 규모 혹은 위치에 따라 27개 집락으로 구분한 것을 의미한다. 표본

학교는 각 층 내에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선정되었고, 표본 학교 내에서

1개 학급이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KCYPS 조사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양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초등학교 1학년, 초

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청소년 7,071명을 2016년까지 7

년간 반복 추적하며, 2015년 현재 5차 조사 데이터인 2014년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다. 패널 데이터의 중1 코호트 원표본 유지율은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는 개인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된 주요 구인들

을 여러 시점에 걸쳐 반복 측정한 데이터로서,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는

구인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패널 데이터

의 학교폭력 관련 문항이 폭력 행동경험, 폭력 피해경험, 사이버 폭력경

험 등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는 점과 경험 유무를 나타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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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변수명 문항내용 비고

학교폭력

피해경험

DLQ2B01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지난 1년간

경험한 횟수

DLQ2B02 집단따돌림(왕따)당하기

DLQ2B03 심하게 맞기(폭행)

DLQ2B04 협박당하기

DLQ2B05 돈이나 물건 뺏기기(삥뜯기기)

DLQ2B06 성폭행이나 성희롱

분 변수와 경험의 강도를 나타내는 빈도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연구에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패

널 데이터의 5개 시점 중 학교폭력 피해빈도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4개

시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중1 코호트의 2,351명이며 이 학생

들의 2차 년도에서 5차 년도까지의 데이터, 즉 이 연구는 중학교 2학년

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학교폭력 피해빈도를 분석한

다.

제 2 절 주요변수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빈도를 종속변수로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측정문항 내용은 <표

Ⅲ-2>과 같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지난 1년간 경험한 빈도수로 측정

되었으며, 4개 시점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6개 문항을 합산하여

활용하였다. 이상치를 보이는 응답자들의 응답 패턴을 고려하여 신뢰하

기 어렵다고 판단한 응답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표 Ⅲ-2> 학교폭력 피해빈도 측정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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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모형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총 5개 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모형들은 잠재성장모형과 영

과잉 잠재성장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종속변수

의 연속성을 가정한 모형, 종속변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 종속변수가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 등 3개 모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영과잉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카운트 부분의 분포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과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 등 2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나타낸 결과는 <표 Ⅲ

-3>과 같다.

<표 Ⅲ-3> 연구 모형

구분 종속변수 분포 모형

잠재성장모형 정규분포 모형1

포아송 분포 모형2

음이항 분포 모형3

영과잉

잠재성장모형
포아송 분포 모형4

음이항 분포 모형5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 1~모형 3 분석의 기본 모형인 잠재성장 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다. 이때 모형 1은 각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

빈도인 y11, y12, y13, y14를 연속변수로 가정한다. 모형 2는 종속변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모형 3은 종속변수가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이때 i는 중학교 2학년 시점의 초기치를, s는 선형

변화율(기울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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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잠재성장모형

한편, 영과잉 잠재성장모형에서는 모형을 영과잉 부분과 카운트 부분

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모형 4의 경우 카운트 부분이 포아송 분

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모형 5에서는 카운트 부분이 음이항 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한다. 영과잉 잠재성장모형을 나타내면 [그림 Ⅲ-2]와 같으

며, 이때 y1, y2, y3, y4는 카운트 부분에서 각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빈

도를, y#1, y#2, y#3, y#4는 영과잉 부분에서 각 시점에서 개인이 비위험

집단에 속할 확률을 나타낸다. i와 s는 카운트 부분의 초기치와 선형변화

율을 의미하며, ii와 is는 영과잉 부분의 초기치와 선형 변화율을 의미한

다. 즉, i는 위험집단의 중학교 2학년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빈도를 의미

하며, ii는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개인이 비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을 의

미한다.

[그림 Ⅲ-2] 영과잉 잠재성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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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초 분석

1. 기술통계 분석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빈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전, 먼저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기술통

계를 분석하였다. <표 Ⅳ-1>은 학교폭력 피해빈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빈도의 평균값은 ‘집단따돌림(왕

따)당하기’와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제외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의 여섯 가지 하위 유형 중 평균값

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로, 중학교 2학

년 시점인 1차 시점에는 0.65회, 2차 시점에는 0.34회, 3차 시점에는 0.07

회, 4차 시점에 0.07회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다. 하위 유형 중

평균값이 가장 작게 나타난 것은 ‘성폭행이나 성희롱’으로 1차 시점의

0.01회에서 중학교 3학년 시점인 2차 시점에는 0.02회로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두 시점에서는 평균값이 0에 가까운 값을 보였다. ‘집단따돌림당

하기’는 1차 시점에서 0.08회, 2차 시점에서 0.04회, 3차 시점에서 0.01회

로 감소하였으나, 4차 시점에서 0.02회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심하

게 맞기’은 0.08회, 0.06회, 0.02회, 0회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고,

‘협박당하기’ 역시 0.03회, 0.03회, 0회, 0회로 점차 감소하였다. ‘돈이나

물건 뺏기기’는 0.13회, 0.06회, 0.01회, 0회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

였다. 한편, 각 하위 유형별 최대값의 시점에 따른 변화는 증감을 반복하

는 형태로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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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왜도

(표준

오차)

첨도

(표준

오차)

최소값 최대값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1차 2277 0.65 5.50 30.30
13.91

(0.05)

220.96

(0.10)
0 100

2차 2250 0.34 3.59 12.90
17.49

(0.05)

370.22

(0.10)
0 100

3차 2105 0.07 0.86 0.74
19.43

(0.05)

451.89

(0.11)
0 24

4차 2091 0.07 0.90 0.81
19.52

(0.05)

442.97

(0.11)
0 25

집단따돌림당하기

1차 2275 0.08 0.86 0.74
17.50

(0.05)

350.18

(0.10)
0 20

2차 2252 0.04 0.44 0.20
17.73

(0.05)

361.56

(0.10)
0 10

3차 2107 0.01 0.45 0.20
42.46

(0.05)

1878.31

(0.11)
0 20

4차 2091 0.02 0.39 0.15
24.80

(0.05)

630.91

(0.11)
0 10

심하게 맞기

1차 2279 0.08 1.17 1.36
27.36

(0.05)

858.73

(0.10)
0 41

2차 2254 0.06 0.84 0.70
25.30

(0.05)

787.01

(0.10)
0 30

3차 2107 0.01 0.24 0.06
37.24

(0.05)

1528.22

(0.11)
0 10

4차 2091 0.00 0.10 0.01
30.34

(0.05)

941.45

(0.11)
0 3

협박당하기

1차 2279 0.03 0.32 0.10
13.78

(0.05)

223.92

(0.10)
0 7

2차 2253 0.03 0.62 0.38
28.43

(0.05)

931.74

(0.10)
0 23

3차 2107 0.00 0.13 0.02
44.26

(0.05)

1995.99

(0.11)
0 6

4차 2091 0.00 0.05 0.00
31.09

(0.05)

1043.22

(0.11)
0 2

돈이나 물건 뺏기기

1차 2279 0.13 0.74 0.55
8.97

(0.05)

96.98

(0.10)
0 10

2차 2253 0.06 0.98 0.95
32.71

(0.05)

1271.32

(0.10)
0 40

3차 2107 0.01 0.31 0.10
31.61

(0.05)

1010.84

(0.11)
0 10

4차 2091 0.00 0.11 0.01
29.60

(0.05)

964.52

(0.11)
0 4

<표 Ⅳ-1>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빈도 기술통계



- 27 -

성폭행이나 성희롱

1차 2279 0.01 0.21 0.04
19.32

(0.05)

399.03

(0.10)
0 5

2차 2253 0.02 0.46 0.21
25.75

(0.05)

727.78

(0.10)
0 15

3차 2106 0.00 0.04 0.00
26.46

(0.05)

698.66

(0.11)
0 1

4차 2091 0.00 0.09 0.01
27.12

(0.05)

814.12

(0.11)
0 3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유형별 변화 패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

-1]과 같다. 그림을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빈도 중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

하기’ 빈도가 각 시점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빈도 중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는 초기치가 높게

나타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유형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감소하

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Ⅳ-1] 학교폭력 유형별 평균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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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분산

왜도

(표준

오차)

첨도

(표준

오차)

최소값 최대값

1차 2279 0.98 6.14 37.74
11.74

(0.05)

161.07

(0.10)
0 100

2차 2257 0.54 4.41 19.46
13.17

(0.05)

209.54

(0.10)
0 100

3차 2107 0.11 1.39 1.93
20.95

(0.05)

507.22

(0.11)
0 40

4차 2091 0.10 1.22 1.49
18.43

(0.05)

386.73

(0.11)
0 32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종단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피해빈도를 합산하여 각 시점별 학교폭력 피해빈도

변수를 생성하였다. <표 Ⅳ-2>는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시점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표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빈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2학년

시점인 1차 시점에서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평균은 0.98회로 나타났으며,

2차 시점에는 0.54회, 3차 시점에는 0.11회, 4차 시점에는 0.10회로 개인

이 경험하는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일관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폭

력 피해빈도의 최대값 역시 1차 시점의 100회, 2차 시점의 100회, 3차 시

점의 40회, 4차 시점의 32회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형태를 보

였다. 또한 각 시점에서 분산이 평균보다 최소 12배 이상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을 때도 모든 시점에서 정적 편포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학교폭력 피해빈도 시점별 기술통계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4개 년도에 걸쳐 모두 영빈도가 전체

응답의 50%를 초과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표 Ⅳ-3>과 [그림 Ⅳ-2]

는 각 시점에서 영빈도의 사례수와 백분율을 나타낸 결과이다. 표와 그

림을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영빈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

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차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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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사례수 백분율

영빈도 1997 87.6 2126 94.2 2069 98.2 2058 98.4

양의 정수 282 12.4 131 5.8 38 1.8 33 1.6

유효사례수 2279 100.0 2257 100.0 2107 100.0 2091 100.0

영빈도는 87.6%였고, 2차 시점에는 94.2%, 3차 시점에는 98.2%, 4차 시

점에서는 영빈도가 98.4%로 초기 시점에 비하여 10%p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서 <표 Ⅳ-2>에서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평균이 시

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표 Ⅳ-3> 학교폭력 피해빈도 분포

[그림 Ⅳ-2]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시점별 영빈도 비율

각 시점의 피해빈도별 사례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결과는 [그림 Ⅳ-3]

와 같다. 그래프를 통하여 모든 시점에서 다수의 영빈도 때문에 분포가

정적 편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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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학교폭력 피해빈도별 사례수 (1차 시점)

(b) 학교폭력 피해빈도별 사례수 (2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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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학교폭력 피해빈도별 사례수 (3차 시점)

(d) 학교폭력 피해빈도별 사례수 (4차 시점)

[그림 Ⅳ-3] 학교폭력 피해빈도 분포(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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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피해1차 폭력피해2차 폭력피해3차 폭력피해4차

폭력피해1차 1.000**

폭력피해2차 .137** 1.000**

폭력피해3차 .111** .124** 1.000**

폭력피해4차 .015** .024** .029** 1.000**

2. 상관 분석

<표 Ⅳ-4>는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시점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이

다. 상관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폭력 피해빈도 간에 약한 정적상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1차 시점의 폭력 피

해빈도와 2차 시점의 폭력 피해빈도, 1차 시점의 폭력 피해빈도와 3차

시점의 폭력 피해빈도, 2차 시점의 폭력 피해빈도와 3차 시점의 폭력 피

해빈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상관계수의 크기는

각각 .137, .111, .124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학교폭력 피해빈도 상관분석

제 2 절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 패턴에 대한 모형별 비교

1.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모형 1)

각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빈도를 연속변수라고 가정하고 잠재성장모형

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

계수를 고려하여, 조사의 초기 시점인 중학교 2학년 시점을 –3으로, 조

사 마지막 시점인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을 0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평균은 0.040회로 나타났으

나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율은 –0.166으

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추정치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조사 마지막 시점의 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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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표준오차

평균
초기치(고등학교 2학년) 0.040*** 0.025

변화율 -0.166*** 0.030

분산
초기치(고등학교 2학년) 0.043*** 0.037

변화율 0.374*** 0.048

상관계수 초기치↔변화율 -0.594***

모형적합도1)
AIC 41944.462***

BIC 41990.429***

0.043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분산은 0.374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2학년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빈도 평

균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 않으나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적합도는 AIC 41944.462, BIC 41990.429로 나타났다. 한

편, [그림 Ⅳ-4]는 모형에서 추정된 각 시점의 평균과 관찰된 평균의 차

이가 1차 시점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모형 추정 평균이 표본 평균에

비하여 3차 시점을 제외한 모든 시점에서 큰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Ⅳ-5> 잠재성장모형 분석(모형 1)

*p<0.05, **p<0.01, ***p<0.001

[그림 Ⅳ-4]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모형 1)

1) 모형 1의 모형적합도 지수 중 TLI는 0.605, CFI는 0.605, RMSEA는 0.051(0.037,

0.066)로 좋지 않은 모형 적합도를 보였으며, 이는 주어진 모형이 데이터를 잘 반영하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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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표준오차

평균
초기치(중학교 2학년) -0.200*** 0.189

변화율 -1.544*** 0.155

분산
초기치(중학교 2학년) 23.947*** 1.619

변화율 5.643*** 0.768

상관계수 초기치↔변화율 -0.124***

모형적합도
AIC 11653.035***

BIC 11681.764***

2.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모형 2)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빈도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포

아송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분석 결과

중학교 2학년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초기치 평균은 –0.200로 나

타났으나,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율은

-1.544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추정치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초기치의 분산은

23.947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으며, 변화율의 분산은 5.643로 역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초기치와 변화율에는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형적합도는 AIC 11653.035, BIC 11681.764로 종속변수를 연속변수로 취

급했을 때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5]을 통하여 모형에

의해 추정된 평균이 표본 평균에 비하여 2차 시점을 제외한 모든 시점에

서 더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6>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분석(모형 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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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모형 2)

3.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모형 3)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빈도가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음

이항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표 Ⅳ-7>과 같다. 모형 3의

분석 결과 중학교 2학년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초기치 평균은

-3.051로 나타났으며, 추정치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율은 -1.165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정치는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초기치의 분산은 8.952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으나, 변화율의 분

산은 0.476로 유의하지 않았다. 초기치와 변화율 중 초기치의 분산만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초기치에는 개인차가 존재하지만 변화율에는 개

인차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모형적합도는 AIC 5994.798, BIC 6040.765로

종속변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 2에 비하여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림 Ⅳ-6]을 통하여 모형 추정 평균이 표본 평균

보다 모든 시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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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표준오차

평균 초기치(중학교 2학년) -3.051*** 0.288

변화율 -1.165*** 0.320

분산 초기치(중학교 2학년) 8.952*** 1.004

변화율 0.476*** 0.458

상관계수 초기치↔변화율 0.453***

모형적합

도

AIC 5994.798***

BIC 6040.765***

<표 Ⅳ-7>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분석(모형 3)

*p<0.05, **p<0.01, ***p<0.001

[그림 Ⅳ-6]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모형 3)

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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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표준오차

평균

로지스틱 부분
초기치(중학교 2학년) 0.000***

변화율 2.370*** 0.488

포아송 부분
초기치(중학교 2학년) 0.384*** 0.113

변화율 -0.473*** 0.127

분산

로지스틱 부분
초기치(중학교 2학년) 209.857*** 41.815

변화율 4.394*** 1.963

포아송 부분
초기치(중학교 2학년) 44.087*** 3.518

4.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모형 4)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는 <표 Ⅳ-8>를 통하여 제시하

였다. 영과잉 모형에서 로지스틱 부분의 초기치 평균은 0으로 고정하여

추정하였으며, 변화율은 2.37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

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학교폭력 피해 비위험집단에 소속

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포아송 부분의 초기치는

0.384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변화율은 -0.473로 유의

수준 0.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경

험하는 학교폭력 피해빈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부분

의 변화율과 포아송 부분의 초기치와 변화율 분산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

났으므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적합도는 AIC

가 5479.603, BIC가 5560.045로 데이터의 영과잉을 반영하지 않은 포아송

성장모형과 음이항 성장모형에 비하여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Ⅳ-7]에서 마지막 시점을 제외한 3개 시점에서 학교폭력 피해빈도

의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으며, [그림 Ⅳ-7]과 [그림 Ⅳ-8]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빈도에 대하여 각

빈도의 발생 확률의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8>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모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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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율 1.232*** 0.44

상관계수

로지스틱 초기치↔로지스틱 변화율 -0.890***

로지스틱 초기치↔포아송 변화율 0.344***

로지스틱 초기치↔포아송 초기치 0.995***

로지스틱 변화율↔포아송 초기치 -0.895***

로지스틱 변화율↔포아송 변화율 -0.342***

포아송 초기치↔포아송 변화율 0.254***

모형적합도
AIC 5479.603

BIC 5560.045
*p<0.05, **p<0.01, ***p<0.001

[그림 Ⅳ-7]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모형 4)

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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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a)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1차 시점)

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b)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2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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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c)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3차 시점)

(d)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4차 시점)

[그림 Ⅳ-8]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a. b. c. d)

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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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 표준오차

평균

로지스틱 부분
초기치(중학교 2학년) 0.000***

변화율 12.730*** 3.657

포아송 부분
초기치(중학교 2학년) -1.305*** 0.497

변화율 -0.378*** 0.197

분산

로지스틱 부분
초기치(중학교 2학년) 33678.824*** 603.719

변화율 37202.133*** 637.669

포아송 부분
초기치(중학교 2학년) 4.564*** 1.708

변화율 0.080*** 0.115

5.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모형 5)

<표 Ⅳ-9>은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모

형 5에서는 모형 4와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부분의 초기치 평균은 0으로

고정하여 추정하였으며, 변화율은 12.730으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학교폭력 피해 비위험집

단에 소속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포아송 부분의 초

기치는 -1.305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변화율은 –0.378
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

는 학교폭력 피해빈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부

분의 변화율과 포아송 부분의 초기치 분산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개

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형적합도는 AIC가 6055.653,
BIC가 6159.079로 데이터의 영과잉을 반영하지 않은 포아송 성장모형과

음이항 성장모형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나 영과잉 포아송 성장모형에 비하

여 좋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다. 한편, [그림 Ⅳ-9]에서 모든 시점에서 학

교폭력 피해빈도의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이 일치하고 있으며, [그

림 Ⅳ-10]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빈도에 대하여 각 빈도의 발생 확률의 표

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9>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모형 5)



- 42 -

상관계수

로지스틱 초기치↔로지스틱 변화율 -0.285***

로지스틱 초기치↔포아송 변화율 0.839***

로지스틱 초기치↔포아송 초기치 -0.847***

로지스틱 변화율↔포아송 초기치 -0.035***

로지스틱 변화율↔포아송 변화율 0.050***

포아송 초기치↔포아송 변화율 -1.000***

모형적합도
AIC 6055.653

BIC 6159.079
*p<0.05, **p<0.01, ***p<0.001

[그림 Ⅳ-9]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모형 5)

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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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a)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1차 시점)

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b)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2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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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평균

모형 추정 
평균

(c)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3차 시점)

모형 추정 
평균

표본 평균

(d)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4차 시점)

[그림 Ⅳ-10]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학교폭력 피해빈도 확률(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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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 3차 4차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

(모형 추정)
0.373 0.426 0.500 0.605

실제 영빈도 비율

(표본)
0.876 0.942 0.982 0.984

제 3 절 영과잉 모형을 활용한 영빈도 분석

1.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영빈도 분석 결과 (모형 4)

영과잉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하여 각 시점에서 비위험집단(구조적

영집단)에 속할 확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영과잉 포아송 잠

재성장모형 표본의 영빈도 비율을 비교하였다. <표 Ⅳ-8>과 [그림 Ⅳ

-4]는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을 통하여 추정된 비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실제 영빈도 비율과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시점에서 관측된 영빈도와 비

위험집단 소속 확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1차 시점에서 관측된 영빈도는 87.6%로 나타났으나, 개인이

해당 시점에서 비위험집단, 즉 구조적 영집단에 속할 확률은 0.373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

생 중 상당수가 학교폭력 피해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은 1차 시점에서 0.373, 2차 시점에서

0.426, 3차 시점에서 0.500, 4차 시점에서 0.605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

관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 Ⅳ-10>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과 실제 영빈도 비율(모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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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과 관찰된 영빈도 비율(모형 4)

2.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모형 5)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하여 각 시점에서 비위험집단

(구조적 영집단)에 속할 확률과 표본의 영빈도 비율을 비교하였다. <표

Ⅳ-10>과 [그림 Ⅳ-9]는 비교 결과를 나타낸다. 모형에서 추정된 비위험

집단 소속 확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본에서 관찰된 영빈도 비율과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한다. 이때 모형 4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점에서 관

측된 영빈도 비율과 비위험집단에 소속될 확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차 시점의 영빈도 비율은 87.6%였으

나, 개인이 해당 시점에서 비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은 0.460으로 나타났

다. 모형 5를 통하여 추정된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은 1차 시점에서

0.460, 2차 시점에서 0.460, 3차 시점에서 0.498, 4차 시점에서 0.540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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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 3차 4차

비위험집단 소속확률

(모형 추정)
0.460 0.460 0.498 0.540

실제 영빈도 비율

(표본)
0.876 0.942 0.982 0.984

<표 Ⅳ-11>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과 실제 영빈도 비율(모형 5)

[그림 Ⅳ-12]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과 관찰된 영빈도 비율(모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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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절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에서는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의 피해빈도

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2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 패

턴을 추정하기 위하여 5개의 연구 모형을 설정한 후 그 추정치와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는 폭력

경험의 측정 변수 중 이분변수와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된 변수를 주로

활용하여 왔으며, 피해경험의 빈도를 나타내는 카운트 변수를 활용할 때

도 일반최소제곱법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선형모형을 적용해 왔다. 카운

트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와 다른 분포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카운트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편향된 추정치를 도

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종단 데이터 분석에 있어 각 시점의 측정

변수 간의 자기상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해야 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카운트 분석에 활용되는 잠재성장모형으

로 4개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빈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모형에서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모형은 무

엇인가?

셋째, 학교폭력 피해의 비위험집단 비율과 위험집단 비율은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분석 데이터는 원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응답 패턴이 신뢰하기 어려운

이상치들은 결측으로 처리하였다. 분석에는 SPSS 22와 Mplus 7을 활용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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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서 피해빈도의 전체 평균은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으며(1차 년도 1.24회→4차 년도 0.1회), 모형

에서 추정된 평균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였다. 분석 자

료에 존재하는 0빈도의 비율은 4개 시점에 걸쳐 90% 내외로 높게 나타

났으며, 이를 반영하여 연구 모형을 데이터의 영과잉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잠재성장모형과 높은 영빈도 비율을 고려한 영과잉 잠재성장모형으

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영과잉 음이항 모형을 제외한 4개 모형

에서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과잉 음이항 모형에서 선형 변화율은 음수로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 패턴에 있어

학생들의 개인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영과잉을 고려하지 않은 모

형 1, 모형 2, 모형 3 모두 초기치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중2 시점의 학교폭력 피해빈도에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율의 분산은 모형 1과 2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음이항 잠재성장 모형에서는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변화율에 있어 학생 간 개인차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과

잉을 고려한 모형 4와 모형 5의 경우 로지스틱 부분의 변화율의 분산은

두 모형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의 변화율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카운트 부분 분석에서 두

모형에서 초기치의 분산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변화율의 분산은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통하여 종속변수 분포에 대한 가정과 영과잉 현

상의 반영 여부에 따라 추정치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속변수와 포아송 분포를 가정한 모형과는 달리, 음이한 분포를 적용한

음이항 잠재성장모형과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 모형에서 변화율의 분산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둘째,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기술통계 분석 결과, 분석 자료에 존재하

는 0빈도의 비율은 1차 시점에서 87.6%, 2차 시점에서 94.2%, 3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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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98.2%, 4차 시점에서 98.4%로 나타났다. 영과잉 잠재성장모형을 적

용하여 개인이 각 시점에서 비위험집단, 즉 구조적 영빈도 집단에 소속

될 확률을 도출한 결과 영과잉 모형의 카운트 부분이 포아송 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한 모형 4와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모형 5의 결과

가 다르게 나타났다. 모형 4에서 각 시점에서 비위험집단 소속 확률은 1

차 시점 37.3%, 2차 시점 42.6%, 3차 시점 50.0%, 4차 시점 60.5%로 나

타났으며, 모형 5에서는 1차 시점 46.0%, 2차 시점 46.0%, 3차 시점

49.8%, 4차 시점 54.0%로 나타났다. 모형 4와 모형 5에서 1차 시점에서

는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4개 시점에 걸쳐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더라도 위험집단에 속해 있는 학생의 비율이 상당수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종속변수에 대한 서로 다른 분포를 가정한 5개 연구 모형을 모

형 적합도를 통하여 비교한 결과는 <표 Ⅴ-1>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중

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의 4개 시점에 걸친 학교폭력 피해빈도의

종단적 변화 패턴을 가장 잘 반영하는 모형은 모형 적합도를 기준으로

할 때 영과잉 포아송 모형으로 나타났다. 영과잉 포아송 모형의 AIC는

5479.603, BIC는 5560.045로 5개 모형 중 가장 작은 값을 보였으며, 데이

터의 영과잉 현상을 고려한 또 다른 모형인 영과인 음이항 모형에 비하

여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한편,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는 AIC

5994.533, BIC 6046.246로 나타나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과 가장 비

슷한 값을 보였으며, 데이터의 높은 영빈도 비율을 고려한 영과잉 음이

항 잠재성장모형에 비하여 더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트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잠재성장모형의 경우 AIC가

41946.415, BIC는 41998.128로 5개 모형 중 가장 좋지 않은 모형 적합도

를 보였다.

반면, 각 모형에서 추정된 평균이 표본 평균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

하는지를 기준으로 본다면,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이 데이터를 가

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Ⅴ-1]는 표본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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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형 3 (b) 모형 4 (c) 모형 5

과 음이항 잠재성장모형(모형 3),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모형 4),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모형 5)의 모형 추정 평균의 비교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비슷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던 세 모형을 비교해 보았을

때, 평균 추정에 있어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의 추정값이 관찰값과

가장 유사하게 추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3에서는 1차 시

점의 값이, 모형 5에서는 4차 시점의 값이 관찰값에 비하여 4배정도 크

게 추정되었고, 모형 4에서는 1차-3차 시점에 걸쳐 감소하던 평균값이 4

차 시점에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1> 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

구분 종속변수 분포 모형 AIC BIC

잠재성장모형

정규분포 모형1 41944.462 41990.429

포아송 분포 모형2 11653.035 11681.764

음이항 분포 모형3 5994.798 6040.765

영과잉

잠재성장모형

포아송 분포 모형4 5479.603 5560.045

음이항 분포 모형5 6055.653 6159.079

[그림 Ⅴ-1]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 비교 결과 (a, b, c)

지금까지 상술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개인이 경험하는 학교

폭력 피해빈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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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점에서 영빈도는 87.6%~9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영

과잉 모형 분석 결과 개인이 비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은 최대 60.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적합도 분석 결과,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이 분석 자료의 종단적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표본 평균과 모형 추정 평균의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는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이 관찰값에 가장 근첩한 추정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절 논의 및 한계점

이 연구에서는 상술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후속 연구의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학년이 올라가고 학교급이 상승

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이봉주, 김세원, 2014; 장안식,

2013; Pellegrini, Long, 2002; Smith, Shu, Madsen, 2001, Olweus, 1993).

학교폭력 피해빈도는 4개 시점에 걸쳐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들은 이처럼 학교폭력 피해발생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학생

들이 시간에 따라 성숙해질수록 폭력에 덜 의존하게 된다는 점, 저연령,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기가 더욱 쉬운 집단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Olweus, 1993). Smith, Shu, Madsen(2001)은 학생들이 또

래 관계에 능숙해질수록 폭력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는

법에 익숙해진다는 점을 폭력 피해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Pellegrini, Long(2002)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폭력 피해빈도가

감소하더라도 이는 학교폭력의 대상 집단이 더욱 좁아지고 특정화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에 대처하거나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할 때 대상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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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연속변수로 가정한 잠재성장모형, 종

속변수가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종속변

수가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 음이항 잠재성장모형과 데이터의

영과잉을 고려한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 영과잉 음이항 잠재성장

모형을 분석하였다. 5개 모형의 모형 적합도 비교 결과,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이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과잉

음이항 모형의 경우 모형 적합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표본 평균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운트 데이터의 특성과 영과잉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 종속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연속변수로 가정한

모형이 가장 좋지 않은 적합도를 보였다. 이는 카운트 데이터 모형과 영

과잉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

다(Hilbe, 2014; Rose, Martin, Wannemuehler, Plikaytis, 2006; Lewsey,

Thomson, 2004). 한편, 음이항 잠재성장모형과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

모형, 음이항 잠재성장의 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덜 복잡한 모형을 활용하기를 권

장하나(Hilbe, 2014; Atkins, Gallop, 2007), 연구의 주요한 관심과 분석

대상이 되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모형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Washington, Ivan, 2007). 이 연구의 연구 문제 중 하나는 개인이 각 시

점에서 비위험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분석하고 그 변화 형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영과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

하다.

셋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각 시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적이 없

다고 응답한 학생들이라도 폭력피해 비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은

37.3%~60.5%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영과잉 포아송 잠재성장모형과 영

과잉 음이항 잠재성장모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조사 마지막 시점인 4차 시점에서 영빈도는 98.4%로 나

타난 반면 비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은 60.5%에 그쳐 학교폭력 피해빈도

가 영빈도로 나타나더라도 이중 상당수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

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빈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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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인이 폭력 피해 비위험집단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선행연구 중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적

위축과 같은 성격 특성, 체격 조건 등으로 인하여 타겟화되기 쉽다는 점

(Olweus, 1993), 이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현재와 이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상균, 정현

주, 2015),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안정성을 유지

한다는 연구 결과(Paul & Cillessen, 2003)를 고려해볼 때, 향후 학교폭

력 개입은 폭력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위험집단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바

탕으로 위기학생의 조기 발견과 폭력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부족하였던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였다는 점, 폭력 피해라는 사건의 성격을 반영하는 카운트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 종속변수의 분포에 대한 가정에 따라 서로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한 영과잉 모형을 활용하여 각 시점에서 폭력 피해 경험이 없는 개인이

실제로 비위험집단에 소속될 확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연구

를 확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5년 동안 수집된 데이터 중 학교폭력 관련 변수를 포함한 4개

시점만을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변화율과 관련하여 고차항이나 비연

속 기울기 등 종단적 변화의 다양한 형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

였다. 특히 분석 대상이 되는 시점 중 학교급이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학교폭력 피해빈도가 이 연구의 결과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할 가능

성이 존재한다(Pellegrini, 2002). 패널 데이터의 자료가 축적된다면 폭력

피해의 종단적 변화 패턴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하며, 학교폭력의 종단적 변화 패턴 대한 후속연구가 요청된

다.

둘째,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빈도 변수를 구성함에 있어, 언어적 폭

력, 신체적 폭력 등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문항들을 단순 합산하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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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폭력의 범주를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할 경우, 카운트 부분의 피해빈도수가 지나치게 감소하는 데서 기인

한 한계점으로, 학교폭력 피해와 같이 발생확률이 희박한 사건에 대해서

는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

하고 학교폭력의 하위 유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모형을 설정할 필

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세분화된 학교폭력의

범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의 구조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연간 학교폭력 피해빈도를 묻는 설문의 자기보고

식 응답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행동이나 피해경험을 연구

하는 데 있어, 관찰, 또래지명, 교사평가 등 다각도의 접근 방식이 요구

되고 있다. 특히 송지연, 오인수(2015)의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응답은 또

래지명 방식에 비하여 높은 학교폭력 가해율과 피해율로 나타날 수 있다

는 점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관련 변수들의 응답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치를 일부 결측으로 처리한 후 피해빈도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이 경험하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모형들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함에 있어 AIC

와 BIC만을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카운트 데이터 모형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 역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Hilbe, 2014;

Ridout, Hinde, DeméAtrio, 2001). 예를 들어, Vuong Test의 경우 서로

내재된 관계가 아닌 모형들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영과잉 포아송(음이항) 모형이 포아송(음이항) 모형에 비하

여 모형 적합도에 있어 유의한 개선을 보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카운트 데이터 모형 평가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카운트 데이터를 활용한 모형 평가에 있어 다양한 적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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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longitudinal pattern of

adolescent victimization. Regarding the victimization at school,

dichotomous items and the variables measured by Likert scale

were widely used in previous studies, however, count variable,

which only had non-negative integers, could be utilized in order to

represent the frequencies of victimization. To analyze count data,

count data models should be adopted given the fact that the

distributions of count variable were different from continuos

variables. In addition, the proper models were required to deal with

the problem of autocorrelation between observed variables during

the longitudinal data analysis.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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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pattern of victimization from the second grade in

middle school and the second grade in high school, the five models

including the latent growth model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frequencies of victimization was continuous (model 1), the poisson

latent growth model which assume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frequencies of victimization was poisson (model 2), the negative

binomial latent growth model which assumed that the distribution

of the frequencies of victimization was negative binomial (model

3), as well as the zero inflated poisson latent growth model (model

4) and the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latent growth model

(model 5) to deal with the problem of excessive zeros in the data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ow the frequencies of victimization at school changed

across the time points in each model?

Second, which model shows the best model fit regarding the

change of victimization at school?

Third, how the probabilities for the individuals to belong to the

no-risk group changed across the time poits?

For the analysis, SPSS 22.0 and Mplus 7.0 were use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ies of victimization at school decreased across

the time points. In the sample, the overall mean of the frequencies

of victimization decreased as the students proceeded to the next

school year, and the estimated mean by the model also decreased

across the time points. In the sample, the percent of zero

frequencies were around 90% for all time points. Considering the

excessive zeros in the data, the models for the further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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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the zero-inflated latent growth models as well as ordinary

latent growth models. In model 1, model 2, model 3 and model 4,

the frequencies of victimization at school decreased over time. On

the other hand, in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model (model

5), the estimate of the change rate was negative and not

significant. In the model 4 and model 5, in which the high

numbers of zeros were considered, the change rate of the logistic

part and the initial status and the change rate of the count part

were signigicant in model 4, however, in model 5, the change rate

of the count part was not significant. For model 4 and model 5,

the variances of the initial status and the change rate were all

significant in the logistic part. In model 4, the variances of the

initial status and the change rate were significant in the count

part, however, in model 5, the variance of the change rate of the

count part was not significant.

Second, among the models, the zero-inflated poisson latent

growth model (model 4) had the best model fit. The AIC of the

model 4 was 5479.603 and the BIC was 5560.045, which were the

smallest value among the five models, even smaller than the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latent growth model (model 5). On

the other hand, the negative binomial latent growth model (model

3) showed better model fit than the model 5 which considered the

high number of zeros in the data. The model fit statistics of the

model 3 was similar with those of the model 5. On the other hand,

given the difference between sample mean and estimated mean by

the model at each time point, the zero inflated negative binomial

latent growth model (model 5) showed the best model fir in

predicting the sampl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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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regarding the third research question, the percentage of

the zero counts in the data was 87.6% at the first time point,

94,2% at the second, 98.2% at the third and 98.4% at the last time

point.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robabilities of falling into

no-risk group (structural zero group) was varied between model 4

and model 5. In model 4, the probability to belong to the no-risk

group was 37.3% at the first time point, 42.6% at the second,

50.0% at the third and 54.0% at the last time point, however, in

model 5, the probability to belong to the no-risk group was 37.3%

at the first time point, 42.6% at the second, 50.0% at the third and

54.0% at the last time point. The model 4 and the model 5 were

different in the estimated probability at the first time point,

however, there were the decreasing trends across four time points

in both of the models. In model 4, the decreasing trend was

steeper than model 5.

Based on the major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the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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