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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 성별, 학년을 조절변인으로

  문     민     권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

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공격성, 충동성 설문지

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

적에 부합하도록 기초통계량,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성별, 학년, 충동성 각 요인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이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

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 감소에 부분적으로 영

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공격성 감소의 영향은 학년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셋째, 학년, 성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 및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

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공격성, 충동성

학번: 2011-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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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대구 중학생과 경산 고등학생 자살사건은 신체폭력, 공갈, 협박과 

같은 또래 괴롭힘에 의한 학교폭력이 주요 원인이었다. 최근 6년간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율과 피해율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심각성 인식수준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과거 청소년 자살사건의 초점은 성적이나 가정환경에 대한 

비관이었지만, 이제는 학교폭력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30.9%의 청소년이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최근 1년 이내에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11).  

  학교폭력의 결과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사회적, 정신적 부적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성적저하, 만성적 등교 거부 및 교육과정 

포기 등의 교육 기회 상실과 안정적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하기도 한다(White, Loeber, Stouthamer-Loeber & Rarringtonet, 1999). 가해학생 또한 

불안과 우울 등의 적응 문제를 겪게 된다(Kaltiala -Heino, Rimpela, Rantanen & 

Rimpela, 2000).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성인기까지 확대될 수 있고,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폭력의 사회화라는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김순혜, 2007; Olweus, 

1979)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밝혀진 영향요인은 

단일차원 또는 소수의 차원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정규성, 2006). 

학교폭력 유발요인들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심리적 특성과 학교, 가정, 친구, 폭력매체 

노출 등의 사회 환경적 요인이며, 그 중 개인·심리적 특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공격성이 동반된 폭력 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성격적 특성이 이러한 행동의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민병근, 백민기, 1981; 김헌수, 김현실, 

1997; Kupersmidt & Coie, 1990). 특히 학교폭력의 영향 요인과 관련된 개인 변인 중 

하나는 공격성이다. 사전 연구에 따르면 공격성은 폭력성과 관련성이 높고(박미연, 

1999), 성별, 자아존중감 등의 다른 변인들보다 폭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이문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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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성이 폭력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욕구좌절 가설(Miller, 1941)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욕구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욕구좌절 경험은 공격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욕구좌절에 의해 공격성이 언제나 실제상의 욕구좌절을 

일으킨 대상 또는 원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욕구좌절에 대한 

대상이 너무 위협적이거나 상대할 수 없을 때 공격성의 대상은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이 겪는 욕구불만은 부모, 교사 등과 같이 자신에게 위협적이거나 상대하기가 

어려운 존재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희생양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수집단의 구성원이나 아무런 죄가 없는 힘없는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Koltz, 1983).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기의 공격성 해소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공격성이란, 특정대상(자신, 타인, 동물, 물체)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해를 

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 및 정서이다. 이러한 공격성은 인류가 진화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적응적 행동이며(Koops, 2001), 먹기, 잠자기 등과 같이 생리적 구조에 의해 

나타나며, 인간은 이후 경험에 의해 공격성을 조절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Tremblay & 

Nagin, 2005).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공격성은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존재하는 특질이며, 

경험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변인이다(최문형, 유진, 2009). 인간의 발달적 단계에서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Kohut & Wolf, 1978)는 공격성의 변동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공격성이 안정적이며 성장 단계에 상관없이 변동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은 연구들은 주로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데 비해(Farrington, 1989; 

Olweus, 1979; Van Beijsterveldt, Bartels, Hudziak & Boomsma, 2003), 공격성의 

변동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는 청소년 시기를 

포함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남순현, 최희경, 2006; Berkowitz, 1993; 

Moskowitz, Schwartzman & Ledingham, 1985). 이는 청소년 시기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성장하는 사회화 과정 중의 중요한 단계이며, 다른 어느 시기보다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격성은 특정발달 단계인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그 시기의 발달적인 심리적 특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곽금주, 문은영, 1995), 

사춘기 연령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변동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연구되어 왔던 또 다른 주제는 성별이다. 

기존에 이루어진 공격성과 성차에 관한 연구들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체적 공격 행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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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윤리라, 1999; 이경님, 2006;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주로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공격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된 연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과 같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공격적 의식이나 행위와 같은 요인을 포함했을 경우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최혜림, 2005; Tremblay, 2000). 즉, 남녀 모두가 공격적이고 적대적일 수 있지만, 

그 표현 방식의 차이로 인해 남학생은 겉으로 보이는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Crick & 

Grotpeter, 1995). 결과적으로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발달 양식에 차이가 있으며, 성차에 

대한 논의 역시 공격성을 논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격성은 사춘기의 발달적인 심리적 특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데, 특히 

충동성은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행동, 분노를 수반한 반응적 공격성, 

그리고 자신에게 공격적 행위가 전가되는 자살시도 및 자해행동 등과 같은 여러 문제

행동 유형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Barratt, 1991; Clarke, 2006; Ramirez & Andreu, 2006). 

  충동성은 일생동안 공격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정도를 예언하는 변수로 작용한다

(Ostrov & Godleski, 2009; Vigil-Colet & Codormin-rega, 2004). 충동성이란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충동적인 사람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행동을 한다(APA;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충동을 조절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품행장애, ADHD, 반사회적 성격장애, 기분장애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최혜라, 이훈진, 2012). 또한, 충동적인 사람은 화를 쉽게 내고, 

반항적이며, 타인에 대해 비우호적인 자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책임감이 낮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따라 통제하기 어렵다(김경은, 박영애, 2005; 

이경숙, 홍영근, 2011).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충동성 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밝히고 있으며(Wilson, Lipsey & Derzon, 2003), 이는 충동성 조절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체육활동 참여와 공격성의 관계에 관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욕구불만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여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나을식, 2010; 신선미, 2003; 이병화, 2008; 채화정, 2011)를 도출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체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행동과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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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공격성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김동철, 

2000; 김성옥, 김정원 & 황진, 2007; 이성학, 2012; 전은영, 2012). 이와 같이, 체육

활동과 공격성 간의 직접적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체육활동 참여와 공격성의 관계에 다른 변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해진 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업시수 동안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해당 시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않는다. 

Rothschild(1984)는 스포츠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 자극 또는 

관심의 상태를 스포츠 관여도(sports involvement)라고 하였다. 학교체육활동 상황에서도 

이러한 관여도의 수준은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행동과 함께 동기적 요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자체에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가의 정도를 나타내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involvement level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은 시간, 강도, 빈도와 같은 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일반적 변인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 학교체육현장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과후 체육활동 강화, 중학교 체육

시수 4시간으로 확대 등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확대가 학교에서 긍정적 체육활동이라는 의미를 통해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고 공격성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체육활동 확대가 공격성 해소를 위한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최근의 

상황에서 과연 교육적 수요자인 학생이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격성이 감소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공격성을 성별, 

연령, 충동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학교체육활동 참여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를 더욱 세부적이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빈번히 일어나는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2011)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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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아래와 같이 검증하여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통해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청소년의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2) 청소년의 충동성, 성별, 학년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삼원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충동성, 성별,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청소년의 성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청소년의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청소년의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1. 공격성에 대한 이원상호작용 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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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청소년의 충동성, 성별,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청소년의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청소년의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3) 청소년의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림 2. 공격성에 대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모형

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격성(aggression)

  공격성이란 특정대상(자신, 타인, 동물, 물체)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해를 

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 및 정서이다. 

2) 충동성(impulsivity)

  충동성이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한 행동을 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3) 학교체육활동(physical education activity)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과 교육시간에 

행해지는 체육수업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포함한 개념의 방과후 체육활동을 의미한다.  

4)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involvement level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

  학교체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전념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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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공격성의 개념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aggression)은 본능, 생물학적 과정, 개인의 성격, 학습된 습관, 관찰 학습 등을 통한 

신체적·언어적 행동과 감정 등의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는 

중복적이고 모호하며,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많은 

학자들은 공격성을 유기체에 대해 유쾌하지 못한 자극을 가하는 행위(Buss, 1961), 

일반적으로 타인 또는 그의 소유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Feshbach, 1964), 타인에게 

상처를 입혀 해를 가하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행위(Bandura, 1973) 등과 같이 다양하게 

정의하였다. 또한, 노치영(1988)은 공격성을 타인 또는 그의 사물에 대하여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파괴적 행동과 이러한 의도를 가진 직접적 행동으로 정의했으며, 이은아(2010)는 

사람이나 개체를 해하거나 고통을 주려는 언어적·물리적 행위, 사고 및 정서라고 정의

하였다. 

  공격적인 행동은 폭력(Violence)과 비슷한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폭력은 극단적인 손상을 가하는 공격을 말한다. 즉, 폭력은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공격은 반드시 폭력이라고 하지는 않는다(Aderson & Bushman; 2002). 

  연구자에 따라 공격성은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초기 연구에서는 도발적인 물리형 

공격성, 잠재적인 물리형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폭발형 공격성, 우회적 공격성으로 

분류하였다(Feshbach, 1970). 공격성은 표현 방법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한 대상에 따라 간접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신체적 공격성은 상대에게 신체적인 상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적 

행동이고, 언어적 공격성은 대상에게 사회적·심리적 해를 가하려는 언어로 표현된 

행동이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 공격성은 원인 제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상이 

치환된 공격이나 구체적 대상이 없는 공격 행동을 의미하며, 직접적 공격성은 욕구 좌절을 

유발한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행하는 공격성을 말한다(Frodi, Macaulay & Thome, 

1977). 또 다른 연구자는 행동이나 언어를 통해서 외부로 표출되는 행동적 공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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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단지 상상을 통해 표현하는 내재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Kagan, 

Mussen & Conger, 1979). 또한, 공격 행위의 특성에 따라 공격 원인 제공자에게 신체적, 

언어적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 공격성과 집단의 힘이나 압박을 활용하여 대인관계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함으로써 해를 주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여 공격성을 정의하기도 

한다(Crick, 1995). 또한, 어떠한 수단이나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손상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목표나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도구적(instrumental) 공격성,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려는 동기나 

의도를 갖고 행하는 적의적(hostile) 공격성, 그리고 목적보다는 분노와 같은 정서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정서적(emotional) 공격성이 있다(Feshback & Feshback, 1982).

  이러한 다양한 공격성의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공격성을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보는 행동적 수준의 접근방식이고, 

다음으로 공격자의 동기나 의도와 같은 인지적, 정서적 수준의 접근방식이다(유귀순, 2001).

  결과적으로 공격성에 대한 정의 및 유형은 다양한 개념과 관점을 포함하고 있어 

공격성을 단일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공격 의도, 행동의 결과, 사회적 여건과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특정대상

(자신, 타인, 동물, 물체)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심리적 해를 가하는 모든 형태의 행동 

및 정서라고 정의하였다.

2) 공격성 관련 이론

(1) 본능이론(Instinct theory)

Freud(1920)는 인간의 내부에는 일정한 양의 내적 충동이 있으며, 인간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본능인 삶의 본능(Eros)과 죽음의 본능(Thanatos)에 의해서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윤진란, 1994, 재인용). 삶의 본능인 리비도(Libido)는 인간의 생명력이 되지만 

죽음의 본능은 내부적으로 자살이나 자기 파괴로 이어지며, 외부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공격을 유도한다. 또한, 공격성은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 사이에서 경험하는 갈등이 

자신으로부터 타인에게로 전환되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김경희, 1986).  

하지만 그는 자연적인 인간의 특성으로 공격성을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공격성은 제거하거나 억제하여야 할 특성이 아니라,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배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공격적인 행동을 표현하거나 

분출하지 못할 경우 공격적인 에너지가 내부에 축적되며, 이러한 에너지가 폭력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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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문제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공격

행위를 표현함으로써 공격적 충동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Lorenz(1966)는 인간의 공격성을 동물의 공격행동과 비교하였으며, 인간이나 동물은 

기본적으로 동족에 대한 투쟁 본능을 갖고 있고, 공격행동은 종족을 보존하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윤진란, 1994, 재인용). 그는 공격성을 외적자극에 

따라 개별적으로 유기체에 발생하는 동기화 된 힘 또는 추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추동을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적절히 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능이론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인간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접하면서 공격적 충동을 해소하고 또한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Berkowitz(1988)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격적 행동에 참여하거나 타인의 

공격 행동을 접하면서 공격 충동이 감소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대로 그러한 행동이 공격성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2) 생물학적 이론(Biological theory)

생물학적 이론은 생물학적 기제를 통해 공격성이 일어나는 원인을 밝혀보려는 입장에서 

만들어졌다. 

먼저, 공격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생물학적 요소는 호르몬 분비이다. 남자는 여자보다 

신체적·물리적으로 공격성이 높으며(Green, Richardson & Lago, 1996), 높은 수치의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적 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Archer, 1991; Dadds & 

Morris, 1990; Maccoby & Jacklin, 1975). 또한, 남녀 대학생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차이는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Harris, Rushton, Hampson & Jackson, 1996). 또한,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역시 폭력적 행동에 영햐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tner & 

Whitaker-Azimitia, 1996; Mitsis, Halperin & Newcorn, 2000). 

또 다른 생물학적 요소는 자율신경계의 낮은 각성 상태이다(Raine, 1996).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낮은 수준의 각성 상태는 공격 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Brennan, Schulsinger, Kirkegaard-Sorensen, Knop & Hutchings, 1997). 

다음으로, 뇌와 연관된 요인 역시 공격성과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이며 공격적 행동은 

뇌손상, 뇌종양, 측두엽 간질 등과 관련이 있다(Mednick, Brennan & Kandel, 1988). 또한, 

15명의 사형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심각한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Lewis, Pincus, Feldman, Jackson & Bard,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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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욕구좌절 이론(Frustration theory)

욕구좌절 이론은 인간의 욕구좌절과 이에 따른 결과가 다양한 형태를 통해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한다고 보는 입장으로(Dollard, Doob, Miller, Mowrer & Sears, 1939; 

Miller, 1941), 이 이론에 따르면, 욕구좌절은 외부적 힘이나 권위에 의해 성취욕구나 

행동의 목적이 방해를 받을 경우, 서로 공존할 수 없는 행동이나 상황으로 인해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목적을 달성하는데 대한 제약으로 인해 부당함을 겪게 될 경우, 

또는 다양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공격행위는 욕구좌절에 의해 나타나는 주요 반응이고, 공격성의 강도는 좌절의 정도에 

비례한다. 따라서 인간은 다양한 상황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좌절감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은 항상 배출구를 찾아내어 분출되어야 한다

(Dollard, 1939). 

하지만, 욕구좌절에 의해 공격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공격행위로 인해 

자신이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음에는 다른 반응을 나타낼 것이다. 즉, 욕구

좌절에 따라 나타나는 공격적 행위는 욕구좌절을 유발한 사람이나 대상에 대하여 신체적·

언어적 공격과 같은 외현적 공격을 가하기도 하고, 욕구좌절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나 

대상에게 공격을 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가된 형태의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Koltz, 1983). 예를 들면, 학교에서 교사나 힘센 다른 친구에게 분노를 

느끼는 학생은 자신의 욕구불만을 통해 좌절을 겪게 되지만, 이러한 욕구좌절을 당사자인 

교사나 친구에게 풀지 못하고 힘이 약한 다른 학생을 괴롭힘으로써 해소하는 것이다. 

때때로 소수 집단이나 그 구성원이 좌절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누군가가 공격 행동의 분출구가 되기도 한다. 

(4) 사회학습 이론(Social learning theory)

Bandura(1973)에 따르면, 인간 행동의 다양한 부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되며, 공격성 역시 욕구, 충동, 본능과 같은 내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습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공격성이나 공격적 행위는 주로 정적 

강화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정적강화는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증가시킨다. 

이옥주(1976)는 아동들에게 있어 공격성을 유발하는 변인에는 부모 태도, 공격 행위에 

대한 보상, 공격적 모형의 관찰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공격성이 본능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소시켜야 하고, 욕구좌절에 대한 

반응이라면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조절해야 하며, 반면에 사회적 경험에 

따른 학습의 결과물이라면 이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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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인지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사회인지 이론은 특정한 대인행동에 의해 발달단계의 아동이 공격적 행동과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대하여 이러한 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리고, 인간은 인지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자유와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전제하고 이러한 자유와 의지에 대해 위협을 받거나 침해를 

당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한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을 부모나 교사 등에 의해 제지당할 경우 공격적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재근, 1993). 

사회인지 이론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이에 따르는 결과는 자신의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사회인지 모형은 공격성에 있어서 성차, 연령차, 발달단계에 

따른 차이 및 공격행위의 안정성 등의 문제를 밝히는데 적절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6)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processing Theory)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Crick & Dodge, 1996) 

공격성이나 공격적 행위는 사회적 정보처리 상황에서 믿음, 반응, 그리고 결과에 따른 

기대에서 보이는 특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아동은 자신이 놓인 사회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사회적 단서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단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격적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회적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적 부호화 단계, 단서와 표상의 

해석단계, 명료화 단계, 반응 탐색 단계, 반응 결정 단계, 반응 실행 단계 순차적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공격성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Crick & Dodge, 1996).

먼저, 사회적 부호화 단계에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더 적은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다음으로, 단서와 표상의 해석단계에서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단서를 왜곡하여 적대적으로 

해석하며 그 원인과 책임을 편향적으로 귀인한다. 이와 같이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이 특정 

상황에서 상대방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해하여 해석하는 경향을 적대적 속성 오류(hostile 

attribution bias)라고 부른다. 상호작용 목적의 명료화 단계는 적절한 정보가 동화된 

이후의 단계이다. 다음으로 반응 탐색 단계를 통해 반응할 수 있는 대안수를 탐색하게 

되는데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반응 대안수가 적으며, 심지어 

반응 대안수에 공격적인 행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반응 결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대안들로 인해 초래될 결과를 심도있게 고민하여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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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은 특정 단서에만 주의를 기울이며, 그러한 단서마저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반응결정이 즉각적이다. 마지막으로 반응 실행 단계에서는 

아동이 공격적 행동을 표출하게 된다.   

사회적 정보처리 모형에서 공격적 행동은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믿음, 

과거 사건, 그리고 행동에 따른 결과 등에 영향을 받으며, 공격적 행동의 원인은 정보처리 

단계 중 한 단계 이상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생기게 된다. 또한, 반응 실행 단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결과와 이에 따른 피드백은 새로운 과정을 생성하게 된다.

(7) 기타 이론

그 외에도 폭력의 주요 피해자인 아동이나 여성이 남성의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보는 

피해자 유발 이론(Amir, 1971; Schonberg, 1992), 근본적으로 가부장제에 의해 여성에 

대해 행사되는 남성의 폭력을 이해하려 하는 여성주의이론(Riger & Gordon, 1988), 

앞서 설명한 여러 이론들이 단일차원에서 작용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작용한다고 하는 다중요인 이론(Berkowitz, 1992) 등이 있다.  

2. 공격성과 연령 

공격성을 종단적으로 반복 측정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공격성이 아동기로부터 유지되어 

오는 안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공격성은 아동의 발달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개인적 특성으로 발전되어 나아가는 변인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며, 오랫동안 

지속되므로 아동기에 형성된 공격성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도 공격적이며 다양한 폭력 

및 범죄를 보이는 경향이 많다(Hudley & Graham, 1993). 

Olweus(1979)는 공격성 성향이 유치원 시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은 과격하거나 또는 반사회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하였고, 

Farrington(1989)은 도시에 사는 8세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한 후 그들이 22세가 

되었을 때 공격성을 재측정한 연구에서 상당수의 아동이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의 공격성을 측정한 결과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였다(Van Beijsterveldt, Bartels, Hudziak 

& Boomsma, 2003).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지속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발달과 더불어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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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게 변동하는 변인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였다. Loeber와 Hay(1997)는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의 공격성 발달에 대해 연구한 결과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뉴질랜드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 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공격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관한 발달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전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비교적 짧은 시기에 나타나서 사라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청소년과 초등학교 4학년의 아동의 공격성을 비교한 결과 

중학교 1학년이 초등학교 4학년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은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Moskowitz, Schwartzman & Ledingham, 1985),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공격성 변동 경향을 살펴본 결과 3년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김경아, 2008)와 같은 맥락이다. 

Kagan 등(1979)은 공격성을 행동적 공격성과 내재적 공격성으로 나누었으며, 신체적 

행동 표현이나 언어 표현 등 겉으로 드러났을 때의 공격성을 행동적 공격성이라고 하고, 

표현되지 않으나 내재해 있다고 보이는 공격성을 내재적 공격성이라고 하였다. 두 공격성은 

연령에 따라 다른데 나이가 어릴수록 신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표현하고 

나이가 들수록 언어적이고 간접적으로 공격성을 표출한다. 또 두 공격성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어 행동적 공격성이 높으면 내재적 공격성도 함께 높았다(최기수, 2010, 

재인용). 또한, 신체적 공격성이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Tremblay, Boulerice, Harden, Mcduff, Perusse, Pihi & Zoccolio, 1996).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는 빈정거림, 비난, 욕설, 조롱 및 모욕과 같은 분노의 언어표현이 

우세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분노감이 발달단계 중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정서적으로 가장 쉽고 격렬하게 동요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이규미, 1998). 

이처럼 공격성이 변동한다는 입장은 공격성 요인이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Dunn, 1985)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즉, 공격성은 개인의 정서조절이나 기질과 같은 특성적 요인에서 뿐만 아니라 

낮은 지능(Marguin & Loeber, 1996), 집중력 장애(Campbell, 1990; Loeber & Hay, 

1997), 자존감(이민아, 한종철, 이기학, 1999; Anderson, 1994) 등의 인지적 요인, 빈곤, 

사회구조, 가족 등과 같은 환경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변화할 수 있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이외에도 또래로부터 거부(Kupersmidt & Coie, 1990),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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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성(김애경, 2001;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 친구로부터의 지지 

및 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학교환경(이상균, 1999) 등은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공격성은 변동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사회화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이며 다른 어느 

과정 중에 있는 연령층보다 분명 태도나 행위의 변화가 많다(김경아, 2008). 그러므로 

공격성은 사춘기라는 특정 발달단계를 경험하면서 그 시기의 심리적 특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곽금주, 문은영, 1995).  

3. 공격성과 성별

공격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많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아보다 남아가 공격성이 높으며, 남자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신체적 공격행동, 폭력 

등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보다 수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더 많은 범죄행동을 보인다(윤리라, 

1999; 이경님, 2006; 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하지만 이러한 결과들은 주로 외현적인 공격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이지 않는 

적대행위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들이다(장유진, 2007). 공격성은 남녀 

모두에게서 공격적이고 적의적일 수 있지만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싫어하거나 목표를 방해하는 타인에 대해 남자는 외현적인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은 반면, 여자는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즉, 

남자들은 신체적 공격성이나 언어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내는 경향이 있지만(정은혜, 1991; 

Buss & Perry, 1992; Gladue, 1991; Maccoby & Jacklin, 1980), 이에 반해 여자들은 

친구와의 우정이나 또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손상시키는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김용태, 박한샘, 1997; Crick & Grotpeter, 1995; Galen & Underwood, 

1997). 

  또한 공격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Tremblay(2000)는, 지금까지 공격성에 관해 

성차를 논의한 선행연구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공격적이라고 하였으며, 간접적인 

공격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낮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간접적인 공격성은 남아에 비해 여아가 유의하게 높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여학생의 

공격성이 남학생의 공격성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결과나(Capaldi & Crosby, 1997), 여자 

청소년이 공격성의 유형 중 하나인 분노감과 적대감은 남자 청소년보다 의미 있게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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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최해림, 2005)와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또 다른 다른 연구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서 남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Tomada & Schneider, 199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외현적 공격성과 관계적 

공격성이 성별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Crick, 1995). 뿐만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공격성 변동의 영향 요인을 종단적으로 조사한 연구

(김경아, 2008)에서는 성별에 따른 공격성이 여자 청소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자 

청소년은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여자 청소년의 공격성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성별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공격성의 발현과 지속은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공격성에 대한 심리적 

개입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격성에 

있어서의 성차에 대한 논의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또한 성별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경님(2006)은 남아와 여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중요변인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음을 밝히며, 남아의 경우 학교규칙적용,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권위 통제적 양육행동, 교사관계가 공격성을 예측하는데 반해, 여아의 경우 학교 

규칙적응이 공격성을 예측한다고 보고 있다. 

4. 공격성과 충동성

1) 충동성의 개념 

(1) 충동성의 정의

  충동성(impulsiveness)이란 단순하게 말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목적 없이 행동을 

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DSM-Ⅳ에 의하면 충동성은 자신이 타인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에 대한 제지 곤란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행동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김경하, 2005). 그리고 APA(1994)

의 정의에 의하면 충동성은 임상심리학적으로 볼 때 충동조절 장애 혹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를 진단 시 가장 많이 보이는 특질이다. 또한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며 예견능력이 부족한 성격특질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인혜, 1991; Barratt, 1983), 분노, 흥분, 좌절과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읽고 행동적으로 옮기는 성향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수경, 오인수, 2012).  

  이러한 충동성은 개인에게 있어 반사회적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일생

동안 문제를 야기하는 특질이다(Cleckley,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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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동성은 다양한 측면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먼저 충동성을 성격적 특성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충동성은 경솔하고 주의력이 부족하며 

감성적으로 행동하는 것(김철민, 2003), 또는 망설이지 않고 일을 빨리 처리하며 즉흥적으로 

결정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며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주상근, 2007; Buss & Plomin, 1975).

  다음으로, 인지적인 측면과 운동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충동적인 사람은 운동능력을 

자제하기 어렵고, 인지적으로 독특한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김효선, 2002).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인지 처리 속도가 빠르고,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지각-운동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처벌에 

대한 둔하며, 현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행동을 그만두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심리학 영역에서 충동성은 사고 및 행동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그리고 주의결핍장애의 요인으로 간주되며, 아동의 과잉 행동, 학습 장애, 난독증, 그리고 

정신병과도 상관이 있다고 한다(Barratt & Patton, 1983). 

(2) 충동성의 유형

  Barratt(1983)의 Impulsivity ScaleⅡ에서 충동성을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

충동성과 같이 3개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은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인지충동성과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어떤 일이라도 쉽게 집중하지 못하고, 심사숙고하여 행동하지 못한다. 

    - 복잡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꺼려하며, 복잡한 일을 하려고 하면 싫증이 난다. 

    - 한 가지 일을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못하며,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크게 방해를 받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② 운동충동성과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 한 장소에 오랫동안 앉아 있지 못하고, 깊은 생각 없이 말을 한다.

    - 충분한 계획이나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며, 특별한 계획 없이 기분대로 물건을 구입한다.  

    - 강의를 듣거나 대화를 할 때 안절부절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③ 무계획충동성과 관련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일을 착수하기 전이나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일이 없다. 

    - 정기적으로 저축하지 않으며,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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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격성과 충동성의 관계 

  충동성이 높은 학생들은 화를 쉽게 내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괴롭힘과 같은 공격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충동성과 다양한 심리적 특성, 그리고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충동성은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 특징들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Cleckley, 1976; Eysenck, 1977; Robins, 1978). 특히 충동적 상황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반사회적 행동이 미래에 초래할 결과에 대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공격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학업생활의 성취를 저해하여 

폭력 행위와 같은 비행을 간접적으로 저지를 수 있다(Moffitt, 1993). 또한, 높은 충동성 

수준은 심각한 반사회적인 행동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rrington, 1989; Wilson & Herrnstein, 1985). 

  공격성과 충동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적인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수준의 언어적 공격성을 나타냈다(정태연, 

윤진; 1992). 하지만, 정태연 등(1992)은 공격적인 아동이 반드시 충동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격적 성향을 가진 아동일지라도 자신이 가진 충동적 성향에 

따라 공격행동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공격성과 충동성이 연령에 따라 

인지적 특성이나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충동성이 높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비행 행동이 

빈번하며, 기물파손, 성관련 비행과 같은 유형의 공격 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이경숙, 홍영근, 2011). 뿐만 아니라 충동성은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그리고 

분노에 대한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Barratt, 1991; Clarke, 

2006; Ramirez & Andreu, 2006). 충동성은 집단괴롭힘에도 영향을 주는데 중학생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이러한 행동은 개인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 외부로 나타나는 공격행위라고 하였다(이춘재, 곽금주, 2000; 

최은숙, 2000). 

  반면 충동성에 대한 억제는 공격성 감소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황혜정, 1999). 이는 

충동성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처한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행동을 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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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격성과 학교체육활동

1) 학교체육활동의 개념 

  학교체육활동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체육

목표를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의 책임하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체육활동은 주로 학교 체육시설을 활용하며, 일정한 자격을 획득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학교체육활동의 유형은 광범위하며 주로 정규 체육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모든 신체활동을 포함한다. 즉, 학교체육이란 교육기관의 책임 하에 각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체육으로 교과체육, 동아리체육(학교 스포츠클럽), 자율체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운동기능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인성을 함양할 수 있다(교육부, 2002).    

여러 학자들이 체육을 정의하였는데, Siedentop(1972)은 체육은 오늘날 세계에서 필요로 하고 

운동을 통해서 고안된 인간 활동과 표현형식을 제한하거나, 주위 사실을 묘사할 필요로 제한한 

인간 활동의 기술과 과학을 연구하기 위한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하였으며, Nixon과 

Jewett(1974)는 체육은 개인의 운동 가능성의 발달과 이와 관련된 반응, 그리고 반응의 

결과에서 오는 개인의 영속적인 행동수정에 관계된 전교육과정의 일면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선아, 2013, 재인용). 

  학교체육활동을 실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체육환경의 조성을 통한 폭넓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이한, 손병모, 2011). 

이를 위해서는 학교체육을 담당하는 교사, 학교 체육시설, 학교체육 관련 제도 등과 같은 

학교체육활동 운영에 필요한 요소를 잘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근래에 학교체육활동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먼저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학생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학교체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정책으로는 건강증진학교 운영, 체육재능뱅크 설치 및 운영(시·도 교육청), e-학교체육 정보

센터 구축, 장애학생 대상 학생건강체력평가 개발, 스포츠강사 지원, 초등학교 체육전담

교사제 확대, 학교체육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또한, 2011년 중․고등학교에서 교양 선택과목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던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2013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정규교육과정의 체육수업시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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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따라 중학생의 경우 체육수업시수를 학기당 주 

4시간으로 편성하였고, 현행 체육 교과 외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필수 이수과정으로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택적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체육활동, 토요 체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체육활동 관여수준

  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여(involvement)라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학자에 의해 정의된 개념을 살펴보면, 

관여는 요인적으로 동기, 흥미나 관심, 전념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며, 

상황관련성, 지속성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Festinger(1957)는 

관여를 어떠한 문제에 대한 관심, 흥미, 또는 전념(commitment)이라고 하였으며, 부여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에 관한 개인의 관련성 지각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Houston과 

Rothschild(1978)는 관여를 개인이 지속적 관계, 상황적 관계, 반응관계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정보처리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Beatty와 Scott(1984)는 특정 행위나 인지적 

반응에 앞서 나타나는 동기적 활성화 상태로 관여를 정의하였다. 

  체육활동에서 특정 상황에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임하는데 동기적 요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육활동 관여수준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Kenyon(1981)은 관여의 개념을 스포츠 상황에서 개인적·사회적 행위로써 스포츠 

상황에의 적극적인 참가라고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canlan, Carpenter, Schmidt과 Simons(1993)는 체육활동 관여도를 체육활동에 

참여하려는 믿음이나 희망, 기대, 약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거나 요구하는 심리적인 상태라고 하였다. 김성규(2002) 역시 스포츠에 대한 반응이나 

입장에 대한 관심 또는 전념으로써 지속적으로 축적, 형성되는 지속적 관여의 개념을 스포츠 

관여도(sport involvement)라고 설명하였다. 

  즉, 체육활동 관여수준은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 즐거움으로 동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려는 의지간의 관계가 있다. 즉, 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을수록 체육활동에 대한 의미

있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3) 공격성과 학교체육활동의 관계

  공격적인 측면은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과 일반학생을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교과외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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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이 일반학생에 비해 높았으며(김선아, 

2012), 운동선수들과 일반학생들의 공격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운동선수들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오장건, 2010).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동철, 2000; 

김동현, 2013; 김성옥, 김정원, 황진, 2007; 이성학, 2012; 전은영, 2012). 이는 체육활동 

특유의 높은 생리적 활성수준,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 다양한 공격적 단서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공격적 행동과 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원, 1999). 또한, 스포츠 경기 상황에서 경기자가 상대방에게 속임 동작에 의해 속거나 

의도를 파악 당하게 되면 경기자는 상대방에게 공격적이 되며, 많은 점수 차가 날 때 지고 

있는 팀에서는 공격적인 성향이 나온다(정혁진, 2010). 이는 경쟁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며(최준혁, 2004), 공격적인 선수나 집단의 경우 

비공격적인 선수나 집단에 비해 다른 사람의 의도에 적대적으로 느끼고 인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행동반응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더 적은 반응대안을 생각해 내는 것으로 

사고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반응 결정시에도 공격적인 행동반응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사회적 정보처리과정 단계에서 왜곡된 인지적 특성에 의해 

공격적인 행동반응이 나타나게 된다(윤명구, 2002).

  이에 반해, 일찍이 Lorenz(1990)가 인간의 본능으로서 공격본능과 그러한 본능의 폐해 

없는 배출수단으로써 스포츠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간의 공격성을 동물과 인간에게 

있어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동족간의 투쟁본능으로써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종족보존의 

기능을 가진 건전하고 필수불가결한 인간의 본능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인간의 문화적 

삶에서 발전되고 의례화 된 투쟁의 특수한 형태가 스포츠이며 스포츠는 인간 공동체에 

해를 주는 공격성을 저지하고 동시에 인간의 종족 보존적인 능력을 변함없이 유지시킨다. 

강력한 공격성 배출의 자극에서도 유지되는 스포츠의 정정당당함 혹은 기사도정신은 인간의 

중요한 문화적 업적이다. 스포츠는 누적된 공격본능의 훌륭한 배출구를 열어준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체육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의 공격성을 낮아지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체적 경쟁 후 그들의 외현적 

공격성은 매우 낮아졌으며(Johnson, 1975; Corry, 1978; Martens, 1986),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방과후 체육 활동이 공격성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나성준, 

2013). 또한, 남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체육활동 참가가 신체적 공격과 언어적 

공격 등에서 체육활동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낮다고 하였다(유광욱, 원유병, 

2007). 체육활동 참가여부에 따라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에 차이가 있었으며(이치균, 

2007), 체육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서는 적극적 참여자가 소극적 참여자보다 낮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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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을 보인다고 하였다(최상한, 1996). 

  이러한 이유는 체육활동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지속적으로 질서교육, 

예절교육, 페어플레이 정신, 공격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해 주며(신선미, 2003), 

체육활동이 개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정화작용을 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유광옥 등

(2007)에 따르면 공격적인 행동은 인간적이라기보다 동물적 종(種) 특유의 본능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체육활동은 인간의 공격성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법으로 발산시켜 주는 

카타르시스 과정을 통해 공격성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출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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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먼저 본 연구는 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연구개시 전 서울대학교의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IRB)의 승인을 획득한 후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1>과 같다.

그림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설문지의 내용과 구성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3년 5월 

중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항의미 전달 정도, 이해도 등을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13년 6월∼7월에 대상 청소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과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조사대상에게 배포한 다음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록 요청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3) 자료정리 및 입력

  오류나 불합리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각 케이스에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된 설문지를 검토하여 제외하였다. 제외 기준은 단일 응답 항목에서 중복응답, 문항간의 

모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상당수인 경우 등이다. 최종 자료는 코딩절차에 따라 입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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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를 계산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CEFA 3.04를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는 AMOS 8.0을 활용하였다. 

또한, 내적합치도와 변인간 관계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는 SPSS 18.0을 사용

하였다. 

  성별 또는 학년, 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조절효과(moderator effect) 검증을 실시

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조절효과 검증은 첫 단계에서 준거변인(학교 체육 활동 

관여수준), 조절변인1(충동성), 조절변인2(성별), 조절변인3(학년)을 투입하였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이원상호작용변인(준거변인×조절변인1, 준거변인×조절변인2, 준거변인×조절

변인3)을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삼원상호작용변인(준거변인×조절변인1×

조절변인2, 준거변인×조절변인1×조절변인3, 준거변인×조절변인2×조절변인3)을 투입하였다. 

이후 단계 간의 R² 변화량(⊿R²)과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영향력과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

작용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의 4가지 가정인 잔차의 정규성(normality of the error), 잔차의 

선형성(linearity of the error), 잔차의 독립성(independence of the residuals) 그리고 

등분산성(homoscedasticity)을 충족하였다.

2. 연구대상

  예비조사는 경기도 H시에 위치한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15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동일 지역에 위치한 3개 

중학교 1, 2, 3학년과 3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의 학년별 2개 

학급을 무선으로 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을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정한 이유는 이 시기가 청소년기의 신체적, 생리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이고 이에 따른 정신적 변화 또한 상당히 크며, 학교폭력의 문제가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일어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총 764명이 응답하였으며 부실하게 응답한 40명의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724부의 설문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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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인원(명) 백분율(%)

학교체육

활동 

관여수준

 정규 체육활동에 참여하나,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42 5.8

 정규 체육활동에 참여하나, 체육활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함.
148 20.4

 정규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380 52.5

 체육활동 하는 것을 좋아하며, 방과후 체육   

 활동에 참여함.
154 21.3

 계 724 100

표 2.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른 인원 및 비율                         (n=724)

 성별, 운동기능 수준, 학년에 따른 분포는 <표1>과 같다.

변인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 360 49.7

여 364 50.3

계 724 100

운동기능

상 139 19.2

중 417 57.6

하 168 23.2

계 724 100

학년

중학교 1학년 116 16

중학교 2학년 228 31.5

중학교 3학년 178 24.6

고등학교 1학년 202 27.9

계 724 100

표 1. 성별, 운동기능 수준, 학년에 따른 인원 및 비율                     (n=724)

다음으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른 인원 및 비율은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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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

1) 공격성 설문지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설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AQ)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한국판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모두 

27문항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하위 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 가끔 그렇다(1), 자주 그렇다(2), 항상 그렇다(3)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역채점 문항은 18번, 21번 문항이다. 원래의 설문지를 대학생 

대상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통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문장을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식은 요인간 상관이 가정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중 target l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부적합한 11문항(q1, q4, q6, q7, q8, q9, q12, q14, q15, q21, 

q24)을 삭제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표3>과 같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χ² = 90.859, p = .010으로 기각되었지만 RMSEA = .042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
요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q11
q19
q27

0.52
0.53
0.40

0.14
-0.08
0.04

0.12
0.17
-0.07

-0.06
0.16
0.17

q2
q13

-0.14
0.32

0.79
0.39

0.10
-0.02

0.12
0.05

q3
q16
q17
q18

0.08
0.14
0.08
-0.30

0.24
-0.02
-0.13
0.05

0.63
0.57
0.77
0.41

-0.17
0.10
0.11
0.02

q5
q10
q20
q22
q23
q25
q26

0.01
0.16
-0.02
0.06
0.10
-0.02
-0.13

0.18
0.00
-0.04
0.10
-0.06
-0.02
-0.01

-0.11
-0.03
-0.07
0.01
0.06
0.23
0.03

0.45
0.39
0.79
0.51
0.53
0.48
0.65

표 3. 공격성 설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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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16문항(신체적 공격성 3문항, 언어적 

공격성 2문항, 분노감 4문항, 적대감 7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를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 GFI는 .90 이상,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적합도

(close fit), .05이상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08이상 .10미만이면 

보통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표4>와 같으며, 각 수치 모두 연구수행에 적합하였다.

요인 RMSEA GFI TLI CFI Cronbach’ α

신체적 공격성

.055 .936 .929 .928

.613

언어적 공격성 .604

분노감 .770

적대감 .756

표 4. 공격성 설문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내적합치도

2) 충동성 설문지

충동성 측정을 위해서 이현수(1992)가 번안한 충동성 설문지(Barratt Impulsiveness Scale-

Ⅱ; BIS-Ⅱ)을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총 23개 문항으로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 무계획 

충동성 3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 가끔 그렇다(1), 자주 그렇다(2), 항상 

그렇다(3)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c1, c3, c4, c5, c6, c8, c9, c11, c19, c23은 

역점수로 처리하였다. 

  설문지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n likelihood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요인회전 방식은 요인간 상관이 가정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 

사각회전(oblique rotation) 중 target l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부적합한 10문항(c4, c6, c9, c12, c14, c17, c19, 

c20, c21, c23)을 삭제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표5>와 같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이었고, χ² = 37.889, p = .256으로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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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무계획 충동성 운동 충동성 인지 충동성

c1

c3

0.64

0.58

0.09

-0.02

0.18

0.15

c2

c7

c10

c13

c15

c18

c22

0.09

-0.30

0.10

0.17

0.04

-0.02

-0.21

0.45

0.39

0.55

0.63

0.73

0.48

0.51

-0.06

0.25

-0.08

-0.01

-0.05

-0.01

0.04

c5

c8

c11

c16

-0.10

0.23

0.13

0.10

0.05

0.17

-0.08

-0.05

0.69

0.40

0.54

0.57

표 5. 충동성 설문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차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0문항을 삭제한 13문항(무계획 충동성 2문항, 

운동 충동성 7문항, 인지 충동성 4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내적합치도를 

조사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와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표6>과 같으며, 각 수

치 모두 연구수행에 적합하였다.

요인 RMSEA GFI TLI CFI Cronbach’ α

무계획 충동성

.058 .939 .909 .930

.631

운동 충동성 .709

인지 충동성 .716

표 6. 공격성 설문지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내적합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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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 

학년, 충동성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과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격성 4요인, 충동성 3요인의 평균과 표준

편차와, 성별 및 학년별 공격성, 충동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7>과 같다.

변인

평균

(표준편차)

종합 남 여 중1 중2 중3 고1 최소값 최대값

공

격

성

신체적 

공격성

2.05

(.65)

2.13

(.66)

1.98

(.63)

1.96

(.57)

2.13

(.66)

2.00

(.64)

2.06

(.68)
1.00 4.00

언어적 

공격성

1.62

(.50)

1.66

(.52)

1.59

(.47)

1.61

(.52)

1.60

(.47)

1.65

(.47)

1.62

(.53)
1.00 3.67

분노감
1.62

(.61)

1.59

(.58)

1.67

(.63)

1.54

(.50)

1.62

(.56)

1.56

(.58)

1.73

(.73)
1.00 4.00

적대감
1.70

(.49)

1.65

(.45)

1.76

(.51)

1.67

(.46)

1.75

(.52)

1.63

(.43)

1.73

(.51)
1.00 3.57

공격성 

평균

1.74

(.41)

1.73

(.40)

1.75

(.42)

1.69

(.38)

1.77

(.41)

1.69

(.38)

1.77

(.45)
1.00 3.31

충

동

성

무계획 

충동성

2.16

(.75)

2.19

(.75)

2.14

(.75)

2.07

(.66)

2.22

(.80)

2.21

(.73)

2.11

(.75)
1.00 4.00

운동 

충동성

1.90

(.48)

1.87

(.45)

1.93

(.51)

1.87

(.46)

1.87

(.49)

1.90

(.44)

1.96

(.52)
1.00 3.71

인지 

충동성

2.20

(.61)

2.29

(.62)

2.19

(.59)

2.28

(.60)

2.21

(.63)

2.32

(.63)

2.05

(.54)
1.00 4.00

충동성 

평균

2.03

(.33)

2.05

(.34)

2.02

(.31)

2.03

(.32)

2.03

(.33)

2.07

(.30)

2.01

(.35)
1.08 3.15

표 7. 공격성, 충동성의 기술통계                                            (n=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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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공격성, 충동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격성 중 신체적 공격성(M=2.05, SD=.65)이 다른 공격성 변인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대감(M=1.70, SD=.49)이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동성은 인지 충동성(M=2.20, SD=.61)과 무계획 충동성(M=2.16, SD=.75)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 충동성(M=1.90, SD=.4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 및 학년별 공격성, 충동성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공격성은 남학생의 공격성(M=1.73, SD=.40)에 비해 여학생의 공격성(M=1.75, SD=.42)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충동성은 남학생의 충동성이 여학생의 충동성(M=2.02, 

SD=.31)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년별 공격성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M=1.78, SD=.45), 충동성은 중학교 3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M=2.07, SD=.30).

  다음으로 변인간의 예측 관계를 검토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이후 변인 

간의 예측관계를 살펴 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가 되었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8>과 같다.

   

구분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무계획

충동성

운동

충동성

인지

충동성

신체적

공격성
1

언어적

공격성
.309** 1

분노감 .427** .427** 1

적대감 .376** .411** .457** 1

무계획

충동성
.051 -.029 .003 .058 1

운동

충동성
.286** .296** .325** .333** -.163** 1

인지

충동성
-.031 -.003 -.082* -.062 .522** -.218** 1

표 8. 공격성, 충동성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n=724)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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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309<r<.45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충동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신체적 공격성(r=.286, p<.01), 언어적 

공격성(r=.296, p<.01), 분노감(r=.325, p<.01), 적대감(r=.333, p<.01)을 들 수 있지만, 

무계획 충동성(r=-.163, p<.01), 인지 충동성 (r=-.218, p<.01)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무계획 충동성은 공격성 변인 모두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지만, 

인지 충동성(r=.522, p<.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지 충동성은 공격성 변인 

중 분노감(r=-.082, p<.05)에만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충동성

(r=-.218, p<.01)과도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별 및 학년, 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이원상호작용(성별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라 

공격성(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이 감소하는지 여부와 <그림 3>과 

같이 삼원상호작용(성별 × 충동성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 충동성 × 학교

체육활동 관여수준, 성별 × 학년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라 공격성(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 중 

2단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

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 검증과 동시에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들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추정하기 위해 <그림 4>의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에 따라 

1단계에서는 성별, 학년, 충동성(무계획, 운동, 인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2단계에서는 

이원상호작용항, 3단계에서는 삼원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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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위계적 회귀분석 모형

  학년은 <표9>와 같이 공격성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고등학교 1학년을 ‘0’, 나머지 

학년을 ‘1’로 더미코딩하여 살펴보았다. 즉, 앞서 제시한 <표7>에서 가장 높은 공격성 

평균을 나타냈던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더미코딩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고등학교 

1학년과 다른 3개 학년 각각에 대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

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학년 D1 D2 D3

중학교 1학년 1 0 0

중학교 2학년 0 1 0

중학교 3학년 0 0 1

고등학교 1학년 0 0 0

표 9. 학년 변인 더미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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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효과의 존재여부는 2단계 및 3단계에서 R² 변화량(△R²)의 유의성으로 판단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R² 변화량(△R²)이 .01 이상일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Cohen, Cohen, West, & Aike, 2003),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R² 변화량(△R²)이 1%(.01)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단계와 3단계에서 R² 변화량(△R²)과 투입된 상호작용변인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영향력과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호작용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1)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과 공격성(가설4)

  청소년의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 충동성(무계획충동성, 운동충동성, 인지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

수준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 공격성(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표10>과 같이 3단계 모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를 통해 이원상호작용(성별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 학교체육활동 관여

수준, 충동성 ×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으며, 

3단계에서는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는지 R² 변화량(△R²)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1) 이원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가설 1, 가설 2, 가설 3)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단계에서는 R² 변화량(△R²)의 크기가 .01 미만이었으며, 

이에 따라 성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1. 청소년의 성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가설2. 청소년의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가설3. 청소년의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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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종속변수 신체적 공격성 종속변수 언어적 공격성 종속변수 분노감 종속변수 적대감

독립변수
R²

(△R²)
베타 독립변수

R²
(△R²)

베타 독립변수
R²

(△R²)
베타 독립변수

R²
(△R²)

베타

1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22***

.016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00***

-.018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22***

-.046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49***

-.076*

무계획충동성 .111** 무계획충동성 -.010 무계획충동성 .075 무계획충동성 .138**

운동충동성 .306*** 운동충동성 .312*** 운동충동성 .323*** 운동충동성 .343***

인지충동성 -.039 인지충동성 .056 인지충동성 -.029 인지충동성 -.036

성별 -.141*** 성별 -.089* 성별 .020 성별 .068

학년1D -.037 학년1D .007 학년1D -.077 학년1D .001

학년2D .078 학년2D .006 학년2D -.053 학년2D .040

학년3D -.027 학년3D .033 학년3D -.090* 학년3D -.059

2

a×b

a×c

a×d

a×e

a×f

a×g

a×f

.129***

(.007)

-.047

.263

-.288

-.143

.101

.079

-.012

a×b

a×c

a×d

a×e

a×f

a×g

a×f

.105***

(.005)

-.160

.177

.061

-0.59

.255

.177

.153

a×b

a×c

a×d

a×e

a×f

a×g

a×f

.129***

(.002)

.052

-.185

-.235

-.080

.314

.227

.154

a×b

a×c

a×d

a×e

a×f

a×g

a×f

.153***

(.004)

-.221

-.030

.176

-.125

.065

.208

.172

3

a×b×e

a×c×e

a×d×e

.136***

(.007)

-.250

.012

-.210

a×b×e

a×c×e

a×d×e

.106***

(.001)

-.052

-.203

-.069

a×b×e

a×c×e

a×d×e

.140***

(.011*)

-.262

.259

-.207

a×b×e

a×c×e

a×d×e

.156***

(.004)

-.111

.061

.294

표 10.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a=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b=무계획충동성, c=운동충동성, d=인지충동성, e=성별, f=학년1D, g=학년2D, h=학년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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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

(2)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가설4)

  <표10>을 통해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의 경우 

R² 변화량(△R²)의 크기가 .01 미만이었으므로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3단계에서 분노감에 대한 설명량은 .140(p<.001)이었으며, R² 변화량(△R²)의 

크기는 .01이상이었지만 투입된 상호작용변인 중 유의한 수준의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분노감에 대해서도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 

충동성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가설4. 청소년의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2)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과 공격성(가설5)

(1)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가설5)

  청소년의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변인과 충동성의 하위 변인인 무계획충동성, 

운동충동성, 인지충동성, 그리고 학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여 3단계 모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 각 

요인에 조절변수로 작용하는지를 R² 변화량(△R²)을 기준으로 검증하였다. 

  <표11>은 공격성에 대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성별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낸 검증결과이다. 1단계와 2단계는 <표10>에서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다.

  신체적 공격성에 대한 3단계 설명량은 .150(p<.001), R² 변화량(△R²)은 .021(p<.05)였으며, 

투입한 삼원상호작용 변수 중 

  ①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인지충동성(d)×학년1D(f), 

  ②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인지충동성(d)×학년3D(h)

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적 공격성에 대한 3단계 설명량은 .123(p<.001)였다. R² 변화량(△R²)은 

.019(p>.05)였으나 투입한 삼원상호작용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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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종속변수 신체적 공격성 종속변수 언어적 공격성 종속변수 분노감 종속변수 적대감

독립변수
R²

(△R²)
베타 독립변수

R²
(△R²)

베타 독립변수
R²

(△R²)
베타 독립변수

R²
(△R²)

베타

1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22***

.016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00***

-.018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22***

-.046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149***

-.076*

무계획충동성 .111** 무계획충동성 -.010 무계획충동성 .075 무계획충동성 .138**

운동충동성 .306*** 운동충동성 .312*** 운동충동성 .323*** 운동충동성 .343***

인지충동성 -.039 인지충동성 .056 인지충동성 -.029 인지충동성 -.036

성별 -.141*** 성별 -.089* 성별 .020 성별 .068

학년1D -.037 학년1D .007 학년1D -.077 학년1D .001

학년2D .078 학년2D .006 학년2D -.053 학년2D .040

학년3D -.027 학년3D .033 학년3D -.090* 학년3D -.059

2

a×b
a×c
a×d
a×e
a×f
a×g
a×f

.129***

(.007)

-.047
.263
-.288
-.143
.101
.079
-.012

a×b
a×c
a×d
a×e
a×f
a×g
a×f

.105***

(.005)

-.160
.177
.061
-0.59
.255
.177
.153

a×b
a×c
a×d
a×e
a×f
a×g
a×f

.129***

(.002)

.052
-.185
-.235
-.080
.314
.227
.154

a×b
a×c
a×d
a×e
a×f
a×g
a×f

.153***

(.004)

-.221
-.030
.176
-.125
.065
.208
.172

3

a×b×f
a×b×g
a×b×h
a×c×f
a×c×g
a×c×h
a×d×f
a×d×g
a×d×h

.150***

(.021*)

-.273
-.268
.005
.008
-.154
-.112
.510*

.180
.465*

a×b×f
a×b×g
a×b×h
a×c×f
a×c×g
a×c×h
a×d×f
a×d×g
a×d×h

.123***

(.019)

-.251
-.247
-.173
-.188
-.121
-.242
.266
-.188
.173

a×b×f
a×b×g
a×b×h
a×c×f
a×c×g
a×c×h
a×d×f
a×d×g
a×d×h

.156***

(.028*)

-.319*

-.357*

-.138
-.509**

-.268
-.431*

.394

.385
.496*

a×b×f
a×b×g
a×b×h
a×c×f
a×c×g
a×c×h
a×d×f
a×d×g
a×d×h

.165***

(.012)

-.254
-.075
.055
-.264
-.014
.032
.153
-.174
-.056

표 11.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충동성의 조절효과 검증

 a=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b=무계획충동성, c=운동충동성, d=인지충동성, e=성별, f=학년1D, g=학년2D, h=학년3D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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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감에 대한 3단계 설명량은 .156(p<.001), R² 변화량(△R²)은 .028 (p<.05)로 

유의하였다. 또한, 3단계에서 투입한 삼원상호작용 변수 중 

  ①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무계획충동성(b)×학년1D(f)

  ②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무계획충동성(b)×학년2D(g)

  ③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운동충동성(c)×학년1D(f)

  ④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운동충동성(c)×학년3D(h)

  ⑤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a)×인지충동성(d)×학년3D(h)

의 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적대감에 대한 3단계 설명량은 .165(p<.001)였다. R² 변화량(△R²)은 .012(p>.05)

였으나 투입한 삼원상호작용 변수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울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지 않았다.    

(2) 상호작용 그래프를 통한 삼원상호작용 효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한 3단계에서 

<표11>의 결과를 통해서 신체적 공격성, 분노감과 관련하여 총 7개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변인 간의 상호작용이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호작용 그래프를 바탕으로 

삼원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분노감은 무계획충동성, 운동충동성, 

인지충동성을 구분하여 그래프를 비교하였다.

  먼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무계획충동성, 인지충동성, 운동충동성은 연속 변수이므로, 

상호작용 그래프를 작성하기 위해 <표12>와 같이 범주형 자료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무계획충동성, 운동 충동성, 인지충동성의 평균

점수 이상은 고집단, 이하는 저집단으로 구분하였고, 학년은 기존에 코딩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저집단(명) 고집단(명)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2.89 .80 290 434

무계획충동성 2.16 .75 426 298

운동충동성 1.90 .48 393 331

인지충동성 2.20 .61 357 367

표 12. 범주형 자료 변환                                              (n=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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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5>와 같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이 신체적 

공격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낮은 인지충동성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집단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인지충동성이 낮은 집단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체적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낮은 인지충동성을 가진 중학교 1학년 

집단, 낮은 인지충동성을 가진 3학년 집단, 높은 인지충동성을 가진 3학년 집단은 오히려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학년, 인지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신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림6>은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이 분노감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6. 학년, 무계획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 

  <그림6>과 같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무계획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이 분노감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은 무계획충동성이 높은 학생 집단에서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무계획

충동성이 낮은 집단은 오히려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중학교 2학년의 경우 무계획충동성이 낮은 학생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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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이었지만, 무계획

충동성이 높은 집단에서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무계획충동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7>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운동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에 의한 분노감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7. 학년, 운동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1학년에서 운동충동성이 낮은 집단은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1학년에서 운동충동성이 높은 집단과 중학교 3학년에서 운동충동성이 낮은 집단은 학교체육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그 크기는 미미

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서 운동충동성이 높은 집단, 고등학교에서 운동충동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8>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인지충동성, 학년의 삼원상호작용에 의한 분노감의 

변화양상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8. 학년, 인지충동,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분노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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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3학년에서는 인지충동성이 높은 집단에서 학교

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으로 나타났지만, 인지

충동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능동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인지

충동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5. 청소년의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부분적으로 지지)

3)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과 공격성(가설6)

(1)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표13>을 통해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모두에서 

R² 변화량(△R²)의 크기가 .01 미만이었으므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 학년에 따른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가설6. 청소년의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상호작용은 공격성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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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종속변수 신체적 공격성 종속변수 언어적 공격성 종속변수 분노감 종속변수 적대감

독립변수
R²

(△R²)
베타 독립변수

R²
(△R²)

베타 독립변수
R²

(△R²)
베타 독립변수

R²
(△R²)

베타

1 

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122***

.016
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100***

-.018
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122***

-.046
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149***

-.076*

무계획충동성 .111** 무계획충동성 -.010 무계획충동성 .075 무계획충동성 .138**

운동충동성 .306*** 운동충동성 .312*** 운동충동성 .323*** 운동충동성 .343***

인지충동성 -.039 인지충동성 .056 인지충동성 -.029 인지충동성 -.036

성별 -.141*** 성별 -.089* 성별 .020 성별 .068

학년1D -.037 학년1D .007 학년1D -.077 학년1D .001

학년2D .078 학년2D .006 학년2D -.053 학년2D .040

학년3D -.027 학년3D .033 학년3D -.090* 학년3D -.059

2

a×b
a×c
a×d
a×e
a×f
a×g
a×f

.129***

(.007)

-.047
.263
-.288
-.143
.101
.079
-.012

a×b
a×c
a×d
a×e
a×f
a×g
a×f

.105***

(.005)

-.160
.177
.061
-0.59
.255
.177
.153

a×b
a×c
a×d
a×e
a×f
a×g
a×f

.129***

(.002)

.052
-.185
-.235
-.080
.314
.227
.154

a×b
a×c
a×d
a×e
a×f
a×g
a×f

.153***

(.004)

-.221
-.030
.176
-.125
.065
.208
.172

3
a×f×e
a×g×e
a×h×e

.130***

(.001)

-.005
-.106
-.049

a×f×e
a×g×e
a×h×e

.109***

(.004)

.082

.242

.201

a×f×e
a×g×e
a×h×e

.130***

(.001)

-.085
.036
-.036

a×f×e
a×g×e
a×h×e

.154***

(.001)

-.039
.017
-.072

표13.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a=학교체육활동 참여수준, b=무계획충동성, c=운동충동성, d=인지충동성, e=성별, f=학년1D, g=학년2D, h=학년3D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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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전념하는가를 나타내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충동성, 성별, 학년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이원상호작용 효과와 삼원삼호작용 효과 검증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 때, 2단계와 3단계에 포함된 이원상호작용변인과 삼원상호작용변인 

모두를 한 번에 투입함으로써, 여러 차례에 걸쳐 통계적 검정을 실시할 경우 발생되는 

1종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Cohen, Cohen, West, & Alike, 2003). 또한, 이를 

통해 이원상호작용 효과는 3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 중 2단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과 동시에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격성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은 신체적 공격성(M=2.13), 언어적 공격성

(M=1.66)과 같은 외현적 공격성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

학생은 분노감(M=1.67), 적대감(M=1.76)과 같은 내재적 공격성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의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이 여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Maccoby와 

Jacklin(198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다음으로 학년에 따른 공격성은 고등학교 1학년(M=1.7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을 살펴본 김경아(2008)의 연구에서 공격성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며,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결과와 초등학교 6학년 이후에 신체적 공격성이 감소한다고 밝힌 Tremblay 등(1996)의 

연구 결과와 상반된다. Dunn(1985)은 공격성이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과 같은 다양한 상황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다양한 

상황적 변화가 학년에 따른 공격성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학년, 충동성 각 요인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 하위요인 중 어느 요인에도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 학년, 충동성 각 요인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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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스포츠 활동이 참여자의 다양한 

공격적 단서 등의 부정적 행동으로 인해 공격성을 증가시키거나(김동철, 2000; 김선아, 

2012; 김성옥, 김정원, 황진, 2007; 이성학, 2012; 전은영, 2012), 또는 심리적 정화

작용, 스트레스 해소 등과 같은 긍정적 작용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킨다는(김성일, 

2012; 유광욱, 원유병, 2007; 최상한, 1996)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 하위요인 중 적대감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단계에서 성별, 

연령, 충동성과 이원상호작용을 통해서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학교

체육활동에 관여수준이라는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한 변인의 개념적 차이가 부분적인 

원인일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효과(main effect)인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성별, 학년, 충동성 외에 

다른 변인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 학년, 충동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는 

결과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이들 변인이 

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계적 회귀분석 3단계에서는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과 성별, 학년, 충동성 요인간의 

삼원상호작용이 공격성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중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학년, 충동성의 각 요인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계적 회귀분석 2단계에서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이원상호작용을 통해서는 학교체육활동 관여

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주효과(main effect) 유의하지 않다는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삼원상호작용효과의 검증을 통해 학교체육 활동 관여수준은 공격성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며, 이러한 과정에는 학년과 충동성 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년과 인지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인지충동성이 낮은 

집단에서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체적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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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체적 경쟁 후 참가자들의 외현적 공격성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Johnson, 1975; Corry, 1978; Martens, 1986)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학년과 충동성 하위요인(인지충동성, 무계획충동성, 운동충동성)은 학교

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분노감을 감소시키는데 부분적으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감이 그 자체로써 여러 충동성과 관련이 있고(Averil, 

1982),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경험(Izard, 1977)과 신체적 활동의 제한

(강신덕, 1997)이 분노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즐겁고 능동적인 학교체육활동이 

분노감 감소에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특히, 고학년인 고등학교 1학

년 집단에서 충동성 각 요인에 구분이 없이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을수록 분노감이 

낮다는 연구 결과는 입시로 인한 학업스트레스가 커진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학교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신체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고학년에게 중요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인지충동성이 낮은 중학교 1학년 집단과 3학년 집단, 

그리고 인지충동성이 높은 3학년 집단에서는 오히려 신체적 공격성이 증가하며, 또한 

무계획 충동성이 낮은 1학년 집단과 높은 2학년 집단에서는 분노감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체육활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단순히 체육활동에 능동적이고 즐겁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집단 학생들의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학습구조와 내용을 적절히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집단별로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는 하였지만,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 점수가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신체적 공격성의 경우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학년별로 약 1.7∼2.3점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2.0점 안팎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분노감 역시 학교체육

활동 관여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약 1.3∼2.1점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었지만, 높은 

집단에서는 1.7점 안팎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학교체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공격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며, 이에 대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높은 충동성은 반항심과 화를 높게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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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통제력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부적응이나 비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옥지원, 이혜순, 2012), 분노나 범죄행동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이신애, 2012), 충동성이 높은 집단에서 공격성 또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집단의 인지충동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이 높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중학교 2학년의 

무계획충동성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분노감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충동성이라는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이 상황의 변화가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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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학년, 충동성의 조절변인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중학교 1, 2, 3

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724명을 대상으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충동성, 

공격성을 측정하였다. 공격성과 충동성의 측정도구는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학생 수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내적합치도 분석을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공격성 총 4요인 16문항, 충동성 총 3요인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조사에서는 724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변인간 관계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CEFA 3.04를 사용하였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AMOS 8.0을 활용하였다. 또한, 내적합치도와 위계적 회귀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둘째, 충동성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학년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이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넷째, 성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

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다섯째, 학년, 충동성,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

요인 감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인지충동성은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지충동성, 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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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성, 운동충동성 각 변인 집단에서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은 분노감 감소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격성 감소 효과는 높은 학년에서 

더욱 명확하고 강하였다.

  여섯째, 성별, 학년,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의 삼원상호작용은 공격성 하위요인에 유

의한 수준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아쉬움과 제한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724명이며, 중학교 1학년 학생 116명, 중학교 2학년 228명, 

중학교 3학년 178명, 고등학교 1학년 20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표본의 크기와 

상관없이 표본 내 연구 집단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통계적 검증력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서영석, 2010; Aguinis, 1995)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학년별로 집단의 크기가 

동일하지 않은 점은 신뢰도 제고에 제한점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도 

H 지역에 소재한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배경변인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최소화하고 표집단위를 확장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면접법, 관찰법 등을 설문지법과 병행하거나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설문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참여자 스스로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공격성과 충동성에 대해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나 자기방어적 응답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조사방법에서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에 의존하고 있어, 특정시점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한 것은 응답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을 고려한 연구에서는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변인간의 관계가 종단적인 설계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지속적인 변화와 관계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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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삼원상호작용효과를 통해 높은 학교체육활동 관여

수준 집단의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감이 일정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체육활동 참여가 공격성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결과와 다르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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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때때로 나는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을 통제하기 어렵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 충돌이 많다.

3 나는 화가 나는 것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4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치고 받고 싸우는 편이다.

5
누가 내게 지나치게 친절하면, 나는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
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된다. 

6 나를 몰아세운 사람과 치고 받고 싸운 적이 있다.

7 나는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솔직하게 얘기한다.

8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9 나는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청소년의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성별, 학년, 충동성을 조절변인으로)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청소년의 성별, 학년, 충동성에 따라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이 공

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자료
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료는 통
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
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가 될 수 있
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문민권

(010-2052-2839 / mkmun2@hanmail.net)

☞ 다음은 학교체육활동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1. 학교체육활동 관여수준
① 정규 체육수업에는 참여하나,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② 정규 체육수업에만 참여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 정규 체육수업에만 참여하며,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④ 정규 체육수업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한다.

☞ 다음은 공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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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른 사람들은 항상 운이 좋아 보인다.

11 누군가 나를 때리면, 나도 되받아 친다.

12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면, 나도 그에 맞서 그들에게 한 마디 해 줄 
수 있다.

13 나는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자주 논쟁을 벌이게 된다.

14 친구들은 내가 따지기를 좋아한다고 말한다. 

15 나는 지나치게 친한 척 하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의심이 든다.

16 일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참기 어렵다.

17 나는 가끔 화가 나는 것을 참기 어려워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 같다. 

18 나는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다.

19 누군가 화를 한껏 돋우면, 나는 그 사람을 때릴 지도 모른다.

20 나는 때로 사람들이 내가 모르게 나를 비웃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1 나는 누굴 때리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22 나는 때로 시기나 질투에 차 있다.

23 내가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때때로 있다.

24 나는 화가 빨리 치밀지만 또 빨리 풀어진다.

25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심하게누군가를 적으로 여기고 경계하곤 한다.

26
나는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나에 대해 몰래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다.

27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2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다.

3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장시간을 두고 세밀한 계획을 세운다.

4 나 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다.

5 어떤 일이든지 쉽게 몰두할 수 있다.

6 정기적으로 저축을 한다.

7 한군데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힘들다.

8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한 후 행동한다.

9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그 안정성을 깊이 고려한다.

10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편이다.

☞ 다음은 충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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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잡한 문제를 놓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12 한 가지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일에 착수한다.

13 충분한 사전 계획 없이 행동한다. 

14 복잡한 일을 생각하려고 하면 곧 싫증이 난다.

15 앞뒤 생각없이 행동한다. 

16 한 가지 문제를 붙잡으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한결같이 계속 노력한다.

17 이리저리 자주 옮겨다니며 사는 것이 좋다. 

18 특별한 계획없이 기분대로 물건을 산다. 

19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맺으려 한다. 

20 용돈을 받는 것보다 쓰는 돈이 많다.

21 깊이 생각하던 일도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크게 방해를 받는다.

22 수업을 듣거나 대화를 할 때 가만있지 못한다.

23 장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다.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되는 보
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학년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3. 자신의 운동기능 정도 : ① 상     ② 중      ③ 하 
4. 경제적 환경 : ① 상     ② 중      ③ 하 
5. 자신의 건강상태 : ① 상     ② 중      ③ 하
모든 설문이 종료되었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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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act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Level of 

Youths on Aggression

- With impulsiveness, gender, and school year as moderating variables.

Minkwon Moo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information that can solve the aggression of 
youths through physical activities by verifying the impact of their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on aggression, depending on impulsiveness, gender, and school year. To 
accomplish the objective, a survey was conducted on all years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Also,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s 
on school physical activity involvement, aggression, impulsiveness were verified. The 
collected data was processed through SPSS 18.0 to conduct a basic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search findings gained through the following methods and data are as follows. 
First, the binary interaction of each variable, which are gender, school year, and 
impulsiveness,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aggression. Second, the ternary interaction of school year, impulsiveness,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had a partial impact on physical aggression and anger 
reduction, sub-variables of aggression. Such impact on aggression reduction was greater 
among upper classmen. Third, the ternary interaction of school year, gender,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and the ternary interaction of gender, impulsiveness, and 
physical education activity involvemen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aggression. 

Keywords: involvement level of physical education activity, aggression, impulsiveness

Student Number: 2011-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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