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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 채 원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그 관계

를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 여러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시기

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행동들과 공격적 성향이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은 초기엔 비교적 가벼운 문제행동으로 나

타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화되어 반

사회적 행동이나 부정적인 발달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수준

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 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을 파악하고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폭력피해

경험에 주목하였다.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

는 Pearlin, Menaghan, Lieberman, and Mullan(1981)의 스트레스 과정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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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ura(1978)의 사회학습이론,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을 통해 살펴보

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하나의 환경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개

인이나 집단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

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폭

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 부모와 또래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선행연

구는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각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을 주로 다루었고 각 폭력 유형의 중복피해에 관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을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 경험한 아

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로 보고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

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청소년의 공격성은 폭력피해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

인 내적 특성의 영향도 받는다.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따르면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자원이 폭력피해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격성 사이를 매개한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심리적 자원으로 자아존중감, 사회

적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자아존

중감의 이원적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존중

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지지원에 따라 달라진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부모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내적 자원인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외적 자원인 부모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과 공격성 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

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폭

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의 폭

력피해 경험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

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모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 다섯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또래관계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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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만 9세-18세 미만의 아

동이 직접 응답하였고 관련 항목에 결측치가 없는 청소년 2,491명을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OLS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다중회귀분석,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다

중회귀분석, 매개효과의 유의성 확인을 위한 Sobel test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가

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

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

서 폭력피해 경험을 겪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폭력피해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한 차원의 폭력피해 경험은 공

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교폭력피해가 가장 큰 영향

력을 미쳤으며 그 뒤로 아동학대, 사이버폭력피해 순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 개입할 때 폭력피

해 경험에 개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피해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내·외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

적 자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모두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방향

성을 해석해보면,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

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겪으며 자아존중감이

감소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

(Pearlin, 1989)로 뒷받침되며 선행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셋째,

내적 자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지 않았다.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단계에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사이버

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obel

Test 결과 매개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아존중감이 긍

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발달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넷째,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중 부모관계는 내·외적

대처자원을 모두 포함한 통합모형에서 아동학대와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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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방향성을 해석해보

면, 아동학대와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나빴으며,

부모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가 폭력피해라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섯째,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중 또래관계는 최종모형에서 학교폭력피해와 사이버폭

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보

면, 학교폭력피해와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나빴으며,

또래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단계에서는 또래관계가 아동학

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obel Test 결과

매개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 또한 사회적 지지가 폭력피해라

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스트레

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로 뒷받침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중 가정, 학교, 사이버 차원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차원

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

보았다. 둘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대처자원

을 내·외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즉,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라는 스트레

스 원이 스트레스 결과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매개변인으로 청

소년의 내·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셋째, 본 연

구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공격성,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에 따

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공격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원인인 청소년의 폭력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폭력피해 청소년에 대

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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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낮추기 위해 자아존중감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째, 폭력피해 경험이 있

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개입할 때, 폭력

피해의 유형을 고려한 차별적 개입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및 사이버

폭력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할 때는 부모관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할 때는 또래관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등 다양한 환

경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

감과 부모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

구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즉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촉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폭력피해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청소년을 둘러싼 부모와 또래의 사

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폭력피해 유형과 지지원에

따라 차별적 개입전략에 대한 근거 또한 제시한다.

주요어 : 청소년, 공격성, 폭력피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과정모

델

학 번 : 2019-2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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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발달에 있어서 그 이후의 삶을 위한 신체·심리·사회적 기반을 쌓는 시

기로,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자아 정체감을 확립하게 되어 매우 중요하다

(Erikson, 1967; Shaffer, 2008).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기도 하는데,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되어 여러 문제행동이 나

타날 수 있다(Achenback & Edelbrock, 1983; Scannapieco & Connell-Carrick,

2005). 이 시기의 청소년은 스스로 통제를 잘하지 못해 문제행동이 외부 타인을 향

해 표출되기도 하며, 이는 범죄나 폭력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Greening,

Stoppelbein, Luebbe, & Fite, 2010).

실제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지속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대중매체와 현실에서 더 심각하게 이를 다루고 있다. 최근에는 협박 등을 통해

미성년자 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했던 ‘N번방 사건’의 운영자를 도와 텔레그램 대화

방을 운영하였던 공범으로서 18세의 학생이 체포되기도 했다(채태병, 2020). 이 외

에도 총 372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9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1.6%

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실제로는 약 6만 명이 경험한 것이

므로 청소년들 간의 학교폭력 실태 역시 심각함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9). 이처

럼 청소년들은 비행, 학교폭력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청소년기

의 문제행동은 더 심각한 범죄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임진섭, 김명일, 한은영,

2009). 따라서 청소년기 문제행동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

문제행동에는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나,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공격적

성향이 이 시기의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박현선, 김

유경, 1997; 서미정, 2009;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공격성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진 행동 및 속성을 의미하는데, 청소년기에 이러한 공격성이 발달하

면 그 후의 발달과정에서 반사회적 행동이나 부정적인 발달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차재선, 임성문, 2016; Broidy et al., 2003;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청소년의 공격성은 초기에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화되어 심각한

수준의 비행이나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백혜정, 황혜정,

2006).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 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청소년

의 공격성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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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본 연

구에서는 그중에서도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폭력피해 경험에

대해 개인이 대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대개 공격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Anderson, 1999; Mclntyre, 2000).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Pearlin, Menaghan, Lieberman, and Mullan(1981)의 스트

레스 과정 모델과 Bandura(1978)의 사회학습이론,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이

있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면 개인의 공격성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사회학습모델은 구체적으로 폭력피해를 겪게

되면 그러한 폭력 행동을 청소년이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여 학습함으로써 공격성을

획득하고 유지한다고 본다. 일반긴장이론은 본래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이론으

로 자주 활용되지만, 폭력피해와 같은 일상적 긴장으로 인해 청소년이 공격성과 같

은 부정적 감정을 발달시켜 비행이 나타난다고 보아 공격성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은 일방적인 폭력 상황에 노출되면 그 상황을 대처하는데 여러

개인적, 환경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폭력에 노출되어 피해를 본 청소년에게 효

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환경에서 흔히 나타나는 폭력에 대해 이해하

고 그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1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폭력피해

에 노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김영미, 2016; Cuevas, Finkelhor, Clifford, Ormrod,

& Turner, 2010; Finkelhor, Ormrod, & Turner, 2007). 동일한 상황의 폭력을 재경

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는 것

을 중복피해(multiple forms of vitimization) 혹은 다중폭력피해(poly-victimization)

라 한다(강지영, 2020; Finkelhor et al.., 2007). 청소년이 이와 같은 중복피해 혹은

다중폭력피해를 겪게 되면 공격성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

는다(Finkelhor et al., 2007; Turner, Finkelhor, & Ormrod, 2010).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하나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폭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 학교 및 사이버 공간에서 부모, 또래

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피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 학교 및 사이버 공간에서 나

타나는 폭력을 바라보는 것은 청소년이 상호작용하는 여러 환경체계 속에서 상호교

류가 잦고 영향을 자주 받는 폭력의 유형과 행위자를 고려한 것이다. 선행연구는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각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

었지만, 각 폭력 유형의 중복피해에 관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그쳐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김영미, 2016; 이인선, 최지현, 2014).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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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을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 경험한 아동학

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로 보고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흔히 접하는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여

러 폭력 유형을 연구에 포함하는 것은 폭력 유형별로 그 양상이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며, 실천적으로도 개입하게 되는 사회복지의 영역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한편, 청소년의 공격성은 가정, 학교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특성의 영향도 받는다(Calkins & Keane, 2009).

Agnew(2001)는 부모의 학대나 친구로부터의 따돌림 등 폭력피해로 발생하는 긴장

이 대체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심리상태나 상황수용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다고 보았다(이병도 외, 2019; 차재선, 임성문, 2016). 스트레스 과정 모

델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폭력피해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격성

사이를 매개한다고 보았다. 여기서의 대표적인 심리적 자원이 바로 자아존중감이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가치평가의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은 주로 청소년기에 주

변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Bandura, 1973; Mead, 1962;

Rosenberg, 1979). 다시 말해, 청소년의 폭력피해가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준

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개입하여야 하는지, 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개입의 근거를 제

시하고자 한다.

다만 자아존중감은 일반적으로 Rosenberg(1979)의 척도를 주로 활용하여 측정되는

데,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연구

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하였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하

여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하였다(유창민, 2017; 이종석, 정 득,

2015; 장혜림, 정익중, 2013; Owens, 1994).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는 실

증연구를 통해 단일 차원의 자아존중감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Boduszek,

Hyland, Dhingra, & Mallett, 2013; Supple, Su, Plunkett, Peterson, & Bush, 2013).

일례로 미국의 15-16세 청소년 1,88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발달 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Owens, 1994).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그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개

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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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폭력피해 경험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공격성 사이를 매개한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심리적 자원이 자아

존중감이라면, 대표적인 사회적 자원은 바로 사회적 지지이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

이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사랑, 조언, 도움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 자원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극복

하게 하여 문제행동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된다(Dubow & Ullman, 1989).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개인이 처한 문제상황이 어떤 유형의 지지와 ‘누구’에게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Cohen & McKay, 1984; Cohen & Wills, 1985;

House, 198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춰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은 대표적으로 부모,

교사, 또래 등이 있으나(양돈규, 임영식, 1998; 조아미, 방희정, 2003; Varni &

Setoguchi, 199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으로 파악된 부모와 또래(송지영, 박성연, 2010; 이경주, 신효식, 1997)의 사회적 지

지를 살펴볼 것이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그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즉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폭력피해 경

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개입을 촉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또,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폭력피해 청소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의

근거를 제시한다. 한편, 청소년을 둘러싼 부모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개입 근거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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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

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이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독립변수인 아

동·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으로 유형을 나눠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공격

성이며, 매개변수는 내적 자원으로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외적

자원으로서 부모관계와 또래관계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가? 다시 말해, 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

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되는가?

셋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가? 다시 말해, 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

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되는가?

넷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모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 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다시 말해, 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되는가?



- 6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청소년의 공격성

공격성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박현선, 김유경, 1997). 이

러한 공격성이 청소년기에 발달하게 되면, 그 후 발달과정에서 반사회적 행동이나

부정적인 발달결과가 나타난다(차재선, 임성문, 2016; Broidy et al., 2003; Farrell et

al., 2005). 청소년의 공격성은 초기에는 비교적 가벼운 문제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

지만, 이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화되어 심각한 수준의 비행

이나 성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남소현, 김영희,

2000; 백혜정, 황혜정, 2006). 제1절에서는 공격성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공격성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본 다음 공격성이 왜 발달하는지

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론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공격성 자체와 청

소년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본 연구에서 어떤 이론을 중점으로 공격성

을 살펴볼 것인지 알아볼 수 있다.

1. 공격성의 정의 및 유형

공격성은 분노, 적의, 증오, 불안 및 원한 등에 의해 타인과 자기 자신 또는 기타

대상에 대해 극심한 손해 또는 상해를 일으키는 행동을 의미한다(Coie & Dodge,

1998).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Buss(1961)는 공격성을 “다

른 유기체에게 유해한 자극을 주는 반응”으로 정의하였고 Baron과

Richardson(1994)는 “그러한 대우를 피하고자 하는 다른 생명체를 다치거나 해치게

하는 목표를 향한 행동형태”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Buss(1961)의 정의로 공격성을

바라보게 되면 행위의 결과만에 집중하게 되어 우연히 해를 끼치는 행위, 사회적으

로 받아들여지는 행위, 서로 합의한 행위마저 모두 공격성으로 본다는 한계가 존재

한다. 이에 비해 Baron과 Richardson(1994)의 정의는 행위의 의도와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더 장점을 가진다(Parrot & Giancola,

2007). Bandura(1973) 또한 공격성을 구체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 그 행동의 강도

및 결과, 의도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격적이라 판단된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학자가 공격성에 대해 정의하였다(Barratt & Slaughter, 1998; Coie &

Dodge, 1998; Geen, 2001). 이처럼 공격성에 대해 확립된 정의는 없지만, 본 연구에

서는 Baron과 Richardson(1994)의 정의를 바탕으로 공격성을 “타인에게 해를 끼치

려는 의도된 행동 및 속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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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은 기존에 신체적 차원에서만 논의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

류되어 연구되고 있다(서미정, 2014; 오인수, 2014; 이홍, 김은정, 2012; Parrott &

Giancola, 2007; Tapper & Boulton, 2004). 이러한 연구들은 공격성을 형태에 따라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과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

하거나, 기능에 따라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주도적 공격성은 계획적인 행동을 통해 보

상을 획득하기 위해 나타나는 공격성이며, 반응적 공격성은 도발과 위협을 당해 이

에 대한 분노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다(Dodge & Coie, 1987). 외현적 공격성은 상

대방에게 직접 위협이나 해를 가하는 신체적 공격 행동과 언어를 통한 언어적 공격

성을 포함하며, 관계적 공격성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손상시키거나

무시하고 타인을 조정하여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것을 포함한다(Crick & Grotpeter,

1995). 이 외에도 직접 대 간접(Buss, 1961; Feshbach, 1969), 적극 대 수동(Buss,

1961) 등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학자에 따라 그 분류가 다르다. 그러

나 공격성을 하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공격성이 단

하나의 분류에만 적용되지 않고 다양한 유형으로 중첩되어 파악될 수 있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Parrott & Giancola, 2007).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외현

적, 관계적,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을 “공격성”으로 포괄하여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

다.

2. 청소년기의 공격성

아동은 10대에 들어가며 발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 불안정성이 높

아진다(Scannapieco & Connell-Carrick, 2005). 사회정서발달과 관련된 문제행동은

크게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나뉜다(Achenback & Edelbrock, 1983). 내재화

문제는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의 과하게 통제되고 개인 내적으로 일어나는 행

동이며, 외현화 문제는 공격성, 비행 등 통제가 잘되지 않고 외부로 표현되는 행동

이다. 특히 이 시기의 외현화 행동문제 중 하나인 공격성이 발달하면, 그 방향이 자

신을 향하는지 타인을 향하는지에 따라 자해나 자살 혹은 타인에 대한 범죄나 폭력

행동으로 이어진다(Greening et al., 2010). 이처럼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은 비행, 만

성폭력 등 부적응적인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고 성인기가 되어서도 품행장애, 반사

회적 성격장애 등으로 이어진다(차재선, 임성문, 2016; Broidy et al., 2003; Farrell

et al., 2005). 이미나, 최종옥, 백승근(2019)은 비행 청소년의 공격성이 일반 청소년

보다 높다는 것을 밝혔고, Olweus(1979)는 16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와 청

소년 또는 성인 초기(21세까지)의 공격성이 연속적 특징이 있음을 밝혔다.

아동의 공격성 및 문제행동은 꾸준히 증가하다 고등학교 시기에 완만해지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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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경향이 있고, 13-15세의 청소년기에 절정을 이룬다(이창호, 양미진, 이희

우, 이은경, 2005; 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08).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에 나타나는 비행은 청소년 중후반기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점

차 완만하게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Laub & Sampson, 1993; Nagin, Farrington,

& Moffitt, 1995). 그러나 발달과정에서의 공격성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은주(2010)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격성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고 밝혔으나 서미정(2009)과 최정아(2013)의 연구에서

는 공격성이 점차 완만히 증가한다고 밝혔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김세원과 김예성

(2009)은 성장하며 공격성이 평균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공격성은

성장하면서 일관되게 변화하는 특성이 아니라, 청소년이 어떤 경험을 하고 성장했

는지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3. 공격성의 원인에 관한 이론

이러한 공격성은 다양한 가족 및 사회적 환경의 부적응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Olweus, 1979). 공격성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본능이론, 욕구좌절이론, 사회학

습이론, 사회정보처리이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아영, 유서구, 2011; Shaffer,

2008). 첫째로 본능이론에서는 인간을 태생적으로 공격적인 존재로 바라본다.

Freud(1963)는 인간의 본능으로 타나토스(Thanatos)를 언급하며, 죽음을 원하는 타

나토스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향하는 시도를 공격성으로 보았다. 이와 달리

Lorenz(1986)는 공격성을 인간과 동물이 생존하기 위해 진화된 본능이라 보았다. 그

러나 이처럼 공격성을 인간의 본능으로 바라본 접근은 인간의 인지 및 학습능력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이아영, 유서구, 2011; 최희경, 2006).

둘째, 욕구좌절이론은 욕구의 충족이 외부에 의해 방해받아 좌절함으로써 공격성

이 나타난다고 본다(Dollard et al., 1939; Shaffer, 2008에서 재인용). 본능이론이 인

간 내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욕구좌절이론은 인간 외부의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심승원, 2001).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를 욕

구 좌절이라 하는데,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면 공격성이 발현된다는 것이다. 욕구 좌

절과 공격성은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공격성은 욕구 좌절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고, 욕구 좌절이 반드시 공격성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안지영, 박성연, 1992; 최희경, 2006).

셋째, 앞선 두 이론과는 달리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영향에 중점을 둔 사회학습이

론은 공격성을 성장 과정에서 학습한 행동으로 본다. Bandura(1978)는 개인이 외부

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직접 반응하여 학습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고, 행동, 감

정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학습한다고 보았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직접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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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폭력피해에 노출된 아동은 자신이 당한 폭력행위를 관찰하

고 모방하여 이를 학습하게 되고 공격성을 획득하게 된다.

넷째, 사회정보처리이론은 공격성이 내적 인지 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 아동이 폭력피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상황에 대해 고

의성이 있는지 등을 해석하게 된다. 그 후, 사건 해결을 위한 목표를 공식화하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가능한 해결책들을 만들어 그중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얻을

해결책을 실행한다(Crick & Dodge, 1994). 이 과정에서 타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

는 등 인지적인 해석의 오류가 일어나면 아동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되고, 부정

적 반응을 받은 타인 또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 공격성이 나타

난다(김현실, 2003; Dodge, 1991).

이처럼 공격성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며,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접근하

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공격성의 발달에 대해 살펴본 바로 청소년

의 공격성은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소년의 생물학적 원

인보다는 사회적 원인을 강조하는 Bandura(1978)의 사회학습이론에 중점을 두고 공

격성 발달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회학습이론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자극에 의해 야기되는 공격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다른 변인들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회적 자극과 공격

성 발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엔 포괄적이다. 따라서 Agnew(1992)의 일반긴장이

론을 통해 공격성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후술할 Pearlin 등(1981)의 스트레스 과

정 모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연구모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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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가족, 학교 등 다

양한 차원에서 폭력에 노출되며,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

을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은 주변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미숙해 일방적

으로 폭력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

이 1년 이내에 다른 종류의 폭력피해에 노출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김영미, 2016;

Cuevas et al., 2010; Finkelhor et al., 2007). 이와 같이 청소년이 중복적으로 폭력

에 노출될 경우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등 심각한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Finkelhor et al., 2007; Turner et al., 2010).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그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으로

가정, 학교 및 사이버 공간에서 부모, 또래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피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상호작용하는 여러 환경체계 속에서 교류가 잦고 영향을 자주 받는

폭력의 유형과 행위자를 고려하였다. 제2절에서는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후에 폭력의 유형별로 나누

어 각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폭력피해 경험이 공

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각 폭력 유형이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다.

1.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에 관한 이론

개인이 폭력피해를 받으면, 회피나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

대처할 수 있지만 대개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Anderson, 1999; Mclntyre, 2000). 폭

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Pearlin 등(1981)의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Bandura(1978)의 사회학습이론 및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전체적인 연구모형 자체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지만,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은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스 상황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

계적인 이해를 돕는다(전해숙, 2008). 사회적 스트레스의 과정은 ‘원인’인 스트레스,

‘매개’ 역할을 하는 심리·사회적 자원, 스트레스의 ‘발현’ 결과로서 우울, 정신건강

등 3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난다(Pearlin, 1989; Pearlin et al., 1981). ‘원인’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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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 상황은 구조적으로 1차 및 2차 스트레스로 구분할 수 있다(한광현, 강상경,

2019). 1차 스트레스는 개인이 직면한 객관적인 어려움 또는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어려움을 말하지만, 2차 스트레스는 1차 스트레스로부터 확산된 역할 긴장이나 심

리적 긴장을 의미한다(Pearlin, 1990). 청소년이 경험한 폭력피해는 1차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발현’되면 우울, 정신건강 등의 결과가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중에서도 특히 공격성에 초점을 둔다. 스트레스

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매개’하는 것은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어떤 심

리·사회적 자원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사람들

마다 ‘발현’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심리적 자원에는 대처, 자아존중감

등이 있으며 사회적 자원에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Pearlin, 1989; Pearlin &

Schooler, 1978). Pearlin과 Schooler(1978)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상황을 스

트레스로 인식하는지가 달라지고, 스트레스 원인이 스트레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거나 조절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자아

존중감에 집중하였다. 개인의 외적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다시 말

해, 청소년이 경험한 폭력피해가 스트레스로서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여 공

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매개요인인 심리·사회적 자원은 스트레스 과정을 설명하는 매개효과 뿐만 아

니라 스트레스 원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효과를 가진다(Pearlin et al., 198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절효과보다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설명하는 일부 매개요인

들의 매개효과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사회학

습이론에서는 다른 행동 학습과 마찬가지로 공격성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

함으로써 얻게 되는 산물로 본다(Bandura, 1978). 폭력피해를 받은 청소년은 본인에

게 주어지는 폭력 상황을 관찰하고 모방하여 학습하게 된다. 아동학대의 예를 들면,

부모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

에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보다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고 본다(이충권,

양혜린, 2017). 부모나 또래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사이버 공간상에서 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 청소년은 자신이 당한 폭력행위를 관찰하고 이를 모방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행위를 통해 피해 청소년은 공격성을 학습하게 된다.

한편,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긴장을 경험하

면서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으로 이어진다

고 하였다(Agnew, 1992). Agnew(1992)는 긴장 발생의 원인을 목표달성의 실패, 긍

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목표달성

의 실패는 본인이 바라고 기대했던 결과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사이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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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결과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긍정적 자극의 소멸은 부

모와의 사별, 친구와의 절교 등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요인들을 잃

는 경험을 말한다(Agnew, 1992).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부모로부터의 학대, 친구들

로부터의 폭력 등 타인의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의미한다(Agnew,

1992).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같은 폭력피해 경험은 위의

유형 중 부정적 자극의 발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

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

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며, 그 과정에서 개

인의 심리적 자원이 이를 매개할 것이라 가정한다. 한편,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는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즉, 부

모로부터 학대나 친구들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이러한 폭력행위를 받아들이고 모

방하여 학습하면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폭력 유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동학대 경험과 공격성

개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는 바로 가정이다. 가정은 아동이 사

회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일차적 사회화를 담당하고 아동의 전인격

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손경숙, 2000). 이러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아동에

게 큰 심리·사회적 상처를 남기고 성인기까지 그 부적응 양상이 지속하여 나타난다

(김혜인, 김은정, 2007).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폭력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인

데, 부부폭력에 노출된 경험 또한 아동에게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킨다(김평화,

윤혜미, 2013; 박애리, 2014; 백종림, 정익중, 2013). 그러한 맥락에서 부부폭력의 관

찰 경험을 아동학대의 하위 유형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관찰을 제외하고 아동에게 직접적 폭력을 행사한 학대 경험만을 아동학대로 보고자

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정의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

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

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에서도 나타나 있듯,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유형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 학대가 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물리적인 상해를 가하는 것이고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 달리 직접적

인 자극은 없지만, 언어 등을 통해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부부폭력에 노출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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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서적 학대의 하위 유형으로 보는 경향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방임은 양육자로서 해야 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아동을 방치하는 것이며

성 학대는 아동에게 성적으로 강요하거나 학대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서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지만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공격성 및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김광혁, 2009; 김수정, 정익중, 2013; 김형모 외, 2007; 박애리, 2014; 변은실,

이주영, 2016; 이봉주, 김세원, 2014; 이영애, 정현희, 2018; 이은주, 2010; 정익중, 이

지언, 2012; 조윤영, 2019; Ford & Blaustein, 2013). 선행연구에서는 아동학대가 아

동의 발달, 그중에서도 공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검증되어왔다(김재

철, 최지영, 2011; 김평화, 윤혜미, 2013; 이진희, 2018; 최희경, 2006). 이충권과 양혜

린(2017)은 가정에서의 학대와 방임 피해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

을 밝혔고, 박애리(2014)는 부모 간 폭력 노출 및 아동학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이은주(2010)는 부모의 언어 및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공격성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김수정과 정익중(2013)은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최신효과와 지속효과를 연구하여 어린 나이에 아동학대를 받거나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할수록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이영애와 정현희(2018)는 지속

적 학대 경험이 일시적인 학대 경험과 학대 무경험보다 우울, 공격성과 같은 심리·

사회적 부적응이 높다고 밝혔다. 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공

격적 성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ord & Blaustein, 2013). 또한, 학대 경

험이 증가할수록 공격성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한다(신혜영, 최해림, 2003;

이아영, 유서구, 2011).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학대 경험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하위유형별로

나누어 학대유형별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살펴보는 연구도 이루어졌다(윤혜미,

2017; 임선아, 2015). 또한, 하위 유형들의 중복에 집중하여 그 심리·사회적 부적응

을 살펴보기도 하였다(김세원, 2015; 김재엽, 최권호,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포괄하여 가정이라는 환경 내에서 이루어

진 학대 피해 경험 전체로 살펴보고자 한다.

3.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공격성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주로 활동하는 환경이 가정에서 학교로 변

화되고, 학교생활과 그 또래 집단과의 관계가 청소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다. 그런데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하면, 청소년의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사회

적 부적응 문제도 나타난다(Hanish & Guerra, 2002).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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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부당하다고 여길 때 높은 수준의 긴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본다(Agnew,

2001).

학교폭력은 힘의 균형에서 우위에 있는 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집단 또는 개인이

위협적인 자극을 학생 개인이나 집단에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피해 학생이나 집단

이 신체·심리적 피해를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김경태, 200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

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이다. Olweus(1994)은 학교폭력(bullying)의 특징을 의도적인 공격행위이고 반복

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힘의 불균형으로 특징지어지는 상호관계에서 일어

난다고 하였다. 힘이 뷸균형하다는 것은 학교폭력을 경험하는 학생이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어려우며, 때때로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힘

은 신체적인 강함뿐만 아니라 인원수, 또래 집단에서의 배제 등을 포함한다

(Olweus, 1994). 이러한 학교폭력도 피해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유

형과 또래 집단에서의 따돌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을 행

사하는 유형으로 나뉘기도 한다(Olweus, 199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형을 구분

하지 않고 이러한 유형들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피해 경험으로부터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

뿐만 아니라 공격성 등의 외현화 문제를 겪는다(김경은, 최은희, 2012; 이진주,

2020). 피해를 당할 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분노하고 반항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

응하기도 하며, 처음 피해를 당할 때 불안감을 느끼더라도 점차 분노 및 보복의 감

정을 겪으며 같은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김현숙, 2013; 배성만, 2017;

Ford, Chapman, Mack, & Pearson, 2006; Ybarra & Mitchell, 2007). 사회학습이론

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 학생들은 분노가 누적되면서 자신이나 다른 친구들이 당하

는 방식을 학습하여 자기보다 더 약한 타인에게 이를 흉내내기도 한다(권재기,

2011; 김현숙, 2013). Marsh, Parada, Craven and Finger(2004)는 학교폭력의 특징

중 하나로 역동적 인과관계(dynamic causal relationship)를 말하며, 폭력의 피해자

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고 밝혔다.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권재기, 2011; 김은숙, 정현희,

2017; 배성만, 2017). 김경은과 최은희(2012)는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높을수록 공격

성이 증가하며, 김세원(2018)은 청소년기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성인이 되면서 공격

성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익중과 이지언

(2012)은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인 따돌림에 대해 분석하면서, 따돌림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종단적 연구에서는 장안식(2013)이 5년간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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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 경험을 분석하여 피해 지속집단이 피해 무경험집단과 비교할 때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4. 사이버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

사이버폭력은 그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사이버 비행, 사이버 따돌

림, 사이버불링 등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국외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휴대폰이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의도성과 반복성 같은 학

교폭력의 특징에 기반한 특성을 가진다고 보았다(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류

성진, 2013). 그 예로 Willard(2007)는 사이버폭력(cyberbullying)을 “인터넷이나 다

른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해로운 내용을 보내거나 공격적인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타

인을 괴롭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학자마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

르지만, 전자매체를 이용한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Patchin

& Hinduja, 2006; Willard, 2007; Ybarra & Mitchell, 2004). 사이버폭력만의 독특한

특징은 익명성으로, 실명으로 운영되는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외에 블로그나

카페의 경우 실명 대신 닉네임을 사용하여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류성진, 2013).

사이버 공간 내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분과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각각 존재하

기 때문에 정의에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익명성은 사이버폭력의 주된 특성 중 하나

이다(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Ybarra & Mitchell, 2004).

국내에서는 국외와 달리 사이버폭력을 사이버 범죄의 한 유형으로 바라본 시도가

많았다(두경희, 김계현, 정여주, 2012). 정 완(2005)은 법적인 관점에서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

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2015)은

사이버폭력에 대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이미지, 음성 등 적대적 표현 등으로 상대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행

위”로 정의하였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의 3에서는 ‘사이버 따돌림’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

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보기도

한다. 이와 유사하게 김경은과 윤혜미(2012)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통신기술을 이

용하여 욕설, 비난, 위협, 유언비어, 따돌림과 괴롭힘 등의 언어적 공격행위들로 타

인에게 정신적 및 심리적 피해를 주는 행동”을 사이버폭력으로 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포괄하여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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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은 또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 대상에 따라 특정인·불특정인

에 대한 사이버폭력으로 분류하는가 하면 행동방식에 따라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

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이인선, 최지현, 2014;

정완, 2005). 행동방식에 따른 분류도 학자마다 조금씩 그 유형이 다르다. 정 완

(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에는 욕설이나 비속어 또는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는 사이버 모욕, 상대방이 원치 않는 이메일 또는 쪽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방문하는 사이버 스토킹,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인 콘텐츠

를 유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성폭력 등이 있다

고 한다. 그 외에도 다른 연구에서는 특정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메시지나 사진을

올리는 위장,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포, 특정인을 온라인상의 모임에서 배제시키는

배제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가상준, 김강민, 임재형, 2013; 정여주, 김동일, 2012; 정

한호, 2012; Willard, 2007).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

고 포괄적으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난 피해 경험을 사이버폭력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사이버폭력피해 학생들 또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정여주, 두경희, 2014).

정여주와 김동일(2012)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폭력피해 학생들은 이를 무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나 일부는 같은 방식으로 복수하였다고 나타났다. 오태곤(2013)

은 사이버불링 피해 빈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

며, 전은숙(2013)은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검

증하였다.

정리하면,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각각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청소년의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폭력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는

것은 유형별로 그 양상이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실

천적 개입을 할 때 어느 측면에 집중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어 중요하다. 또, 폭

력 유형에 따라 개입하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폭력의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 학교폭력피해 경험,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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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아존중감

아동의 공격성은 외적인 상황에서 주어지는 폭력피해 경험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

인 자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Calkins & Keane, 2009). 다시 말해, 폭력피해로

발생하는 긴장은 대체로 개인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심리상태나 상황수용

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이병도 외, 2019; 차재선, 임성문, 2016;

Agnew, 2001). 앞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폭력

피해 경험과 공격성 사이를 매개한다고 보았다. 매개요인인 심리·사회적 자원에는

대처(coping)와 사회적 지지가 있는데, 대처란 개인이 스트레스에 의해 피해받지 않

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Pearlin et al., 1981; Pearlin & Schooler, 1978). 스트레

스가 주어질 때, 개인의 심리적 특성 또한 대처(coping)의 일환으로 작용하여 주어

진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로 인식하거나, 스트레스 원인이 스트레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거나 조절한다고 보았다(Pearlin & Schooler, 1978). 그 심리적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자아존중감이다. 제3절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발달에 관련된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자아존중감과 폭력피해 경험 및 공격

성이 각각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가치평가의 정도’로, 청소년기에 활발히 형성된다(Rosenberg, 1979). 이는 자아개념

(self-concept)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지만, 자아개념은 개인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자신의 인지와 감정으로 자아존중감과 달리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등의 가치판단

을 하지 않는다(고진영, 이경화, 2001).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이 아닌 자아존중감

을 연구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그 결과가 되기도 하는 특성이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정익중, 2007; 정희욱,

2003; 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Mason, 2001). 자아존중감이 높으

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보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해 우울이나 공격성 등의 심리적 부적응이 나타난다(이창식, 장하영, 2018; 차재

선, 임성문, 2016; Orth, Robins, & Roberts, 2008).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나

눌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한다(유창민, 2017).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연구는 Rosenberg의 척도를 주로 활용하는데,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한 긍

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구성된다. 많은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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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평가로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긍정

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하였다(유창민, 2017; 이미리, 2005; 이종석, 정

득, 2015; 장혜림, 정익중, 2013; Owens, 1994).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는

실증연구를 통해 단일 차원의 자아존중감보다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Boduszek et al., 2013; Supple et al., 2013).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

감이 독립적이라는 뜻은 하나의 자아존중감에 개입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자아존

중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향

상시킨다고 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이에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유

창민, 2017). 최창용 등(2015)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자기 가치)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자기 비하)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반대로는 성립하지 않음을 밝혔다.

한편, Owens(1994)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self-worth)

및 부정적 평가(self-deprecation)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부정적 자아존중감만

우울과 관련이 있었고 학교성적은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모두와 관련이 있

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아존중감은 그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

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그 양상도 다를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분

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2.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관한 이론

자아존중감은 반영된 평가(reflected appraisals),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

자아 귀인(self-attribution), 심리적 중추성(psychological centrality)에 의해 형성된

다(Rosenberg, 1979). 반영된 평가란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태도에 영향을 받

아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인 직접적 반영과 이에 대

한 행위자의 인식된 자아, 사회 전반적 시선의 반영인 일반화된 자아의 세 가지 요

소가 통합되어 평가가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행위자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

냐이며, 일부 개개인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더 중요하다. 사회적 비교는 자신

이 속한 사회적 범주와 타인의 사회적 범주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자아 귀인은 자신의 행위 혹은 행위로 인한 결과를 관찰하고 그 원인을 본

인에게서 찾아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심리적 중추성은 인간의 인지

구조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가 개인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심리적 요소일수록 자신을 부정적

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Rosenberg, 1979).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관해서는 반영이론과 사회학습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심승

원, 2001). 반영이론은 타인의 평가에 기초하여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는 것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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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학습이론은 모델에 의한 동일시를 통해 발달한다고 본다. 반영이론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Cooley(1922)의 거울자아(looking-glass self)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즉,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타인이 바라보는, 혹은 기대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본인의 모습으로 생각하여 자아상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타인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받는다.

나아가서, Mead(1962)는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반화된 타

자”(generalized others)로서의 자아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아동에게 중요한 부모, 또

래, 교사 등의 타인이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평가한다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지만, 그와 반대로 하찮게 평가한다면 자아존중감은 낮아진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아동의 태도 또한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모방하여 형성된다고

본다(Bandura, 1973). 타인의 태도를 모방하는 과정을 ‘동일시’라 하는데, 아동이 발

달과정에서 타인이 어떤 기준과 특성이 있는지를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자신에게 받

아들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형성되고 영

향을 받는다. 물론 모든 타인의 행동을 내면화하는 것은 아니다. 행동의 결과를 직

접 경험하거나 타인의 결과를 관찰한 후 동일시 여부를 판단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

한 본인의 평가인 자기 강화 과정을 통해서 아동 스스로 이를 내면화할 것인지 결

정한다. 아동이 부정적인 자기 강화를 많이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자아존중감 또한

낮아진다(심승원, 2001).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된 세 이론 모두 자아존중감의 형성에는 아동 주변의 타

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동학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등

주변 환경에 의해 폭력피해를 받은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쉬울 수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러한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고자 한다.

3. 폭력피해 경험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 주변 타인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한다

면, 청소년이 겪는 폭력피해 경험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 폭력피해로 인해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저하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부모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 태도

를 보일 때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지만, 부정적 양육 태도를 보이면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장혜림, 정익중, 2013; 탁하연, 조규판, 2019). 유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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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은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부모의 애정이

두 자아존중감에 모두 영향을 주고 부모의 과잉간섭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중의 하나이므로 긍

정적 자아존중감을 저하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강화할 수 있다. 실증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당한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1)이 낮게 나타났다(김광혁, 2009; 김재

철, 최지영, 2011; 김형모 외, 2007).

학교는 청소년에게 가정만큼이나 중요한 장소로 학교 내에서 또래 집단과의 상호

작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피해를 겪은 청

소년은 폭력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

한다(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2016).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세원, 2018; 김현숙, 2013; 김희화,

2002; 신혜섭, 2005; 염동문, 임채영, 정현태, 2015; 최미경, 도현심, 2000; 한송이, 윤

혜미, 2010; Olweus, 1994; Rigby, 2008).

사이버폭력피해 또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Harris Interactive, 2007; Rigby, 2008). 조아미와 장미(2006)는 사이버 스토킹 피

해, 사이버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아존중

감이 낮다고 밝혔으며,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2015)은 사이버폭력피해를 당한 청소

년 중 5.5%가 스스로를 하찮게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폭력피해가 하나의 유형이 아닌 여러 유형에서 나타나면 피해 아동은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 이인선과 최지현(2014)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피해를 동

시에 경험한 학생의 경우 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다고 하였고, 김영미(2016)는

교사에 의한 폭력피해도 포함하여 살펴보면서 여러 유형의 피해를 받는 학생이 더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을 이원적으로 파악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지만, 하위유형으로 나누지 않

고 단일한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했을 때, 폭력피해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력피해 경험이 긍정적 자아

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주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하

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관해 대부분 연구결과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

질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

1)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분리해서 보고자 하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아존중감을 단일한 차원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의미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고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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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pi, 2005; Torregrosa, Ingles, & Garcia-Fernandez, 2011). 이에 대해 낮은 자아

존중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며 타인에 대한 공격

성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Tracy &

Robins, 2003). 실제 연구결과 면에서도 박영란과 이주리(2011)는 청소년의 자아존

중감 수준이 낮고 불안정할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장혜림과 정익

중(2013)의 연구결과에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연구에서 이와 같은 관계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일부 연구에

서는 오히려 높은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은 유의미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Baumeister et al., 2000;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Twenge &

Campbell, 2003).

자아존중감은 본인에 대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이원적 구조

로 구성되어 있는데,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개인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Owens, 1994). 공격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공

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장혜림, 정익중, 2013; Diamantopoulou, Rydell, & Henricsson,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Owens(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자기존중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자기비하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즉 자기존중은 공격성과 부적 관계를 형성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즉 자기비하는

공격성과 정적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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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스트레스의 원인과 스트레스의 결과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 중 심리적 자원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있다면 사회적 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스

트레스를 극복하게 하여 문제행동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된다(Dubow & Ullman,

1989). 제 4절에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알아보고, 폭력피해 경험 및 공격성과 어

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차원의 긍정적 지원을

뜻한다(이선아, 2014; Cohen & Hoberman, 1983). 사회적 지지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통일된 정의는 없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정보’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돌봄

과 사랑을 받는다는 믿음(정서적 지지), 존중받는다는 믿음(존중 지지), 소통과 상호

적 의무를 가진 관계에 속해있다는 믿음(관계망 지지)을 갖게 해주는 정보로 분류

하였다. Pearlin 등(1981)은 인생의 역경을 다루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 조직에 접근

하거나 이를 활용하는 것을 사회적 지지로 보았다. 이 외에도 House(1981)는 사회

적 지지를 ‘정서적 관심, 원조, 정보 및 평가를 포함하는 대인관계’로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관심 및 사랑을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도움 및

시간 제공 등을 포함하는 도구적 지지, 충고 및 제안을 포함하는 정보적 지지, 긍정

적 자기평가 및 수용을 포함하는 평가적 지지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House,

198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대인관

계로부터 얻는 사랑, 조언, 도움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 자원’으로 정의한다.

사회적 지지는 우울, 알코올, 스트레스 등 다양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개인을 보호

하는 효과가 있다(Cobb, 1976).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크게 주효과, 완충효

과, 매개효과로 나눌 수 있다(김윤정, 2000; 유영선, 2012). 사회적 지지의 주효과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상황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뜻한다(Thoits, 1982). 완충효과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지지가 긍

정적인 역할을 해 스트레스가 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Krause, 1986). 매개효과는 사건이 만성화되면서 사회적 지지망의 자

원이 고갈되고, 이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여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김윤정, 2000).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바탕으로 외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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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제공되는 지지의 유형이 개인이 이러한 지지

가 필요한 상황과 맞물릴 때 가장 커진다(Cohen & McKay, 1984; Cohen & Wills,

1985). 또, 개인이 처한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누구’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

지가 중요해진다(House, 1981). 즉 개인이 어떠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러한

문제 상황에서 더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지원 및 유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지지원은 대표적으로 부모, 교사, 또래 등이 있으나(양돈규, 임영식, 1998; 조

아미, 방희정, 2003; Varni & Setoguchi, 199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부모와 또래(송지영, 박성연, 2010; 이경주,

신효식, 1997)에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로서 부모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를 구분하고 각각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2. 청소년기의 주요 지지원 : 부모 및 또래

청소년은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체계와 상호작용을 하

고 이에 영향을 받아 발달하게 된다. 다양한 체계 속에서 발달한 인간관계는 청소

년에게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교류하는 체

계 중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부모와 또래를 살펴본다.

부모지지(부모관계)부터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관계로 개

인의 발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한은영, 2014). 이는 애착 이론과도

관련이 있는데, 애착이란 “개인이 자신과 가장 친근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하고

지속적인 애정적 유대관계”를 말한다(Bowlby, 1978). 애착은 영아기에 주로 발달한

다고 하지만,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된다(Bowlby, 1978; Erikson, 1967). 이는 생애 초

기 애착대상과의 관계에 대해 형성된 정신적 표상을 뜻하는 내적 작동 모델

(internal working model)로 설명되며, 이렇게 형성되고 지속된 애착 및 내적 작동

모델은 대인관계를 포함한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진숙, 2013; Bowlby,

1988). 즉, 아동이 태어나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체계가 가정이

므로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금지헌, 손찬희, 채

수은, 강성국, 2013; 이정윤, 이경아, 2004).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독립하고

자 하지만 여전히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지속하고자 하며, 긍정적인 애착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여겨지고 있다(이진숙, 정혜정, 2004).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사랑, 조언, 도움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 자원’인 사

회적 지지의 개념에 맞춰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로 보고

분석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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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령기 이후 학년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에게 가정 외 환경의 영향이 커지기

시작한다(Patterson, 1986). 특히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연령대가

비슷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는 또래와 관계를 맺게 된다(유창호, 장석진, 조

용비, 전지인, 2018).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부모와의 애착 외에 또래에게 애착을 형

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또래와의 관계는 부모보다 청소년기의 발달에 더 많은 영향

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김재철, 최지영, 2010; 전효정, 이귀옥, 2002; 황창순, 2006).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 가족보다 또래와 어울

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만큼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영

향을 받는다.

그러나 또래애착의 경우 어떤 친구에게 애착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

게 되는데, 청소년의 경우 일탈 행동이 잘못이라고 인식해도, 친한 친구들의 행동에

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재철, 최지영, 2010; Kallgren, Reno, & Cialdini,

2000).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사랑, 조언, 도움

등을 포함하는 긍정적 자원’이므로 긍정적 또래관계를 또래애착으로 보고 사회적

지지로서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 외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통제한다.

2. 폭력피해 경험과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켜주는 대표적 보호요인으

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통제할 수 없다면 개인은 이로 인해 부정

적인 심리상태를 갖게 되는데, 사회적 지지가 이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Weinberger, Tierney, Booher, & Hiner, 1990). 따라서 청소년이 겪는 다양

한 차원의 폭력피해라는 스트레스에 대해 사회적 지지 또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이 외부체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에 따라 외부적 자원인 사회적 지

지도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어떤 차원의 폭력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이용할 수 있

는 사회적 지지원과 그 영향이 달라진다.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로부터 청소년이 폭

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학대 피해 경험은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Finzi, Har-Even, Shnit, & Weizman, 2001). 김재엽과 남보영(2012)

은 가정에서의 학대 피해 경험이 부모애착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한편, 주소용과

이양희(2008)는 아동학대 경험이 친구와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구용근과 박명옥(2017)은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애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교폭력피해를 겪은 청소년은 폭력의 주체가 또래이므로 또래관계가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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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달리 폭력을 가하지 않는 다른 또래가

존재하며,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와 사회적 지지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지지원에 친구를 대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

과를 살펴보면 이춘재와 곽금주(2000)는 학교폭력피해 학생들이 가해 및 일반 학생

들과 비교했을 때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밝혔

다. 이와 유사하게 송은주(2015)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따돌림피해 경험은 부모 및

친한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김옥희(2016)는 학교폭

력피해 경험이 높을수록 친구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낮아진다고 밝혔다.

사이버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친구보다 가족에게 더 사회적 지지감을

높이 나타냈다(진용주, 이경희, 2020). 정문경(2015)에 따르면, 사이버폭력피해 경험

은 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행연구는 사회적 지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부모, 교사, 친구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를 하나의 변수로 묶어서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바를 바탕

으로 볼 때,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모관계와 또

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론을 바

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에 대해서는 사회유대이론의 애착 자원으로도 설명이 가능하

다(Hirschi, 1969). 사회유대이론은 각종 사회적 유대를 가진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범죄를 상대적으로 덜 저지른다고 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유대의 요소

중 하나로 애착을 제시하였다(Hirschi, 1969). 청소년은 이미 형성된 애착 관계를 잃

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애착이 공격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도 정경택(2003)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

며,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는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비교했을 때 시설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의 지각 정도가 낮았으며, 공격성을 더 높게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황재은과 김장회(201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경험하

는 부모,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관계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자녀의 공격

성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Malete, 2007). 장신재와 양혜원(2007)의 연구에서도 부

모-자녀 관계가 원만할수록 우울 및 공격성이 감소하고, 학교 적응도 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부모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감소하였다(박정녀, 최

해림, 2005; 송미옥, 이승희, 2011; 전연진, 박진아, 2007).

또래관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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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것이며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통제하고자 한다. 또래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은데, 이는 또래관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공격

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전연진과 박진아(2007)는 중학교 2학년의 또래애착

이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나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2014)은 중학

교 3학년의 또래 애착이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유사한 맥락에서

비행 행동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 또래 애착 수준과 비행 행동 사이의 관계는 일

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래 애착 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더 높은 문제행동을 보

인다거나(김선주, 김영희, 2012; 이은해, 김정윤, 오원정, 2001) 또래 애착 수준이 높

을수록 더 높은 문제행동을 보였다(송지영, 박성연, 2010; 이경님, 2003; 이주리,

2008).

지지원에 따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가

족 지지를 높게 받는다고 지각한 집단이 또래 지지를 높게 받는다고 지각한 집단보

다 공격성이 낮게 나타났다(이경주, 신효식, 1997). 김재철, 성경주, 최원형(2010)의

연구에서도 부모애착, 교사애착, 친구애착, 친한 친구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력을 비교한 결과 부모애착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충권

과 양혜린(2017)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 중 또래애착이 가장

공격성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또래와의 애착관계는 사회적 지지로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관계는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연구결과가 일치하지만, 또래관계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적

이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관계는 그대로 분석에 활용하되, 또래관계의 경우 긍

정적 또래관계만을 또래애착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제 5 절 폭력피해 경험,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서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

회적 자원은 부정적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을 매개한다(Pearlin et al.,

1981). 다시 말해, 청소년의 폭력피해가 공격성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

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에도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준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은 개인이 가진 심리·사회적 자원의 차

이에 따라 다르므로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이라 하더라도 공격성은 각자 다르

게 나타난다.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부터 살펴보면, 아동학대 경험과 자아존중감, 공격성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김재철, 최지영, 2011; 김형모 외, 200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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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림, 정익중, 2013; 탁하연, 조규판, 2019; Hesari & Hejazi, 2011). 그러나 학교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와 자아존중감, 공격성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

간의 관계(권재기, 2011; 김경은, 최은희, 2012; 김세원, 2018; 김은숙, 정현희, 2017;

배성만, 2017; 오태곤, 2013; 장안식, 2013; 전은숙, 2013; 정여주, 김동일, 2012; 정익

중, 이지언, 2012),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김세

원, 2018; 김현숙, 2013; 김희화, 2002; 염동문, 임채영, 정현태, 2015; 이창식, 박지영,

장하영, 2016; 조아미, 장미, 2006; 최미경, 도현심, 2000; Rigby, 2008)에 관한 연구

는 존재한다. 학대와 여러 유형의 폭력에 노출된 중복 피해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의 우울이나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

할 수 없었다(김준범, 2019; 윤명숙, 조혜정, 2008; Finkelhor et al., 2007; Turner et

al., 2010). 게다가, 중복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가정과 학교라

는 두 가지 차원에 국한되어 있다(김영미, 2016; 이인선, 최지현, 2014). 다시 말해,

아동학대, 학교폭력, 사이버폭력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과 청소년

의 공격성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유형에 따

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선행연구

중에서는 장혜림과 정익중(2013)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을 뿐이다.

외적 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의 경우 아동학대 경험과 사회적 지지, 공격성 간

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존재한다(이충권, 양혜린, 2017;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학교폭력피해와 사회적 지지, 공격성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 또한 존재한다

(김옥희, 2016). 그러나 아직 사이버폭력피해와 사회적 지지, 공격성 간의 관계를 전

반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그 외에도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을 구별

하지 않고 부모, 또래, 교사 등 다양한 지지원으로부터 제공받는 사회적 지지를 하

나의 변수로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와 이론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낮출

것이며 이에 따라 공격성도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한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높이며, 이에 따라 공격성도 높일 것으로 본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를 나쁘게 할 것이며, 따라서 공격

성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활용해 실증적

으로 분석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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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

폭력피해 경험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

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그러한 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

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보고 이를 통제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요인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성별, 연령, 스트레스 수준, 학교

성적 등이 있다. 공격성과 성별 간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공격성이 높지만(Block, 1983;

Karriker-Jaffe et al., 2008; Lansford et al., 2012; Shaffer, 2008), 공격성의 하위 유

형 별로 분석하면 여성이 더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거나(Crick & Grotpeter, 1995)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Lansford et al., 2012).

청소년의 공격성 및 문제행동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데 대체적으로 중학교 시기

까지는 공격성이 증가하다 고등학교 시기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김동기, 홍세

희, 2007; 서미정, 2009; 최정아, 2014; 한은영, 2014; Karriker-Jaffe et al., 2008).

학교성적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다.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낮은 공격성을 보이며 반대로 학교성적이 낮으면 공격성이 더 높다(이아영, 유서구,

2011; 임진섭 외, 2009).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따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공격성에 더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이 가정과 학교, 사이버 공간상에서 경험하

는 폭력피해 상황 외에도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은 다양하며, 아동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Pearlin, 1989;

Pearlin et al., 1981). 선행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임진

섭 외, 2009).

2. 사회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은 부모요인과 또래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부모요인의 경우 가구

소득과 가구형태를 살펴보고 또래요인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가구소득은 아동이 속한 가족체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수

로, 가구소득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구소득과 청소년 공격성의 관계는 가족과정모델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빈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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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업, 급격한 소득 감소는 부모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그 태도가 양육으로

이어지면서 자녀의 공격성 등이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광혁, 2019; Conger et

al.,1992).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빈곤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 본 국내 연구결과도 존재한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장신재,

2014). 그러나 김광혁(2019)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어떤 데

이터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관련성이 상이해져,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는 않았다.

가족과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아동이 가족해체를 경험하게 되면, 청소년

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으므로 가족구조 또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은 양친 가족의 청소년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았다(윤은경, 신성

희, 2013; 이선애, 2007; 장신재, 2014).

긍정적 또래관계는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으로 보고 사회적 지지의 하위유형으로

분석에 활용하였으나, 부정적 또래관계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변인으로

서 통제하고자 한다. 부정적 또래관계에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친한 친구의 일탈행

동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재철, 최지영,

20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요인 중 성별, 연령, 스트레스 수준, 학교성적(개인적 요인), 가구소득, 가

구 형태, 부정적 또래관계(사회환경적 요인)를 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후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그 관계를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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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 1 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관계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

성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모형 



- 31 -

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연구가설 1-2]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

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2-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2-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

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3-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

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문제 4]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모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4-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4-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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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4-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

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문제 5]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5-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5-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5-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

의 유의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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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한국 아동이며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

회연구원에서 수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년도 자료이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종합적

인 실태 파악을 위해 2008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2008년

에 이어서 2013년과 2018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

사가 실시되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앞서 시행된 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

아동의 양육, 생활환경,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 및 발달, 아동학대 및 아동안

전을 비롯한 아동의 삶과 성장환경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로 2018년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8년 데이터가 가장 최근에 형성된 것이고, 본 연구의 주요 관심 주제인 폭력피

해 경험들과 자아존중감, 공격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종합

실태조사 외에도 청소년관련 종합 실태조사로는 한국아동패널,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등이 있다. 이러한 조사들은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변

수인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학교폭

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자료는 아동종합실태조

사가 유일하다.

본 연구는 보호자가 대리응답한 자료가 아닌 만 9세-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문항에

대해 직접 응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설문조사에 직접 응답한

청소년 2,510명 중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변수인 공격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

지, 폭력피해 경험에 응답하지 않은 결측치를 제외한 2,491명을 분석에 활용할 것이

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 공격성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공격성으로, 공격성은 개념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진 행동 및 속성’을 의미한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의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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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우울, 불안,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해 Achenback과 Edelbrock(1983)이 개발하

고 오경자 등(1997)이 번역한 K-CBCL을 활용하였다. K-CBCL은 아동의 문제행동

을 측정하는데 활용되는 척도로 아동의 외현화된 문제행동인 공격성과 내면화된 정

신건강문제를 파악하는데 자주 활용된다. 오경자 등(1997)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공격성으로 명명하여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였다. 각 문항(<표 4-1> 참조)은 3

점 척도(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9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공

격성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0.897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 폭력피해 경험

본 연구에서 폭력피해 경험은 아동학대 경험, 학교폭력피해 경험,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의 3차원으로 나뉜다.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2>에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경험은 그 안에서도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로 분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서 하나의

변수로 보고자 한다. 방임 및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경우 Straus와 동료들(1998)이

개발한 Parent-Child Conflict Scale(CTSPC)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표

4-2> 참조) 지난 1년간 부모님이 아동에게 한 행동에 따라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1번 이상(1), 1달에 2-3번(2), 1달에 1번(3), 1년에

3~5번(4), 1년에 2번(5), 지난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6), 평생 경험한

적 없음(7)로 측정되었다. 원척도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방임 및 신체적, 정서적

학대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하여

높은 점수가 학대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성 학대 문항은 4점 척도로 전혀 없

변수명 문항 내용

공격성

① 말다툼을 자주 한다. ②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③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④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⑤ 내 물건을 부순다. ⑥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⑦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⑧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⑨ 샘을 잘 낸다. ⑩ 자주 싸운다. ⑪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⑫ 고함을 지른다. ⑬ 으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⑭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⑮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⑯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⑰ 남을 잘 놀린다. ⑱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⑲ 남을 위협한다.

<표 4-1> 종속변수의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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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1), 1년간 없지만 그 전에는 있음(2), 1년동안 1번(3), 1년간 2번 이상(4)로 측정

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 학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방임 및 신체적, 정서

적 학대와 성학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가 다르므로 이를 하나의 변수인 아

동학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값들을 표준화하여 평균값을 계산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임, 신체학대, 정서학대 문항들을 역코딩한 점수를 표

준화한 값과 성학대 점수의 표준화한 값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아동학대 변수를 구

성하였고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0.889로 나타났다.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노혜련 등(2007)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에서 사용한 또래 지명 형식의 공격성 척도(PNI)를 수정·보완하여 측정되었다. 7문

항(<표 4-2> 참조)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없다(1), 1번(2),

2-3번(3), 4번 이상(4)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7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학교폭력피해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0.818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은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김미숙 외, 2013)에서 사용한 척도

를 수정·보완하여 측정되었다.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은 2문항(<표 4-2> 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를 활용하여 전혀 없다(1), 1번(2), 2-3번(3), 4번 이상(4)

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사이버폭력피해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0.773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문항 내용

아

동

학

대

방

임

① 부모님(보호자)이 나를 혼자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있

게 했다.

②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

④ 부모님(보호자)이 술 등에 취해 나를 제대로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

다.

⑤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더럽거나 헤지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혔다.

신

체

학

대

① 부모님(보호자)이 벨트, 머리빗, 회초리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② 부모님(보호자)이 벨트, 머리빗, 회초리와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엉덩

이 외의 다른 신체부위를 때렸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맨손으로 나의 신체(예:엉덩이)를 때렸다.

④ 부모님(보호자)이 내동댕이치거나 밀쳐 넘어뜨렸다.

<표 4-2> 독립변수의 문항 내용 



- 36 -

3. 매개변수 :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내적 자원으로

서 자아존중감, 외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활용한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개념적으로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가

치평가의 정도’를 의미하며, 10문항으로 구성된 Rosenberg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정

서

학

대

① 부모님(보호자)이 나를 큰소리로 비난하거나 꾸짖었다.

② 부모님(보호자)이 나를 두고 가거나 버리고 가겠다고 위협했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나를 때리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

다.

④ 부모님(보호자)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성

학

대

① 지난 1년동안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가족이

외의 어른이 성적으로 만지거나, 만지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

피해

①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②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

시한 적이 있다.

③ 다른 아이들이 나에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트리거나 뒤에

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④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⑤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

이 있다.

⑥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

다.

⑦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을 하거나 강

제로 몸을 만진 적이 있다.

사이버

폭력

피해

① 아이들이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카페 등에 내가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등을 올린 적이

있다 (욕설, 나쁜 소문, 불쾌한 글·사진)

② 아이들이 인터넷, 휴대폰 (스마트폰), SNS (카카오톡,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카페 등에서 나를 왕따시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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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척도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자기존중)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자기비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래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역코딩하고 긍정적 자

아존중감은 코딩 없이 사용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분리하여 각

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함으로, 본래 Rosenberg 척도에서의 자기존중를 긍정

적 자아존중감으로, 자기비하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보고 분석에 활용하고자 한

다.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3>에 제시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자기존중)은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4점 척도를 활용

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다(4)로 측

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0.752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자기비하)은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4점 척도를 활용

해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다(4)로 측

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부정적 자아존중감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α)는 0.815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사랑, 조언, 도움 등을 포함하는 긍정

적 자원’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는 이를 제공하는 지지원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대표적인 사회적 지지원인

변수명 문항 내용

긍정적

자아

존중감

①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 만큼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②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③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④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⑤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부정적

자아

존중감

①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②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③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④ 때떄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⑤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표 4-3> 매개변수(자아존중감)의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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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또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문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4-4>에 제시하였

다.

부모관계의 경우 주 보호자와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부모관

계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화목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변수의 신뢰도(Cronbach’α)는 0.858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경우 긍정적·부정적 또래관계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또래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또래애착 정도를 알 수 있으며, 부정적 또래관계를 통해

서는 친구일탈 정도를 알 수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긍정적 또래관계에 대

해서 5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또래관계 변수를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

적 또래관계, 즉 또래애착이 높다는 의미이며 신뢰도(Cronbach’α)는 0.701로 나타났

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개인적 요인

에서는 성별, 연령, 학교성적, 스트레스 수준을, 사회환경적 요인에서는 가구 형태,

가구소득, 부정적 또래관계를 통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경우 원자료에서는 남자(1), 여자(2)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자를

변수명 문항 내용

부모

관계

① 보호자와 대화를 많이 한다. ② 나는 보호자를 사랑한다.

③ 보호자는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④ 보호자는 나에게 칭찬을 자주 하신다.

⑤ 보호자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⑥ 나는 보호자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⑦ 내가 힘들 때 보호자께서 용기를 주셨다.

⑧ 보호자는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신다.

또래

관계

①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②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③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④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⑤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표 4-4> 매개변수(사회적 지지)의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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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여자를 1로 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연령의 경우 태어난 년도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연구

가 이루어졌던 2018년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교성적의 경우 청소년이 스스로 평가한 전체 성적을 변수로 활용하였으며 1점

(매우 못함)부터 10점(매우 잘함)까지로 측정되었다.

스트레스 수준의 경우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의 평상시 스트레스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스 인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평상시 스트

레스 (짜증 나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거나 불안감을 느낀다)를 얼마나 느끼고 있

습니까?”의 단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대단히 많이 느낀다(1), 많이 느

낀다(2), 조금 느낀다(3), 별로 느끼지 않는다(4), 전혀 느끼지 않는다(5)고 측정되었

다. 원척도에서는 점수가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

에서는 해석의 편의를 위해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의 경우 원자료에서는 소득수준 50% 이하(1), 소득수준 50%-100%(2), 소

득수준 100%-150%(3), 소득수준 150%이상(4), 무응답(5)으로 측정되었으나, 무응답

(5)은 결측치로 분석에서 제외하여 코딩하였다.

가구형태의 경우 원자료에서는 양부모(1), 한부모·조손(2)으로 측정되었으나 본 연

구에서는 한부모·조손을 0, 양부모를 1로 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부정적 또래관계2)는 긍정적 또래관계와 같이 5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표

4-5> 참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 거의 그렇지 않다(2), 그

런 편이다(3), 매우 그렇다(4)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5개 문항의 평균값을 계

산하여 부정적 또래관계 변수를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관계, 즉

또래의 일탈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신뢰도(Cronbach’α)는 0.955로 나타났다.

이상의 변수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2) 해석상 편의를 위해 ‘부정적 또래관계’ 대신 ‘또래 일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변수명 문항 내용

또래

일탈

①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②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③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④ 내 친구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⑤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삥뜯은) 적이 있다.

<표 4-5> 통제변수의 문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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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수명 측정

형

태
종

속
공격성 19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

속

독

립

폭력

피해

경험

아동학대 14개 측정 문항에 대해 표준화된 응답 값의 평균
연

속
학교폭력

피해
7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

속
사이버폭력

피해
2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

속

매

개

자아

존중감

긍정적

자아존중감
5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

속
부정적

자아존중감
5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

속

사회적

지지

부모관계 8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

속
또래관계

(긍정)
5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

속

통

제

개인적

요인

성별 0=남자, 1=여자
범

주

연령 2018-태어난 년도+1
연

속

학교성적 1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
연

속
스트레스

수준
1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

연

속

사회

환경적

요인

가구형태 0=한부모, 조손, 1=양부모
범

주

가구소득 1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
연

속

또래일탈 5개 측정 문항에 대한 응답 값의 평균
연

속

<표 4-6> 변수의 종류 및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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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통계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은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인 한국 청소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다.

기술통계분석결과 왜도 및 첨도 등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인 정규성 분포에

위배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log변환 등 변수에 적절한 통계적 처리를 한다.

둘째, 주요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연구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학대 경험, 학교폭력피해 경험, 사이버폭

력피해 경험, 공격성, 통제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넷째, [연구가설 2], [연구가설 3], [연구가설 4], [연구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할 것이다(그림 <4-1> 참

조). 즉,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다중회귀분석방법으로 3단계 매개효과 분

석을 하고, Sobel test를 활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그림 4-1> 매개효과 검증 모형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즉 회귀계수 c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회귀계수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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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

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회귀계수 b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한다. 이때,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에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매개변수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감소해야 한다(Baron & Kenny, 1986). 즉, 3단계(매개변수

까지 투입한 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c’의 유의도가 1단계에서 나타난 독

립변수의 회귀계수 c의 유의도보다 더 낮아야 한다.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감소하되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미하다면 매개변수는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며,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

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실시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도 결정기준으로 p<.05를 사용하지만, 본 연구는 인

간과 사회현상을 다루는 연구로 최대한 유의한 경향을 고찰하고자 통계적 유의도

결정기준으로 p<.10 수준을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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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인 한국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와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공격성, 폭력피해 경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

지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수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1>에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왜도

의 절대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3)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는다면 분포의 정규성

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Kline, 2005). 그러나 정규분포가 심하게 위배되어

왜도 및 첨도가 수용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변수를 통계적으로 변환하여 정규성

분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3)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된 첨도지수의 값은 3이다. 그러나 SPSS에서 보고되는 첨도는 그 기준값이 0
으로 3을 미리 빼서 보고한 값이기 때문에 첨도를 해석할 때는 3을 더해 해석해야 한다(Kline, 
2005).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종속

변수
공격성 1.00 2.61 1.123 .206 2.581 7.851

통제

변수

성별 (1=여성) .00 1.00 .460 .498 .162 -1.975
연령 10 18 14.419 2.713 -.224 -1.319
학업성적 1 10 6.947 1.497 -.775 .787
스트레스

(1-5)
1 5 2.821 .821 .135 -.050

가구형태

(1=양부모)
.00 1.00 .733 .442 -1.057 -.884

가구소득

(1-4)
1.00 4.00 2.212 .949 .298 -.862

또래일탈 1.00 4.00 1.533 .802 1.306 .275

독립

변수

아동학대 .00 .94 .083 .120 2.667 9.983
학교

폭력

피해

1.00 4.00 1.122 .280 3.790 19.793

(Lg) .00 .60 .0406 .082 2.573 7.602

사이버

폭력
1.00 4.00 1.090 .318 4.256 20.615

<표 5-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n=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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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 5-1>에 제시된 청소년 2,491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

생이 46%로 남학생이 조금 더 많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은 최소 10세

에서 최대 18세로 평균값은 14.419, 표준편차는 2.713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10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최소 1점에서 최대 10점의 범위를 가지는데, 점수가 높

을수록 학업성적이 좋음을 의미한다. 연구대상인 청소년의 학업성적 평균값은 6.95,

표준편차는 1.497로 나타났다.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않음

(1)’에서 ‘대단히 많이 느낌(5)’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평균값이 2.821로 나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 중 가구 형태의 경우 양부모가정이 73.3%로 한부모·조

손 가정보다 많이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구균등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

을 때 1인당 가구소득이 50% 미만(1)에서 50%를 기준으로 단위가 증가하여 150%

이상(4)인 4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평균값이 2.212로 나타나 100% 이상보다 그

이하가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또래 일탈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어,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

래 일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평균값은 1.533, 표준편차는 .802로 나타났

다.

종속변수인 공격성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19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최소 1점, 최대 2.61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

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의 평균값은 1.123, 표준편차는 .206으로 연구

대상은 평균적으로 ‘보통’ 이하의 공격성 수준을 보였다. 공격성의 왜도는 2.581, 첨

도는 7.851로 나타났는데, 왜도의 경우 기준보다 낮아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지

만 첨도는 그 기준을 약간 벗어났다. 그러나 벗어난 범위가 크지 않아 분석에는 무

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독립변수인 폭력피해 경험은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동학대는 7점 척도로 구성된 14개의 문항(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과 4점 척도로 구성된 1개 문항(성학대)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각 문

항의 응답을 표준화한 값의 평균을 계산해 변수로 활용하였다. 방임, 신체학대, 정

서학대 문항들을 역코딩한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의 값을 가지는데 이 값에

피해 (Lg) .00 .60 .0264 .087 3.482 11.902

매개

변수

긍정적

자아존중감
1.00 4.00 2.960 .448 -.456 .995

부정적

자아존중감
1.00 4.00 2.274 .620 -.052 -.609

부모관계 1.25 4.00 3.111 .450 -.226 .200
또래관계 1.0 4.00 3.051 .443 -.74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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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을 빼 최소 0점에서 최대 6점으로 변환한 후, 6으로 나눠 표준화하였다. 성학대 점

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을 가지므로 이 값에 1을 빼 최소 0점에서 최대 3점으

로 변환한 후, 3으로 나눠 표준화하였다. 표준화된 값의 평균이므로 점수가 1에 가

까울수록 아동학대피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최소 0점, 최대

.940점을 가지며 평균값은 .083, 표준편차는 .120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왜도는

2.667, 첨도는 9.983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경우 기준보다 낮아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첨도는 그 기준을 약간 벗어났다. 그러나 이 또한 벗어난 범위가 크지 않

아 분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학교폭력피해는 4점 척도로 구성된 7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피해는 최소 1점, 최

대 4점을 가지며 평균값은 1.122, 표준편차는 .280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피해의 왜

도는 3.790, 첨도는 19.793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 모두 기준을 벗어나 정규성을

심하게 위배하기 때문에 log변환을 통해 정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log변환 후

학교폭력피해의 왜도는 2.573, 첨도는 7.602로 나타나, 원 변수보다 정규성 분포를

띄는 것으로 볼 수 있다.4)

사이버폭력피해 또한 4점 척도로 구성된 2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폭력피해 또한

최소 1점, 최대 4점을 가지며 평균값은 1.090, 표준편차는 .318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피해의 왜도는 4.256, 첨도는 20.615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 모두 기준을 벗어

나 정규성을 심하게 위배하기 때문에 log변환을 통해 정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log변환 후 사이버폭력피해의 왜도는 3.482, 첨도는 11.902로 나타나, 원 변수보다

정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개변수들을 살펴보면,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4점 척도로 구성된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최소 1점, 최대 4점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2.960, 표준편차

는 .448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왜도는 –.456, 첨도는 .995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또한 4점 척도로 구성된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한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또한

최소 1점, 최대 4점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2.274, 표준편차는 .620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더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왜도는 -.052, 첨도는 –0.609로 나타났

다.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경우 왜도와 첨도가 기준보다 낮아 정규성 판

단에는 무리가 없었다.

4) 분석된 사례수가 2,491개로 오차의 정규성은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 확보되
며 사례수가 일반적으로 200개를 넘으면 오차의 정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에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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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변수를 살펴보면, 부모관계의 경우 4점 척도로 구성된 8개 문항의 평

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관계는 최소 1.25점, 최대 4점의 값을 가지며 평균값은 3.111, 표준편차는 .450

으로 나타났다. 부모관계의 왜도는 -.226, 첨도는 .200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경우 4점 척도로 구성된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긍정적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또래애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관계는 최소 1점, 최대 4점을 가지며 평균값은 3.051, 표준편차는

.443으로 나타났다. 또래관계의 왜도는 -.747, 첨도는 2.021로 나타났다. 부모관계와

또래관계 모두 왜도와 첨도가 기준보다 낮아 정규성 판단에 무리가 없었다.

제 2 절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가설 검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는 <표 5-2>와 같다.

먼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면, 아동학대와 학교폭력피해(r=.264, p<.01), 아동

학대와 사이버폭력피해(r=.208, p<.01), 학교폭력피해와 사이버폭력피해(r=.482,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인 폭력피해 경험과 종속변수인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

학대(r=.248, p<.01), 학교폭력피해(r=.320, p<.01), 사이버폭력피해(r=.239, p<.01)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피해 경험이 증가할수

록 공격성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독립변수인 폭력피해 경험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간

의 상관관계를 각각 살펴보면, 우선 아동학대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r=-.196,

p<.01), 부정적 자아존중감(r=.078, p<.01), 부모관계(r=-.230, p<.01), 또래관계

(r=-.086,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긍

정적 자아존중감(r=-.160, p<.01), 부정적 자아존중감(r=.136, p<.01), 부모관계

(r=-.141, p<.01), 또래관계(r=-.111,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r=-.168, p<.01), 부정적 자아존중감

(r=.136, p<.01), 부모관계(r=-.164, p<.01), 또래관계(r=-.108,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독립변수인 폭력피해 경험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사

회적 지지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피해 경험과 긍정적 자아

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폭력피해 경험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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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를 통해 폭력피해 경험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고, 부모관계

와 또래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수인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각각

살펴보면, 공격성은 긍정적 자아존중감(r=-.247, p<.01), 부정적 자아존중감(r=.213,

p<.01), 부모관계(r=-.248, p<.01), 또래관계(r=-.170,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공격성과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만 통계적으로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모관계가

좋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공격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들과 독립변수인 폭력피해 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경우, 학업성적(r=-.104, p<.01), 평상시 스트레스(r=.070, p<.01), 또래 일탈(r=.123,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중 학업성적은 아동학대와 부

적 상관관계를 지니지만, 나머지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피해가 적으며 평상시 스트레스가 높고 또래의 일탈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성별(r=-.040, p<.05), 연령(r=-.046, p<.05), 학업성적(r=-.091, p<.01), 평상시 스트레

스(r=.117, p<.01), 또래 일탈(r=.16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

였다. 이 중 성별, 연령, 학업성적은 학교폭력피해와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지만 평

상시 스트레스와 또래 일탈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

우 남성을 0, 여성을 1로 코딩하였으므로 여성 집단이 남성집단보다 학교폭력피해

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나이가 많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교

폭력피해가 적으며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또래의 일탈 수준이 높을수록 학

교폭력피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연령(r=.056, p<.01),

학업성적(r=-.101, p<.01), 평상시 스트레스(r=.133, p<.01), 가구소득(r=-.045, p<.05),

또래 일탈(r=.161,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학업성

적과 가구소득은 사이버폭력피해와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지만 나머지 변수들은 정

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적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사이버폭력피해가 적고 나이가 많고 평상시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또래의

일탈 수준이 높을 때 사이버폭력피해가 커짐을 의미한다.

통제변수들과 종속변수인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성적(r=-.094,

p<.01), 평상시 스트레스(r=.255, p<.01), 가구형태(r=-.057, p<.01), 가구소득(r=-.088,

p<.01), 또래 일탈(r=.291,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평상

시 스트레스와 또래 일탈은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지니지만, 나머지 변수들은

부적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의 경우 한부모·조손 가정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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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가정을 1로 코딩하였으므로 양부모 가정일수록 공격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평상시 스트레스가 높고 또래의 일탈 수준이 높

을수록 공격성이 커지며, 학업성적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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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p＊＊<.01

성별 연령
학업

성적

스트

레스

가구

형태

가구

소득

또래

일탈
공격성

아동

학대

학교

폭력

피해

사이버

폭력

피해

긍정적

자아

존중감

부정적

자아

존중감

부모

관계

또래

관계

성별
(1=여)

1.000

연령 -.024 1.000

학업성적 .032 -.187** 1.000

스트레스 .031 .290** -.061** 1.000

가구형태
(1=양부모)

-.027 -.049* .208** -.039* 1.000

가구소득 -.034 -.020 .251** -.027 .323** 1.000

또래일탈 -.060** .080** -.007 .183** -.035 -.053** 1.000

공격성 .006 .023 -.094** .255** -.057** -.088** .291** 1.000

아동학대 -.018 -.003 -.104** .070** -.020 -.031 .123** .248** 1.000

학교폭력

피해
-.040* -.046* -.091** .117** .014 -.014 .169** .320** .264** 1.000

사이버

폭력피해
-.009 .056** -.101** .133** .010 -.045* .161** .239** .208** .482** 1.000

긍정적

자아

존중감

-.011 -.048* .332** -.186** .106** .142** -.079** -.247** -.196** -.160** -.168** 1.000

부정적

자아

존중감

-.018 .028 -.064** .270** -.043* -.056** .338** .213** .078** .136** .136** -.164** 1.000

부모관계 .068** -.180** .360** -.211** .116** .176** -.175** -.248** -.230** -.141** -.164** .472** -.194** 1.000

또래관계 .004 -.036 .232** -.110** .087** .072** -.016 -.170** -.086** -.111** -.108** .361** -.122** .371** 1.000

<표 5-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n=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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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가설 검증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이를 매

개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 대

해서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Sobel test를 활용하여 매개효

과의 유의성을 확인한다.

가설 검증을 하기 전에,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각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하여 왜도와 첨도가 기준값보다 높은 경우 log변

환 처리를 하여 정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다중공선성과 관련된 분산팽창

지수(VIF) 또한 1에 근접하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다중회귀분석의 기본 가정들을 충족한다.

1.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수립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때 통제변수를 모두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3>에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모형 1]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Y : 공격성

 : 성별(0=남, 1=여)  :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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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분석 결과, [모형 1]의 모형 적합도는 F=71.916으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222으로 모형 1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인 공격성 변량의 2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β=.142, p<.001)와 학교폭력피해(β

=.194, p<.001), 사이버폭력피해(β=.056, p<.01) 모두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가 증가할

때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

[연구가설 1-3] 모두 지지되었다.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의 β값

을 비교했을 때, 학교폭력피해, 아동학대, 사이버폭력피해 순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개인적 요인 중에서는 연령(β

변수
모형 1

B S.E β

통제변수

성별(1=여) .009 .007 .021
연령 -.004 .001 -.050 **

학업성적 -.005 .003 -.037 †

스트레스 .047 .005 .188 ***

가구형태

(1=양부모)
-.010 .009 -.022

가구소득 -.010 .004 -.047 *

또래일탈 .051 .005 .199 ***

독립변수

아동학대 .244 .032 .142 ***

학교폭력피해 .487 .052 .194 ***

사이버폭력피해 .133 .049 .056 **

상수항 .984 *** .031
F 71.916***

R² .225
수정된 R² .222

<표 5-3>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n=2491)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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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p<.01), 학업성적(β=-.037, p<.10), 스트레스(β=.188, p<.001), 사회환경적 요

인 중에서는 가구소득(β=-.047, p<.05)과 또래 일탈(β=.199,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령과 가구소득은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학업성적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보였

다. 한편, 스트레스와 또래 일탈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연령이 낮고, 학업성적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으며, 스트레스가 높고 또

래의 일탈 수준이 높으면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성별과 가구형태

는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은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며 [연구문제 4]와 [연구문제 5]는 부모 및 또래관계의 매

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2-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

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2-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문제 3]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

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3-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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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4]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모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4-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4-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

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4-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문제 5]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5-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5-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

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5-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

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연구가설

1-1], [연구가설 1-2], [연구가설 1-3]을 검증하여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

다. 이때,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3단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1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보다 감소해야 한다. 매개효과 검

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2단계)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

두 투입한 모형(3단계)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2단계 검증을 위해서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가

매개변수(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각각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위한 회귀모형을 수립하였다.

[모형 2] 긍정적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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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긍정적 자아존중감

 : 성별(0=남, 1=여) : 연령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모형 3] 부정적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2단계)

              
Y : 부정적 자아존중감

 : 성별(0=남, 1=여) : 연령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모형 4] 부모관계 매개효과 검증 (2단계)

              
Y : 부모관계

 : 성별(0=남, 1=여) : 연령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모형 5] 또래관계 매개효과 검증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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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3단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

험)와 매개변수(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를 모두

투입하여 종속변수(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아동

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

감과 사회적 지지 모두 이를 매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통합적 분석모형에

서 이를 살펴봄으로써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

의 매개효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모두 투입된 통합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수립한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

단계 결과를 <표 5-4>, <표 5-5>, <표 5-6>, <표 5-7>, <표 5-8>에 제시하였다.

Y : 또래관계

 : 성별(0=남, 1=여) : 연령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모형 6]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Y : 공격성

 : 성별(0=남, 1=여) : 연령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 긍정적 자아존중감

 : 부정적 자아존중감

 : 부모관계 : 또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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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2단계 검증을 위해 <표 5-4>부터 살펴보면, 폭력피해 경험이 긍정적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2]의 모형 적합도는 F=53.571로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174로 [모형 2]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변량의 17.4%를 설명한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β=-.125, p<.001)와 학교폭력피해(β

=-.043, p<.05), 사이버폭력피해(β=-.070, p<.01)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아동학대와 학교

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는 매개효과 분석의 2단계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연령(β=.057, p<.01), 학업성적(β=.292, p<.001), 스트레

스(β=-.156, p<.001), 가구소득(β=.049, p<.05)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모형 3

B S.E β

통제변수
성별(1=여) -.009 .023 -.007
연령 -.016 .004 -.071 ***

학업성적 -.019 .008 -.047 *

<표 5-5>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n=2491) 

변수
모형 2

B S.E β

통제변수

성별(1=여) -.015 .016 -.017
연령 .009 .003 .057 **

학업성적 .087 .006 .292 ***

스트레스 -.085 .011 -.156 ***

가구형태

(1=양부모)
.024 .020 .024

가구소득 .023 .009 .049 *

또래일탈 -.009 .011 -.016

독립변수

아동학대 -.467 .071 -.125 ***

학교폭력피해 -.235 .117 -.043 *

사이버폭력피해 -.361 .109 -.070 **

상수항 2.466 *** .069 -
F 53.571***

R² .178
수정된 R² .174

<표 5-4>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n=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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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다음으로 <표 5-5>를 살펴보면, 폭력피해 경험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는 [모형 4]의 모형 적합도는 F=51.239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168로 [모형 4]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변량의 16.8%를 설명한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폭력피해(β=.043, p<.05)만 부정적 자아존

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 분석의 2

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피해도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유의수

준 p<.10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외하였

다. 따라서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는 기각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 연령

(β=-.071, p<.001), 학업성적(β=-.047, p<.05), 스트레스(β=.225, p<.001), 또래일탈(β

=.288, p<.001)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모형 4

B S.E β

통제변수

성별(1=여) .048 .016 .054 **

연령 -.012 .003 -.073 ***

학업성적 .087 .006 .288 ***

스트레스 -.072 .010 -.132 ***

가구형태

(1=양부모)
.017 .019 .016

가구소득 .039 .009 .083 ***

또래일탈 -.058 .010 -.104 ***

<표 5-6>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부모관계에 미치는 영향 (n=2491) 

스트레스 .170 .015 .225 ***

가구형태

(1=양부모)
-.018 .027 -.013

가구소득 -.012 .013 -.018
또래일탈 .223 .015 .288 ***

독립변수

아동학대 .018 .099 .003

학교폭력피해 .237 .162 .031

사이버폭력피해 .304 .151 .043 *

상수항 1.846 *** .096 -
F 51.239***

R² .171
수정된 R²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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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표 5-6>은 폭력피해 경험이 부모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모형 4]의 분

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 4]의 모형 적합도는 F=74.102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227로 [모형 4]에 포함된 통제

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부모관계 변량의 22.7%를 설명한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β=-.159, p<.001)와 사이버폭력피해(β

=-.053, p<.05)가 부모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사이버폭력피해는 매개효과 분석의 2단계 조건을 충족하

였다. 학교폭력피해 또한 부모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쳤지만 p<.10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매개효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

4-2]는 기각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서는 가구형태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부

모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연

령(β=-.073, p<.001), 스트레스(β=-.132, p<.001), 또래 일탈(β=-.104, p<.001)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보였으며 성별(β=.054, p<.01), 학업성적(β=.288,

p<.001), 가구소득(β=.08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변수
모형 5

B S.E β

통제변수

성별(1=여) .000 .017 .000
연령 .005 .003 .031
학업성적 .062 .006 .210 ***

스트레스 -.051 .011 -.094 ***

가구형태

(1=양부모)
.043 .021 .043 *

가구소득 .000 .010 .001
또래일탈 .013 .011 .023

독립변수 아동학대 -.133 .075 -.036 †

<표 5-7>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n=2491) 

독립변수

아동학대 -.599 .069 -.159 ***

학교폭력피해 -.078 .114 -.014

사이버폭력피해 -.272 .106 -.053 *

상수항 2.918 *** .067
F 74.102***

R² .230
수정된 R²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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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다음으로 <표 5-7>에 폭력피해 경험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

5]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모형 5]의 모형 적합도는 F=20.190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072로 [모형 5]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또래관계 변량의 7.2%를 설명한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피해(β=-.052, p<.05)와 사이버폭력피해

(β=-.048, p<.05)가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아동학대(β=-.036, p<.10)는 또래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학대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모두 매개

효과 분석의 2단계 조건을 충족하였다. 또한, 통제변수 중 학업성적(β=.210,

p<.001), 스트레스(β=-.094, p<.001), 가구형태(β=.043, p<.05)가 또래관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매개효과 검증의 2단계에서 아동학대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으며, 학교폭력피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사이버폭력피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

감, 부모관계, 또래관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독립변수의 경우 3단계에서는 매개효과 분석을 생략한다.

매개효과 검증의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과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에게 상호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표 5-8>에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폭력피해 -.278 .123 -.052 *

사이버폭력피해 -.246 .114 -.048 *

상수항 2.666 *** .073 -
F 20.190***

R² .075
수정된 R² .072

변수

모형 1 모형 6

폭력피해 경험→공격성
폭력피해 경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공격성
B S.E β B S.E β

<표 5-8>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의 매개효과 검증 통합모형 (n=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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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3단계 검증을 위해 [모형 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6]의 모형 적합도는

F=58.114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

은 .243으로 [모형 6]에 포함된 통제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공격성 변량의

24.3%를 설명한다. [모형 6]의 R²값은 .247로 [모형 1]에서 독립변수들만 투입했을

때의 R²값인 .225에 비해 .023 상승하였으며, 이 증가량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R²값의 증가는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의 투입

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

피해와 다른 매개변수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는 각각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β=-.091, p<.001), 부모관계(β=-.061,

p<.01), 또래관계(β=-.058, p<.01)는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

쳤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β=.036, p<.10)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

통

제

변

수

성별(1=여) .009 .007 .021 .009 .007 .023

연령 -.004 .001 -.050
*

* -.003 .001 -.045 *

학업성적 -.005 .003 -.037 † .003 .003 .021
스트레스 .047 .005 .188 *** .038 .005 .152 ***

가구형태

(1=양부모)
-.010 .009 -.022 -.007 .009 -.016

가구소득 -.010 .004 -.047 * -.008 .004 -.037 †

또래일탈 .051 .005 .199 *** .047 .005 .182 ***

독

립

변

수

아동학대 .244 .032 .142 *** .204 .032 .119 ***

학교폭력

피해
.487 .052 .194 *** .465 .052 .185 ***

사이버폭력

피해
.133 .049 .056 ** .100 .048 .042 *

매

개

변

수

긍정적

자아존중감
- - - -.042 .010 -.091 ***

부정적

자아존중감
- - - .012 .006 .036 †

부모관계 - - - -.028 .010 -.061 **

또래관계 - - - -.027 .009 -.058 **

상수항 .984 *** .031 - 1.218 *** .047 -
F 71.916*** 58.114***

R² .225 .247
수정된 R² .222 .243
R² 변화량 -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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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매개변수들이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조건을 성립하였다.

다음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에 대해 매개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개변수가 추

가됨으로써 감소해야 한다. 앞서 2단계 검증을 할 때, 아동학대는 긍정적 자아존중

감, 부모관계,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학교폭력피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쳤고, 사이버폭력피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

감, 부모관계,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4>, <표 5-5>,

<표 5-6>, <표 5-7> 참고).

아동학대부터 살펴보면, [모형 1]에서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142(p<.001)이었으나 분석의 3단계인 [모형 6]에서 아동학대,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β=.119(p<.001)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는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5)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모형 1]에서 학교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β

=.194(p<.001)였으나 [모형 6]에서 학교폭력피해,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 학교폭력피해의 영향력은 β=.185(p<.001)으로 감소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는 학교폭력피해가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이버폭력피해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력은 β=.056(p<.01)이었으나 [모형 6]에서 사이버폭력피해,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

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 사이버폭력피해의 영향력

은 β=.042(p<.05)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 모두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통합모형에서는 통

제변수 중 연령(β=-.045, p<.05), 스트레스(β=.152, p<.001), 가구소득(β=-.037,

p<.10), 또래일탈(β=.182, p<.001)이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고려했을 때, 긍

정적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는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이버폭력피

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만 매개하며 부모관계는 아동학대 및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

5)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
에 비해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부분매개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매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박용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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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지는지 입

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5-9>, <표 5-10>, <표 5-11>,

<표 5-12>, <표 5-13>, <표 5-14>, <표 5-15>, <표 5-16>, <표 5-17>에 제시하

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아동학대의 경우 3.540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아동학대가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1.812로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

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2.601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이

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한다고 볼 수 있

으므로 [연구가설 2-3]은 지지되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사이버폭력피해만 살펴보았을 때,

1.419로 p<.10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였다고 판

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3]은 기각되었다.

부모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아동학대의 경우 2.665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부모관계는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연구가설 4-1]은 지지되었다.

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부모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1.892로 p<.10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관계는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가설 4-3]은 지지되었다.

또래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아동학대의 경우 1.527로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또래관계는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5-1]은 기각되었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또래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1.805로 p<.10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또래관계는 학교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연구가설 5-2]

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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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또래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1.752로 p<.10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또래관계는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구가설 5-3]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모관계는 다른 매개변수(부정적 자아존중감, 또래관계)의 통제 여부

와 관련없이 매개효과를 가진다. 학교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긍정

적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가 다른 매개변수들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없이 매개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없이 매개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자아존중

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설 [연구가설 2]는 모두 지지되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설 중 [연구가설 3-3]은 Sobel Test 결과 기각되었다. 부모

관계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연구가설 중 [연구가설 4-1]과 [연구가설 4-3]은 지지되

었다. 또래관계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설 중 [연구가설 5-2]와 [연구가설 5-3]는

지지되었으며 [연구가설 5-1]은 Sobel Test 결과 기각되었다.

*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467 .071 -.042 .010 3.540*** .000

<표 5-9>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아동학대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235 .117 -.042 .010 1.812† .070

<표 5-10>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학교폭력피해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361 .109 -.042 .010 2.601** .009

<표 5-11>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사이버폭력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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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599 .069 -.028 .010 2.665** .008

<표 5-13>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부모관계의 매개효과에 대

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아동학대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272 .106 -.028 .010 1.892† .059

<표 5-14>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부모관계의 매개효과에 대

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사이버폭력피해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304 .151 .012 .006 1.419 .156

<표 5-12>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사이버폭력피해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278 .123 -.027 .009 1.805† .071

<표 5-16>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에 대

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학교폭력피해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246 .114 -.027 .009 1.752† .080

<표 5-17>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에 대

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사이버폭력피해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133 .075 -.027 .009 1.527 .127

<표 5-15>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통합모형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에 대

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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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긍정적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과 부모 및 또래의 사

회적 지지가 그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는 발달특성 상 여러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

이 발달하게 되면 그 이후 성인기에 나아가서도 부적응을 겪을 수 있으므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초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그러한 요인 중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에 주목하였고, 스트레스 과정 모델

을 큰 틀로 하여 사회학습이론과 일반긴장이론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청소년

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공

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쳐 [연구가설 1]은 지지되었다. 다시 말해, 청소년

이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 폭력피해 경험을 겪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

다는 것이다. 그 외 통제변수 중에서는 연령, 학업성적, 가구소득이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와 또래 일탈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내·외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 및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적 자원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아동학대, 학교폭

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모두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방향성을 해석해보면,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연구가설 2]는 지지되었다.

셋째, 내적 자원 중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지 않았다.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단계에서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obel Test 결과 매개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모두 기각되었다.6)

넷째,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중 부모관계는 내·외적 대처자원을 모두 포함한 통

6) 단, 부정적 자아존중감만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 1]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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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모형에서 아동학대와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방향성을 해석해보면, 아동학대와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

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나빴으며, 부모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4-1]과 [연구가설 4-3]은 지지되었으며

[연구가설 4-2]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중 또래관계는 최종모형에서 학교폭력피해와 사

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해보

면, 학교폭력피해와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나빴으며, 또래관

계가 좋지 않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단계에서는 또래관계가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obel Test 결과 매개효과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가설 5-1]은 기각되었으며7) [연구가설 5-2]와 [연구가설 5-3]

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정리하면 <표 6-1>과 같

다.

7) 단, 또래관계만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모형에서는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분석결과는 [부록 1]을 참고)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1-2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지지

가설

1-3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다.
지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2-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지지

가설

2-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지지

가설

2-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

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

에 영향을 미치는가?

<표 6-1> 연구결과 요약



- 67 -

가설

3-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기각

가설

3-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기각

가설

3-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

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기각

[연구문제 4]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부모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4-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지지

가설

4-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기각

가설

4-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

의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5]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또래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5-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기각

가설

5-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지지

가설

5-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

의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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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결과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내·외적 대처자원으로서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

본 연구의 분석결과,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각각이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

은 각각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증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폭

력피해 경험을 변수로 투입하여 그 관계를 증명하였다. 다시 말해, 다른 차원의 폭

력피해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한 차원의 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따라 학교폭력피

해, 아동학대, 사이버폭력피해라는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 즉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학교

폭력피해, 아동학대, 사이버폭력피해 순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아동학대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

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수정, 정익중, 2013;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평화, 윤혜미,

2013; 박애리, 2014; 신혜영, 최해림, 2003; 이아영, 유서구, 2011; 이영애, 정현희,

2018; 이은주, 2010; 이진희, 2018; 이충권, 양혜린, 2017; 최희경, 2006; Ford &

Blaustein, 2013).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해보면,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청소년은 스스

로 당한 폭력행위를 학습하고 모방하게 되면서 공격성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폭력피해 경험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

구도 이와 일치하였다(권재기, 2011; 김경은, 최은희, 2012; 김세원, 2018; 김은숙, 정

현희, 2017; 배성만, 2017; 장안식, 2013; Marsh et al., 2004). 특히, 학교폭력피해 경

험이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서 또래들

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학습이론을 적

용해보면, 또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자신이나 다른 친구들이 당하는

방식을 학습하면서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일반긴장이론을 적용해보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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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낄수록 높은 수준의 긴장을 경험하게

되며, 공격성 등의 부정적 감정을 나타낼 수 있다.

사이버폭력피해 경험도 청소년의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

다. 이는 사이버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

하였다(오태곤, 2013; 전은숙, 2013). 사이버폭력피해 학생들의 일부가 같은 방식으

로 복수를 하였다는 정여주와 김동일(2012)의 연구결과와 사회학습이론을 고려해보

면,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사이버폭력행위를 학습하여 공격성이 증

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청소년의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학교폭력피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그 뒤로 아동학대, 사이버폭력피해 순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 개입할 때 폭력피해 경험에

개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학교폭력피해에 대해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시사한다.

2.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분석할 때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

로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긍정적 자아존중감 및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1)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긍정적 자아존중감부터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검증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폭력피해 유형 별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아동학대부터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

을 미쳤다. 이는 아동학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고 볼 수 있다(김광혁, 2009;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형모 외, 2007). 청소년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상호작용하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는데, 아동학대는 부모와의 부

정적 상호작용이므로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긍

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 수준이 낮고 불안정할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박영란과 이주리(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셋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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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과 공

격성의 관계에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자, 아동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어 아동학대 경험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

소되었다. 또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분석모형에 추가되면서 공격성의 변량을 설명

하는 변수가 늘어나 모형적합도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김재철, 최지

영, 2011; 김형모 외, 2007; 장혜림, 정익중, 2013; 탁하연, 조규판, 2019; Hesari &

Hejazi, 2011).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첫째,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

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교폭력피해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결과와

도 일치한다(김세원, 2018; 김현숙, 2013; 김희화, 2002; 신혜섭, 2005; 염동문, 임채

영, 정현태, 2015; 최미경, 도현심, 2000; 한송이, 윤혜미, 2010; Olweus, 1994;

Rigby, 2008).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그 피해를 본인에게 기인하여 긍정

적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긍정적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격성에 유의한 부

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

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공

격성의 관계에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자,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

는 영향력의 일부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어 학교폭력피해 경험의 직접적 영향

력이 감소되었다. 또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분석모형에 추가되면서 공격성의 변량

을 설명하는 변수가 늘어나 모형적합도 또한 증가하였다.

사이버폭력피해를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은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유

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이버폭력피해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조아미, 장미, 2006; Harris

Interactive, 2007; Rigby, 2008). 이 또한 사이버상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긍정

적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 경

험과 공격성의 관계에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자,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가 자아존중감에 의해 매개되어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또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분석모형에 추가되어 공격

성의 변량을 설명하는 변수가 늘어나 모형적합도 또한 증가하였다.

정리해보면,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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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을 겪으며 자아존중감이 감소

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1989)

로도 뒷받침되며 선행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폭력피

해 경험과 공격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지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와 달리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

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부정적 자아존

중감만 매개변수로 투입한 개별모형에서는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

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부록 1] 참고). 이는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다른 매개변수의 효과에 흡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아존중감이 긍정

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발달 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

받침한다(유창민, 2017; 이미리, 2005; 이종석, 정 득, 2015; 장혜림, 정익중, 2013;

Owens, 1994).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독립적이라는 유창민

(2017)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

격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안보다

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집중하여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그 지지원에 따라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로 구분하였

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부모관계 및

또래관계를 매개로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1) 부모관계의 매개효과

부모관계의 매개효과는 아동학대 및 사이버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나

타났는데, 폭력피해 유형 별로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아동학대부터 살

펴보면, 첫째,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관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정

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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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와 일치한다(김재엽, 남보영, 2012; Finzi et al., 2001). 이는 아동학대가 부모

로부터 청소년이 폭력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부모관계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일 때 자녀의

공격성이 감소하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박정녀, 최해림, 2005; 송미옥,

이승희, 2011; 장신재, 양혜원, 2007; 전연진, 박진아, 2007; Malete, 2007). 셋째, 부

모관계는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 부모관계를 투입하자, 아동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가 부모관계에 의해 매개되어 가정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또한, 부모관계가 분석모형에 추가되면서 공격

성의 변량을 설명하는 변수가 늘어나 모형적합도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

지한다(이충권, 양혜린, 2017;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사이버폭력피해를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은 부모관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이버상 폭력피해 경험이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정문경, 2015). 둘째, 부모관계는 청소

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격성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모관계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

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 부모관계를 투입하자,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

부가 부모관계에 의해 매개되어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또한, 부모관계가 분석모형에 추가되면서 공격성의 변량을 설명하는 변

수가 늘어나 모형적합도 또한 증가하였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부모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

교폭력피해 경험이 부모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았다(송은주, 2015; 이춘재, 곽금주, 2000). 이는 선행

연구들이 지지원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

를 한 번에 측정한 것과 연관되어 보인다.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과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

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청소년의 아동학대

와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부모관계가 나쁠수

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

가 폭력피해라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아

동학대 및 사이버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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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이론적으로 뒷받침된

다. 따라서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사이버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에 대한 사회복지

적 개입에 있어서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실천방안 또한 필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2)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는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

서 나타났으며, 폭력피해 유형 별로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학교폭력피

해부터 살펴보면 첫째,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

다. 이는 학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또래의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옥희, 2016; 송은주, 2015; 이춘재, 곽금주, 2000).

둘째,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통제한 상

태에서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하여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

적일 때 청소년의 공격성이 감소하였다는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2014)의 연구결과

를 뒷받침한다. 한편,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른 선행연구결

과를 지지하지 않았다(전연진, 박진아, 2007). 이는 본 연구에서 또래애착을 긍정적

인 또래관계로 보고 분석을 진행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 또래관계를 투입하자,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가 또래관계에 의해 매개되어 학교에서

의 폭력피해 경험의 직접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또한, 또래관계가 분석모형에 추

가되면서 공격성의 변량을 설명하는 변수가 늘어나 모형적합도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김옥희, 2016).

사이버폭력피해를 살펴보면, 첫째,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은 또래관계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또래의 사회적 지지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정문경, 2015). 둘째, 또래

관계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공

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 경

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설명하였다. 즉, 청소년의 사이버폭력피해 경험

과 공격성의 관계에 또래관계를 투입하자,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일부가 또래관계에 의해 매개되어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의 직접

적 영향력이 감소되었다. 또한, 또래관계가 분석모형에 추가되면서 공격성의 변량을

설명하는 변수가 늘어나 모형적합도 또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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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경우,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

대 경험이 또래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구용근, 박명옥, 2017; 주소용, 이양희, 2008). 다만, 또래관계만 매

개변수로 투입한 개별모형에서는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도 또래관계의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부록 1] 참고). 이는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는 다른 매개변수의 효과에 흡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 경

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와 사이버폭력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나빠지고, 또래관계가 나쁠수

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

가 폭력피해라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Pearlin et al., 1981)로 뒷받침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학

교 및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이론적으로 뒷받

침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서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실천방안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중 가정, 학교, 사이버 차원에 중점

을 두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학대(김수정, 정익중, 2013;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평화, 윤혜미, 2013; 박애리, 2014; 신혜영, 최해림, 2003; 이아영, 유서구, 2011; 이

영애, 정현희, 2018; 이은주, 2010; 이진희, 2018; 이충권, 양혜린, 2017; 최희경, 2006;

Ford & Blaustein, 2013), 학교폭력피해(권재기, 2011; 김경은, 최은희, 2012; 김세원,

2018; 김은숙, 정현희, 2017; 배성만, 2017; 장안식, 2013; Marsh et al., 2004), 사이

버폭력피해(오태곤, 2013; 전은숙, 2013) 각각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가

정과 학교에서의 중복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김영미, 2016; 이인선, 최지현,

2014) 정도를 살펴본 것에 그쳤다. 그러나 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다양한 종류

의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선행연구결과(강지영, 2020; 김영미, 2016; Finkelhor et

al., 2007)를 바탕으로 볼 때, 이러한 기존 연구만으로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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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격성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는 관점을 지지하는 결과로, 사회학습이론 및 일반긴장이론을 통해 설명된다. 각 폭

력피해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학교폭력피해가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사이버폭력피해 순으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학교

폭력피해 경험에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대처자원을 내·외적 차

원에서 살펴보았다. 즉, 청소년의 내·외적 차원의 대처자원이 폭력피해 경험이라는

스트레스 원과 공격성이라는 스트레스 결과를 매개할 것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

서는 스트레스 과정 모델에 따라 내적 차원에서 자아존중감, 외적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대표적인 대처자원으로 살펴보았다(Pearlin et al., 1981). 자아존중감과 사회

적 지지는 각각 매개변수로서 학계에서 많이 연구되었지만,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

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라는 스트레스 원이 스트레스 결과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 매개변인으로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였다

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

하여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공격성,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보다 구

체적·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주로 사용되는 자아존중감 측정 척도는 본인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분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

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강상

경, 2006; 유창민, 2017; 최창용 외,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아동학대, 학교폭력피

해, 사이버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

아존중감이 독립적이며, 발달산물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유창민, 2017; Owens, 1994). 또한, 자아존중감에 대해

개입할 때, 부정적 자아존중감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의 기반이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각각 공격성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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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박영란, 이주리, 2011; 장혜림, 정익중, 2013).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이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 결과

를 기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Baumeister et al., 2000; Baumeister, Smart &

Boden, 1996; Konrath, Bushman & Campbell, 2006; Twenge & Campbell,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의 하위유형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 공격성,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세부적으로 확인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지지원과 유형을 포함하여 단일한 개념으로 측정되곤 했는

데, 개인이 처한 문제와 지지의 유형 및 지지원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Cohen & McKay, 1984; Cohen & Wills, 1985; House, 1981).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에 따라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로 구분하여

세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모관계는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사

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계는 청소년

의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원에 따라 지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

지하였다(House, 1981). 다만, 지지원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

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이충권, 양혜린, 2017; 조

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및 학교폭력피해와 정신건강의 관계(김옥희, 2016)에서

매개효과를 보여 선행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피해 유형

과 지지원에 따라 차별적 개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의 기반이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는 각각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선 부모로부터 지지를 받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를 지지한다(박정녀, 최해림, 2005; 송미옥, 이승희, 2011; 장신재, 양혜원, 2007;

전연진, 박진아, 2007; Malete, 2007). 다만,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공격성이 감

소한다는 선행연구결과(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를 지지하여 또래애착이 높을

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다른 선행연구결과(전연진, 박진아, 2007)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지원에 따른 사회적 지지와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논

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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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실천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원인인 청소년의 폭력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개입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격성에 대한 최선의 개입

전략은 청소년의 폭력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중 가정, 학교, 사이버 차원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환경에 개입하는 사회복지기관

에서는 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정의 경우

Kilburn과 Karoly(2008)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학대가 일어나기 전

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사회복지기관에서 바람직한 양육 태도나 부부간 갈

등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친구 사이 예절이나 사이버 환경에서의 예의에 대

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 어울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이버 차원의 폭력 예방

을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성윤숙, 구본호, 김현수, 2020).

이 외에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인 어

깨동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 차

원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분

석결과는 이러한 폭력피해 예방 활동의 근거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폭력피해 청소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지원정책이나 개입전략 수

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폭력피해 유형에 따라 개입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데, 아

동학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로 개입하며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개입하거나 학부모, 다른 학생들의 활동 등을 통해 개입하게 된다.

아동학대부터 살펴보면 학대 피해를 받은 청소년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서

비스, 입원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입·퇴소 지원, 분리보호 및 절차 지원 등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이때 상담서비스

를 제공하는 전문 상담자 혹은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담당자는 학대 피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서 주의깊게 살피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전국의 피해학생 전담기관에서 상담지원, 일시보호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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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0). 그

외에도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공감형 위로상담, 힐링가족캠프, 대

학생 멘토링 등을 통해 심리상담, 조언, 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푸른나무재단

으로부터 위기개입 및 사례관리, 맞춤형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교육부, 이화여자

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0). 본 연구에서 가정, 학교, 사이버상의 폭력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학교폭력피해가 공격성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에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피해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

으며, 학교폭력피해 지원기관의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

교폭력예방연구소, 2020;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다만, 사이버폭력은 학교폭

력과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 만큼 별도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제공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연구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

며 그 개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연구가 부족하다(정여주, 두경희, 2014). 그러나 사

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개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피해 청소년의

상담담당자는 피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청

소년의 내적 대처자원을 파악하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을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

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모든 폭

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모든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지 못했다. 따라서 폭력피해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서 폭력피해에 대한 개

입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이 경험한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청소년 본인의 긍정적 자

아존중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피해, 사이

버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해 폭력피해유형별 담당

기관에서 다양한 개입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자아존중감 증진 및 아

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집단미술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다목적 프로그램보다는 자아존중감 향상만을 단일 목표로 한 프로그램들이

자아존중감 증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고

확장하는데 힘쓸 필요가 있다(이상정, 정익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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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의 경우 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에서 피해 청소년을 위해 상담, 문화

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Wee) 프로젝트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개인상담, 집단상담, 특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폭력피해

청소년 또한 이용할 수 있다. 도기봉, 오주, 신정인(2011)은 학교폭력피해 여고생들

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기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고, 유화

영과 이종한(2016)은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학교폭력피해

청소년들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고 실

천될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피해 청소년 또한 학교폭력피해자전담기관 및 위(Wee) 프로젝트 기관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폭력피해에 대해 연구 자체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개입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드물다(정여

주, 두경희, 2014).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한다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피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하

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이버폭력피해를 학

교폭력피해의 연장선에서 바라보고 그와 같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사이

버폭력의 특성과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폭력피해 경험에 대한 청

소년의 외적 대처자원을 파악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에 따라 부모관계

와 또래관계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부모관계는 청소년의 아

동학대 및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관

계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피해 청소년의 공격성을 낮추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적 지

지에도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폭력피해 유형과 지지원에 따라 차별적으로 개입해

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관계부터 살펴보면, 부모관계의 매개효과는 아동학대 및 사이버폭

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에서 부모

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76.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대 피해자인 청소년

에게도 개별적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이와 동시에 학대 행위자인 부모에게도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위(Wee) 프로젝트

에서도 학대 피해청소년을 위한 가정형 위(Wee) 센터를 운영하여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보호자에 대해서도 상담 및 교육

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가 올바른 양육방법을 교육받은 후 자녀에게 이를 실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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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제공한다면 공격성 수준을 낮추는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폭력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피해 청소년을 지지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부모들은 온라인이 자녀에게 미칠 위험을

과소평가하였으며 자녀가 사이버폭력피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

았다(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013). 사이버폭력피해를 겪은 청소

년에게 개입할 때, 피해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사이버폭력 및 대

처방안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위(Wee) 프로젝트 기

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및 상담을 통해 부모가

사이버폭력에 대해 이해하고 자녀에게 지지를 제공해준다면, 피해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는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나

타났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또래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학교폭력피해

를 경험할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피

해 청소년이 긍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또래로부터 지지받는다면 공격성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나타났다. 국가 차원에서는 또래관계를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개입하

는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이용순, 박성희, 2017). 이러한 프로

그램은 피해를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며, 관련 교육을 받은 또래 상담자가 직접 개입하여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 청소년에게도 이와 같은 의사소통 방식 등을 교육한다면 친구 관계에

있어서 피해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사이버폭력피해 또한 학교폭력이 사이버 차원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또래관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피해와 마찬가지로 또래상담, 어울림 프로그램

등 다른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이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때,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또래 상담자 및 어울림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는다면 피해 청소년들에게 더 공감하며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다섯째,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 피해를 경험한 청

소년의 공격성 수준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을 둘러

싼 다양한 환경들끼리 협력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폭력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긍정

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 등 개입해야 할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청소년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에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 위(Wee) 프로젝트 기관,

학교 등 유관기관이 모두 협력하여 피해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 개선 등을 통해 개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피

해 청소년에게도 위(Wee) 프로젝트 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 유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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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 증진 및 또래관계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피해 청소년도 가정, 위(Wee) 프로젝트 기관, 학교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 자아존중감 증진뿐만 아니라 부모 및 또래관계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피해 청소년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는 경찰과 검찰, 쉼터, 의

료계 등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폭력 상황에서 가장 먼

저 대응하게 되는 공적 기관인 경찰과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와 관

련하여 경찰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 및 노인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수

사연계,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전담경찰관이다(조현주, 2018). 학대예방경찰관은 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공격성을 발현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소년들이 가진 내·외적 자

원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폭력범죄의 초기 대응 및 수사가 경찰의

본질적 업무 범위인 만큼 그 후의 복지적 개입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혁,

2018). 초기 대응부터 사후 복지적 개입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학대예방경찰관과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다음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아동종합실태조사 데이터는 5년마다 자료

를 수집하지만, 패널데이터가 아니어서 종단분석을 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가

진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종단자료가 생성된다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들의 개념적·조작적 정의

를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서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학대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여 직접적인 경험을 다루고 있어 부부간 폭력 사용 목격과 같은 간접적인 아동학대

를 포괄하지 못하였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또래끼리 이루어진 폭력만을 포함하고

교사에 의한 학교폭력은 포함하지 않아 학교폭력의 단편적 양상만을 다루었다. 또

한, 사이버폭력피해 변수 측정에서는 2가지 문항으로만 피해 양상을 묻고 있어 사

이버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지지의 경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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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측정된 문항이 없어 부모관계와 친구관계를 각각 부모지지와 친구지지로 조작

적 정의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각각의 환경들의 중복에 대해서 다루지 못하였다

는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피해, 학교폭력피해와 사이버폭력피해, 사이버

폭력피해와 아동학대, 세 가지 폭력피해의 중복과 같이 중복피해의 유형이 다양한

데 이러한 다중폭력피해(poly-victimization)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중복유형별로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중에서 자주 교류하고 상호작용이

많은 가정, 학교, 사이버 환경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을 다루었으나, 그 외 환경을 고

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이버 환경 외에도 지역사회

와 같은 거시적인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친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사

회를 포함하여 더 다차원적인 접근 및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과 공격성

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주로 사용된 분석방법인 다중회귀분석은 이러한 주요 변수 간의 관계 및 영향

력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

식 등의 다른 정교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매개변수 간의 영향력이나 경로를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그 지지원에 따라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로

구분하였으나 그 외에도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 등 다른 외부 지지

원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청소년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므

로 교사와도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지지를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

의 한계로 교사의 지지를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 이를 포함하여 그 영

향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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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개별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변수

로 긍정적 자아존중감, 부정적 자아존중감, 부모관계, 또래관계를 투입하여 내·외적

자원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때, 내·외적 자원이 상호독립적이지 않고 동시에 작

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각 매개

변수들만을 투입했을 때 분석결과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매개변수 별로 개별

매개효과를 [부록 1]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1.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설은 다음과 같다.8)

[연구가설 2-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2-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2-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

의 유의미한 부분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본문에서 이미 [연구가설 1]

을 검증하여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때, 매개변수를 투입하였을 때(3

단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이 1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보다 감소해야 한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

치는 영향(2단계)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모두 투입한 모형(3단계)을 살펴보고자

8) 본문에서도 동일한 가설을 검증하였으나 다양한 매개변수들까지 통제한 상태에서 가설을 검증하였
고 [부록 1]에서는 단일한 매개변수만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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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가 매개변수(긍정적 자아존중

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2단계 검정은 이미 본문에서 시행하였으

므로 생략한다(본문 [모형 2] 참고).

다음으로는 3단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

험)와 매개변수(긍정적 자아존중감)를 투입하여 종속변수(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수립한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

단계 결과를 <표 8-1>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본문에서 분석하고 확인하였으므로 <표 8-1>에서는 생략하였다(본문 <표

5-4> 참고).

[모형 7] 긍정적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3단계)

              
Y : 공격성

 : 성별(0=남, 1=여) : 연령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 긍정적 자아존중감

변수

모형 1 모형 7

폭력피해 경험→공격성
폭력피해 경험, 긍정적

자아존중감→공격성

B S.E β B S.E β

통

제

변

성별(1=여) .009 .007 .021 .008 .007 .019

연령 -.004 .001 -.050
*

* -.003 .001 -.042 *

<표 8-1>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 개별모형 (n=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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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모형 7]의 모형 적합도는 F=70.889로 유의수준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236으로 모형 3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인 공격성 변량의 23.6%를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모형 7]의

R²값은 .239으로 [모형 1]에서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 없이 독립변수들만 투

입했을 때의 R²값인 .225에 비해 .014 상승하였으며, 이 증가량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의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β=-.133, p<.001)이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조건을 성립하였다.

한편, 1단계인 [모형 1]에서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β=.142(p<.001)

였으나 3단계인 [모형 7]에서 아동학대와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모두 투입하였을 때

아동학대의 영향력은 β=.125(p<.001)로 나타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긍

정적 자아존중감은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9)를 가지는 것으로

9)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
에 비해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부분매개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매

수

학업성적 -.005 .003 -.037 † .000 .003 .002
스트레스 .047 .005 .188 *** .042 .005 .168 ***

가구형태

(1=양부모)
-.010 .009 -.022 -.009 .009 -.019

가구소득 -.010 .004 -.047 * -.009 .004 -.040 *

또래일탈 .051 .005 .199 *** .051 .005 .197 ***

독

립

변

수

아동학대 .244 .032 .142 *** .216 .032 .125 ***

학교폭력

피해
.487 .052 .194 *** .473 .052 .189 ***

사이버폭력

피해
.133 .049 .056 ** .111 .048 .047 *

매

개

변

수

긍정적

자아존중감
- - - -.061 .009 -.133 ***

상수항 .984 *** .031 - 1.135 *** .038
F 71.916*** 70.889***

R² .225 .239
수정된 R² .222 .236
R² 변화량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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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다. 학교폭력피해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β=.194(p<.001)이었지만 [모형 7]에서는 그 영향력이 β=.189(p<.001)로 나타나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학교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

에서도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모

형 1]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β=.056(p<.01)이었지만 [모형 7]에서는 그 영

향력이 β=.047(p<.05)로 나타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긍정적 자아존중

감이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고려했을 때 긍

정적 자아존중감은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표 8-2>, <표 8-3>, <표 8-4>에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4.720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2-1]은 지지되었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1.92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학교폭력피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2-2]는 지지되었다.

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2.976로

나타났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긍정적 자아존중감

은 사이버폭력피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

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2-3]은 지지되었다.

* p†<.10, p＊<.05, p**<.01, p***<.001

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한다(박용권, 2012). 
10) a :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
11)   : a의 표준오차
12) b :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비표준화 계수
13)  : b의 표준오차

Sobel Test
a10) 11) b12) 13) Test Statistics p-value
-.467 .071 -.061 .009 4.720*** .000

<표 8-2>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

의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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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2.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동일하게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3-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3-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

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앞서 [연구가설 1]을 살펴보면서 1단계의 성립조건을 만족하였고, 본문에서 2단계

로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가 매개변수(부정적 자아존

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본문 [모형 1], [모형 3] 참고). 따라서 [부록 1]

에서는 1단계와 2단계를 생략하고, 3단계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부정적 자아존

중감만 투입한 상태에서 각 변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3단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와 매개변

수(부정적 자아존중감)를 투입하여 종속변수(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235 .117 -.061 .009 1.926† .054

<표 8-3> 학교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

적 유의미성 검증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361 .109 -.061 .009 2.976** .003

<표 8-4>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

계적 유의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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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

단계 결과를 <표 8-5>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본문에서 분석하고 확인하였으므로 <표 8-5>에서는 생략하였다(본문 <표

5-5> 참고).

[모형 8] 부정적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검증 (3단계)

              
Y : 공격성

 : 성별(0=남, 1=여) : 연령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 부정적 자아존중감

변수

모형 1 모형 8

폭력피해 경험→공격성
폭력피해 경험, 부정적

자아존중감→공격성

B S.E β B S.E β

통

제

변

수

성별(1=여) .009 .007 .021 .009 .007 .021

연령 -.004 .001 -.050
*

* -.004 .001 -.046 *

학업성적 -.005 .003 -.037 † -.005 .003 -.034 †

스트레스 .047 .005 .188 *** .044 .005 .176 ***

가구형태

(1=양부모)
-.010 .009 -.022 -.010 .009 -.021

가구소득 -.010 .004 -.047 * -.010 .004 -.046 *

또래일탈 .051 .005 .199 *** .047 .005 .183 ***

독

립

변

아동학대 .244 .032 .142 *** .244 .032 .142 ***

학교폭력

피해
.487 .052 .194 *** .483 .052 .193 ***

<표 8-5>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 개별모형 (n=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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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3단계 모형을 살펴보면 [모형 8]의 모형 적합도는 F=66.286으로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224로 모형 5에 포함된 통

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자아존중감 변량의 22.4%를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모형 8]의 R²값은 .227로 [모형 1]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독립변수들

만 투입했을 때의 R²값인 .225에 비해 .002 상승하였으며, 이 증가량은 p<.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

버폭력피해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영향(β=.055, p<.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한 3단계 조건을 성립하였다.

한편, [모형 1]에서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β=.056(p<.01)이

었으나 3단계인 [모형 8]에서 사이버폭력피해와 부정적 자아존중감을 모두 투입하

였을 때 사이버폭력피해의 영향력은 β=.054(p<.01)로 나타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매개효과의

2단계 조건을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연구가설 3-1]과 [연구가설 3-2]는 기각되었다.

종합해보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고려했을 때 부

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

시하여 <표 8-6>에 제시하였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1.672로 나타났으며 이는 p<.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사이버폭

력피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는 경향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3-3]은 지지되었다.

수
사이버폭력

피해
.133 .049 .056 ** .128 .048 .054 **

매

개

변

수

부정적

자아존중감
- - - .018 .006 .055 **

상수항 .984 *** .031 - .950 .033 -
F 71.916*** 66.286***

R² .225 .227
수정된 R² .222 .224
R² 변화량 -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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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3. 부모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의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 외에, 외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의 개별 매개효

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개별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는 부모관계와 또래관계로 나뉘는데, 먼저 부모관계의 매개효과부

터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4-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4-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4-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

의 유의미한 부분이 부모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부모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본문에서는 [연구가설 1]을 살펴보면서 1단계의

성립조건을 만족하였고, 2단계로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

험)가 매개변수(부모관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확인하였다(본문 [모형 1], [모형 4]

참고). 따라서 [부록 1]에서는 3단계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부모관계만 투입한

상태에서 각 변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단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와 매개변

수(부모관계)를 모두 투입하여 종속변수(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304 .151 .018 .006 1.672† .094

<표 8-6>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

계적 유의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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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한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

단계 결과를 <표 8-7>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본문에서 분석하고 확인하였으므로 <표 8-7>에서는 생략하였다(본문 <표

5-6> 참고).

[모형 9] 부모관계 매개효과 검증 (3단계)

              
Y : 공격성

 : 성별(0=남, 1=여) : 연령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 부모관계

변수

모형 1 모형 8

폭력피해 경험→공격성
폭력피해 경험,

부모관계→공격성

B S.E β B S.E β

통

제

변

수

성별(1=여) .009 .007 .021 .011 .007 .027

연령 -.004 .001 -.050
*

* -.004 .001 -.059 **

학업성적 -.005 .003 -.037 † .000 .003 -.003
스트레스 .047 .005 .188 *** .043 .005 .173 ***

가구형태

(1=양부모)
-.010 .009 -.022 -.009 .009 -.020

가구소득 -.010 .004 -.047 * -.008 .004 -.037 †

또래일탈 .051 .005 .199 *** .048 .005 .187 ***

독

립

변

수

아동학대 .244 .032 .142 *** .212 .032 .123 ***

학교폭력

피해
.487 .052 .194 *** .483 .052 .193 ***

사이버폭력 .133 .049 .056 ** .119 .048 .050 *

<표 8-7>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개별모형 (n=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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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3단계 모형을 살펴보면 [모형 9]의 모형 적합도는 F=69.386으로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232로 [모형 9]에 포함된

통제변수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부모관계 변량의 23.2%를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모형 9]의 R²값은 .235로 [모형 1]에서 독립변수들만 투입했을 때의 R²값인 .225에

비해 .011 상승하였으며, 이 증가량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

버폭력피해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부모관계가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β=-.117,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조건을 성립하였다.

한편, [모형 1]에서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β=.142(p<.001)였으나

분석의 3단계인 [모형 9]에서 아동학대와 부모관계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 아동학대

의 영향력은 β=.123(p<.001)으로 나타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모관계

는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사이버폭력피해를 살펴보면, 1단계인 [모형 1]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β

=.056(p<.01)이었지만 3단계인 [모형 9]에서는 그 영향력이 β=.050(p<.05)로 나타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관계가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

서도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매개효

과의 2단계 조건을 성립하지 못했으므로 [연구가설 4-2]는 기각되었다.

종합해보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고려했을 때 부

모관계는 아동학대와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표 8-8>과 <표 8-9>에 제시하였다.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4.936으로 나타났으며 이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관계는 아동학대가 청소년

피해
매

개

변

수

부모관계 - - - -.054 .009 -.117 ***

상수항 .984 *** .031 - 1.141 *** .041 -
F 71.916*** 69.386***

R² .225 .235
수정된 R² .222 .232
R² 변화량 -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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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4-1]은 지지되었다.

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부모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2.359로 나타났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모관계는 사이버폭력피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4-3]은 지지되었다.

*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4.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앞서 살펴본 부모관계와 마찬가지로, 또래관계의 개별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5-1] 아동학대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

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5-2]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의

유의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 5-3] 사이버폭력피해 경험에 의해 설명된 청소년의 공격성 변량

의 유의미한 부분이 또래관계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

증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앞서 본문에서 [연구가설 1]을 살펴보면서 1단계의 성립

조건을 만족하였고, 2단계로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가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599 .069 -.054 .009 4.936*** .000

<표 8-8>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

증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272 .106 -.054 .009 2.359* .018

<표 8-9>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모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

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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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본문 [모형 1], [모형 5] 참고).. 3

단계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또래관계만 투입한 상태에서 각 변수가 공격성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단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수(가정, 학교, 사이버상에서의 폭력피해 경험)와 매개변

수(또래관계)를 모두 투입하여 종속변수(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회귀모형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수립한 회귀모형을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

단계 결과를 <표 8-10>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는 본문에서 분석하고 확인하였으므로 <표 8-10>에서는 생략하였다(본문 <표

5-7> 참고).

[모형 10] 또래관계 매개효과 검증 (3단계)

              
Y : 공격성

 : 성별(0=남, 1=여) : 연령 : 학업성적 : 평상시 스트레스 : 가구 형태(0=한부모, 조손, 1=양

부모)

 : 가구소득 : 또래 일탈 : 아동학대 : 학교폭력피해 : 사이버폭력피해 : 또래관계

변수

모형 1 모형 8

폭력피해 경험→공격성
폭력피해 경험,

또래관계→공격성

B S.E β B S.E β

통

제

변

수

성별(1=여) .009 .007 .021 .009 .007 .021

연령 -.004 .001 -.050
*

* -.004 .001 -.047 *

학업성적 -.005 .003 -.037 † -.002 .003 -.016
스트레스 .047 .005 .188 *** .045 .005 .179 ***

<표 8-10>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개별모형 (n=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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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0, p＊<.05, p**<.01, p***<.001

3단계 모형을 살펴보면 [모형 10]의 모형 적합도는 F=69.002로 유의수준 p<.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은 .231로 [모형 10]에 포함된

통제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가 공격성 변량의 23.1%를 설명한다는 의미이다. [모

형 10]의 R²값은 .234로 [모형 1]에서 독립변수들만 투입했을 때의 R²값인 .225에

비해 .010 상승하였으며, 이 증가량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학교폭력피해, 사이

버폭력피해를 통제한 상태에서 매개변수인 또래관계가 공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영향(β=-.102,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3단계 조건을 성립하였다.

한편, [모형 1]에서 아동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β=.142(p<.001)였으나 3

단계인 [모형 10]에서 아동학대와 또래관계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 아동학대의 영향

력은 β=.138(p<.001)으로 나타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또래관계는 아동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교폭

력피해를 살펴보면, [모형 1]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β=.194(p<.001)이었지

만 [모형 10]에서 학교폭력피해와 또래관계를 모두 투입하였을 때 학교폭력피해의

영향력은 β=.189(p<.001)으로 나타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또래관계는

학교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가구형태

(1=양부모)
-.010 .009 -.022 -.008 .009 -.018

가구소득 -.010 .004 -.047 * -.010 .004 -.047 *

또래일탈 .051 .005 .199 *** .052 .005 .201 ***

독

립

변

수

아동학대 .244 .032 .142 *** .238 .032 .138 ***

학교폭력

피해
.487 .052 .194 *** .474 .052 .189 ***

사이버폭력

피해
.133 .049 .056 ** .122 .048 .051 *

매

개

변

수

또래관계 - - - -.047 .008 -.102 ***

상수항 .984 *** .031 - 1.110 *** .038 -
F 71.916*** 69.002***

R² .225 .234
수정된 R² .222 .231
R² 변화량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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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모형 1]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β=.056(p<.01)이었

지만 [모형 10]에서는 그 영향력이 β=.051(p<.05)로 나타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또래관계가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도 부분매개효과를 가

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 검증 조건을 고려했을 때 또

래관계는 아동학대와 학교폭력피해 및 사이버폭력피해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

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표 8-11>, <표 8-12>, <표 8-13>에 제시하였다.

*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 p†<.10, p＊<.05, p**<.01, p***<.001

아동학대의 경우, 또래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1.698로 나타났으며 이는

p<.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또래관계는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공

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5-1]은 지지되었다.

학교폭력피해의 경우, 또래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2.09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또래관계는 학교폭력피해가 청

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연구가설 5-2]는 지지되었다.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275 .123 -.047 .008 2.090* .037

<표 8-12> 학교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

성 검증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244 .114 -.047 .008 2.011* .044

<표 8-13> 사이버폭력피해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

미성 검증 

Sobel Test
a  b  Test Statistics p-value
-.133 .075 -.047 .008 1.698† .090

<표 8-11> 아동학대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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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피해의 경우, 또래관계에 대한 Sobel Test 검증값은 2.011로 나타났으며

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또래관계는 사이버폭력피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가설 5-3]은 지지되었다.

이에 따라 본문과 [부록 1]의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설 [연구가설 2]는 개별모형 및 통합모

형 모두에서 지지되었다.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설 중 [연구가

설 3-3]은 개별모형에서 지지되었으나 통합모형에서 기각되었다. 부모관계의 매개

효과와 관련된 연구가설 중 [연구가설 4-1]과 [연구가설 4-3]은 개별모형과 통합모

형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또래관계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가설인 [연구가설 5]는 개

별모형에서 지지되었으나 통합모형에서는 [연구가설 5-2]와 [연구가설 5-3]만 지지

되었다. [연구가설 5-1]은 통합모형에서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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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t Home, School, and Cyberspace

on Aggression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Chaewon, Je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t home, school, and cyberspace on aggression

using the Korean Youth General Survey 2018, and to verify whether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peers

mediate the relationship.

Adolescence is a time when various behavior problems related to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can be expressed.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se behavior problems and aggressive tendencies are closely related.

Aggressive tendencies of adolescents may appear as relatively mild

behavior problems at the beginning. But if appropriate intervention is not

performed at this time, they become chronic and may appear as antisocial

behaviors or negative developmental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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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y and intervene meaningful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s’

aggression in a preventative dimension before leading to serious behavior

problem.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how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ffect aggression.

This study focused on the victimization of violence among the factors

that influence adolescents’ aggression. The process in which the

victimization of violence affects aggression is examined through the

stress process model of Pearlin, Menaghan, Lieberman, and Mullan(1981),

Social learning theory of Bandura(1978), General strain theory of

Agnew(1992). According to a recent study, adolescents experience

victimization by individuals or groups in various environments rather than

sole environment, and thus suffer serious psychological difficulties.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comprehensively examine violence in

diverse environments surrounding adolescents, the effects of victimization

of violence by parents and peers at home, school, and cyberspace on

aggression were reviewed. Previous studies mainly dealt with each effects

of child abuse,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on aggression.

Regarding the overlapping damage of each type of violence, it only

examines the effect of victimization of violence at home and school on

aggression. Therefore, in this study,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were considered as child abuse,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experienced at home, school, and cyberspace, and examined the effect of

the victimization of violence on the aggression of adolescents.

On the other hand, the aggression of adolescents is affected not only by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violence, but also by personal intern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tress process model, it can be seen that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of adolescents mediate between

stress and aggression caused by the victimization of violence. In this

study,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cusing on self-esteem as a

representative psychological resource and social support as a social

resource. However,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the dual

structure of self-esteem is more appropriate, self-esteem was 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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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and used for analysis.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varies depending on the supporter,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peers was examined. In other words, by examining the effects of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an internal resource of adolescents, and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peers, an external resour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nd aggression

at home, school, and cyberspace, it was confirmed empirically whether

they have effect.

The research questions to be verifi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does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ffect their aggression? Second,

does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ffect their aggression through

positive self-esteem? Third, does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ffect their aggression through negative self-esteem? Fourth, does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ffect their aggression through

parental relationships? Fifth, does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ffect their aggression through peer relationships? In order to verify these

research questions, data from the Korean Youth General Survey 2018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ere used.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2,491 adolescents who had no missing

values in the related items, directly answered by themselves, and aged

9-18 years old. For data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OLS estimation metho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three-stage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by Baron and Kenny (1986)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Sobel test to verify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were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t home, school, and cyberspace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ggression of adolescents. In other words, the more adolescents

experience violence at home, school, or cyberspace, the higher the level of

aggression is. Even under the control of other levels of victimiz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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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ce, it was found that one level of victimization of violence had an

effect on aggression. At this time, it was found that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had the greatest influence, followed by victimization of

child abuse and cyber viole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when

intervening in aggression of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o pay more

attention to violence at school as well as to present the basis for

intervening in the victimization of violence. Second, Baron and Kenny's

(1986)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method and Sobel Test were

conducted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nd aggression. As a result, positive self-esteem

among internal resources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victimization of child abuse,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on

aggression. Interpreting the direction of the mediating effec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victimization of child abuse,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the lower the positive self-esteem. Then, the lower

the positive self-esteem, the higher the aggression. This is supported by

the stress process model (Pearlin, 1989), in which an individual

experiences a stressful situation and decreases self-esteem, which results

in stress. Also, this result is partially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Third, negative self-esteem among internal resources did not

significantly mediate the effects of victimization of child abuse,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on aggression. In the verification stage of

Baron and Kenny (1986)'s 3rd stage mediating effect, negative

self-esteem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 of victimization of

cyber-violence on aggression, but in the Sobel Test, it did not reveal the

mediating effect. These analysis results support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n development products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self-esteem is positive or negative. Fourth, it was

found that parental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which are external

resources, mediate the effects of victimization of child abuse and

cyber-violence on aggression in an integrated model that includes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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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and external coping resources. Analyzing the direction of the

mediating effect, it can be seen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victimization

of child abuse and cyber violence, the worse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ents. And then, the worse the parental relationship, the higher the

aggression. These results can be supported by the stress process model

(Pearlin et al., 1981), which believes that social support can alleviat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stressful situation of victimization of

violence. Also, these results are partially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Fifth, it was found that peer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an external resource, mediated the effects of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on aggression in the final model.

Interpreting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the worse the peer relationship.

And then, the worse the peer relationship, the higher the aggression. In

Baron and Kenny (1986)'s three-stage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stage,

this study showed that peer relationships mediated the effect of

victimization of child abuse on aggression, but in the Sobel Test, it did

not reveal the mediating effect. These results can also be supported by

the stress process model (Pearlin et al., 1981), which believes that social

support can alleviate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stressful situation

of victimization of violence. And these results are partially 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vels of home, school, and cyberspace among the

various environments surrounding adolescents, and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impact of victimization of violence on the aggression of

adolescents.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coping resources of

adolescents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based on the stress

process model. In other words, for the influence of the stress source,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on aggression that is a result of

stres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which ar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of adolescents, were introduced as mediating variables.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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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self-esteem by dividing it into positive self-esteem

and negative self-esteem, there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ggression, and self-esteem in more

detail. Fourth, this study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ggression, and social support by dividing social

support according to the supporter.

Next, looking at the practical implications presented in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intervention strategy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which is the

fundamental cause that negatively affects aggression of adolescents.

Second, intervention with knowledge of social welfare is needed for

adolescents victims of violence. Third,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in

self-esteem in order to lower the aggression of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violence, and at this time, the focus should be on promoting

positive self-esteem. Fourth, when intervening in the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in order to lower the aggression of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violence, discriminatory interven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 types of victimization of violence should be considered. When

intervening with adolescents victims of child abuse and cyber viol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ing parental relationships, and when

intervening with adolescents 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mproving peer relationships. Lastly,

various enviro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homes and

schools surrounding youth should cooperate.

In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at home, school, and cyberspace on aggression,

and examines whether adolescents'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their parents and peers mediate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adolescents' victimization of violence, i.e., child

abuse, school violence, and cyber violence, on adolescents' aggression to

enhance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aggression and to be a basis for

urging to interven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basi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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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 on the positive self-esteem of adolescents victims of violence

by confirming the influence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self-esteem of

adolescents on aggressio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peers surrounding adolescents on aggression is identified, and the

basis for a discriminatory intervention strategy according to the type and

source of victimization of violence is also presented.

keywords : adolescent, aggression, victimization of violence, self-esteem, 
social support, the stress 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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