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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 및 초기청소년의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시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다수의 관련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
하여 컴퓨터 사용 시간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모형, 공격성이 컴퓨터 사용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대안
모형1, 공격성 및 컴퓨터 사용이 순환적으로 상호 강화시킨다는 대안모형2를 설정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원이 5년간의 종단 조사를 통해 얻은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여 세 가지 모형 중 자료
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찾으려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 및 컴퓨터 사용이 순환적으로 상호 강화시킨다는 모형이
가장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단순히 특정 환경이나 경험이 공격성의 원인이기 보다는 선험적
특성 및 특성에 의해 선택된 환경 간 상호 효과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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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공격성 혹은 공격행동은 타인에게 위해를 입히려는 의도 등 심리내적 측면과 타인에 대한 위
해 및 피해자의 혐오 경험 등 외적 측면을 반영한다(Cohen, Hsueh, Russell, & Ray, 2006). 아동
과 청소년의 공격성 및 공격행동은 이후 이들의 사회적 부적응을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랫
동안 여러 학문적 배경을 지닌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Connor, 2002). 최근 지역사회에서
의 아동과 청소년의 폭력 행동과 이에 따른 피해의 증가 그리고 청소년 범죄율의 급증은 다시
한 번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의 다양한 원인과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자들은 공격성에 대한 폭력적 매체의 영향에 주목하였다.
공격성과 폭력적 매체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TV 폭력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각 가정으로의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과 컴퓨터 게임 내용 및 인터넷 의사소
통의 폭력성(Kronenberger, et al., 2005; Law, Shapka, Hymel, Olson, & Waterhouse, 2012) 그리
고 아동과 청소년들이 TV시청보다 전자 게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보고(Fischer,
Kastenmuller, & Greitemeyer, 2010)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TV에서 컴퓨터로 전환시켰다. 미국의 경우 Columbine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등 학교 총기

사건을 일으키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폭력적 전자게임에 빠져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Giumetti & Markey, 2007). 한국에서도 한 중학생이 인터넷 게임에 빠져 이를 제지하려는 어머

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매일경제, 2010)이나 범죄게임을 모방하여 시민을 폭행
한 사건(매일경제, 2012)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컴퓨터 사용의 위해성을 환기시켰다. 한편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한국 선수에게 오심을 저지른 외국 심판에 대한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 공간에
서의 폭력적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일깨웠다(중앙일보. 2012).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은 컴퓨터 보급과 사용의 확대를 피하기 어렵게 하였다. 컴퓨터
사용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대부분의 인간 사회 영역에서 편의성과 효과성이 높아졌
다(류명은, 이형초, 2007). 인터넷의 보급은 의사소통 및 정보 습득을 과거 어느 때보다 용이하게
하였고, 컴퓨터에서 운용되는 다양한 업무 프로그램의 개발은 업무에서의 효율성을 증진시켰으
며, 컴퓨터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실제 경험하기 어려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다
(Khalid & Masood, 2008).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는 학습 활동을 위해 활용되어 학습

동기나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오윤선, 2008; 이정숙, 안윤영, 2005; 정영호,
2011).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을 학습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기보다는 주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한다. 류명은과 이형초(2007)는 남자 중학생
의 컴퓨터 사용 시간 중 70%가 게임에 소비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Khalid와 Masoo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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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 사용 시간의 70% 이상이 게임에, 11% 이상이 채팅에 소비되고 있으며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8% 정도만이 투여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Khalid와 Masood는 특히 컴퓨
터 사용시간이 길수록 학습 등 긍정적 활동에 소비되는 비율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김교헌
(2001)은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과 컴퓨터 게임에 보낸 시간 간의 상관이 .81에 달함을 밝혔

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정에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들 중 67% 이상이 단순 재미를 위해, 18.5%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8.9%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한다(이정숙, 안윤영, 2005). 한편, 인터넷 사용자 중 12-17세 청소년의 비중
이 가장 크며(Holtz & Appel, 2011), 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유는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고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져 있다(Law, Shapka, Hymel,
Olson, & Waterhouse, 2012). 또한 인터넷 기반 컴퓨터 게임의 활성화로 인터넷 사용과 컴퓨터

게임 참여 간 상관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Schroeders & Wilhelm, 2011).
아동과 청소년이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학자들은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활용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시각처리 및 인지기술이 증가하며, 교유 간 친밀감이 높아진고, 물질 남용의 위험도는 낮아지며
(Ohannessian, 2009), 상상력과 추리력이 증진되는(오윤선, 2008) 장점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

나 이런 장점보다는 아동과 청소년이 즐거움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서 생기는 단점이 더
심각하다. 많은 학자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지나치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신체적 심
리적 기능이 감소하고, 실생활에서의 사회적 기술을 손상시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며, 학습 습
관이 악화되어 학업 성취가 낮아지고, 공격성은 높아짐을 지적한다(Adachi & Willoughby, 2011;
Khalid & Masood, 2008; Ohannessian, 2009; Shahbazzadegan, Samadzadeh, & Abbasi, 2011).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의 폭력성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인터넷 공간
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호 간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에게 언어
적, 정서적 공격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되갚아 주기가 용이해진다.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공격과 되갚음은 여러 차원에서의 힘의 차이로 인해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오윤선, 2008; Law,
Shapka, Hymel, Olson, & Waterhouse, 2012). 한편 인터넷 상의 익명성은 허위 사실의 유포,

극악한 언어 사용 등 공격성의 표출과 확산을 보다 쉽게 만든다(김병석, 정은희, 2004; Peter,
Valkenburg, & Schouten, 2005). 인터넷 상의 의사소통이 공격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
(Holtz & Appel, 2011)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특성에 대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및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더 큰 주목을 받고 있
는 것은 컴퓨터 게임이다. 컴퓨터 게임은 아동과 청소년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잊게 하
고, 게임에서의 성취를 통해 낮은 자존감을 보상할 수 있게 하며(오윤선, 2008; 이정숙, 안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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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감정 분출의 통로가 된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매스미디어보다는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컴퓨터 게임이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더 매력적이며(Kronenberger, et al., 2005), 컴퓨터
게임의 즉답성은 게임에서의 아동과 청소년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강화를 준다(Khalid &
Masood, 2008). 한편 집단 다중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playing game)의 등장은 게임에 참여하는 또래들과의 동시적 상호작용을 촉진한다.(Kim,
Namgoong, Ku, & Kim, 2008; van Rooji, Schoenmakers, van de Eijnden, & van de Mheen,
2010). 이 같은 컴퓨터 게임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은 컴퓨터 게임을 경험하면 할

수록 더 많은 시간을 컴퓨터 게임에 소비하게 된다.
이런 특성을 가진 컴퓨터 게임 대다수는 폭력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Adachi & Willoughby,
2011; Deyreh, 2011; Fischer, Kastenmuller, & Greitemeyer, 2010; Zhen, Xie, Zhang, Wang, &
Li, 2011). 미국의 경우 10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의 게임 중 90% 이상이 폭력적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심각한 정도의 공격적 내용을 담고 있어 성인 등급이 부여된 전자 게임들을
17세 이하 미국 청소년 중 75% 이상이 사용한다(Anderson, et al., 2008). 연구자들(i.e., 이철환,

정계환, 2005; 정현웅, 오세덕, 2008; Anderson & Bushman, 2001; Fischer, Kastenmuller, &
Greitemeyer, 2010; Giumetti & Markdy, 2007)은 이 같은 폭력적 내용의 컴퓨터 게임은 사용자

가 실생활에서 공격성을 더 많이 표출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효과는 문화와 관계없이 나타
나며 특히, 컴퓨터 게임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컴퓨터 게임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Anderson et al., 2008; Zhen, Xie, Zhang, Wang, & Li, 2011).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과 공격성 간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다(정
영호, 2011). Anderson과 Bushman(2001)은 폭력적 게임과 공격성 간 관계를 살펴본 다수의 연
구들을 메타 분석하면서 폭력적 게임이 아동 및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 Anderson와 Carnagey(2009)도 이 게임들의 경쟁성이 아닌 폭력성이 공격적 인지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함으로써 컴퓨터 게임과 공격성 간 관계를 지지하였다. 이와는 달리 Adachi
와 Willoughby(2011)는 폭력적 게임에 의한 공격 성향의 증가는 단지 몇 분만 유지될 뿐임을
지적하였다. 심지어 일부 연구자들은 컴퓨터 게임이 공격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나(Hobbs
& Yan, 2008) 혹은 컴퓨터 사용 시간과 공격성 간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Shahbazzadegan, Samadzadeh, & Abbasi, 2011).

한편 Kronenberger 등(2005)은 컴퓨터 게임과 공격성 간 정적 관계를 보인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 자료를 사용한 연구였기 때문에 컴퓨터 게임의 사용을 공격성의
원인이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타고난 성향이 특정한 성격의 매체를 더욱 선호하게
하거나(McCown, Keiser, Mulhearn, &. Williamson, 1997; Wiegman & van Schie, 2000) 공격성
이나 신경증적 성향 같은 특성이 폭력적 게임의 부정적 효과를 크게 한다는 연구 결과(Ma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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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rer, 2009) 또한 이 생각을 지지한다. 이에 대해 Anderson 등(2008)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이 공격성을 높임을 보여 컴퓨터 게임의
폭력성이 이후의 공격성을 예측함을 주장하였다.
컴퓨터 게임이 공격성을 예측한다는 주장과, 타고난 공격성이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을 선호
하게 만든다는 가정에는 모두 각각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 행동주의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 일
반 공격성 이론 등은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에 참여할수록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설명한
다. 행동주의학습이론에 의하면 컴퓨터 게임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과 청소년이 폭력적
인 컴퓨터 게임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받는 즉각적 강화에 의해 설명된다. 사회학습이론은 관찰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피관찰자가 관찰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질 때 관찰학습의 효과
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Eggen & Kauchak, 2010). 이 이론에 의하면 컴퓨터 게임의 주인공이 폭
력 행동의 결과 강화를 받는 것을 보며 공격 행동을 학습하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여 게임 주인공을 창조하는 새로운 형태의 컴퓨터 게임의 등장은 공격성에 대한
관찰학습을 더욱 촉진한다(Fischer, Kastenmuller, & Greitemeyer, 2010). Anderson과
Bushman(2001)은 일반 공격성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 이론은 폭력적 컴퓨터 게임과 같은 환경

변인이 개인의 공격적 인지구조를 활성화하여 공격적 사고를 촉발하고 결국 공격행동을 더 많
이 하게 한다고 설명한다.
특성이론은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환경과 경험을 선호하거나 창조하게
한다고 가정한다(Ickes, Snyder, & Garcia, 1997; McCrae & Costa, 2008). 공격성은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개인의 생존에 필요한 주장성 등을 발휘하게 하는 적응적 측면도 있으며, 비교적 생의
초기에 드러나고 유전적 영향도 받는 성격 특성 혹은 경향성으로 생각된다(Lahey, Waldman,
& McBurnett, 1999). 유아기의 공격성이 이후 청소년기 공격성 및 비행을 잘 예측하는 등 공격

성은 비교적 안정적 특성이며, 공격성의 안정성은 지능의 안정성과 비슷하다(Connor, 2002;
Rappaport & Thomas, 2004). 이처럼 공격성을 생의 초기부터 발현되는 비교적 안정적인 타고난

성격 특성으로 개념화할 때, 공격성과 공격적 매체 사용 간의 상관은 높은 공격성을 타고난 아동
및 청소년이 폭력적인 내용의 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간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 중 하나는 성격과 환경 간 순환적
상호작용모형이다. 이 모형에 의하면 특정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향에 맞는 경험을 선호
하고 이 경험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자신의 성향을 더욱 공고하게 한다(Friednab &
Schustack, 2009; Swann & Read, 1981). Gottfredson(2002)도 특성 형성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사회화 이론을 비판하고, 특성이 특정한 환경의 경험을 추구하게 하는 원천이며 이 특
정 환경의 경험이 다시 특성을 강화시키는 순환적 모형을 제안하였다. Gottfredson은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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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 한 구성원이 독특하게 경험하는 환경이 개인 특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성격
특성과 특성이 선호하는 환경 경험 간의 순환적 모형에 의해 개인의 특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뚜렷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Gottfredson은 처음 이 모형을 진로발달분야에 적용하였다. 그
러나 이 모형은 특성과 환경 간 관계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그 적용을 진로발달분야에만 한정
한 것은 아니다. 이 모형을 통해 공격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은 공격적 활동을 담고 있는 컴퓨
터 사용을 추구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공격성을 높여주는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간의 순환적
과정을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 중 다수는 컴퓨터 사용과 공격성 간 관계를 학습이론과 일반
공격성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횡단적 연구 뿐 아니라 단기 종단적 연구(i.e.,
Anderson et al., 2008)의 결과는 컴퓨터 사용이 공격성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을 부정하기 어렵게

한다. 다만 지금까지 컴퓨터 사용과 공격성 간 인과 관계를 보다 장기적인 종단 자료를 통해 연
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수록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5년간 반복, 추적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유의할 것은 기존 연구들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컴퓨터 사용 시간 전체가 아닌
컴퓨터 게임 시간을 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사용 시간 전체를 활용하
고자 한다. 왜냐하면 컴퓨터 사용 유형 중 컴퓨터 게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용 역시 상당히 폭력
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컴퓨터 사용 시간 중 컴퓨터 게임이 70% 내외를, 인터넷
사용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류명은, 이형초, 2007; Khalid & Masood, 2008).
한편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간 관계를 살핀 기존 연구 중 일부 및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론들은 공격성이 컴퓨터 사용 증가의 원인이거나 혹은 이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적 혹은 순환
적 관계 또한 가정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 사용이 공격성을 강화한다는 연구모
형의 대안모형으로서 높은 공격성이 컴퓨터 사용을 증가시킨다는 가설(대안모형1)과 공격성 및
컴퓨터 사용이 순환적으로 상호 강화시킨다는 가설(대안모형2)를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모
형 및 대안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동 및 초기청소년의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107

그림1] 연구모형

[

그림2] 대안모형1

[

그림3] 대안모형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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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4년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844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까지 5년간 반
복, 추적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중 남자는 1524명, 여자는 1302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패널 설문에서 공격성과 관련된 6문항을 선택하여 공격
성의 측정변수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5년간 이루어진 설문 조사 자료 중 공격성 6문항의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는 .757~.807이었다. 이 중 3년차 문항들에 대해 요인 수를 1로 지정하고 요인분석을 실시

하여 요인 부하 값이 가장 큰 값의 문항과 가장 작은 값의 문항, 두 번째로 큰 값의 문항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의 문항, 세 번째로 큰 문항과 세 번째로 작은 문항을 짝을 지어 3개의 묶음 점수
(parceling)를 만들었다. 묶음 점수를 사용한 것은 이를 통해 Likert 척도로 이루어진 범주 문항

을 연속 문항으로 다룰 수 있게 되고 문항 반응 분포가 보다 정상분포에 접근하게 되기 때문이
다(Kline, 2005).

2) 컴퓨터 사용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등패널 1~5차년도 자료에 포함된 하루 평균 컴
퓨터 이용 시간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의 평균 컴퓨터 사용 시간은 분으로
환산되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18 및 AMOS18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결측치는
AMOS에서 제공하는 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FIML)을 통해 다루어졌다.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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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측치는 listwise나 pairwise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FIML이 이 두 방식보다 더 효율적
이며 왜곡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Byrne, 2010).
종단 자료를 사용하여 두 변인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려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
회귀교차지연모형을 구조방정식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종단 자료를 통해
변수들 간 인과관계의 방향을 추정하는데 유용하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자기회귀모형을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하여 두 변인 간 상호지연 효과를 추정한다. 이 모형을 통해 한 시점의 값
으로 같은 변수 뿐 아니라 다른 변수의 다음 시점의 값을 설명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
희, 2009).
종단연구에서 잠재변수를 반복변수로 설정하면 각 변수가 시간이 경과하여도 동일 구인을 측
정한다는 종단적 구인동일성의 확인이 필요하다(Chan, 1998). 종단적 구인동일성은 다집단 구인
동일성과 유사하게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잔차동일성 순으로 검증되며 후자로
올수록 보다 엄격한 검증이다. 종단적 구조 관계 모형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측정동
일성이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시점을 달리한 동일 측정 변인이 각 시점에서
의 잠재변인에 이르는 경로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이 동일화 제약을 가하
지 않은 기저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나빠지지 않으면 측정동일성은 확보된다.
즉, 본 연구의 경우 5회의 측정 시점마다 동일 측정 문항들에 의해 공격성 잠재 변인이 추정되는
데, 각 시점에서의 공격성 잠재 변인에 대한 특정 측정 문항의 부하량이 5회에 걸쳐 모두 동일하
다는 제약을 모든 측정 문항에 가한 측정동일성가정모형을 설정하고 얻은 χ2 값과 모두 동일하
다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의 χ2 값 간의 차이(Δχ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p>.05)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각 시점에서 측정된 공격성 개념이 모두

동일한 개념에 대해 측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형의 적합도는 Hair 등(2010)이 제안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었다. Hair 등은 사례수가 250
이상이며 측정변인의 수가 12~30 개 사이일 때 CFI와 TLI는 .92 이상, RMSEA는 .07 이하(CFI
> .92 이상일 때)를 적합한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Ⅲ.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 모형
및 대안모형을 설정하고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5개년도 종단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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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과 공격성의 기술통계는 <표1>과 같다.

표1> 컴퓨터 사용시간과 공격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

1일 컴퓨터 사용시간

시점

공격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차년도

88.88

68.75

14.11

4.55

2차년도

92.17

63.77

14.54

4.72

3차년도

96.55

65.77

15.07

4.60

4차년도

103.00

60.20

15.54

4.58

5차년도

114.30

73.91

15.52

4.51

2. 모형검증
종단적 구인동등성의 확인을 위해 연구모형에서 공격성에 대한 측정변수의 요인 계수에 동일
성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 중 χ2 지수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모형 간 차이는 4.32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df=8). 따라
서 종단적 구인동등성이 확인되었다.
컴퓨터 사용시간이 공격성을 설명한다는 연구모형, 공격성이 컴퓨터 사용시간을 예측하게 한
다는 대안모형1, 그리고 공격성 및 컴퓨터 사용이 순환적으로 상호 강화시킨다는 대안모형2에
대하여 각각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여 얻은 적합도 지수는 <표2>와 같다. Hair 등(2010)이 제안한
모형적합도 기준에 따르면 각 모형은 모두 TLI의 경우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나, CFI와
RMSEA에 대하여는 만족시키고 있어 자료에 대한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각

모형의 χ2 를 살펴보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은 서로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모형은 대안모형2
와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확률 .05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Δχ2 >9.49, df=4)

표2> 모형의 적합도 지수

<

모형

TLI

CFI

RMSEA

χ2

df

대안모형2와의 Δχ2

연구모형

.914

.935

.56

1547.34

158

23.65

대안모형1

.914

.935

.56

1547.78

158

24.09

대안모형2

.913

.936

.54

1523.69

154

아동 및 초기청소년의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111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1이 대안모형2에 위계적으로 포함되는(nested) 모형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χ2 지수가 연구모형 및 대안모형1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작은 대안모형2를 자
료에 가장 적합한 자료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대안모형2에서 공격성와 컴퓨터 사용시간 간 설정
된 경로는 부분적으로만 유의하였다. 이 대안모형에서 두 변인 간 관계의 추정된 경로계수는
<표3>과 같다.

이 연구에서 특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교차지연계수이다. 왜냐하면 교차지연계수가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시간 간의 상호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표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안모형2
에서 한 시점의 공격성과 다음 시점의 컴퓨터 사용시간 간의 교차지연계수는 4회 중 3번이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한 시점의 컴퓨터 사용시간과 다음 시점의 공격성 간의 교차지연계수는 4회
중 1번이 유의하였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에도 표준화경로계수의 크기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연구모형에서 한 시점 컴퓨터 사용시간과 다음 시점에서의 공격성 및 대안
모형 1에서 한 시점에서의 공격성과 다음 시점에서의 컴퓨터 사용 시간 간 표준화경로계수의
크기 또한 대안모형2에서의 표준화경로계수의 크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3> 최종 선택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대안모형2)의 추정된 표준화 경로계수

<

경로

비표준화경로계수

표준화경로계수

1차년도 공격성 → 2차년도 공격성

.546***

.510***

2차년도 공격성 → 3차년도 공격성

.508***

.519***

3차년도 공격성 → 4차년도 공격성

.505***

.507***

4차년도 공격성 → 5차년도 공격성

.575***

.564***

1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 2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389***

.419***

2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 3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511***

.496***

3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 4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451***

.429***

4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 5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483***

.441***

1차년도 공격성 → 2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2.179*

.045*

2차년도 공격성 → 3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875

.018

3차년도 공격성 → 4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2.953**

.058**

4차년도 공격성 → 5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3.361**

.060**

1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 2차년도 공격성

0

-.012

2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 3차년도 공격성

*

***

.002

.081***

3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 4차년도 공격성

.001

.030

4차년도 컴퓨터사용시간 → 5차년도 공격성

.001

.030

**

<.05 <.01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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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한 시점에서의 공격성과 다음 시점의 공격성 간 표준화경로계수는
모두 .5 이상이었다. 또한 한 시점에서의 컴퓨터 사용시간과 다음 시점의 컴퓨터 사용시간 간
표준화경로계수는 모두 .4이상이었다. 이를 통해 공격성이 컴퓨터 사용시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Ⅳ. 논의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컴퓨터 사용 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채팅 등에 소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류명은, 이형초, 2007; Khalid & Masood, 2008;
Peter, Valkenburg, & Schouten, 2005).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상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폭력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되어 왔다(Anderson & Carnagey, 2009;
Holtz & Appel, 2011). 본 연구에서는 이런 논의에 따라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연구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컴퓨터 사용시간과 공격성 간 관계
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는 일부 이론 및 선행 연구에 의해 공격성이 높을수록 컴퓨터 사
용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는 가설(대안모형1)과 공격성 및 컴퓨터 사용이 순환적으로 상호 강화시
킨다는 가설(대안모형2)을 함께 검증하였다.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가설들은 횡단적 자료 혹은
단기 종단적 자료를 사용한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5년간의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자기회귀교
차지연모형을 통해 검증되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사용시간 및 공격성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기술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술통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컴퓨터 사용시간은 많아지고 공격성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학업 등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컴퓨터 사
용은 감소한다는 조사보고(Khalid & Masood, 2008)를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컴퓨터 사용
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와 한 시점에서
의 컴퓨터 사용시간과 다음 시점에서의 컴퓨터 사용시간 간 자기회귀계수를 함께 고려한다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의 부정적 사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
를 삼가야 한다. 가능한 아동 초기에 긍정적 영역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의 컴퓨터
사용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컴퓨터 사용이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 사회적 관계, 신체적 심리적 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Gentile, Lynch, Linder,
& Walsh, 2004; Shahbazzadegan, Samadzadeh, & Abbasi, 2011)을 고려할 때 아동 초기에 컴퓨

터 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시간
을 컴퓨터 사용에 소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가정 및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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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하고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공격성의 경우에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며 자기회귀계수 또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격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이며 아동기 공격특성이 이후의
공격성을 설명한다는 주장(Hofstra, van der Ende, & Verhuslst, 2000)을 뒷받침한다.
Connor(2002)는 아동의 공격성 발현이 빠를수록 그리고 안정적일수록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행

동 문제, 학업 및 직업에서의 저성취, 정신 건강 문제, 물질 남용 등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
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이 공격성을 나타낼 때 부모 및 교사는 가능한 조기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의 공격 행동은 주도적, 적대적인 경우와 반응적, 자기 보호적 경우 등으로 나뉘
고 각각의 경우 개입 전략이 다름(Parens, 2011; Rappaport & Thomas, 2004)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
구모형, 높은 공격성이 컴퓨터 사용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대안모형1, 그리고 이 두 변인은
서로 순환적으로 상호 강화할 것이라는 대안모형2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하여 검증하
고자 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얻은 각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수용할 만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대안모형2가 가장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모형2가 자료에 가장 적합하게 나타
났으나 모형의 해석에는 주의가 따른다. 이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유의한 교차지
연회귀계수들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차지연회귀계수들의 유의성은 표집 크기의 영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 이 선택되지 않았으며 컴퓨터 사용시
간에서 공격성에 이르는 표준화된 교차지연회귀계수가 대부분 유의하지 않거나 작은 점은 과다
한 컴퓨터 사용 혹은 컴퓨터 게임 몰입이 공격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대안적 모형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비록 교차지연회귀계수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 검토한 연구모형 및 대안
모형들 중 대안모형2가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개인의 특성과 환경 혹은 경
험의 선호가 서로 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관계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개인의 타고한 성향이
특정한 경험을 더 선호하고 선택하게 하며, 이렇게 선택된 경험은 의도 없이 타인과 공유된 경험
보다 더 개인의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성격과 경험의 상호작용 이론을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간 상당한 효과 크기의 상관과 본
연구의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선험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 혹은 청소년이 공격적 성향을 만족시
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임이나 채팅 등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사용을 더 많이 하게 되며, 공격
적 내용의 컴퓨터 사용은 다시 아동의 공격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시간 간 순환적 상호작용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컴퓨터 사용과 공격성 중 어느 한 변인이 다른 한 변인의 원인이라고만 본 다수의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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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주장(i.e., Anderson et al., 2008)에 의문을 제기한다. 컴퓨터 사용과 공격성 간 관계를 이해
하려면 단순히 폭력적인 환경 혹은 경험이 공격적 특성을 형성한다거나 높은 공격성이 폭력적
인 내용의 컴퓨터 사용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공격 특성이 개인차가 있는 선험적인
성향이며(Connor, 2002)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공격성을 만족시키는 환경과 경험을 더 선호하고
이를 통해 다시 공격성을 강화시킨다는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격성이 더욱 높아지는 추이 또한 이와 같은 순환적 관계를 통해 타고난 특성이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 높아진다는 Gottfredson(2002)의 주장에 의해 잘 설명된다. 따라서 가능한
조기에 공격성이 높은 아동을 확인하고 공격성과 컴퓨터 게임과 같은 폭력적 경험 간의 악순환
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격성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컴퓨터 사용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학업 성취 저하와 다른 심리적
신체적 영역에의 부정적 결과(Adachi & Willoughby, 2011; Khalid & Masood, 2008;
Ohannessian, 2009; Shahbazzadegan, Samadzadeh, & Abbasi, 2011)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간 순환적 상호작용 모형이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간 관계를 적합
하게 설명한다면, 폭력적 내용의 컴퓨터 사용이 공격성의 원인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에 개입
함으로써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기대(정영호, 2011; Anderson, et al.,
2008)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다. 순환적 상호작용 모형은 선험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이나 청소

년의 경우 폭력적 내용의 컴퓨터 사용을 억제시킨다면 그들의 공격 성향을 만족시키는 다른 환
경이나 경험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컴퓨터 사용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의 내용에 모두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
여 Greitemeyer와 Osswald(2009)는 친사회적 컴퓨터 게임이 공격적 인지를 감소시킨다고 보고
하였고 Sestir와 Bartholow(2010)는 친사회적 게임이 아니라도 비공격적 게임을 사용하는 것이
친사회적 사고를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들 및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면 단순히 컴퓨터
사용을 막음으로서 공격성이 높은 아동 및 청소년이 공격성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찾게
하기 보다는, 폭력적 환경에의 접촉을 줄이고 공격 행동을 반대되는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컴퓨터 사용과 공격성 간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5년간의 종단적 조사를 통해
얻은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수행됨으로써 횡단적 자료 및 단기 종단적 자료를 통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한국청소년패널자료의 수집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설계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의 탐색을 위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패널자료 중 일부
만을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별,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변인들이 연구 목
적에 맞게 적확하고 충분히 측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격성의 경우 행동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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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지적 측면 등 다양한 구성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성 문항들은
주로 행동적 측면만을 반영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면적으로 측정한 공격성 변인의
사용이 요구된다. 더불어 컴퓨터 사용 시간은 특히 파괴적 내용의 인터넷 게임이나 타인에 대하
여 정서적으로 과도한 비난을 담은 인터넷상의 의사소통 등 공격성과 관련된 내용의 컴퓨터 사
용에 한정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적 자료 수집은 추적조사과정에서 피로 및 민감한
항목에 의한 불성실한 응답 및 표본 소실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통계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이규민, 강상진, 김현철, 2007). 그리고 공격성 및 컴퓨터 사용 시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환경 변인 및 개인 특성 변인이 통제되지 못하였다. 이런 오염 변인을 통
제하고 연구의 목적에 보다 적합하며 결측이 최소화된 자료의 수집을 통해 변인 간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연구의 계획 및 수행이 필요하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선택된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충분한 크기를 보이
지 못한 교차지연계수는 선택된 모형의 해석에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료에 대해
가장 적합하게 나타난 대안모형과 관련한 논의들은 컴퓨터 사용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주장된, 가설에 대한 대안적 가설일 뿐이며 이 대안모형의 검증에 초점
을 맞춘 연구 설계 및 자료 수집을 통한 재검증이 요구된다. 공격성과 컴퓨터 사용 시간 간의
낮은 교차지연계수는 환경 및 개인 변인 등이 이 두 변인 간 관계에 대해 중재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Adachi와 Willoughby(2011)의 주장처
럼 컴퓨터 사용은 공격성에 대해 단지 몇 분간의 단기적 영향만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 및 청소
년들이 조사에 응답할 때에는 공격성에 대한 컴퓨터 사용의 단기적 영향이 소실되어 두 변인
간 관계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다. Shahbazzadegan, Samadzadeh와 Abbasi(2011)는 컴퓨터 사
용이 정신 건강의 여러 측면을 악화시키지만 공격성은 오히려 낮추었다고 보고하면서 컴퓨터의
사용을 통해 공격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대안적
설명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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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ggression and Computer Use in Korean Youth:
Through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1)2)3)

Kim, JiHyeon**
Yang, JiHyeon***
This study addressed the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computer use of Korean youth. Based on previous studies, research model explaining the effect
of computer use on aggression, alternative model 1 asserting the effect of aggression on
computer use, and alternative model 2 illustrating reciprocal interaction effects between these
two variables were established.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was performed with 5
year panel survey data of elementary school 4th grade students by Korean Adolescents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this study.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reciprocal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ggression and computer use. This result implied that the effects of experiences
chosen with a priory aggression on the subsequent aggression should be noticed rather than
the effects of incident experience.
Key words: computer use, computer game, internet, aggression, longitudina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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