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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wth mixture modeling was used to identify types of changes in overt aggression from Grades 4

to 7 among a sample from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Three discrete patterns were found to

adequately explain changes of overt aggression in both boys and girls：Persistent intermediate

aggression; Increasing aggression; and Decreasing aggression. Most boys (93%) fell into the Persistent

intermediate aggression group and 49% of girls were found to fall into the Increasing aggression group.

This suggests that prevention programs should recognize that girls are at risk of increasing aggression

in their early adolescenc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self-control, child abuse,

peer support, and involvement with deviant peers at Grades 4 were all strongly associated with trajectory

class membership. These associations did not differ by gend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evention

programs should focus on the multiple risk factors of both boys and girls.

Key Words：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 변화유형(types of changes), 예측요인(predictors), 성장

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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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의도로 행해지는

공격성(Berkowitz, 1993; Brehm & Kassin, 1990)

은 그 정의가 비교적 일관된데 비해, 공격성의

유형을 범주화하는 접근은 연구자마다 다양하

다. 예를 들어, 공격자의 의도와 행동의 결과에

따라 신체적 공격성과 심리적 공격성으로 구분

되며(Olweus, 1978), 공격성은 자신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공격하는 적극적 공격

성과 타인의 공격 도발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Dodge, Coie, & Lynam, 2006). 공격행동이 가해

지는 방법이 직접적인지 아니면 제 3자를 통한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인 신체 및 언어적 공격성

과 간접적 공격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Björkqvist, Ekman, & Lagerspetz, 1982). 공격성

을 표현방식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는 신체적 공격, 언어적 협박 등 명백하게 외부로

표출되는 형태의 외현적 공격성과 나쁜 소문 퍼

뜨리기나 집단에서 배제하기와 같이 잘 드러나지

는 않지만 또래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관계적

공격성이 포함된다(Crick & Grotpeter, 1995).

아동 및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은 우울․불

안 및 학업적 어려움과 관련되고(서미정, 2009),

발달의 이후 단계까지 약물 사용, 비행, 만성 폭

력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강하게 예측하는 중

요한 지표로 보고되는 등(Broidy et al., 2003;

Brook, Whiteman, Finch, & Cohen, 1996;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개인

의 심리적, 행동적 적응 문제와 장기간 연결됨에

따라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이는 외현적 공격성

이 한 개인내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켰다. 게다가 비교적 최근

들어 종단자료의 증가와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

론적 진보 덕분에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를 탐색

하는 연구들이 활발해졌다. 행동의 변화를 분석

해온 선행 연구들은 주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

는 하나의 평균 성장곡선을 기반으로 개인차를

밝히는 전통적인 성장모형(growth curve models)

접근을 시도해 왔는데(김동기․홍세희, 2007;

서미정, 2009; 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3; Bub, McCartney, & Willett,

2007; Farrell et al., 2005; Karriker-Jaffe, Foshee,

Ennett, & Suchindran, 2008), 이는 외현적 공격

성의 개인내 변화에 있어서 일반적 경향을 파악

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집단내 변화의 질적인 차

별성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동

일 집단내에서 상이한 변화를 유형화하는데 초

점을 둔 몇몇 연구들은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또는 준모수 집단중심모형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등을 적

용하여 개별적인 성장패턴이 유사한 집단끼리

묶어 이질적인 평균 성장곡선을 보이는 개인들

의 집단을 구분해내었다. 연구들마다 외현적 공

격성의 정의, 측정방법, 연령범위 등에 따라 다

양한 변화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낮은 수준을 지속

하는 유형, 만성적으로 높은 경로, 시간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 그리고 청소년 초기에 낮은

수준이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증가하기 시작하는

등 3～4개 집단 유형이 밝견되었다(Bongers,

Koot, van de Ende, & Verhulst, 2004; Brame,

Nagin, & Tremblay, 2001; Broidy et al., 2003;

Martino, Ellickson, Klein, McCaffrey, & Edelen,

2008). 이상의 경험적 연구들은 반사회적 행동의

변화에 있어 각각의 위험요인을 가진 구별되는

패턴이 있음을 강조한 발달모형을 지지한다. 예

를 들어, Patterson과 Yoerger(1993) 모형은 반사

회적 행동이 아동기에 시작하고 강압적인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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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과 초기의 학업적 어려움과 관련되는 ‘조

기 시작자(early starters)’와 청소년 초기에 시작하

고 부모감독의 부족, 적대적 성향 및 일탈친구와

의 접촉 등과 관련되는 ‘후기 시작자(late starters)’

로 구분된다. Moffitt(1993)은 반사회적 행동이 아

동기부터 시작하여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평생

지속형(life-course persistent)’과 청소년기에 한정

되는 ‘청소년기 제한형(adolescence limited)’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발달적 분류들은 공통적으

로 매우 낮은 수준이 지속되는 유형을 포함하고

있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까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

유형은 남, 여학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일

관되게 보고되었다(Bongers et al., 2004; Broidy

et al., 2003; Martino et al., 2008). 하지만 신체적

공격성의 변화를 유치원생부터 12-13세까지 추

적한 Broidy 등(2003)과 네덜란드 표본에서 4세

부터 18세까지 변화유형을 파악한 Bongers 등

(2004)은 남, 여학생의 변화유형이 유사하다해도

다양한 경로의 각 집단내에서는 여학생이 전형적

으로 더 낮은 평균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게

다가 여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은 아동기동안 남학

생만큼 빈번하지 않더라도(Crick & Grotpeter,

1995; Xie, Cairns, & Cairns, 2005) 청소년 이후

에 증가하므로 남학생보다 지연된 발달경로를

따를 수 있다(Silverthorn & Frick, 1999). 이를 통

해 외현적 공격성의 전반적인 변화유형은 남, 여

학생간에 큰 차이가 없더라도 집단별 평균 수준

은 성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지

금까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을 성별로 검

증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의 공격성을 부모

(Bongers et al., 2004)나 교사(Broidy et al., 2003)

가 보고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공격성이 과소

평가될 수 있는 방법론적 제한점을 가진다. 청소

년 자신이 평가한 연구(Martino et al., 2008)도

있으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

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면서 생태적 환경이 변

화할뿐아니라 신체적으로급속한 성장과 공격성

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초기 청소년동안(Moffitt,

1993) 외현적 공격성 변화의 이질적인 패턴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에 대한 정

보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

는 우리나라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현적 공

격성의 변화유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성별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성에서 출발하

고자 한다.

한편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의 예측요인을 밝

히는 것은 변화의 상이한 패턴을 확인시켜줄 뿐

아니라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입에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외현적 공

격성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요인은 몇몇 이론적

접근과 경험적 연구에서 도출될 수 있다. 먼저 문

제행동이론(Donovan, Jessor, & Costa, 1988)은

반사회적 태도, 인지 및 정서적 취약성과 같은 개

인의 인성 특성이 문제행동을 예측한다고 강조한

다. 이것은 자신의 정서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을 외부로 표

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들(김동기․

홍세희, 2007; Goodman, Brogan, Lynch, &

Fielding, 1993)에 의해 지지된다. 사회학습이론

(Bandura, 1985)은 청소년의 일탈행동을 증진시

키는 데 있어 일탈친구 접촉의 잠재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떤 행동의 모델에 노출될 때 그

행동에 개입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예로, 일탈친구가 많은 것이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외현적 공격성이 낮은 수준을 지속

하거나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집단에 비해 지속

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집단에 속할 확률

을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Martin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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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8).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혹한 언행 또한

외현적 공격성을 학습하는 모델링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부모로부터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욱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었다(Fantuzzo & Mohr,

1999). 사회적 환경의 기관에 초점을 두는 사회

통제이론(Hirschi, 1969)에 따르면 가족, 학교와

의 약한 유대가 다양한 일탈행동을 야기하는 반

면, 사회유대이론(Hawkins & Weis, 1985)은 이

러한 기관과의 강한 유대가 공격성 등과 같은 반

사회적 행동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한다고 제안한

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외현적 공

격성을 증가시키며(이상균, 1999), 부모감독

(Capaldi & Patterson, 1996; Martino et al., 2008)

및 부모애착(Saner & Ellickson, 1996)은 외현적

공격성과 부적 관련성이 보고되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타인인 부모 및 친구와의 정서적 유대

는 외현적 공격성을 증가시킬 위험에서 보호적

역할을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양쪽

부모와 함께 사는 청소년에 비해 결손 가족의 청

소년이 외현적 공격성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

는 경향이 보고되었는데(Martino et al., 2008),

이는 결손가족이 부모의 감독 부재 및 스트레스

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에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론 및 경험적 연구들은 외현적

공격성에 개인, 가족, 또래 등 다양한 영역의 요

인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이론적 접근 뿐 아니라 선행 연구에서 외

현적 공격성의 예측요인으로 검증된 복합적 영

역의 요인들, 즉 개인적 특성인 자기통제력, 가

족 요인으로 부모감독, 부모애착, 부모학대 및

결손가족이 포함되고, 또래 영역의 친구애착과

일탈친구가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와 어떻게 관

련되는지, 또 그러한 관련성이 성별로 어떻게 다

른지 탐색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 남, 여학생별로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집단 유형을 파

악하고, 그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을 검증함으로

써 초4부터 중학교 전환기동안 외현적 공격성의

개입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고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개입 정책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

공할 수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유형은 성별에 따라 다른양상을 보

이는가?

<연구문제2>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은 성별에 따

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종단자

료 구축을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

교 4학년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4년(초4)부

터 2008년(중2)까지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 한

국청소년패널조사의 4개년 자료(초4∼중1)를 활

용하였다(이경상․조혜영, 2004).

표본은 15개 특별시․광역시․도별 초등학교

4학년 학생수에 비례해 지역별로 학교수를 결정

하고, 학교별 4학년 학생수를 반영한 규모비례

확률표집법을 적용하여 선정된 학교에서 한 개

학급이 무작위 추출되는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

식으로 표집되었다. 최종 표본 수는 초등학교 4

학년 학생과 그 부모가 1차년도 조사에 모두 성

공한 2,844명(남학생 1,524명, 여학생 1,320명)이

며, 2, 3, 4차년도 조사 참여자는 각각 2,7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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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명, 2,511명이었다.

2.변수 측정

1)종속변수：외현적 공격성

외현적 공격성은 타인을 향하여 명백하게 표출

되는 형태의 공격성을 말한다(Crick & Grotpeter,

1995). 본 연구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

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등 신체적 공격이나

분노에 대한 외적 표현 정도를 묻는 총 6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 2, 3, 4차년도

Cronbach's α값은 각각 .76, .80, .80, .80으로 나

타났다.

2)독립변수

(1)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

로 통제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는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등 총

6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

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

주를 가진다. 모든 문항은 역코딩되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 Cronbach's α값은 .64로

나타났다.

(2)부모애착
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무

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등 부모와

의 정서적 친밀도를 측정하는 6문항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

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 Cronbach's α값은 .76으로 나

타났다.

(3)부모감독
부모감독은 자녀의 왕래 장소가 어디며, 누구

와 무슨 활동을 하는지 등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

해 부모가 알고 있는 지식 정도를 의미한다(Kerr

& Stattin, 2000). 본 연구에서는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

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 부모가 자녀

의 일상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

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일상생

활에 대한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1차년도 Cronbach's α값은 .80으로 나타났다.

(4)부모학대
부모학대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가혹한

언행을 측정한 것으로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

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와 ‘나는 부모님으로

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의 2문항을 평

균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

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 Cronbach's

α값은 .65로 나타났다.

(5)친구애착
친구애착은 ‘나는 내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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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친구

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

다’ 등 평소에 잘 어울리는 친구와의 정서적 친밀

도를 측정하는 4문항의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

렇다’까지 5점의 응답범주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

수록 친구와의 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 Cronbach's α값은 .66으로 나타났다.

(6)일탈친구
일탈친구는 평소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중 학교 무단결석, 술, 담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가출 등 총 10개 항목의 일탈에 개입

한 친구 수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 개입한 친구 수'에 응답한 것을 ‘0명’,

‘1～2명’, ‘3～5명’, ‘6～9명’, ‘10명 이상’으로

각각 0점에서 4점으로 재코딩하여 10문항의 총

점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1차년도

Cronbach's α값은 .74로 나타났다.

(7)결손가족
결손가족은 청소년이 계부모를 포함한 양쪽

부모 모두 존재하면 0으로, 한쪽 또는 부모 모두

부재인 경우 1로 코딩되었다. 결손가족 여부는

부모로부터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것이

며, 이외 다른 변수들은 청소년 자신이 평가한

자료이다.

3.자료분석

본 연구는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에 따른 유형

을 파악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였다.

변화의 분석에 주로 이용되어왔던 전통적인 성

장모형 접근은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평균 성장곡선을 기반으로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및 개인내 차이를 고려하며 성장계수(예：초

기값 및 변화율)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이 모든

경로에 균등한 것으로 가정된다(Raudenbush &

Bryk, 2002). 하지만 이러한 성장계수에 대한 균

등성의 가정은 종종 비현실적이며, 발달경로의

이질성이 무시된다면 통계 분석 및 그 효과는

심각하게 편파적일 수 있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반면 성장혼합모형은 그러한 가

정을 완화하여 전체 표본의 평균과는 다른 성장

계수가 하위집단별로 산출되는 융통성 있는 접

근방법이다(Muthén & Asparaouhov, 2006). 이는

종단적으로 비슷한 발달경로를 따르는 개인들을

묶어내는 분석방법들 중 하나이며, 종단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과 유사하다.

분석과정은 먼저 성장혼합모형의 1수준 분석

을 통해 시간 흐름에 따른 외현적 공격성의 상이

한 변화유형을 나타내는 집단별 함수를 추정한

다. 각 집단은 특정 성장계수(초기값 및 변화율)

의 평균을 가지므로 구별되는 발달경로를 나타

내게 된다. 적절한 집단 수를 결정하기 위해 집

단 모형별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값

을 비교하였다. BIC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BIC = 2L + p ln(N)

L은 모형에서 로그 우도값, p는 자유 모수의

수, N은 표본의 수, ln은 자연로그를 각각 의미한

다. BIC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보다 적합하고 간

명한 모형을 나타낸다(Raftery, 1993). 외현적 공

격성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집단 수가 결정되면

범주적 집단을 종속 변수로 하여 예측요인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다.

분석에는 Mplus 5.2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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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전체 남학생 여학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외현적 공격성 초4

초5

초6

중1

독립변수(초4)

자기통제력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학대

친구애착

일탈친구

결손가족

2.35

2.42

2.51

2.59

3.78

3.73

3.43

1.56

4.22

.15

114

.76

.79

.77

.76

.69

.73

.96

.81

.64

.35

4.0

2.43

2.48

2.52

2.59

3.64

3.64

3.27

1.69

4.17

.18

66

.78

.79

.75

.74

.70

.74

.97

.88

.67

.40

4.3

2.26

2.35

2.51

2.59

3.94

3.85

3.60

1.42

4.27

.11

48

.72

.77

.79

.79

.64

.70

.91

.70

.60

.29

3.6

주. 결손가족은 사례수(n)와 비율(%)로 표시됨.

<표 1>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Ⅲ.연구결과

1.변수들의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1>에 나와 있다. 종속변수인 외현적 공격성

의 평균은 남, 여학생 모두 초4부터 중1까지 지

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여학생의 외현적 공격성

은 초4와 초5의 평균이 남학생보다 낮았으나 초

6과 중1에 와서는 남학생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

내고 있다.

2.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

초4부터 중1까지 외현적 공격성의 개인내 변

화에 따른 집단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1, 2, 3,

4집단 모형을 검증하였다. <표 2>에 나타났듯이,

남, 여학생 모두 BIC값이 가장 낮은 3집단 모형

이 최적모형으로 선택되었다.

<표 2>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의 모형 적합도

모형
전체 남학생 여학생

BIC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23137.008

23082.209

23065.366

23069.316

12456.987

12427.419

12417.265

12430.572

10664.889

10657.327

10635.695

10647.180

도출된 3개 집단별 추정치가 <표 3>에 제시되

어 있으며, 이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에 나와

있다. 변화유형은 남, 여학생 모두 중간 수준으

로 안정적인 집단, 시간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집단 및 감소하는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변

화유형의 각각을 중간수준 안정형, 증가형, 감소

형으로 명명하였고, 각 집단을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간수준 안정형 집단은 남학

생의 93%, 여학생의 46%가 각각 속해 있다. 남

학생의 초기값은 평균정도(<표 1> 참조)에서 시

작하고 중1까지 비교적 안정적이며, 여학생 또

한 중간수준에서 시작하여 중1까지 거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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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별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

변화유형 성별 N(%) 초기값 표준오차 변화율 표준오차

중간수준

안정형

남학생

여학생

1417(93)

608(46)

2.333***

2.653***

0.025

0.044

0.056***

0.015

0.011

0.019

증가형
남학생

여학생

33( 2)

650(49)

2.262***

1.733***

0.281

0.034

0.596***

0.238***

0.076

0.014

감소형
남학생

여학생

74( 5)

62( 5)

3.782***

3.738***

0.114

0.121

-0.287***

-0.227***

0.066

0.050

***p < .001.

<표 3> 외현적 공격성에 대한 성장혼합모형의 추정치

(남학생 = 1,524명, 여학생 = 1,320명)

없이 지속되었다. 증가형의 경우, 남학생 가운데

2%가 이 집단에 속하며 초기값은 중간 수준에서

시작하고 변화율은 가장 크게 나타나 시간이 지

나면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여

학생의 증가형 집단은 49%를 차지하며 초기값

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완만한 증가율

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감소형 집단은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각각 5%를 차지하였고, 초기값은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더디

게 감소하였다.

외현적 공격성의 전반적인 변화유형이 성별로

유사하지만 몇몇 차이점도 발견되었다. 첫째, 중

간수준 안정형과 증가형 집단에 속한 비율의 성

별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즉 남학생은 대다

수(93%)가 중간수준 안정형 집단에 속하고 여학

생의 절반 정도는 증가형(49%)에 속해 있어 초

기 청소년동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 가능성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증가형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초기값

이 높을 뿐 아니라 중1까지 더 급속하게 증가한

반면, 여학생은 초4에서 중1까지 외현적 공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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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예측요인

중간수준 안정형 대 감소형 대

증가형 감소형 증가형

계수a 표준오차 계수a 표준오차 계수a 표준오차

남학생

자기통제력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학대

친구애착

일탈친구

결손가족

-.138

.180

-.304

.046

.517

.089*

-.494

.233

.315

.205

.193

.362

.043

1.045

-1.336***

.298

-.038

.366**

.686*

.064*

-.515

.183

.203

.172

.119

.305

.033

.683

1.198***

-.118

-.266

-.320

-.168

.025

.021

.283

.365

.262

.216

.464

.051

.200

여학생

자기통제력

부모애착

부모감독

부모학대

친구애착

일탈친구

결손가족

1.377***

.124

-.002

-.233*

.020

-.086*

-.209

.119

.112

.081

.103

.109

.036

.321

-1.063***

.127

-.201

.005

.913**

.081

.248

.244

.208

.174

.200

.339

.044

.567

2.440***

-.004

.199

-.238

-.892**

-.166**

-.456

.262

.221

.182

.218

.345

.055

.605

a로지스틱 회귀계수를 의미하고, 사건 발생에 대한 승산(odds)의 선형적인 증감을 나타냄. 즉, 계수가 0 보다 크면

사건 발생의 확률을 증가시키고, 0보다 작으면 사건 발생의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됨(Morgan &

Teachman,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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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완만하게 증

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셋째, 중간수준 안

정형의 경우 모든 시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3.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의 예측요인

앞에서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3개의 변화유형

집단을 구분하는데 유의미한 예측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성별로 실시

하였다. 각 집단을 기준집단(reference group)으

로 설정하여 나머지 집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초4에서 측정된 자기통제력, 부모애착, 부모감

독, 부모학대, 친구애착, 일탈친구 및 결손가족

가운데 변화유형의 예측요인으로 유의미한 변수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

다. 먼저 남학생의 경우, 중간수준 안정형 집단

과 비교하여 증가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

수는 일탈친구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두 집단은 외현적 공격성의 초기값은 유

사하지만 초4에서 일탈친구가 많은 남학생들이

이후 외현적 공격성이 급속하게 증가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수준 안정형 집단

과 비교하여 감소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

수는 자기통제력, 부모학대, 친구애착과 일탈친

구로 나타났다. 즉 초4 때 자기통제력이 부족할

수록,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혹한 언행이 심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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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친구와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일탈친

구가 많을 경우 중간수준 안정형보다 높은 수준

에서 점차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감소형 집단과 비교하여 증가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는 자기통제력만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초4에서 자기통

제력이 높을 경우 외현적 공격성은 높은 수준에

서 완만하게 감소하는데 비해 중간 정도에서 시

작하여 증가하는 것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여학생의 경우, 중간수준 안정형 집단과 비교

하여 증가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변수는 자

기통제력, 부모학대, 일탈친구로 나타났고, 감소

형 집단이 될 확률을 높이는 것은 자기통제력과

친구애착으로 나타났다. 즉 초4에서 자기통제력

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가혹한 언행이

적을수록, 일탈친구가 적을수록 중간수준 안정

형에 비해 초4에서 낮은 수준으로 시작해 완만

한 속도로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으

며, 자기통제력이 부족할수록, 친구간의 친밀감

이 높을 경우 중간수준 안정형에 비해 높은 수준

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형 집단과 비교하여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을 높이는 변수는 자기

통제력, 친구애착, 일탈친구가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즉 초4에서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친구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일탈친구가 적을 경우 낮

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완만하게 증가하는 집단

에 속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을 예

측하는 요인은 남, 여학생 모두 자기통제력, 부

모학대, 친구애착 및 일탈친구로 나타났으며 부

모애착, 부모감독 및 결손가족은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변화유형의

각 집단 비교에서 관련되는 예측요인들이 성별

로 다르다해도,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에 관여하는 과정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

사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을 예측하는 데에는 개인, 부

모, 또래 등 다양한 영역의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artino et al., 2008).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에 따른 유형을 파악하고, 그 예측요인의 효

과를 성별로 검증하였다. 먼저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초4부터 중1까지 매년 측정된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을 분석한 결과, 남, 여학생

모두 중간수준 안정형, 증가형, 감소형의 세 집

단으로 구분되었다. 외현적 공격성 및 반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발달이론(Moffitt, 1993;

Patterson & Yoerger, 1993)이나 경험적 연구들

(Bongers et al., 2004; Brame et al., 2001; Broidy

et al., 2003; Martino et al., 2008)과 비교할 때,

중간수준 안정형은 본 연구결과에서 새롭게 나

타난 유형이며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낮은 수준

을 지속하는 유형 및 높은 수준이 만성적으로 나

타나는 유형은 본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

러한 차이는 선행 연구의 대상이 본 연구보다 유

치원생만큼 어린 연령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더

넓은 연령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동 및 청소

년의 공격성을 부모나 교사가 평가하는 등 연구

대상 및 측정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Bongers et al., 2004; Broidy et al., 2003).

전반적인 변화유형은 남, 여학생이 유사한 것

으로 보이나 소속된 집단의 비율과 각 집단내 평

균 수준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남자 청소년의 대다수(93%)는 큰 변화없이 중간

정도의 수준을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한 반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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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청소년의 절반정도(49%)는 증가형 집단에 속

해 있다. 이것은 초4에서 중학교 전환기동안 외

현적 공격성의 변화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불연속성 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중

간수준 안정형의 경우 초4부터 중1까지 모든 시

점에서 여학생의 외현적 공격성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여학생의 외현적 공격성

이 남학생에 비해 지연되어 발달하는 것을 반영

한다(Silverthorn & Frick, 1999). 일반적으로 공

격성의 성별 차이는 표출방식에 따라 외현적 공

격성은 남학생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은 여학생

이 높은 경향이 보고되어왔다(김민정․도현심,

2001; Crick & Grotpeter, 1995). 하지만 아동기

때 남학생에게 보다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외현

적 공격성은(Farrell et al., 2005; Xie et al., 2005)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

나지 않거나(박민정․박혜원, 2006)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김동기․

홍세희, 2007; 박종효, 2007). 본 연구는 전국표

본의 종단자료를 통해 외현적 공격성의 개인내

변화에 대한 성별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선행

연구결과에 중요한 의미를 더해준다. 즉 공격성

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그 유형 뿐 아니라 변화

의 특성에서도 나타남을 인식하여 초기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외현적 공격성의 예방에는

남학생과 함께 여학생에게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은 기존 연구와 일관되게(Martino et al.,

2008), 개인, 가족, 또래 등 다양한 영역의 요인

들이 검증되었다. 먼저 개인적 특성인 자기통제

력은 남학생의 중간수준 안정형과 증가형의 비

교외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자

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남학생의 감소형 집단과

비교하여 중간수준 안정형 및 증가형 집단에 속

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중간수준

안정형과 비교하여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감소형에 비해 중간수준 안정형 및 증가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인지 및 정서적 취약성과 같은 개인의 인성

특성이 문제행동을 예측한다는 문제행동이론

(Donovan et al., 1988)에서 제안하듯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조절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청소년일수록 외현적

공격성이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

되는 것으로 보인다(Goodman et al., 1993). 게다

가 자기통제력이 중2부터 고1을 대상으로 동일

집단내 외현적 공격성의 평균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생태학적 요인으로 검증되어(김

동기․홍세희, 2007), 자기통제력은 외현적 공

격성의 평균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유형을

예측하는 데도 중요한 개인적 특성임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외현

적 공격성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개인 차원의 유

용한 개입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 요인 중 남, 여학생 모두 부모학대만이 외

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혹한 언행이

심할수록 남학생은 중간수준 안정형에 비해 감

소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고, 여학생은 증가형

에 비해 중간수준 안정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게 나타났다. 어떤 행동에 개입되는 것은 그 행

동의 모델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다는 사회학

습이론(Bandura, 1985)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신

체적, 언어적 학대가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나 문

제 해결을 위해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학

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격적 특성이 나타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Fantuzzo & Mohr,

1999).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초기 청소

년동안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유형을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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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영향은 결손가족과 같은 가족의 구조적

형태나 부모의 정서적 지지 및 감독 등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보다 역기능적 부모자녀관계인 부

모학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이다. 이는

또한 부모학대로 인한 가족 기능의 결손이 지지

적이지 못한 양육, 부모감독의 소홀 및 공격성에

취약한 정서체계를 형성하는 등 외현적 공격성

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많은 요소를 내포하

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외현적 공격성의

예방 프로그램에 부모학대의 직, 간접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교

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래 영역의 요인 중 친구애착은 특이할만한

결과를 보였다. 친구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남학

생은 중간수준 안정형과 비교해서 감소형 집단

에 속할 확률이 높고, 여학생은 중간수준 안정형

및 증가형에 비해 감소형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 여학생 모두 친구간

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의 보다 높

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개인이 사회와 유대가 강할수록 비행과 같

은 반사회적 행동에 개입할 확률이 낮다고 보는

사회유대이론(Hawkins & Weis, 1985) 및 친구간

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외현적 공격성이 낮다고

보고한 경험적 연구결과(이상균, 1999)와는 비일

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격성의 한 유형

인 또래괴롭힘의 가해아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에서 일반아동 못지 않다는 결과(서

미정․김경연, 2004)와 공격적인 청소년들은 일

탈행동에 개입한 친구들과 관계맺기 쉬운 점을

감안하면(Martino et al., 2008), 공격 아동 및 청

소년들은 일반집단에 비해 일탈친구 집단내에서

친밀함을 유지하기가 쉬운 것으로 보인다. 일탈

친구는 일탈행동을 학습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제공하므로(Bandura, 1985), 그들과 친밀한 관계

에 있을 때 외현적 공격성이 학습될 가능성은 더

욱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지지

적인 친구가 일반친구인지 아니면 일탈행동 빈

도가 높은 친구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여 해

석상 주의를 요하며, 추후 연구에서는 친구애착

을 측정할 때 친구의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

다. 일탈친구 요인은 선행 연구(Martino et al.,

2008)와 일관되게, 일탈친구가 많을수록 남, 여

학생 모두 외현적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높은 수

준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되었다. 즉 남학생의 경

우 초4에서 많은 일탈친구를 가지는 것은 중간

수준으로 안정적인 것보다 이후 급속하게 증가

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데 영

향을 미치며, 여학생의 경우 일탈친구가 적을수

록 중간수준 안정형 및 감소형 집단보다 낮은 수

준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탈친구와의 접촉

은 반사회적 행동이 청소년 초기에 시작하는 유

형의 중요한 특성임을 제시한 발달모형

(Patterson & Yoerger, 1993)과 일관된다.

본 연구는 전국단위의 대규모 종단자료를 활

용하여 외현적 공격성의 상이한 변화유형을 규

명함으로써 평균적인 경로를 기반으로 개인간의

변량을 분석한 기존의 종단 연구방법을 확장한

점에서 연구방법론적 의의가 있으며, 이는 변화

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실용적 의의는 본 연구결과로부터 외현

적 공격성의 예방과 관련하여 몇가지 시사점을

도출한 데 있다. 첫째, 여학생은 초기 청소년동

안 외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위험에 처해 있으

므로 예방을 위한 개입이 늦어도 초4에서 시작

될 필요가 있으며 남학생의 대다수는 초4부터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므로 더 이른 시기부터 조

기 개입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외현적 공

격성 예방 프로그램은 자기통제력, 부모학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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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착, 일탈친구 등 복합적 요인에 초점을 두어

개인 뿐 아니라 환경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개입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패

널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외현적 공격성의 변화유

형을 예측하는 데 보다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

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정서적

스트레스, 충동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Martino et

al., 2008)과 생태학이론(Bronfenbrenner, 1979)에

서 강조해온 지역사회의 특성 등 맥락적 요인이

보완되어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외현적 공격

성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었는데, 추후 연구에서

는 여학생에게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간접적 또

는 관계적 공격성(김민정․도현심, 2001; Crick

& Grotpeter, 1995)의 변화유형도 규명하여 성별

에 따른 공격성 변화의 중요한 특성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동기․홍세희(2007).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 추정：변화에 있어서의 개

인차에 대한 생태학적 요인 검증. 조사연구, 8

(2), 21-42.

김민정․도현심(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관계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

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박민정․박혜원(2006). 자아개념, 애착, 교사 및 또래

관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한국

조선족 및 한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

회지, 44(3), 79-89.

박종효(2007).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제

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논문집, 209-230.

서미정(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 성취감：잠재성장분석.

서미정(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

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 성취감：잠재성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서미정․김경연(2004). 아동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과 또래괴롭힘. 아동학회지, 25(2), 93-108.

이경상․조혜영(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Ⅱ：조사개요보고서.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이상균(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andura, A. (1985).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Y：Prentice Hall.

Berkowitz, L. (1993). Aggression：Its causes, conse-

quences, and control. New York：Academic

Press.

Björkqvist, K., Ekman, K., & Lagerspetz, K. (1982).

Bullies and victims：Their ego picture, ideal ego

picture, and normative ego picture.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3, 307-313.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3). The normative development

of child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2), 179-192.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4).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s in childhood and ado-

lescence. Child Development, 75, 1523-1537.

Brame, B., Nagin, D. S., & Tremblay, R. E. (200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from school entry to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ical Psychiatry, 42, 503-511.

Brehm, S. S., & Kassin, S. M. (1990). Social psy-

chology. Boston：Houghton Mifflin.

Broidy, L. M., Nagin, D. S., Tremblay, R. E., Bates,

J. E., Brame, B., Dodge, K. A., Fergusson, D.,

Horwood, J. L., Loeber, R., Laird, R., Lynam, D.

R., Moffit, T. E., Pettit, G. S., & Vitaro, F.



14 아동학회지 제31권 3호, 2010

- 96 -

(200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hood

disruptive behaviors and adolescent delinquency：

A six-site, cross-natio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9(2), 222-245.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Harvard University Press.

Brook, J. S., Whiteman, M., Finch, S., & Cohen, P.

(1996). Young adult drug use and delinquency：

Childhood antecedents and adolescent mediat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Abnormal Psychiatry, 35, 1584-1592.

Bub, K. L., McCartney, K., & Willett, J. B. (2007).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and first-grade

cognitive ability and achievement skills：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3), 653-670.

Capaldi, D. N., & Patterson, G. R. (1996). Can violent

offenders be distinguished from frequent offenders：

Predic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 Delinquency, 33(2), 206-

231.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

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Dodge, K. A., Coie, J. D., & Lynam, D. (2006).

Agg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youth. In

N. Eisenberg (Ed.), Handbook of child psy-

chology：Vol.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719-788). New York：

Wiley.

Donovan, J. E., Jessor R., & Costa, F. M. (1988).

Syndrome of problem behavior in adolescence：

A replication. Journal of Consult Clinical Psy-

chology, 56, 762-765.

Duncan, T. E., Duncan, S. C., & Strycker, L. A.

(2006).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Concepts, issues, and applica-

tions (2nd Ed.). Mahwah,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Fantuzzo, J, W., & Mohr, J. K. (1999). Prevalence and

effects of child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he Future of Children, 9(3), 21-32.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E., Meyer,

A. L., & Valois, R. F. (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

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arch on Adolescence, 15(2), 179-

204.

Goodman, S. H., Brogan, D., Lynch, M. E., & Fie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1.

Hawkins, J. D., & Weis, J. (1985). The social devel-

opment model：An integrated approach to delin-

quency prevention.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6, 73-97.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arriker-Jaffe, K. J., Foshee, V. A., Ennett, S. T., &

Suchindran, C. (2008). The development of aggres-

sion during adolescene; Sex differences in tra-

jectories of physical and social aggression among

youth in rural area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6, 1227-1236.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

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Martino, S. C., Ellickson, P. L., Klein, D. J., McCaffrey,

D., & Edelen, M. O. (2008). Multiple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Aggressive Behavior, 34, 61-75.

Moffitt, T. E. (1993). Adolescent-limited and life

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A develop-

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유형과 예측요인：성장혼합모형의 적용 15

- 97 -

674-701.

Morgan, S. P., & Teachman, J. D. (1988). Logistic

regression：Description, examples, and com-

paris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929-936.

Muthén, B., & Asparouhov, T. (2006). Growth mixture

analysis：Models with non-Gaussian random

effects. In G. Fitzmaurice, M. Davidian, G.

Verbeke, & G. Molenberghs (Eds.), Advances in

Longitudinal Data Analysis. Boca Raton, FL：

Chapman & Hall/CRC Press.

Olweus, D. (1978). Aggression in school. Washington,

DC：Hemisphere.

Patterson, G. R., & Yoerger, K. (1993). Developmental

models for delinquent behavior. In：Hodgins S

(ed)：Mental Disorder and Crime. Thousand

Oaks, CA：Sage Publications, pp.140-172.

Raftery, A. E. (1993). Bayesian model selec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63-180). Newbury Park, CA：Sage.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

archical Linear Models：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Saner, H., & Ellickson, P. (1996). Concurrent risk

factors for adolescent violence. Journal of Ado-

lescence Health, 19(2), 94-103.

Silverthorn, P., & Frick, P. J. (1999). Developmental

pathways to antisocial behavior：The delayed-

onset pathway in girls. Developmental Psychopa-

thology, 11, 101-126.

Xie, H., Cairns, B. D., & Cairns, R. B. (2005).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s among girls：

Measurement issues, social functions, and differ-

ential trajectories. In：Pepler D. J., Madsen, K.

C., Webster, C., Levene, K.S. (eds)：The Devel-

opment and Treatment of Girlhood Aggression.

Mahwah, NY：Erlbaum, pp.105-136.

2010년 2월 9일 투고, 2010년 5월 3일 수정

2010년 5월 25일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