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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aggression and loneliness. The subjects were two hundred 

and eighty fifth-year elementary school and second-year middle school adolescent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regressi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hen it comes to aggressiveness, the 

fifth grader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degree of personal attack, whereas the eighth graders were found to show more 

expression of anger. The fifth graders scored higher than the eighth graders in each subcategory of life satisfaction.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category of loneliness. Second, the fifth grader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among verbal attack, 

personal attach, expression of anger and loneliness, whereas the eighth grader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xpression 

of anger and loneliness. The two age groups, in turn, also exhibited some differen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ird, we found that life satisfaction is a complete parameter between aggressiveness and loneliness in 

the fifth graders. In the case of the eighth graders, life satisfaction turned out to be a partial parameter between aggressiveness 

and loneliness. This perhaps indicates that adolescents with similar levels of aggressiveness might show different degrees of 

loneliness, depending on whether they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ir lives and whether they feel satisfied with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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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의 아동  청소년들은 가족 수의 감소  가족구조

*  본 논문은 2011년도 남서울 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 자․교신 자 : 김진경 (E-mail : holyjin77@hanmail.net)

의 변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개별  행동 증가로 외로

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집단 따돌림이나 인터넷 

독과 같은 문제들이 아동  청소년의 정서  고립이나 외로

움을 가 시키고 있다. 외로움이 만성 으로 쌓일 때 우울증, 

신경성 식욕부진증나 폭식증 등의 문제가 나타나며, 비행이

나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까지 래할 수 있음(Bowen & 

Chapman, 1996; Zakriski & Coie, 1996)을 고려해볼 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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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움에 한 연구는 건강한 발달을 한 방  차원에서 활

성화될 필요가 있다. 

외로움은 깊은 고립의 상태로 구나 회피하고 싶은 고통

스러운 경험이며 어린 시  해소되지 못한 친 감의 욕구로 

인한 정서이다(Weiss, 1973). 외로움에 한 정의들을 살펴

보면 두 가지의 공통 이 있다(Peplau & Perlman, 1982). 

첫째, 외로움은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며, 둘째, 외로움은 

객 인 사회  고립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사회

 계망에서 느끼는 주 인 결핍감이다. 즉, 외로움은 

자신의 인 계에 한 불만족감으로, 지극히 개인 내 인 

감정으로 넓은 인 계 안에서도 느낄 수 있는 주 인 정

서이다(Cassidy & Asher, 1992; Margalit, 1994). 이를 기

로 본 연구에서는 외로움이란 ‘다른 사람들과 사회 ․정서

 계에서 느끼는 개인 이고 주 인 고통스러운 정서 

상태’라고 정의하 다. 특히 이러한 외로움은 사회  계 

 상황, 개인  욕구의 변화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데, 특

히 ‘주변인’이라는 모호한 사회  지 로 외로움이나 정서  

고립감이 한층 심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는 후기 아동기인 등학교 고학년과 기 청소년기인 학

교에 해당되는 아동  청소년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 

외로움을 주제로 이 진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  지 와 

련되어 주로 진행되었는데, 사회  지 가 낮은 경우 외로

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들에게 거부당

하거나 사회  지 가 낮은 아동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놀이

상황이나 갈등상황을 공격 으로 처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일 되게 보고되었다(Asher 

& Wheeler, 1985; Cassidy & Asher, 1992; Cohn, Patter-

son, & Christopoulos, 1991; Crick & Dodge, 1996; Doh, 

Choi, & Lee, 2005; Kaiser & Berndt, 1985; Park & Doh, 

1997; Yun, Kim & Kim, 2010; Zakriski & Coie, 1996). 즉, 

공격성으로 인해 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외로움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공격 인 아동들이 모두 래 계에서 외로움을 경험

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Lyons, 2004). 공격 인 성향이 

있는 아동일지라도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 

래들에게 거부당하는 아동이라도 정신  버 목이 될 수 

있는 소수의 친구가 존재한다면 느끼는 외로움이 경감한다

는 연구도 있다(Yoo, Kim, & Han, 2008). 즉, 공격  성향이 

외로움에 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향을 미치기 보다는, 아

동의 개별  특성에 따라 그 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공격  성향과 외로움간의 계

에서 개별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한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외로움은 그 정의에도 반 되듯이, 한 개인이 자신

의 삶에 해 느끼는 주 인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외로움은 객 인 사회  격리와는 다른 주 인 경험

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지각이 어떻게 외로움의 경험에 

향을 주는지에 해 살펴본 연구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

회  계나 삶에 해 평가할 때 자신의 기 에 따라 평가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외로움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졌다고 

제안하 다(Barrera, 1986; Peplau & Perlman, 1982; Teas-

dale, 1997; Wethington & Kesseler, 1996). 즉, 부정 인 

경험과 감정을 객 으로 으로써 부정 인 생각이나 기

분을 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개인이 자신의 삶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만족하느냐에 따

라 느끼는 외로움이 달라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 공격성도 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바탕으

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련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자기애 성향에 따른 공격성, 충동성  학교만

족도에 한 연구에서, 공격성이 높고 충동성이 높은 아동들

이 학교생활만족도가 떨어졌다(Heo, 2008). 한 공격성이 

높은 성인은 결혼만족도가 낮았다(Choi, 2004; Park, 2007). 

등학생을 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심리  가정환경, 신체

만족도  공격성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공격성이 높

으면 심리  가정환경을 부정 으로 지각하며 신체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Jeong, 2007). 즉, 공격성이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란 ‘인지 이고 평가 인 반응으로, 개인 스스

로 기 에 따른 삶의 질에 한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총체  삶의 만족이란 특정차원(자신, 가족, 친구, 학교생활) 

각각의 평가이상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해

서는 어느 단일 차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

에서, 그리고 주변 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화를 고려한 

측정이 요구된다. 아동  청소년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의 

하 요인으로 자신에 한 만족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과

도기  시기가 특히 자기에 한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Harter, 1989). 이에 청소년 시기가 특히 자기에 한 평가

에 민감하다는 제하에, 외모, 능력, 사람됨의 자기 자신에 

한 만족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한, 한국 청소년의 생

활만족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계효능감이 매우 요한 변

인이기 때문에(Kim, Kwak, & Park, 1998), 학교생활에서 

학업성  뿐 아니라, 교사  래와의 계에 한 만족감

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 가정은 태어난 이후에 아동  청

소년에게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아버지  어

머니와의 계, 형제자매와의 계 등 가족 계에 한 만족

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가정의 심리  요인 

뿐 아니라 가정의 도구 ․물리  환경도 생활만족도에 하  

변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과 소유

하고 있는 다양한 물질에 한 만족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신에 한 만족도,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 물리  공간에 한 만족도, 가족 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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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atisfaction

aggression loneliness

Figure 1. Research Model

만족도로 구분하여 다차원 으로 생활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 생활만족도는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향을 매

개할 뿐 아니라, 외로움과도 직  련이 있을 것으로 상

할 수 있다. 아동의 심리  요인  자신에 해 생각하고 

단하는 자기평가는 외로움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요한 

요소로 확인되었다(Wheeler, Reis, & Nezlek, 1983). 개인

의 낮은 자아존 감은 외로움을 직 으로 유발시키며,  

외로움에 한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외로움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스스로 자신

의 삶에 한 평가는 외로움에 직 인 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가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계를 매개하는지 검증

하고자 하 다. 

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환되는 시

기에 있는 후기 아동기와 기 청소년기를 연구 상으로 삼

았는데, 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격한 신체 , 생리 , 

심리  변화를 경험하면서 과도기  특성을 보인다. 이에, 

과도기  시기에 있는 후기 아동기와 기 청소년의 공격성, 

외로움, 생활만족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비해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인공격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며(Fabes & Eisen-

berg, 1992), 래괴롭힘의 빈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

한다는 결과들이 있다. 즉, 등학생이 학생보다 더 많은 

래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는데, 등학교 학년에서 

가장 빈번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Loeber & Stouthamer-Loeber, 1998; Zakriski & Coie, 

1996). 한 생활만족도는 과도기  시기인 청소년기때 상  

박탈감으로 인해 낮아졌음을(Kim & Han, 2008)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생활만족도가 후기 아동기와 기 청소년기에 

어떤 양상으로 나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외로움은 

연령보다는 주변 환경에 더욱 향을 받는 정서 상태(Kaiser 

& Berndt, 1985)임을 고려할 때,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는지 규명해보고자 하 다. 이상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생활만족도, 외로

움은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생활만족도와 외

로움 간에는 유의한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공격성이 아동과 청소년의 외로움에 미치

는 향에 한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는 각 2개의 등학교와 학교

에서 2학 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등학교 5학년 144명과 

학교 2학년 146명 총 290명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과도

기  시기에 있는 후기 아동기와 기 청소년기를 비교해보

고자, 등학교 5학년과 학교 2학년을 연구 상으로 선정

하 다. 질문지는 총 290부를 배부하여 283부를 회수하 고, 

무응답과 불성실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280을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2. 연구도구

1) 공격성

Orpinas와 Frankoski(2001)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공격

성 척도(The Aggression Scale)를 기 로 하여, Yoo, Han, 

and Choi(2002)이 구성한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

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회상편향을 최

소화하기 해 지난 7일간 제시된 공격 행동의 빈도를 측정

한다. 언어  공격(6개 문항), 인 공격행동(7개 문항), 물 

공격행동(3개 문항), 분노 표출(4개 문항)의 4가지 하 척도

를 포함하는 이 척도는 0번(0 )부터 6번 이상(6 )까지의 

공격행동 빈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수 

범 는 0-120 이다. 공격성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로 높게 나타났다(하  요인별로 언어  공격 : α = .80, 

인 공격행동 : α = .80, 물 공격행동 : α = .72, 분노 표출 

: α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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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frequency(%)

11 year olds
male 61(21.79)

14 year olds
male 71(25.36)

female 76(27.14) female 72(25.71)

father age 

under the age of 40 58(20.71)

mother age 

under the age of 40 72(25.71)

40-45 years old 156(55.71) 40-45 years old 168(60)

over the age of 45 66(23.57) over the age of 45 40(14.29)

fa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49(17.5)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71(25.36)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182(65)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168(60)

graduate school at least 49(17.5) graduate school at least 41(14.64)

father career

specialized technical 30(10.71)

mother career

specialized technical 20(7.14)

directorate office 125(44.64) directorate office 52(18.57)

sales service 93(33.21) sales service 39(13.93)

production labor 32(11.43) production labor 22(7.86)

housewife 147(52.5)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participants

2) 생활만족도

아동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한 도구로 Yi 

and Lee(1997)의 연구에 쓰인 생활만족도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 다. 선행연구(Lee & Kwak, 1994)에는 생활만족도

에 가장 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자기 자신, 학교와 집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집에 해서 외형  공간으로서의 

‘물리  공간’, 정서  공간으로서의 ‘가족 계’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외모, 능력, 사람됨으로 구성된 자기 자신에 

한 3문항, 학업성 , 선생님과의 계, 친구들과의 계로 구

성된 학교생활 3문항, 아버지와의 계, 어머니와의 계, 형

제자매와의 계로 구성된 가족 계 3문항, 내 방, 우리집, 

화장실, 가 제품(TV, 컴퓨터, 냉장고, 비디오 등), 집에서 먹는 

식사  간식으로 구성된 사는 물리  공간 5문항으로 구성

하 다. 총 14문항에 한 주  만족도를 ‘  만족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5  척도로 측정하 으며, 

수범 는 14 에서 70 까지이다. 생활만족도 척도에 

해 아동학 교수 3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다. 생활만족

도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하  요

인별로 자기 자신에 한 만족: α=.81, 학교생활에 한 만

족: α=.80, , 가족 계에 한 만족: α=.83, , 집의 물리  공

간에 한 만족: α=.75). 

3) 외로움 

외로움 척도는 Asher and Wheeler(1985)가 개발한 아동의 

외로움에 한 척도(Children's Lonleliness Questionnaire: 

CLQ)를 토 로 Doh(1996)가 개발한 외로움 척도를 사용하

다. 문항에 한 응답은 ‘거의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4 )’로 이루어진 4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12

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의 응답범 는 12~48 이며 이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8로 나타났다. 

3. 연구 차

1) 사 조사

본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신뢰도  문항내

용에 한 아동의 이해정도, 소요시간, 응답방식의 문제  

등을 악해보고자 사 조사를 실시하 다. 이를 하여 

등학교 5학년 10명과 학교 2학년 10명을 상으로 설문지

를 돌리고 회수하여 분석하 다. 생활만족도에 한 문항  

물리  공간에 한 만족을 측정하기 한 5가지 문항을 새

롭게 구성하 다. 연구도구에 해 아동학 교수 2인과 박사 

2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다. 

2) 본조사

본조사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시에 소재한 2개의 

등학교에서 5학년 2학 에서 144명과 2개의 학교에서 2

학년 2학 에서 146명 총 290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사

조사를 통해 검증한 측정도구를 이용하 으며, 기간은 약 

2주가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사 에 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의 목 과 실시시간, 방법 등에 해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

포하 다. 설명을 들은 각 학 의 담임교사가 아동들에게 설

문지를 나눠주고 작성하도록 한 후 그날 바로 회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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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5 (135)

M(SD)

middle school 2 (130)

M(SD)
t

aggression

language attack 6.81( 6.32) 6.84(6.69) -.04

person attack 6.10( 6.13) 3.57(6.27) 3.32**

object attack 1.71( 2.98) 2.36(4.04) -1.50

expressing anger 4.83( 4.66) 6.27(5.64) -2.27*

total 4.87( 4.70) 4.76(4.98) .91

life 

satisfaction

own 10.02( 3.00) 9.45(2.51) 1.66

school 10.96( 2.59) 9.22(2.07) 2.88***

physical space 19.92( 4.72) 17.57(5.16) 3.78***

family relation 13.52( 2.12) 11.77(3.23) 3.15***

total 13.61( 3.11) 12(3.43) 2.12**

loneliness 74.07(13.55) 74.01(9.8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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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aggression according to age

aggression

language attack person attack object attack expressing anger total

loneliness
elementary school 5 .14* .18* .06 .12* .14*

middle school 2 .08 .08 .02 .18* .10

*p < .05

Table 3. The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loneliness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program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먼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고, t검증, 

상 계, 단순회귀  다 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 생활만족도  외로움

등학교 5학년과 학교 2학년 두 집단의 공격성, 생활

만족도, 외로움의 평균 수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공격성의 하 역에서는 인공격과 분노표출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먼  인공격에서 등학교 5

학년 6.10 , 학교 2학년 3.57 으로 등학교 5학년의 

인공격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분노표출에서는 등

학교 5학년 4.83 , 학교 2학년 6.27 으로 학교 2학년

의 분노표출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즉, 인공격성향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감소된 반면,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은 오

히려 증가하 다. 

생활만족도의 하 역별에서는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 

물리  공간에 한 만족도, 가족 계에 한 만족도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에

서는 등학교 5학년이 10.96 , 학교 2학년이 9.22 으로, 

물리  공간에 한 만족도에서는 등학교 5학년이 19.92

, 학교 2학년이 17.57 으로, 가족 계에 한 만족도에

서는 등학교 5학년이 13.52 , 학교 2학년이 11.77 으

로 학교 2학년이 되면서 생활만족도가 낮아졌다. 한편, 외

로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공격성  생활만족도와 외로움간의 계

아동  청소년의 외로움과 공격성과 생활만족도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등학교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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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atisfaction

own school physical space family relation total

aggression
elementary school 5 -.15* -.20** -.18* -.10* -.18*

middle school 2 -.22** -.27** -.29** -.1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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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The relation between agg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life satisfaction

own school physical space family relation total

loneliness
elementary school 5 -.47*** -.60*** -.36*** -.25** -.39***

middle school 2 -.40*** -.37*** -.38***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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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The relation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loneliness 

인 경우, 언어  공격, 인공격, 분노표출과 외로움 간에 유

의한 정  계가 나타났다. 언어  공격을 많이 할수록, 

인공격행동을 많이 할수록,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높을수

록 아동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2학년인 경우, 분노표출만이 외로움과 유의한 정  

계를 보 는데, 분노표출을 많이 할수록 더욱 외로움을 느

낄 수 있음을 보여 다. 

다음으로 공격성과 생활만족간의 상 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등학교 5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물리

 공간, 자기자신, 가족 계에 한 만족도 순서로 공격성

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학교 2학년의 경우, 물리  

공간, 학교생활, 자기자신, 가족 계에 한 만족도 순서로 

공격성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외로움과 생활만족도간의 상 을 살펴

보면 <Table 5>와 같다. 등학교 5학년의 경우, 학교생활, 

자기자신, 물리  공간, 가족 계(정서  환경)에 한 만족도 

순서로 외로움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특히, 학업성 , 

교사와의 계, 친구들과의 계로 구성된 학교생활 만족도

가 등학교 5학년의 외로움과 가장 큰 상 을 보 다. 학

교 2학년의 경우, 자기 자신, 물리  공간, 학교생활에 한 

만족도 순서로 외로움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3. 청소년의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향

- 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와 같이 공격성과 생활만족도, 그리고 외로움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세 개의 변인들 간의 유의한 계는 어

느 한 변인의 매개  역할을 측하게 하는 기본 조건을 충

족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계에서 생활만족도의 매개  역할을 

탐색해보기 해 Baron and Kenny(1986)의 차를 사용하

다.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

한 향을 미쳐야 하며,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향

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

의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 화된 회귀계수를 살펴

보는 것이다. 먼  첫 번째 차에서 독립변인으로 공격성 

요인을 투입하여 매개변인으로 가정한 생활만족도에 한 

향력을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공격성을 종속변인

인 외로움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계에서 공격성과 생활만

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상  향력을 알아보았다. 매개변인 투입시 외로움에 

한 공격성의 향력이 감소되는지 살펴보았다. 와 같은 

차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등학교 5학년인 경우, 독립변인인 공격성에서 매개변인

인 생활만족도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 고

(β=.28, p<.001), 공격성이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향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β=.13, p<.01). 한,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 으며(β=.43, p<.001),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향력이 2단계(β=.13, p<.01)보다 3단계(β=.08)에서 

어들었다. 즉 종속변인인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공격성의 

유의한 향력(β=.13, p<.01)은 생활만족도와 동시에 투입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유의 으로 나타나지 않아, 생활만족도

는 공격성과 외로움의 계에서 완  매개역할을 하 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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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elementary school 5 middle school 2

β Adj-R2
β Adj-R2

1stage

(independence variable → parameters variable)
aggression → life satisfaction .28*** .13 .34*** .20

2stage

(independence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aggression → loneliness .13** .05 .25** .19

3stage

(independence variable, parameters variable → 

dependent variable)

aggression → loneliness

life satisfaction → loneliness

.08

.43***
.21

.13**

.3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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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The mediation effect of life satisfaction between aggression and loneliness 

격성과 생활만족도의 외로움에 한 설명력은 약 21% 다. 

한편 학교 2학년의 경우, 독립변인 공격성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 으로 유의하 고(β

=.34, p<.001), 공격성이 종속변인인 외로움에 미치는 향

도 통계 으로 유의하 다(β=.25, p<.01). 한, 세 번째 회

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생활만족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향력이 유의하 다(β=.32, p<.001).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

는 향력이 2단계(β=.25, p<.01)보다 3단계(β=.13, p<.01)

에서 감소하 다. 생활만족도는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계

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의 외로움에 한 설명력은 27% 다.

다음으로 등학교 5학년과 학교 2학년의 외로움에 미

치는 공격성과 생활만족도의 직 효과  간 효과 경로계

수는 <Table 7>과 같다. 등학교 5학년과 학교 2학년 모

두 매개역할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외로움에 해 

직 효과와 간 효과, 총효과를 구분하여서 제시하 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등학교 5학년과 학교 2학년을 상으로 아

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생활만족도, 외로움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향에 해 

생활만족도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

서 밝 진 연구결과를 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공격성, 생활만족도, 외로움을 살펴본 

결과. 우선 아동 후기에 비해 기 청소년의 경우 인공격

성향은 유의하게 낮았으며 분노표출성향은 높게 나타났다. 

인공격성향이 유의하게 감소하 는데, 등학교 5학년인 

경우, 이는 학령기 아동의 경우 인공격행동을 자제하는 능

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Fabes & Eisenberg, 1992), 래 계

에서 보이는 공격행동으로 인해 래로부터 거부당하고 소

외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년에 따른 래괴롭힘의 빈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등학생이 학생보다 더 많은 래괴롭힘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는데, 등학교 학년에서 가장 빈번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oeber & Stouthamer-

Loeber, 1998; Zakriski & Coie, 1996). 

다음으로 학교 2학년의 반 인 생활만족도가 등학

교 5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에는 다

른 사람의 평가에 민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삶에 한 주 인 생활만

족도가 반 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가족 계에 한 

만족도도 떨어졌는데, 정서  유 감을 높일 수 있는 여가와 

오락을 함께 했던 가족구성원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학업 주의 양육으로 부모의 모습이 변하면서 이에 한 만

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 집의 물리  환

경에 한 만족도도 감소하 다. 소유욕 증가와 함께, 자신

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한 상  열등감을 느끼면서 이에 

한 만족도가 감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외로움

에 있어서 등학교 5학년과 학교 2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로움이 연령보다는 주변 환경에 

더욱 향을 받는 정서 상태(Kaiser & Berndt, 1985)임을 반

한다.

둘째, 공격성  생활만족도가 외로움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기 에 각각의 상 계를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먼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계를 살펴보면, 등학교 5학년인 

경우, 언어  공격, 인공격, 분노표출과 외로움 간에 유의

한 정  계, 학교 2학년인 경우, 분노표출만이 외로움과 

유의한 정  계가 나타났다. 언어  공격, 인공격, 분노

표출 등으로 인해 래소외를 경험하게 되면, 부분의 청소

년들은 사회 계망의 주  결핍이나 집단에 한 소속감

의 결여로 경험되는 슬픔이나 우울한 느낌 즉, 외로움을 유

발시킨다고 할 수 있다(Asher & Wheeler, 1985; Cas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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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er, 1992; Doh, Choi, & Lee, 2005; Kaiser & Berndt, 

1985; Park & Doh, 1997; Yun, Kim, & Kim, 2010; Zakriski 

& Coie, 1996). 이는 다양한 사회정서  부 응 에서도 외

로움은 래집단 내에서 고통받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계

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요한 지표라는 연구들(Asher et al., 

1990; Cassidy & Asher, 1992; Choi & Lim, 1999; Crick 

& Ladd, 1993; Kaiser & Berndt, 1985; Park & Doh, 1997)

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래 계에서 

나타나는 공격 인 성향은 래로부터 배척이나 소외를 유

발시키고, 이로 인해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로움과 생활만족도 계에서 등학교 5학년

인 경우, 학교생활 만족도, 자신에 한 만족도, 물리  공간

에 한 만족도, 가족 계에 한 만족도 순서로 외로움과 

유의한 부  상 을 보 다. 흥미로운 결과는 가족 계에 

한 만족도보다 물리  공간에 한 만족도가 외로움과 더 높

은 상 을 보 다는 이다. 이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아

동은 래와 비교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물건 등에 

해 민감하게 의식하며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소유의 개념이 외로움과 련이 있음을 반 한다. 즉, 

물질  소유에 한 불만족이 정서  박탈감에도 향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학교 2학년의 경우, 자기자신에 한 만족도가 외

로움과 가장 계가 높았으며, 학교생활, 사는 곳에 한 만

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공유하는 시간이 어들고, 

이에 반해 학교생활은 지속 으로 청소년의 외로움에 련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계에 한 만족도가 외로움과 

상 이 없었다는 것은 가족과의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차 

면서 가족과의 유 계에 한 기 감이 낮아서 이에 한 

향력이 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공격성 외로움간의 계를 생활만족도가 매개역할

을 수행하는지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먼  등학교 5학년

인 경우, 생활만족도는 공격성과 외로움 계에 해 완  

매개역할을 수행하 다. 한편, 학교 2학년인 기 청소년

의 경우에는 생활만족도가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계에서만 

부분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외로움에 직 인 향을 미치면서 생활만족도를 통해 간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가 공격

성과 외로움간의 계를 매개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공격

인 아동일지라도 생활만족도에 따라서 외로움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 인 성향의 아동일

지라도, 자신이 지각하는 생활만족도에 따라서 외로움에 미

치는 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따돌림이나 배척당하는 

아동들도 친구 계에 해 만족을 느낄 경우, 외로움이나 우

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완화되었는 연구들(Parker & Asher, 

1993; Quiggle et al., 1992; Yoo, Kim & Han, 2008)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만족도가 공격성이 외로움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 음을 반 한다. 

아동  청소년의 외로움은 성인기 사회생활 응에 측

할 수 있는 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외로움을 감하고 

완충시키는 변인에 한 모색이 필요하다. 생활만족도가 공

격성과 외로움간의 계를 매개한다는 결과를 통해, 아동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삶에 해 정 으로 지각할 수 있도

록 지도하는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과도기  

시기에 자신의 반 인 삶에 한 인식을 정 으로 평가

하며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아동  청소년의 외로움을 

방할 수 있는 효과 인 기제라 할 수 있겠다. 

한 생활만족도가 공격성과 외로움간의 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결과는 아동의 정서문제를 유발하고 유

지시키는 상 인지 지식을 개선시킴으로 아동의 부정 인 

정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Lyons, 2004; Matthews, 

Hillyard & Campbell, 1999; Reynolds & Wells, 1999)과

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주 인 생활만족도는 

아동  청소년의 부정 인 정서를 완화시키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후속 연구에서는 외로움을 느끼는 

아동의 외로움에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에 해, 좀 더 

질 인 연구방법을 통해 변인들 간의 계를 더욱 구체 으

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 후기 청소년까지 연구 상을 

확장시켜서 청소년기를 시기별로 이들의 외로움과 련된 

요인들을 역동 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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