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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이 매우 개별적이고 변동적인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

고 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공격성의 발달궤적 유형을 탐색하고, 이

를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의 

CBCL 공격성 척도를 토대로 대상중심접근인 성장혼합모형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

자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 시기까지 총 세 시점 가운데 최소한 두 시점 이상 응답한

604명의 청소년이다. 분석결과, 전체 청소년의 공격성 발달궤적은 공격성 유지집단, 공

격성 상승집단, 공격성 감소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아울러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 가구의 청소년들 중에서

일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매우 높은 공격성 수준을 보였으며, 청소년 후기에 공격성이

더 상승되는 고위험 잠재집단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비빈곤 가구에서는 초기에 다양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청소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간 이하의 공격성으로 수렴되

는 경향을 보였으나, 빈곤 가구에서는 공격성이 점차 상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보다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한 조기예측요인으로

공격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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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 공격성

의 발달과정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청소년 공격성은 흔히 발달환경에서의 위험요인이 

이후의 더 심각한 일탈행위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간주된다(심응

철, 1999; Farrell et al., 2005; Dodge, Coie, & Lynam, 2006). 따라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성별과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을 비롯하여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오경자 등, 

2005; 구인회 등,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Laible, Carlo, & Raffaelli, 2000. 그러나 

전통적으로 청소년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많은 요인들이 대부

분 횡단연구를 토대로 검증되었거나 변수중심의 개인 간 비교연구로 밝혀진 것들이 많

다. 이와 같이 한 시점에서 청소년 공격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검증하는 것은, 청소년이

라는 개념과 공격성이라는 특성 모두가 개별적이고 변동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전체 공격성 발달과정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를 과소 혹은 

과대 해석할 소지가 높다. 

최근 들어 종단자료의 증가와 변화분석을 위한 통계연구방법들이 발전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한 개인의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에 더 주목

하기 시작하였다(김동기, 홍세희, 2009). 이와 같이 개인 내적 관점에서 공격성의 변화

를 분석한 연구들은 기존의 횡단자료를 활용한 개인 간 비교 연구에 비해 개입에 필요한 

보다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러한 개인 내 공격성 변화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 역시 한계가 있는데, 주로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평균성장곡선을 기반으로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를 탐색한다

는 것이다(김동기, 홍세희, 2007; 서미정,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최경숙, 2011). 

그 결과, 종단패널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양상을 검증한 많은 연구들이 마치 

청소년 집단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

소년 공격성이 감소 혹은 증가한다는 비일관적인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김동기, 홍세

희, 2007; 최경숙, 2011; 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4).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이후에 심각한 일탈행위로 가는 중요한 매개요인으로서의 공격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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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개입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 집단 내에서 상이한 변화를 유형화하는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잠재성장모형과 잠재계층모형을 합쳐놓은 형태로 시간에 따른 청소

년 공격성의 이질적인 변화유형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많이 있고

(Schaeffer et al., 2003; Bongers et al., 2004; Martins et al., 2008), 국내에서도 최근 

몇몇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척도나 측정시점 선정에 있어서 제한점

이 있다. 특히 국내에서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국

청소년패널을 활용하여 보다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의 외현적 공격성(overt 

aggression)에 해당되는 몇 개의 질문만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김동기, 홍세희, 2009; 

김세원, 김예성, 2009; 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최경숙, 2011). 

공격성은 반드시 직접적인 형태의 외현적 공격성 뿐만 아니라 간접적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 등 표현방식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데, 이와 같이 일부 공격성 문항만으로 변화궤

적 유형을 탐색할 경우 아동 및 청소년의 실질적인 공격성 발달과정에 대한 결과가 왜곡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후기에 이르기까지 직접적 공격

성과 간접적 공격성을 모두 포함하는 CBCL(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1991)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여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대상중심(person-centered)

접근인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더 나아가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

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한다. 이로써 국내 청소년 

공격성 발달과정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실질

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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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공격성의 개념과 영향요인: 빈곤을 중심으로

공격성은 근본적으로 개인에 따라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개인 간의 공격성에 차이를 유발하는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탐색하고자 노력

해왔다(Dodge et al., 2006). 공격성이란 개념 자체도 매우 포괄적이어서 표현 형태나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표현 형태에 

따라서는 공격성을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직접 표현하는 외현적 공격성(overt or 

direct aggression)과, 또래집단에의 배제나 관계를 손상시키는 간접적 방식의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된다(Crick & Grotpeter, 1995; Loeber & Hay, 

1997).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

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과 타인의 공격도발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일어나

는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된다(Little et al., 2003). 

이와 같이 공격성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든 인간에게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재되고 표출될 수 있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청소년의 공격성에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공격성의 양상과 정도에 있어서 주요변화가 바로 청소년기에 일어

나기 때문이다(Loeber & Hay, 1997). 아울러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곧 성인기의 더 심

각한 일탈행위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조기예측요인이기 때문에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적 접근은 사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정책결정자

들과 실천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성별(서미정, 김경

연, 2010; Crick & Grotpeter, 1995; Karriker-Jaffer et al., 2008), 가구의 경제적 지위

(오경자 등, 2005; 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McNeilly-Choque et al., 1996), 

부모와의 유대관계(박혜경, 박성연, 2002; 김정원, 김현주, 2007; Saner & Ellickson, 

1996; Laible et al., 2000), 부모의 학대(김민정, 도현심, 2001;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평화, 2013; 박현선 등, 2014; Klein & Forehand, 2000), 비행친구와의 접촉(박민정, 

최보가, 2004; 김동기, 홍세희, 2007; 김세원, 김예성, 2009; 노언경, 홍세희, 2009; 

Saner & Ellickson, 1996) 등을 들 수 있다. 즉, 부모와의 유대 및 애착관계가 제대로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 잠재계층 비교:

성장혼합모형(GMM)을 활용하여 

93

형성되지 않을수록, 부모가 학대 및 강압적 양육방식을 취할수록, 비행친구들과 더 많이 

교류할수록 아이의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되었다. 특히 

아동기나 청소년기 초기에는 부모의 영향에 의해 공격성이 발달되는 반면에 청소년 후

기로 갈수록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준호, 정혜원, 2009; 김동

하, 2015; Thornberry et al., 1991). 반면 성별은 아직까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데, 연구에 따라서 남학생이 보다 파괴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성을 보이고 여학생은 관계

적 공격성을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하고(Crick & Grotpeter, 1995), 이와 반대로 여학생

이 더 높은 외현적 공격성을 보인다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노언경, 홍세희, 2009). 

또한 청소년의 공격성에는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어(박민정, 박혜원 

2006; 장여옥, 2015; Barber & Harmon, 2002), 성별과 공격성 간의 관계가 일관적이라

고 보기 어렵다.

빈곤과 같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연구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김세원, 김예성, 2009). 물론 많은 학자들이 빈곤가

정의 환경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위험요인들이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악화

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지만(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Sampsom. Morenoff, & Earls, 1999), 일부 연구에서는 빈곤에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

의 공격성 발달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김세원, 김예성, 2009). 더 

나아가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일반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 보다 더 낮은 수준

의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되고 있다(오승환, 2000). 이에 대해 몇몇 학자들

은 한국의 빈곤이 아직까지 외국과 같이 대도시 슬럼지역의 만성적 빈곤의 형태를 띠지 

않아 빈곤의 누적적 효과가 약할 가능성을 제시하거나(구인회 등, 2009), 교육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관심이 빈곤의 악영향을 억제했을 가능성(정익중, 2009)에 대해 언급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빈곤과 청소년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 학자들 간에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이제까지 빈곤과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 관계를 조명한 국내 연구들이 대부

분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 중 한 부분으로 공격성을 포함시켜서 

검증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오승환, 2000; 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즉,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외현화 행동에 포함된 비행,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등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이를 모두 유사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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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환경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

가 없다. 그러나 공격성은 어떤 특성 및 성질에 가까우며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같이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와는 차별적이다. 공격성을 다른 외현화 문제들과 

분리해서 봐야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개입에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외 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예방과 통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 입각해서 전개되어 왔다(Hawkins & 

Weis, 1985). 예방은 문제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행동을 막는 데 초점을 둔 것이고, 

통제는 문제행동이 일어난 후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김동하, 2014). 

이런 점에서 공격성은 보다 예방적이며 사전적 접근에 해당되고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

은 통제중심의 사후적 접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격성은 비행 및 반사회

적 행동을 예측하는 선행요인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방적 조기개입을 위해

서는 공격성을 이들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빈곤 가구의 청소년들은 비빈곤 가구에 비해 공격성을 학습하고 내재화할 

만한 환경적 위험요인과 스트레스가 많다고 알려졌다(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Sampsom, Morenoff, & Earls, 1999). 대표적으로 부모의 학대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빈곤 가구에서 더 흔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결과들이 지지되었다(김민정, 도현심, 2001;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평화, 2013; Klein & Forehand, 2000). 따라서 이들의 공격성 

발달궤적을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과 비교해보는 것은 청소년 공격성 발달에 대한 이해

를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 보다 민감하고 표적화된 예방적 계획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과 유형

지금까지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연구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인 공격성의 

평균변화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시간에 따른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검증한 연구는 모두 7편인데, 그 중 6편은 한국청소년패널을 활용하였고(김동기, 홍세

희, 2009; 김세원, 김예성, 2009; 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한은영, 

2014; Lee, 2014), 1편만이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공격성 변화궤적을 탐색하였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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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연, 허집, 2014). 한국청소년패널을 활용하여 공격성의 평균변화추이를 탐색한 연구

들은 모두 한국청소년패널에서 제시하는 문항 중에 일부를 외현적 혹은 신체적 공격성

이라는 이름으로 2문항에서 6문항까지 활용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2개의 중

다패널로 구성된 한국청소년패널의 경우, 초4에서 중1 혹은 중2까지의 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은 공격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두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한은영 2014; Lee, 2014), 중2에서 고1 혹은 고3까지의 

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은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동기, 홍세

희, 2009; 김세원, 김예성, 2009). 한편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공격성의 평균 변화궤

적을 탐색한 최나연과 허집(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9문항의 

CBCL 공격성 척도(Achenbach, 1991)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의 3시점 동안에 공격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복지

패널은 측정시점이 세 시점에 국한되어 있고, 측정시점 간 간격이 약 3년으로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 한계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연구하기에는 아직까지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청소년패널은 공격성 척도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측정시점이 적고 시점 간 간격이 넓다는 것이 문제이다. 특히 한국청소년패널을 활용한 

연구들은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한 검증 없이 연구자가 외현적 공격성 혹은 신체적 공격

성에 해당되는 몇 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국내 아동 및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에 대해 논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국외의 경우는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을 모두 포함한 CBCL를 비롯하여 다양한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

여 장기간 동안의 공격성 변화추이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11살에서 

19살까지의 주요 청소년기간 중에, 13~15세경에 공격성이 절정에 다다르다가 이후에는 

초기상태와 유사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Karriker-Jaffer et al., 

2008). 이와 같이 공격성의 발달궤적이 비선형적이라는 결과들이 지지되는 가운데, 몇

몇 학자들은 비행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은 비교적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

하고 있다(Prinzie, Onghena, & Hellinckx, 2006).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격성을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는 구분해서 발달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최근에는 청소년 공격성의 평균적 발달궤적에 관심을 보인 연구들에서 한 단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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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발달궤적 간에 잠재유형을 살펴본 연구들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 공격성

의 변화궤적 간 잠재유형에 대해서는 물론 연구자마다 공격성의 정의, 척도, 연령범위, 

측정시간과 간격 등에 따라 상이한 변화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공통적으로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까지 중저 수준의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집단과 초기에 낮은 공격

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집단, 초기에 높은 공격성이 점차 감소하는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Schaeffer et al., 2003; Bongers et al., 2004; Martins et al., 

2008). 한편, Martins와 그의 동료들(2013)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하였는데, 만성적으로 높은 공격성을 유지하는 집단(14.4%),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는 집단(51.1%), 낮은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는 집단(34.4%)

으로 뚜렷이 구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을 탐색한 연구는 없으며, 이를 일반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과 비교한 연구는 

더더욱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청소년 공격성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의 갭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국복지패널에서 제시된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이 모두 포함된 

CBCL의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후기부터 고등학생 후기까지의 공격성 발달

궤적의 이질성을 탐색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

가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패턴이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

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 유형은 어떻게 나타

나는가?

<연구문제 2>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발달궤적 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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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의 가구자료와 아동부가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에 적

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을 포함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포함한 9개도에 거주

하는 7,072가구의 가구원 14,469명이 참석한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종단조사이다. 

그 중에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조사는 1차(2009년), 4차(2009년), 7차(2012년)에 실시

되었다. 따라서 전체 연구기간 동안 아동은 1차년도(2006년도)에는 10~12세이었다가 

4차년도(2009년도)에는 13~15세, 7차년도(2012년도)에는 16~18세로 아동기 후기부

터 청소년기 전체를 포괄하게 된다. 1차년도 759명의 청소년을 기준으로 표준유지율은 

4차년도 80.2%(609명), 7차년도 71.5%(521명)이며, 그 중 최소 두시점 이상 응답한 

총 604명의 청소년을 최종 분석에 포함시켰다. 

2. 측정도구

청소년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한국복지패널에 제시된 K-CBCL척도를 활용

하였다. K-CBCL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BCL: 

Child Behavior Checklist)를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이중 공격성에 해당되는 19문항은 직접적 혹은 외현적 공격성(9문항)과 간접적 

혹은 관계적 공격성(10문항)을 모두 포함한다(배도희, 오경자, 2010; Frick et al., 

1993). 외현적 공격성에는 ‘남을 신체적으로 공격한다’, ‘물건을 부순다’ 등과 같이 직접

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의 공격성이 포함되고, 관계적 공격성에는 ‘고함을 지른다’, ‘말다

툼을 자주 한다’ 등 간접적인 공격적 행동이 포함되었다. 각 문항들은 조사시점을 기준

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묻는 것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3점)’까

지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공격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년도 .829, 4차년도 .844, 

7차년도 .873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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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해서 탐색하였는데, 이때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중위소득 60% 기준의 상대적 

빈곤개념을 적용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부모학대를 최종 모형에 포함시켰는

데, 그 이유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성별은 공격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며, 부모학대는 청소년 공격성에 가장 강력하고 일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

로, 특히 빈곤 가구에서 부모의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구인회 

등, 2009; 윤은진, 2010; 박현선 등, 2014; McNeilly-Choque et al., 1996). 본 연구에서

는 성별과 부모학대를 시간불변변수로 보고 1차 시점의 값을 적용하였다. 이 중 부모학

대는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

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와 같이 총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전혀 없었다(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한 달에 1~2번 정도(4점)’, ‘일

주일에 1~2번 정도(5점)’로 총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가 심각

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1차 시점에서 .731로 비교적 수용

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성장혼합

모형(growth mixture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는 대상중심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방법으로 잠재성장모형을 확장하여 대상변수의 변화궤적 안에 알려지지 않은 

하위집단들이 존재하는지를 밝히는데 유용한 방법이다(Muthén, 2002). 본 연구는 허만

세(2014)의 2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먼저 전체 연구대상에 대한 공격성 변화궤적을 

무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빈곤 가구과 비빈곤 가구로 

구분해서 성별과 부모학대를 고려한 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기반한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잠재계층의 수에 따라 모형을 비교하는 통계적 검증

인 LRT검정(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ratio test)과 정보준거지수(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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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에 해당되는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aBIC(sample-size-adjusted BIC), 분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엔트로피

(entropy) 지수를 고려하였다. 아울러 위에 제시된 모형의 적합도 뿐만 아니라 해석가능

성, 집단의 크기, 이론적 연관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Nylund et al., 2007).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공격성에 대한 시점별 결측치는 0.7~14.6%로, 그 중 3차 시점

의 청소년 공격성에 대한 결측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식을 사용하였다. FIML은 무

작위 결측치의 가정이 엄격히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불편향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으

며, MI 못지않은 추정효율성을 갖는다고 보고되고 있다(Schafer & Olsen, 1998).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은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다. 청소년의 성별

은 남학생이 51.3%(310명), 여학생이 48.7%(294명)로 남녀 간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

났다. 1차년도인 2006년 기준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만10.9세(SD=.88)로 초등학생

에 해당된다. 중위소득 60% 기준 이하의 상대적 빈곤가구는 2006년도에 31.6%(191가

구), 2009년도에는 29.3%(177가구), 2012년도에는 20.2%(122가구)로 나타났다. 빈곤

통계연보(김태완 등, 2007)에 의하면, 2006년도 중위가처분소득 60% 기준의 전국아동 

상대빈곤율이 19.1%인 것을 감안할 때, 한국복지패널에서는 2006년도에 31.6%인 것

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과대표집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점별 청소년 공격성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23.58 

(SD=4.56), 2009년에는 23.08(SD=4.56), 2012년에는 22.32(SD=4.50)로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전반적으로 공격성의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시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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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 차이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격성의 평균차이가 시점별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2006년도와 2009년도의 공격성이 2012년도의 공격성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평균 점수만으로

는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 보다 자세하게 공격

성 변화궤적 간의 잠재유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1.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평균차이 검증

구분  빈도(%)/평균(표준편차) F값(Scheffe)

청소년 성별 남학생 310(51.3)

여학생 294(48.7)

연령
(범위: 9~13세)

1차시점 평균연령 10.9(.88)

상대빈곤
(중위소득 60%기준)

비빈곤가구 빈곤가구

2006년 388(64.2) 191(31.6)

2009년 427(70.7) 177(29.3)

2012년 403(66.7) 122(20.2)

청소년 공격성

2006년 23.58(4.56) 10.57***
2006>2012, 2009>20122009년 23.08(4.56)

2012년 22.32(4.50)

2.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잠재계층분석

가. 전체 사례에 대한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잠재계층 확인

아동기 후기에서 청소년기 후기까지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거쳐 성장혼합분석(GMM)을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 연구대상에 대한 공격성 변

화궤적은 무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

로 구분해서 성별과 부모학대를 고려한 조건성장모형을 이용하여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비교하였다(허만세, 2014 참조).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GMM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계층수가 

많아질수록 AIC, BIC, aBIC의 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LRT검정 결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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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모형 4의 검정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 3이 더 간명하면서도 좋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엔트로피 지수 역시 모형 3이 모형 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

적으로 전체 사례에 대해서는 모형 3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된다.  

표 2. 전체 사례에 대한 청소년 공격성의 잠재계층 모형 검증

(n=604)

모형 Likelihood 
Ratio 

 AIC BIC Adjusted 
BIC

LRT: 
(-Value)

Entropy

2 -4825.420  8 9666.839 9702.068 9676.670 .000 .935

3 -4749.176 11 9520.352 9568.792 9533.869 .001 .898

4 -4718.825 14 9465.651 9527.301 9482.854 .388 .867

5 -4688.689 17 9417.378 9505.449 9441.954 .118 .868

최종적으로 결정된 모형 3을 기준으로 전체 사례에 대한 공격성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체 중 약 83.3%(509명, class 3)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의 평균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집단으로, 중간정도의 공격성을 초등학생 시

기부터 고등학생 시기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6.8%(40명, class 

1)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점차 증가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9.9%(55명, 

class 2)는 초등학생 후기에 높은 공격성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해서 

공격성의 정도가 2012년의 청소년 후기에는 평균수준으로 떨어지는 집단이다. 이와 같

이 공격성의 변화궤적이 중간 수준에서 유지되는 집단, 상승집단, 감소집단으로 구분되

는 것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Schaeffer et al., 2003; 

Martin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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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체 사례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의 잠재계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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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의 잠재계층 비교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에 대한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계층을 비교하기 위해, 

각 집단 별로 성별과 부모학대를 포함한 조건모형의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빈곤 가구의 경우는 비록 모형 4의 AIC, BIC, aBIC의 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형 3에 비해 LRT 검정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엔트로피 지수 역시 모형 3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례의 잠재계층

모형과 각 유형별 사례수를 고려해 볼 때 모형 3이 공격성 변화유형의 차별성을 설명하

는 데 실질적으로 더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비빈곤 가구의 경우는 모형 3을 최적

의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빈곤 가구의 경우는 비록 계층수가 많아질수록 AIC와 BIC, aBIC의 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지만, 모형 3과 모형 4의 LRT 검정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모형 3이 

모형 4보다 더 간명하면서도 좋은 모형으로 판단된다. 또한 엔트로피 지수도 모형 3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 3을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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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잠재계층 모형 검증

모형 Likelihood 
Ratio 

 AIC BIC Adjusted 
BIC

LRT
(-Value)

Entropy

비빈곤가구(n=388)

2 -3075.574 17 6185.147 6252.396 6198.457 .005 .928

3 -3041.689 22 6127.378 6214.406 6144.603 .366 .895

4 -3009.756 27 6073.512 6180.320 6094.652 .201 .889

5 -3010.436 32 6084.872 6211.459 6109.927 .232 .883

빈곤가구(n=191)

2 -1505.844 17 3045.688 3100.798 3046.950 .002 .955

3 -1491.463 22 3026.925 3098.244 3028.558 .048 .916

4 -1483.793 27 3021.585 3109.112 3023.589 .298 .906

5 -1470.256 32 3004.512 3108.248 3006.887 .239 .873

[그림 2]는 모형 3을 기반으로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의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유형 

패턴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 청소년의 

공격성 변화궤적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비빈곤 가구의 경우, 대부분의 대상자들

이 초등학생 시점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9%(323명, class 3)의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소폭 감소하였고, 

15.5%(53명, class 2)의 청소년은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고등학생 후기까지 꾸준히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6%(10명, class 1)의 청소년만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빈곤 가구의 경우는 전체 중 88.1%(170명, class 3)의 청소년이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2%(16명, class 

2)의 청소년은 고등학생 후기로 갈수록 공격성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전체 중 1.7%(3명, class 1)의 청소년은 초등학생 시기인 2006년도에 평균 35점의 높은 

공격성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성이 더 증가하여 2012년 청소년 후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심각한 공격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이 세 

개의 뚜렷한 집단으로 분류되어 전체 연구기간 동안 평행적으로 발달되는 것은, Martins 

등(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발달궤적 유형과 거의 유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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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빈곤 가구와 빈곤 가구의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계층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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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다 자세하게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에 따라 개인

별 관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비빈곤 가구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공격성 상승 

집단으로 전체에서 2.6%(10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해당된다. 이들은 2006년도에 

공격성이 20에서 30점 안팎의 중간 수준에 머무르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상승하

는 모습을 보였다. 개인별 관찰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2009년까지는 비슷

한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다가 청소년 후기인 2012년에는 30점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공격성 유지 집단으로 전체에서 15.5%(53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속한다. 이들은 초등학생 시기에 공격성 수준에서 비교적 개인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이러한 상태가 2009년까지 유지되었다. 또한 일부 청소년은 

2006년에 낮은 공격성을 보이다가 중학생 시기인 2009년도에  공격성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다양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청소년들이 

2012년 고등학생이 되면서 개인 간 공격성 수준의 차이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초기와 중기에는 높은 공격성을 보이던 일부 청소년들도 2012년 청소년 

후기에 접어들면서 중간 정도의 공격성 수준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유형은 공격성 소폭감소 집단으로 전체에서 81.9%(323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속한

다. 간혹 개인별로 2006년에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거나, 2009년에 일시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으나 2012년의 청소년 후기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간수준의 공격성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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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별과 부모학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은 변화궤적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반해, 부모학대는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학

대의 수준이 높은 경우 아이들의 초기 공격성 수준이 높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도 공격성

이 덜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계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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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가구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높은 수준의 공격성 상승 집단으로, 오직 1.7%(3

명)의 극소수 청소년들만이 이 집단에 해당된다. 이들은 2006년인 초등학생 시기에 이

미 중간 이상의 매우 높은 공격성을 보이다가 2009년에 공격성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청소년 후기인 2012년에 다시 급격히 공격성이 상승하였다. 두 번째 유형은 

중간 수준의 공격성 소폭상승 집단으로 10.2%(16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속한다. 

이들 중 일부는 2006년에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상태가 2009년까지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2012년에 공격성이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몇몇 청소년들은 2006년에 매우 낮은 공격성 수준을 보이다가 2009년 중학생 시기에 

급격히 공격성이 상승하여 청소년 후기인 2012년까지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유지하거

나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공격성 유지 집단으로 

88.1%(170명)의 청소년이 이 집단에 해당된다. 비빈곤 집단의 유형 3과 마찬가지로 

2006년의 초기에는 비교적 개인 간 공격성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2012년의 청소년 후기에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중간 수준의 공격성으로 

떨어져 비슷한 상태로 수렴되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은 2006년 초등학생 시기에 낮은 

공격성을 보이다가 2009년에 급격히 공격성이 증가되었지만 청소년 후기인 2012년에

는 다시 1차 시점의 수준으로 공격성이 떨어지는 모습도 관찰되었다. 이는 국외 연구들

에서 13~15세경에 공격성이 절정에 다다르다가 이후에는 초기상태와 유사하게 감소되

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Karriker-Jaffer et al., 2008). 

아울러 성별과 부모학대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은 비빈곤 가구와 마찬가지로 공

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반해, 부모학대는 

공격성의 초기치에만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빈

곤 가구는 부모학대가 높을 경우 아이들의 초기 공격성 수준이 높을 수 있으나, 이것이 

이후 공격성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빈곤 

가구에서 부모학대가 공격성의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 가구에서 부모학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김민정, 도현심, 2001;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평화, 

2013; Klein & Forehand,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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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잠재계층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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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공격성이 매우 개별적이고 변동적인 특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횡단시점에서 연구한 기존 선행연구들

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토대로 아동기 후기에서부터 청소년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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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공격성의 발달궤적 유형을 탐색하고, 이러한 공격성 발달궤적 유형이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복지패널의 CBCL 공격성 척도를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공격성 변화궤

적을 살펴본 결과,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즉, 중간 정도의 공격성을 꾸준히 

유지하는 집단(83.3%),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승하는 집단(6.8%), 공격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집단(9.9%)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선행연

구들에서 공격성 변화궤적을 이와 같이 3유형으로 구분한 경우와 일치한다(서미정, 김

경연, 2010; Schaeffer et al., 2003; Bongers et al., 2004; Martins et al., 2013). 반면 

한국청소년패널의 외현적 공격성만을 사용한 노언경과 홍세희(2009)의 연구에서 4유형

(낮은수준 유지집단, 증가집단, 중간수준 유지집단, 높은수준 유지집단)으로 구분한 경

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형별 패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성장혼합모형을 이용하여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을 탐색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수준 혹은 중간 수준의 공격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집단이 전체의 85~93%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83.3%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3개의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발달

궤적의 패턴은 두 집단 간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는데, 비빈곤 가구는 공격성 상승집단

(2.6%), 중간수준 공격성 유지집단(15.5%), 공격성 소폭 감소집단(81.9%)로 구분된 반

면, 빈곤 가구는  높은수준 공격성 상승집단(1.7%), 중간수준 공격성 소폭상승집단

(10.2%), 중간수준 공격성 유지집단(88.1%)로 구분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 가구

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 유형별로 개인 관측치를 살펴본 결과, 빈곤 

가구나 비빈곤 가구에서 80% 이상의 대다수 청소년들은 모두 중저 수준의 공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시간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간에 

빈곤지위에 따른 집단 간 궤적의 차이는 가시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격성이 상승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비빈곤 가구에서는 2006년의 초기 

시점에서 중간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다가 이후에 점차 상승한 반면, 빈곤 가구의 청소년

들은 2006년인 초등학생 시절에도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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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물론 사례수가 적어 후속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지만 빈곤 가구에서 유독 이런 

사례들이 나타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비빈곤 가구에서

는 일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시기인 2006년도와 중학생 시기인 2009년도에 비록 높거

나 중간 이상의 공격성을 보였지만 청소년 후기인 2012년에는 대부분 중간수준의 안정

적인 공격성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 반해, 빈곤 가구의 경우는 이와 

같이 초기와 중기에 다양한 수준의 공격성을 보인 청소년들이 2012년 청소년 후기에 

공격성이 더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 공격성이 개인에 따라 매우 이질적이고 변동적이

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론적 고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제와 

사후적 접근을 해야 하는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과는 달리, 청소년 공격성은 이후의 

더 심각한 일탈행위에 대한 조기예측요인으로 차별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공격성 발달궤적의 이질적 특성은 향후 청소년 개인별 표적화

된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격성을 중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약 80% 이상의 청소년들을 제외하고, 공격성이 초기부터 매우 높은 

경우와 청소년 후기에 급격히 상승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이제까지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검증한 대부분의 연구들

이 초기 청소년기나 중‧후기 청소년기에 국한해서 단편적으로 변화궤적을 살펴본 데 

반해, 아동기 후기부터 청소년 후기까지 청소년기 전체에 걸쳐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울러 직접적 공격성과 간접적 공격성을 모두 포함

한 CBCL 공격성 척도의 전체 문항을 사용하여 발달궤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일부 

직접적인 공격성 문항만을 포함시킨 선행 연구들(김동기, 홍세희, 2009; 김세원, 김예성, 

2009; 노언경, 홍세희, 2009; 서미정, 김경연, 2010; 최경숙, 2011)에 비해 보다 실질적

이고 통합적으로 국내 청소년 공격성의 발달과정을 탐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시도는 이후 청소년 공격성을 다른 외현화 문제와 구별하여 보다 예방적 관점

에서 공격성에 대한 정교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에서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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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처음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청소년 공격성 변화궤적에 있어서 80% 이상의 청소년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 가구의 경우 초기 시점인 아동기부터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와, 이후 비빈곤 가구에 비해 더 급격히 공격성이 상승되는 청소년

들에 대해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잠재적 고위험군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예방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잠재적 고위험군 아동들은 

하나의 평균성장곡선을 도출하여 변화궤적을 탐색하는 기존 연구(김동기, 홍세희, 

2007; 최경숙, 2011; Bongers et al., 2004)에서는 발견될 수 없는 집단이며, 오직 성장

혼합모형을 활용하여 빈곤 집단과 비빈곤 집단을 비교한 본 연구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대상군이라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을 토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의 세 시점에 

대한 공격성 변화궤적을 탐색하고 있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복지패널

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가 총 세 시점 밖에 되지 않고, 각 측정시점 간 간격이 

약 3년으로 다소 길다는 점이 큰 한계로 작용한다. 따라서 향후 측정시점 간 간격을 

좁혀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궤적 유형을 재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공격성의 전체 척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측정시점과 축소된 측정시점 간 

간격으로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탐색하기는 자료의 한계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어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공격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 중에 단지 성별과 부모학대만을 고려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성장혼합분석

이 모형에 기반한 탐색적 군집분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른 요인들을 포함시킬 

경우 상이한 잠재계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허만세, 2014). 따라서 향후 보다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고려한 연구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 가구

와 비빈곤 가구의 잠재유형을 개인별 관찰치를 기반으로 가시적 비교에 의존했으나, 

향후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 가구와 비빈곤 가구의 유형별로 다양한 관련요인들을 통계

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빈곤 가구에서 초기부터 공격성이 높은 아이들이나 

이후 공격성이 급격히 상승되는 아이들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 공격성 발달과정의 특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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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확장시키고, 향후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과 구별된 특성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조기예방적 개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김동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
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청소년 발달, 정신건강, 고급양적연구
방법론 등이다.                                         (E-mail: dongha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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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A Comparison of Trajectories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Kim, Dong Ha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xplor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ggression during adolescence and to compare the trajectories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The study data were derived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e sample consists of 604 youths observed from their late-elementary school

years until the end of their high school years. Growth Mixture Models (GMM) were

utilized to explore the heterogeneity in aggression development over three time 

periods. As a result, three distinct trajectories were identified for the entire sample: 

chronic moderate, moderate increasing, and low increasing classes. In addition, a 

difference between poverty and non-poverty groups was found. The majority of 

adolescents showed a consistently moderate level of aggression over the study period 

regardless of poverty status. However, some youths from impoverished families who

initially had a high level of aggression were found to  have an increased level of

aggression by the end of their adolescence. These adolescents comprise a potentially

high risk group that requires early intervention. The study provided implications for

prevention programming for youth with increasing aggression.

Keywords: Adolescence, Aggression, CBCL Scale, Growth Mixture Model,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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