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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 공격성, 유해매체몰입의 관계
-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좌 현 숙*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 그리고 유해매체몰입간 관계를 규
명하고, 부모의 학대가 유해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유
해매체관련 문제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KCYPS 2010)의
중학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부
모의 학대는 중학생 자녀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쳐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공
격성 수준은 높아졌다. 공격성도 유해매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쳐 공격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해매체몰입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는 중학생 자녀의 유해매체몰입수
준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마지막으로, 공격성은 부모의 학대와 유해매체몰입간 관계를 부
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유해매체몰입 관련 부적응 문제
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와 이론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의 학대, 공격성, 유해매체몰입, 매개효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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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급속한 인터넷 환경의 발달과 컴퓨터 및 스마트 폰의 보급은 청소년과 관련되어 다양한 문제
를 일으키고 있다. 청소년의 발달단계상의 특성 및 입시제도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환경적 특성
을 고려할 때 청소년은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높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사이버공
간 안에서 비행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난다(정혜원, 2009). 실제로 현실에서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대안의 공간으로서 사이버공간에 의존하면서 그
공간에서 위로와 인정을 받으려는 경향이 높아진다(Kraut et al., 1998).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청소년의 발달을 고려할 때 인터넷이나 게임과 같은 사이버공간상의
비행을 포함하여 관심이 대두되는 영역은 청소년의 유해매체 접촉이다. 청소년의 유해매체이용
은 청소년 비행의 한 유형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데, 현재 우리사회의 경우 유해매체접촉 시기가
점점 더 저연령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대상으로 디지털 유해매체환경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조사대상 청소
년의 60%는 중학교 시기에, 40%는 초등학교 이하 시기에 디지털 유해매체물을 처음 접촉한 것
으로 나타났다(성윤숙․유홍식․조민, 2010). ‘청소년 유해매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
년 유해매체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를 규정하여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듯이 이러한 유해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
년 유해매체이용이 성태도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유해매체이용은 성관련태
도 및 성경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황명희송․김종민․문인옥, 2008), 청소
년의 유해매체이용이 폭력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유해매체이용은 폭력행위를
저지를 가능성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다(이윤호․정의롬, 2012).
이렇듯 청소년이 접하는 유해매체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일으켜 심각
한 부적응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이로부터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유해매체몰입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정보통신 및 인터넷 환경의
발달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유해매체몰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은 왜 유해매체를 이용하고 이에 몰입하는가? 본 연구는 이
에 대해 답하고자 시도되었다. 청소년이라는 발달단계 및 지위를 고려할 때 유해매체이용은 지
위비행에 해당되며, 내성유발과 중독성 야기라는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유해매체몰입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및 일탈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 그리고
유해매체몰입간 관계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유해매체몰입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회
복지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갖고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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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공격성은 유해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 자녀의 유해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4: 부모의 학대와 유해매체몰입간 관계를 공격성이 매개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비행과 유해매체몰입
일탈행동(deviant behavior)이란 사회에서 부과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탈행동은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에서부터 약물남용, 낙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특히 법을 위반하는 행
위를 범죄라고 하며, 일탈은 범죄를 포함하여 사회에서 규정한 제반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다(이성식․전신현, 2009). 반면 비행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일반적
으로 협의의 비행은 법적인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청소년 범죄를 의미하며, 광의의 비행은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를 일컫는다(박정란․서홍란․장수한, 2011). 일탈행위의 규정은 사회
와 문화 등의 맥락을 반영하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살인, 강
도,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등과 같은 재산범죄를 포함한 중범죄, 사소한 절도나
폭행 및 기타 법위반 행위 등 중범죄보다 경미한 형법위반행위, 음주나 흡연, 음란물 접촉 등
성인이 행했을 때는 사회적으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이라는 사
회적 지위 때문에 일탈행동으로 간주되는 청소년 지위비행으로 분류된다(김준호 외, 2003).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서 ‘청소년’이란 ‘만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제2조와 제8조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
해업소,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구역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를 단속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심미영․정규석, 2007). 유해매체물은 주로 전파와
영상(음란 및 폭력성 비디오, 영화, 만화, PC, 포르노와 게임, 음성 정보서비스), 인쇄매체(성인만
화, 월간지, 잡지, 소설), 광고매체(음란 및 외설적인 선전물과 옥외광고)로 나눌 수 있다(황명희
송․김종민․문인옥, 2008). 청소년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으로 작용한다. 유해매체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유해매체가
청소년에게 감정억제의 어려움, 집중력 저하, 폭력 행사 등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을 보고하고 있다(최충옥․조영제, 1997). 유해매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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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점화효과(priming effect)에 의하면, 청소년의 주위환경은 청소년에게 행위의 가치 및 태도형성
에 정적 혹은 부적으로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유해매체의 접촉은 청소년의 내재적 충동을
자극하고 부정적 가치 및 태도를 강화하여 결국 비행과 범죄라는 행위에 이르게 한다(권준현,
1997).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유해매체의 특성, 그리고 유해매체이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유해매체접촉은 청소년 비행 중 지위비행으로 고려될 수 있다. 지위
비행이란 법률상으로 위법행동은 아니지만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은 문제행위를 의미
한다(김준호․이동원, 1995). 유해매체접촉은 그 자체로도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지만 유해매체접촉이 유해매체몰입과 중독으로 이어지기가 쉬워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유해매체몰입
청소년 발달에 있어 가족 요인은 매우 중요하며, 그 가운데서도 부모의 영향은 지대하다. 일
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점차 분리되어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정은 여전히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의 유해매체이용
등 비행행동과 관련하여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양육행동이다(이상균,
2009).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비행행동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회적 유대이
론에 의하면, 부모와 유대감 및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은 문제행동이나 일탈행동을 비교
적 쉽게 저지를 수 있다(현안나, 2009; Dorius et al., 2004). 또한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 경
험하는 긴장을 비행의 원인으로 고려하는 일반긴장이론은 여러 가지 긴장요인으로 인해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설명한
다(Agnew, 1984: 1992).
부모양육행동의 하위 차원 중 청소년 자녀의 비행행동과 강력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
고되는 변수는 부모의 거부나 방임, 학대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이다. 자녀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하고 비일관적인 처벌은 청소년기 비행을 예측한다(Patterson & Yoerger, 2002). 그렇다면 자녀
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비행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할까?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폭력
이나 비행을 포함하는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칠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학대적 행동과 자녀
의 비행간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신체 및 언어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비행빈도가 높아지며(김준호․노성호,
1989), 부모나 교사로부터의 폭력적 훈육을 경험한 학생들의 경우, 폭력에 대해 우호적인 정의를
발전시키게 되어 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균, 2000). Smith &
Thornberry(1995)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폭력과 청소년 비행은 상관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Cummings와 Davies(1994)는 부모의 학대와 같은 긴장이 지속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녀는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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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을 대처기제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자녀의 사이버 비행이나 인터
넷 중독, 유해매체몰입 등 매체와 관련된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은 자녀에 대
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였다(김재엽․이지현․윤여원,
2011; 김현수 외, 2004: 부정민, 2007: 조춘범, 2010)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청소년 자녀의 유해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차은진․진완
길․김경호(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학대는 유해매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쳐 자녀에 대한 부
모의 학대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유해매체몰입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격성과 유해매체몰입
공격성은 개체나 사람을 해하거나 고통을 주는 물리적, 언어적 행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행
동 및 사고와 정서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은아․천성문, 2013). 공격성은 분명한 의도를 갖고 타
인을 해치려는 성향을 언급하지만 내적 분노나 적대감같은 통제되지 못하는 정서적 성향을 의
미하기도 한다(Anderson & Bushman, 2002; Buss & Perry, 1992). 공격성에는 물건차기, 협박, 욕설,
분노 등 외현적인 신체적․언어적 공격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행동을 유발하거나 분노를 야
기하는 정서 상태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이경님, 2006).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심리적 특
성으로 인해 공격성이 일시적으로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조절되지 못한 형태로 나
타나는 공격성은 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고 성인기 반사회적 성향이나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일시적 특성으로만 간주해서는 안된다.
청소년이 보이는 공격성은 아동의 까다로운 기진, 부모의 가혹한 훈육이나 처벌, 일차적 양육자
의 공격적 행동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Olweus, 1980).
사회학습이론에서 인간의 공격성은 관찰과 모방으로 학습이 가능하고 강화를 받을수록 더욱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격성은 성장과정에서 학습된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자녀에 대해 부모
가 행하는 학대나 체벌은 모델링을 제공하여 공격성을 조장하는 것이다(Bandura, 1973).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하는 학대는 자녀에게 공격적 행동을 모델링하는 효과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에 의하면 부모의 학대와 같은 긴장요인은 분노나 적대감 등을 포함하는
공격성을 유발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같은 거친 양육행동은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특정 타인을 향한 분노나 적대감을 포함하는 공격성은 부적응 문제나 일탈행동과
같은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된다. 청소년기의 공격성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roid(2001)는 분노를 포함한 공격성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유해매체몰입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
격성과 유해매체몰입간 관계에 대해 직접적 고찰은 어렵지만 유해매체몰입도 청소년의 지위비
행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격성과 비행간 관계를 통해 두 변인간 관계를 유추해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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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폭력에도 공격성은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의 학교폭력가해 같은
비행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문자, 2003; 이은정, 2003).
4.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 그리고 유해매체몰입
본 절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 유해매체몰입간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 결과
를 고찰한다.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의 관계를 보면 Agnew(1992)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학대
와 같은 긴장요인이 분노와 적대감, 공격성 같은 부정적 정서를 일으킨다고 설명하는데, 사회학
습이론에서는 공격성이 관찰학습이나 직접 경험을 통해 습득된다고 보았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학대는 청소년 자녀에게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데, 가정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학대받은 경험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이 많은 연구를 통해 지지되어 왔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학대받은 경험은 많은 심리적
부작용을 낳는데, Herman(1992)은 어렸을 때 경험한 학대는 그 자체가 성격형성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하였다. Agnew(2001)는 부모나 교사로부터당하는
폭력은 비행과 가장 관련이 높음을 제시하였고, 다수의 선행연구들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부모학대가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자녀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 부모로부터 거부당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며(Dolye et al., 2003;
김재엽․송아영․박경나, 2008 재인용),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우울감을 나타냈다(김정란, 2003; Silverman, Reinherz, & Giaconia, 1996). 또한 부
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우울감은 높아졌다(김경은, 2012; 김세원, 2003; 김은경․
이정숙, 2009; 나은숙․정익중, 2007; 남영옥, 2008; 박은주․최말옥, 2014; Kernic et al., 2003). 또
한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녀에 대해 신체적 처벌과 강압적 상호
작용을 포함한 학대행위는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anly et al., 1994),
McCord와 Ensminger(1995)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한 청소년은 공격성을 당연시
하고 문제해결에 폭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비교적
일관된 결과들이 보고되는데,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했으며(김재
철․최지영, 2011; 정익중․이지언, 2012),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도 청소년의 공격성 증가를 유
의하게 설명했다(박은주․최말옥, 2014).
뿐만 아니라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체벌을 가하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자녀의 공격성을 증
가시켰다(김민정․도현심, 2001; Patterson et al., 1989). 아동학대 피해로 신고된 아동을 조사한 안
동현 등(2003)은 아동의 과도한 공격성 표출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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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중학생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학대가 공격성, 유해매체몰입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은 유해매체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유해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KCYPS: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0)의 중1패널 2차년(2011년)도 자료이다.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
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표하는 패널표본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유해매체몰입인데, 자료가 공개된 시점까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지 않았으며 중학교 1학년 패널은 2차년도부터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2차년도 자료를 활용했다. 중학교 1학년 패널의 경우, 2009년 4월
기준 전국의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고, 전국 학교통계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
계집락추출법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다. 2010년 1차 조사에서 중 1패널은 2,351명이 원표본으
1)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가 7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초등학교 1학년 패널은 6차년도 즉 이들이 초등
학교 6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유해매체몰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은 4차년 즉
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본 연구가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3차년
도 자료까지만 공개되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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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정되었으며, 2차년도 조사에서는 2,280명이 응답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중학
교 1학년 패널 2차년도 응답자 가운데 주요 변수에 대한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총 2,277
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비율을 보면 남자 1,152(50.6%), 여자
1,125명(49.4%)으로 나타났다.
3. 측정도구
종속변수: 유해매체몰입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유해매체몰입’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유해매체’는 ‘19세
이상 성인만 이용가능한 매체(잡지나 책, 영화, 동영상, TV 프로그램, 게임, 전화 서비스)를 의미
하며, 유해매체 몰입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은정․이세용․오승근(2003)의 인터넷 중독 척도문
항 중 유해매체와 관련있는 8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주축요인추출방법(principal
axis factoring), 배리맥스(varimax) 를 통한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시 이용하
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 문항의 공통성이 낮아 측정변수에서 제외한 후 나머지 7문항을
사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역점수화 하였으며, 7개 문항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
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해매체몰입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유해매체몰입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값은 .900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1)

2)

3)

독립변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로서 이는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
대정도를 의미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학대’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이 구성
한 아동학대 문항중 일부를 참고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새롭게 구성한 4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부모님
(보호자)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문항의 공통성이 낮아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을 역점수화한 후 3문항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가 지각하
2)

4)

요인분석시 요인 추출방법과 요인회전 방법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Gerbing과
Hamilton(1996)이 제안한 주축요인추출방식과 배리맥스 회전방식을 사용하였다.
3) 유해매체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더 오래 이용하게 된다’ ,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해야 할 일이나 학업을 소홀히 한다’, ‘골치 아픈 생각을 잊기 위해 이용한다’, ‘성인
매체를 이용하느라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잔다’, ‘평소에도 성인 매체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친구
들과 놀기보다는 성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다’,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롭다가도 성인 매체를 이
용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사라진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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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모의 학대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값은 .865로 나타났다.
매개변수: 공격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공격성 척도는 조붕환․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중복
된 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한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문항의 공통성이 낮아 제외한 후 5문항을 사용하
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각 문항을 역채점하였으며 5개 문항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자의 공격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Cronbach a
값은 .784로 나타났다.
3)

5)

4. 자료점검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점검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모형
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자료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량을 점검하였다. 둘째, 다변량 정규
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 구조방정식모형에 사용되는 자료는 다변량 정
규성(multivariate normality)을 가정한다. 비정규성을 보이는 자료에 대해 일반적인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 ML)을 사용할 경우, 카이제곱 적합도 지수가 지나치게 커지고, 표준오차를
과소추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Kline, 2011; 이상균, 2012: 168 재인용). 다변량 정규성은 모든 분
포가 일변량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며, 어떤 두 변수 쌍의 결합분포가 이변량정규분포를 이루
며, 모든 이변량산점도가 선형이며 동분산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든 변수에 대한
결합빈도분포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변량 분포를 확인해봄으로써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할 수 있다(Kline, 2005). 각 변수의 정규성은 다변량 정규분포의 필수조건
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D'Agostino et al., 1990; 김두섭․강남준, 2000: 368 재인용). 다수의 연
6)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를 측정하는 3문항은 다음과 같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
이 많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예: 멍청이, 개만도 못한 것,
나가 죽어라, 네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등)’.
5) 공격성을 측정하는 5문항은 다음과 같다.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6) 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의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정규분포성을 판단하기보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 크기로 판단하기를 권장하고 있
다(Curran, West, & Finch, 199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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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해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단적인 왜도라고 제시되고 있고, 첨
도값의 절대값이 10.0보다 클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Kline, 2005).
셋째,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계수(r: Pearson's product moment
correlation)를 산출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간 관계와 방향성 및 독립변수간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존재 가능성을 점검해볼 수 있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간 상관관계가
높은 상태를 말하는데, 독립변수들 간에 단순상관계수가 .80이상인 경우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 있다(유태균․김경휘, 2013; 최성재, 2005).
넷째,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된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을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는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을
따랐다. 2단계 접근법은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할 때 측정모형을 먼저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측
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시에 추정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분리하지 않
고 동시에 추정하는 1단계 접근법(one-step approach)은 측정오류가 있는 경우 이것이 인과관계의
오류와 구분되지 않는 해석적 혼동(interpretational confounding)이 발생하기 쉽다. 반면, 2단계 접근
의 경우 이러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학대가 유해매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공격성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
랩 방식(bootstrapping)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Amos 프로그램에서 ML추정
법을 사용하면 간접효과 비표준화 계수 혹은 표준화 계수의 표준오차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효과 비표준화 계수 혹은 표준화 계수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려면 부스트랩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Kline, 2005). 본 연구에서도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식을
사용하였다.
여섯째, 모수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고, 모형 적합도는 Hu & Bentler(1999)가 제안한
CFI(Comparative Fit Index), 카이스퀘어,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을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RMSEA 값이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보통 적합도, .1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간주된다(Brown & Cudeck, 1993). CFi와 TLI
은 .90이상일 때 상대적으로 좋은 모형적합도로 평가한다(Hu & Bentler, 1999). 기술통계, 빈도분
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 분석은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는 AMO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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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2,277명의 성별을 분석해보면, 남자 1,152(50.6%), 여자 1,125명(49.4%)으로 나타났
다. 컴퓨터 사용여부를 보면 97.0%에 해당하는 2,209명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며, 68명
(3.0%)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2,155명(94.6%)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122
명(5.4%)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성별
컴퓨터
사용여부
휴대전화
보유여부
아버지
최종학력
어머니
최종학력

부모구성

구분
남자
여자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있다
없다
고졸미만
고졸이상
모름/무응답
고졸미만
고졸이상
모름/무응답
친아버지+친어머니
친아버지만
친어머니만
친아버지+새어머니
친어머니+새아버지
부모님 모두 안 계심
무응답

명(%)
1,152(50.6)
1,125(49.4)
2,209(97.0)
68(3.0)
2,155(94.6)
122(5.4)

사례수
2,277

2,277

2,277

888(39.0)
1,134(49.8)

2,277

257(11.2)
1,165(51.2)
885(39.8)

2,277

227(10.0)
1,918(84.2)
99(4.3)
126(5.5)
12(.5)

2,277

8(.4)
33(1.4)
81(3.6)

부모님 최종학력을 고졸 미만과 고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아버지 최종학력은 고
졸 미만 888명(39.0%), 고졸 이상 1,134명(49.8%)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최종학력은 고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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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고졸 이상 885명(39.8%)로 나타났다. 부모 구성의 경우 부모님이 ‘친아버지와 친
어머니’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1,918명(84.2%), ‘친아버지만’은 99명(4.3%), ‘친어머니만’은 126명
(5.5%),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심’은 33명(1.4%)으로 분석되었다.
1,165 (51.2%),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 중 청소년 자녀가 지각하는 학대 수
준은 4점 만점에서 평균 1.72점(SD=.77)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2.13점(.59)으로 나
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유해매체 몰입 정도는 4점 만점에서 .36점(SD=.71)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각 측정변수들이 정상분포가 아닐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이 충족
되지 않아 왜곡된 추정치를 얻게 되므로 자료의 정규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일변량 왜도의 절대값이 3.0보다 큰 경우에는 극
단적인 왜도라고 볼 수 있고, 첨도값의 절대값이 10보다 클 경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Kline,
2005; 50). 분석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거나 첨도 의 절대값이 10을 초과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7)

변수
학대
공격성
유해매체 몰입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사례수

1.00

4.00

1.72

.77

1.09

.57

2,277

1.00

4.00

2.13

.59

.131

.052

2,277

0.00

4.00

.36

.71

1.87

2.69

2,277

3.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전, 주요 변수간 관계와 방향성을 알아보고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 격성, 유
해매체몰입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학
대는 공격성 및 유해매체몰입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상관계수의 절대값은 다중공선
성을 의심하는 상관계수 기준 .80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서 본 연구의 변수들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7)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된 첨도지수의 값은 3이다. 3보다 큰 값은 양의 첨도를 의미하고, 3보다 작은 값은
음의 첨도를 의미한다. SPSS에서 보고되는 첨도는 3을 미리 빼고 보고한 값이기 때문에 첨도를 해석할
때에는 3을 더해서 분석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Kli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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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공격성
유해매체몰입

<표 3>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분석 결과
학대
공격성

(N=2,277)
유해매체몰입

1
.258**

1

.150**

.0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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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는 2단계 모형 접근(two-step approach)에 따라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에서 측정의 질을 평가한 후에 이를 토대로 구조모형(structural model)
을 평가하였다. 측정모형은 잠재변수들이 관찰변수를 통해 어떻게 측정되어지는가를 설정한 것
인데,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수로 사용된 변수들의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잠재변수
학대

공격성

유해매체몰입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측정변수
비표준화 계수
학대1
1.000
학대2
1.075***
학대3
1.066***
공격성1
1.000
공격성2
1.093***
공격성3
1.228***
공격성4
1.226***
공격성5
.862***
유해매체몰입1
1.000
유해매체몰입2
1.105***
유해매체몰입3
1.044***
유해매체몰입4
1.041***
유해매체몰입5
1.071***
유해매체몰입6
1.016***
유해매체몰입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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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3 -

표준화계수

C.R.

.821
.864

42.315

.797

40.221

.622
.670

24.266

3746

25.085

.702

24.978

.514

19.894

.597
.770

13.920

.698

12.900

.832

14.621

.799

14.262

.823

14.520

.790

14.159

학교사회복지, 제29호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본 연구에서도 연구모형에 포함된 개념들이
적절하게 측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학대, 공격
성, 유해매체몰입 변수를 모두 포함한 측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경로
및 요인간 공분산 추정치는 <표 4>, <표 5>와 같다.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1159.780(df=8736), p<.001으로 나타났다. 하
지만 카이제곱 통계량은 사례수에 민감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외 다른 적합도 지수를 중심
으로 모형 적합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TLI=.964, CFI=.970, RMSEA=.074로 나타나 본 측정모
형이 비교적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요인의 요인부하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각 측정변수에서 잠재변수에 이르는 경로의 비표
준화계수와 표준화계수는 <표 4>와 같다. 모형내 측정변수들에서 상위의 잠재변수에 이르는 경
로계수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대, 공격성, 유해매체몰입 잠재변
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이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잠재변수간 공분산과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개념간 상관행렬은 개념들 간의 상관의
크기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주요 잠재변수 3개간 공분산 및 상관관계 추정치는 <표
5>와 같다. 학대와 유해매체몰입 상관관계는 .16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학대와 공
격성간 상관관계는 .263(p<.001), 공격성과 유매매체몰입간 상관관계는 .11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 잠재변수간 공분산 및 상관관계 추정치
공분산
학 대 ↔ 공격성
.087***
학 대 ↔ 유해매체몰입
.097***
공격성 ↔ 유해매체몰입
.050***

상관관계
.263
.16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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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조모형의 검증
위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구조모형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카이제곱=1159.780(df=87), CFI=.970, TLI=.964, RMSEA =.074로 나타나 수용가능
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
대는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b=.188, p<.001). 즉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 수준은 높아지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은 유해매체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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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b=.143, p<.01), 공격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해매체몰입수
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유해매체몰입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b=.181, p<.001), 이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유해매체몰입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경로
학대 → 공격성
공격성 → 유해매체몰입
학대 → 유해매체몰입

<표 6> 구조모형 분석결과
b

b

S.E.

C.R.

p

.188

.263

.082

10.168

***

.143

.080

.044

3.252

**

.181

.142

.030

6.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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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이 유해매체몰입에 미치는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보았고, 부모의 학대와 유해매체몰입간 관계를 공격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으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간접효과는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유해매체몰입간의 관계를 공격성이
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7> 효과분해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 분석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표준화계수)
학대 → 공격성 → 유해매체몰입
.208(.163)**
.181(.142)***
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신뢰구간 순으로 제시함

간접효과
.027(.021)*(.014-.045)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와 공격성, 유해매체 몰입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중학교 패널 2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고 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대는 중학생 자녀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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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많이 당한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은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학대가 자
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많은 연구들에서
지지되어왔다(김은경․이정숙, 2009; 김재엽․송아영, 2007; 김재철․최지영, 2011; 신혜영․최해
림, 2003). 청소년기의 특성상 심리사회적으로 불안정하여 공격성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아동 및 청소년기에 높아진 공격성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증가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종단적 연구에 의하면 공격성은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Olweus, 1979).
따라서 부모의 학대로 인해 공격성이 높아진 청소년에 대한 시기적절한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
김지영․정정숙(2011)은 공격성은 폭력행동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므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속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는데, 그들은 학교폭력 가해 행동의 재발방지를 위
한 공격성 감소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
서는 공격성 사후검사점수가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으므로(노안녕, 1983; 양야기․이정숙, 2009; 허승희․최태진,
2008), 공격성을 완화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 실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학생 자녀의 공격성은 유해매체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공격성 수준이 높아질
수록 유해매체에 몰입하는 정도도 높아졌다.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가 형성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부모의 학대로 인해 형성된 공격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매체에 몰입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부모의 학대는 중학생 자녀의 유해매체몰입수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자녀가 부모
로부터 학대를 많이 당한다고 인식할수록 자녀의 유해매체몰입수준은 높아졌다. Kraut et al.
1998)에 의하면 현실에서 긴장을 경험하는 아이들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대안적 공간으로서
사이버공간에 의존하여 그 공간에서 위로와 인정을 받으려는 경향이 높아진다. 부모학대와 같은
극한의 긴장은 청소년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며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고
무감해지기 위해 사이버공간이나 유해매체 등 새로운 자극을 탐닉할 수 있다.
넷째, 부모의 학대경험이 자녀의 유해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매개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가 유해매체몰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도 하지만 부모의 학대는 자녀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고 공격성은 유해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
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유해매체몰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학대
와 같은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개입과 함께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
사하는 것이다. 김재엽․송아영(2007)은 가정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서 가정폭력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외에 자녀의 공격성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함
께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유해매체몰입 문제에 접근할 때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가 공격성에 개입하는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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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을 사용하여 긴장요인으로서 부모의 학대, 부
정적 정서로서 공격성, 청소년의 유해매체몰입의 관계를 규명하고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했
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부모의 학대를 측정하는 원척도는 부모 각각에 대해 응답하게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녀
의 성별에 따라 부와 모 각각의 양육태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2차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데이터의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 등을 살펴본다면 보다 흥미로
운 연구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유해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와 공격성을 상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나 그 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해매체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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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Perceived Child Abuse and
aggression on Harmful Media Overuse:
Mediating Effect of Aggresssion

Jwa, Hyun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child abuse, aggression and harmful
media overuse, an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between child abuse and juvenile delinquency.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bootstrapping metho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wave 2 of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tudy
(KCYPS), and analyzed data of 2,277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are as follows. First, abus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aggression. Second, child abus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rmful media overuse. Third, aggress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harmful media overuse. Fourth, aggression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child abuse and harmful media
overuse.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 abuse, aggression, harmful media overuse, mediating effect, KCY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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