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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의 공격성 관련변인 및 표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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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ssion in Korean Adolescents：Relevant Variables and Path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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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dentify etiological factors contributing formation of aggression in Korean adolescents, and (2) to develop a path diagram for Korean adolescent’s aggression.
Methods：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Subjects consisted of 2,111 adolescents.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was used. The major instruments was the Mental Health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 The
Cronbach’s Alpha of the subscales ranged from .54 to .95. Statistical methods were Chi-square,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d
path analysis.
Results：(1) Delinquent adolescents showed more dysfunctional family dynamics, higher maladaptive personality, more
negative coping strategies and more frequent history of being sexually abused and higher alcohol·drug abuse than student
adolescents. And delinquent adolescents also showed higher aggressive impulsiveness and aggressive behavior than student
adolescents. (2) The contributing variables on aggression were person-related aggressive impulsiveness, antisocial personality,
self-injured aggressive impulsiveness, gender, sexual abuse, psychosomatic symptoms II, drug abuse, age, parent-child relationship, alcohol abuse and cognitive avoidance coping strategies.
Conclusion：Aggressive impulsiveness is closely linked to violent and aggressive behavior in Korean adolescents. However,
the relevant variables such as family, personality, coping strategies, sexual and drug abuse contribute to their aggress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4;43(1):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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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또한 폭력범과 절도범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대인간 폭력 행동의 가장 흔한 형태인 폭행(몸

오늘날 폭력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건강 위해 문제로 부

싸움)은 이 연령층의 상해와 사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

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폭력성 범죄(예：폭행, 강

다.2) 또한 1980년대의 연구에서는 알코올, 마리화나, 코

간, 강도 등)는 일반 연령층 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

캐인의 남용이 청소년 자살, 타살, 돌연사, 폭행, 강도, 강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이와 같은 폭력성 범죄의 피해자

간 등의 발현과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1)

가 되는 경우도 성인보다 2배 정도 많다고 한다. 12~19

다.3) 청소년기의 성적 활동 또한 폭력적, 공격적 행동과 연

세의 청소년들은 폭력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Dryfoos4)는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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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러 가지 고위험 행동은 서로 중복되거나 집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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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이들 청소년층의 폭력적,
공격적 행동이 학교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데 문제의 심각
성은 배가되고 있다. 폭력으로 인한 살상이 교내에서 일어
났을 때 이는 보다 높은 사회적 우려와 대중의 주목을 받
게 된다. 교내에서의 또래집단과 관련된 폭행사건이나 사
망은 흔치 않은 사고로 보고 있으나 실제 그 정확한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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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교내의 사고나 우

격특성, 대응전략, 성적 학대, 알코올·약물 남용, 공격 충

발적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개적

동 및 공격성(공격 행동)간의 차이를 확인한다.

으로 보고를 꺼리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교내

2) 청소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특성, 대응전략, 성

폭력이나 집단 패싸움은 점차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

적 학대, 알코올·약물 남용 및 공격충동이 청소년의 공

으며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격성(공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규명한다.

최근의 국외 연구5)에서도 학교 주변 폭력에 대한 보고는

방

더 빈번해진 반면 폭력의 강도는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하

법

고 있다. 교내 폭력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고는 매우 비
극적인 사건으로 이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청소년과 그 가
족 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학교 환경과 지역 사회 전체
에 대해 매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한 첫 단계는 횡단적(cross
sectional), 대단위 실태조사 연구(nationwide mass sur-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동반한 폭력 행동에 대
6,7)

한 연구에서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

연구설계

vey)로 한국 청소년의 공격성 및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

은 성격적 특성이 청

칠 수 있는 관련 제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소년 비행행동의 발현에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

는 비행 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의 가정 역동적 환경(부모의

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공격성향이 이 시기의 비행 및

양육방식, 가정안정도, 부모-자녀 관계, 가족원의 가정만

범법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족도, 가족원간의 관계, 및 모친의 사회활동), 성격 특성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많은 적응상의

(우울성향, 반사회적 성격 양상, 사회성, 자아존중감, 정신

문제점 중에 공격성의 표출로 야기된 비행과 폭력 행동은

신체증상 호소성향, 욕구충족/욕구좌절 정도), 성적 학대

이미 일부 청소년기에는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 심각

력, 대응 전략, 알코올·약물 남용 및 공격성(공격충동, 공

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기

격행동)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청소년의 공격성 관련 변수

의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예방과 대안 수립이 관련 분야

를 확인한 후 이와 같은 청소년기 공격성 관련 변수 중 공

전문가들에게 커다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격성을 종속변수로, 청소년의 성별, 연령, 가정 역동적 환

러나 이러한 심각한 청소년 폭력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일반

경,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반사회적 성격양상, 정신신체증

적으로 우리는 피해 청소년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들에 대

상 호소성향) 및 성적 학대는 독립변수, 청소년의 성격적

한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게 되며 그들에 대한 신체적, 정

특성(공격 충동, 우울 성향, 사회성 및 욕구좌절 정도), 대

신적 치료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대책 수립에 분주하게 되

응 전략 및 알코올·약물 남용은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청

며 가해 청소년의 문제에는 비교적 등한시 하여왔다 할 수

소년의 공격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

있다. 단지 가해 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으로만 생각되어 소

요인과 이들 요인간의 경로를 규명하였다.

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보내질 뿐이었다. 우리는 이
러한 청소년 폭력의 가해자가 대부분 피해 청소년과 같은

연구대상

보호와 교정이 필요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즉

본 연구의 표집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을 돌이켜 볼 때

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 1,235명(여성：588명, 남

가해 청소년의 이러한 공격충동이나 공격행동을 사전에 교

성：647명)과 소년원에 재소 중인 비행·범죄 청소년 876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청소년 비행·폭력 문제의 예

명(여성：102명, 남성：774명) 총 2,111명을 대상자의

방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

익명성과 윤리적 측면을 보장함을 전제하여 연구대상자로

기 공격성의 관련변인 및 표출경로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추출방법은 비례층화 표본추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공격성 관련변인은 생물학적

출법(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및 환경적 변수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을 적용하여 지역(서울-지방) 및 조사기관의 유형(중학교,

8)

고등학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을 층화 계수로 고려하

및 알코올·약물 남

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 각각의

토대로 청소년 공격행동 관련변인으로 가정역동적 환경,
9)

성격 특성,
12)

용

10)

대응전략,

11)

성적 학대

등을 선정하였다.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24개 학급학생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235명을 표집대상 학생으로 선정하였으며 비행·범죄청

1) 학생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

소년의 경우 전국 11개 소년원 중 6개 소년원과 2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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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원 총 8개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원

상 호소성향 Ⅱ는 Zung16)의 자가평정 불안척도에서 정신

중인 876명의 비행·범죄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신체증상과 연관된 10개 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본

표집대상자 2,111명(비행청소년：876명, 학생청소년：

연구에서 이들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면 우울척도

1,235명)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163명을 제외한 1,948

가 Cronbach’
s α=.79, 반사회적 성격척도는 .83, 사회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응답률은 92.3%(비행군：89.5%,

성 척도는 .85, 자존감 척도는 .86, 욕구좌절척도는 .75,

학생군：94.3%)이었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 II는 각각 .70, .87이었다

은 (1) 만 12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한국 청소년 (2)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한 자 (3) 설문지 작

대응 전략
대응전략은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설문서13) 중 청

성이 가능한 자이었다.

소년의 스트레스 대응방식 측정을 위한 67개 문항으로 측

연구 도구 및 측정 방법

정한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스트레스 대응 기전을

본 연구의 측정영역은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적 특성,

도움요청, 인지적 문제 해결, 행동적 문제 해결, 인지적 회

대응전략, 성적 학대,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및 공격성(공

피 및 행동적 회피 5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17) 본 연구

격 충동 및 공격 행동) 영역 등으로 이들 각 영역의 측정

에서 이들 영역에 대한 신뢰도로 Cronbach’s α는 .57

도구 및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89이었다.

가정 역동적 환경

성적 학대
13)

본 연구에서는 가정역동적 환경척도 를 이용하여 측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설문서13) 중

하였다. 본 가정 역동적 환경척도에는 가정의 심리풍토에

성적 학대 경험 유무를 묻는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친의 양육방식(7문항), 모친의

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학대 경험이 많은 6점 척

양육방식(7문항), 가정안정도(14문항), 부모-자녀관계

도로 되어 있다.

(12문항), 가족원의 가정만족도(4문항), 가족원간의 관계
(3문항) 및 모친의 사회활동(3문항) 등 7개 영역이 포함
되어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신뢰도로 Cronbach’s

알코올 남용
알코올 남용은“술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음주 문제로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괴로운 적이 있

α는 .54-.89이었다.

다”
“음주 문제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아침 해장

성격 특성

술을 한 적이 있다”등「예-아니오」
로 묻는 4개 문항의

본 연구에서 검증하게 될 청소년들의 성격특성에는 우

CAGE 설문지18)로 측정하였다.

울 성향, 반사회적 성격양상, 사회성, 자아존중감, 정신신
체증상호소성향 Ⅰ·Ⅱ 및 욕구충족/좌절성향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의 내용과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14)

약물 남용
청소년 약물남용 정도는 약물유형(type)(각성제, 신경

우울 성향은 Zung 의 자가평정 우울 척도와 청소년 정신

안정제, 환각제, 진통제, 유기용매제 등)과 복용빈도(fre-

건강 실태조사설문서13) 중 26개 문항의 우울 척도로 측

quency) 등에 관한 11문항13)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정하였다. 그 외의 성격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청

높을수록 남용 빈도가 높게 되어 있다.

13)

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설문서

중 반사회적 성격 척도

(34개 문항), 사회성 성향척도(11개 문항), 자존감 척도

공격 충동

(10개 문항), 욕구좌절척도(9개 문항)를 발췌하여 측정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설문서13) 중

였다.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은 신체증상을 주소로 하는 정

청소년의 공격 충동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공

신신체증상 호소성향 Ⅰ과 불안을 주 요인으로 하는 정신

격 충동 척도는 Silver와 Yudofsky20)의 발현성 공격척도

신체증상 호소성향 Ⅱ로 분류하였으며, 정신신체증상 호소

문항을 활용하여 충동성으로 변용시켜 언어적 공격충동(4

15)

성향 Ⅰ은 Langner 의 정신과적 증상 선별척도에서 정

문항), 자해적 공격충동(4문항), 대물지향적 공격충동(4

신신체증상과 관련된 12개 문항을 발췌하고, 정신신체증

문항) 및 대인지향적 공격충동(4문항)의 4개 영역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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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과 연구자가 충동성 자제를 측정하기 위한 1개 문항

관련된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한국형 청소년 공

을 포함하여 모두 1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격성 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6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결

연구에서 이들 영역에 대한 신뢰도로 Cronbach ’s α

과

는 .65~.90이었다.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변수에 대한
서술통계분석

공격성(공격 행동)
13)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설문서

중

성별로 볼 때 학생청소년 1,150명 중에서 남성은 597

청소년의 공격성 척도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이들 공격성

명, 여성은 553명이었으며 비행청소년 781명 중에서는

척도는“영화, TV, 라디오 등의 범죄 장면을 모방한 적이

남성이 709명, 여성이 72명으로 남성 비행청소년이 여성

있다”
“완전 범죄를 모방하여 법을 어긴 적이 있다”
“TV

비행청소년에 비해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χ2=

등의 폭력물을 모방하여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등 14

321.0, df=1, p=.000). 연령별로는 학생청소년은 비교적

19)

개 문항과 Silver와 Yudofsky 의 발현성 공격척도 16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비행청소년에서는 연령이 증가

문항을 번안 적용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함에 따라 수적 증가도 의미있게 나타났다(χ2=301.5,

들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6점 척도로 되어 있

df=6, p=.000). 교육수준에서는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

다. 본 연구에서 이들 영역에 대한 신뢰도로 Cronbach’
s

년 보다 재학생이나 졸업생보다 중퇴한 경우가 의미있게

α는 .93이었다.

많았다(χ2=1,411.1, df=7, p=.000). 청소년들의 종교
면에서 볼 때 비행청소년들이 학생청소년들보다 기독교,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불교 및 천주교 등 종교를 많이 믿는 경향을 보여주었고,

자료수집을 위하여 2001년 7월부터 2001년 9월까지

학생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들보다 종교를 믿지 않는 경향

3개월에 걸쳐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 기관으로 선정

이 많았다. 비행 및 학생 모두에서 기독교를 믿는 경우가

된 중·고등학교, 소년원 및 소년 분류 심사원을 방문하

가장 많았는데 이런 결과는 비행청소년들은 소년원 생활

여 기관장의 허락을 받았으며 그 후 직접 설문조사를 실

중 종교를 선택하여 모두 믿음을 갖도록 인도되었기 때문

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 기간은 중·고등학교 학생은 설

인 것으로 생각된다(χ2=87.9, df=5, p=.000).

문 조사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1학기말 고
사가 끝난 후에 설문 조사를 하였으며 전국의 소년원이나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간의 연구 변수에 대한 평균차

소년 분류 심사원은 그 기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이 분석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실시기간에는 본 연구

먼저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간의 가정 역동적 환경에

자와 함께 연구보조원 4인이 함께 동행하여 설문지 작성

서의 평균차이를 보면 비행청소년의 가정역동적 환경이 학

법에 대한 교육 및 설문지 작성 중 의문나는 점을 연구대

생청소년의 가정 역동적 환경보다 역기능적이었음을 알 수

상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문

있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보다 부모의 양육방

조사에 앞서 각 연구대상자에게는 동의서가 배부되며 동

식이 좋지 않았으며(부친의 양육방식：학생：17.10±7.21,

의서에는 연구자의 이름과 신분, 연구목적, 대상자의 권리

비행：18.01±6.69, p=.0062, 모친의 양육방식：학생：

(설문지 작성에 동의하였으나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연구

15.37±5.67, 비행：16.52±5.52, p=.0000) 가정안정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도도 낮았고(학생：29.21±10.59, 비행：32.98±10.90,

대상자가 한국 청소년 개인과 사회에 미치게 될 가능한 기

p=.0000), 부모-자녀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으며(학생：

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25.38±7.16, 비행：28.55±8.39, p=.0001) 가족원의 가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종합 검토하여

정만족도(학생：8.73±4.02, 비행：9.42±4.14, p=.0005)

불충분한 자료는 제거한 후 SA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

도 낮았다.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가족원간의

였으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서술적 통계,

관계도 좋지 않았으며(학생：7.94±2.21, 비행：8.77±

2

χ 검정, Cronbach’
s Alpha, 상관분석, t검정 및 경로분

2.56, p=.0001), 모친의 사회활동도 더 많았고(학생：

석 등이었다. 다음 단계로는 이상의 과정에서 규명된 청소

7.07±2.65, 비행：7.82±2.74, p=.0000), 따라서 총체

년 공격성과 관련된 제 요인과 공격성 형성 경로 및 이와

적 가정 역동적 환경 또한 비행청소년이 학생 청소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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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Mean difference test of family dynamic environment
by group (student/delinquent)
Variables
Paternal rearing
Maternal rearing
Family stability

Group
Student
Student

1,059 015.37±05.67

Delinquent 0,728 016.52±05.52
Student

1,080 029.21±10.59

Delinquent 0,721 032.98±10.90
Student

Satisfaction
toward family

Student

Relationship
among family
member

Student

Family dynamic
environment

Mean±SD

Delinquent 0,730 018.01±06.69

Parent-child
relationship

Working mother

N

1,037 017.10±07.21

1,043 025.38±07.16

Delinquent 0,682 028.55±08.39
1,007 008.73±04.02

Delinquent 0,718 009.42±04.14
1,138 007.94±02.21

Delinquent 0,774 008.77±02.56
Student

0,965 007.07±02.65

Delinquent 0,743 007.82±02.74
Student

0,663 111.71±32.62

Delinquent 0,551 121.82±32.50

t

p

Table 1-2. Mean difference test of personality by group (student/delinquent)
Variables

Group

N

Mean±SD

t

p

-2.74 .0062

1,089 25.81±06.26
Need satisfaction/ Student
-09.11 .0001
frustration
Delinquent 0,708 28.17±04.68

-4.28 .0000

Sociability

-7.32 .0000

Self-respect

-8.13 .0001

Psychosomatic
sx Ⅰ

Student

-3.51 .0005

Psychosomatic
sx Ⅱ

Student

-7.30 .0001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Student

-5.80 .0000

Depression

-5.40 .0000

역기능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학생：111.71±32.62,
비행：121.82±32.50, p=.0000)(Table 1-1).
다음으로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간의 개인 내적 특성
들, 즉 욕구충족/욕구좌절, 사회성, 자아존중감, 정신신체증
상 호소성향(I, II), 반사회적 성격양상, 우울 성향, 언어적
공격충동, 자해적공격충동, 대물지향적 공격충동, 대인지향
적 공격충동, 총체적 공격충동 및 공격성에서의 평균차이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비행청소년들은 학생청소년
보다 욕구좌절 정도(학생：25.81±6.26, 비행：28.17±

Student

1.083 34.27±08.37

Delinquent 0,743 35.68±08.80
Student

1,105 24.96±08.88

Delinquent 0,729 30.14±08.67
0,975 27.03±05.37

Delinquent 0,673 29.53±05.69
1,115 21.75±08.73

Delinquent 0,737 26.52±08.87
1,090 23.38±08.17

Delinquent 0,717 28.96±08.74
Student

1,055 39.70±08.75

Delinquent 0,712 41.35±08.04

-03.46 .0005
-12.33 .0000
-09.05 .0000
-11.43 .0000
-13.72 .0000
-04.09 .0001

1,129 15.44±05.13
Verbal aggressive Student
-06.16 .0001
impulsiveness Delinquent 0,732 16.87±04.78
Self-injured
Student
1,143 06.39±03.60
aggressive
-17.07 .0001
Delinquent
0,766
09.86±04.80
impulsiveness
Object-related
Student
1,143 07.50±04.45
aggressive
-12.53 .0001
impulsiveness Delinquent 0,758 10.25±04.89
Person-related
aggressive
impulsiveness

Student

Total aggressive
impulsiveness

Student

Aggression

1,147 07.08±04.31

Delinquent 0,772 10.79±04.97

-16.88 .0001

1,097 36.38±14.64
-14.75 .0001
Delinquent 0,692 47.58±16.25
Student
1,063 59.42±17.49
-27.49 .0001
Delinquent 0,687 85.99±21.08

4.68, p=.0001), 사회성(학생：34.27±8.37, 비행：35.68
±8.80, p=.0005), 반사회적 성격양상(학생：23.38±8.17,

청소년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비행：28.96±8.74, p=.0000),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I：

1-2). 또한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간의 성적 학대, 알

학생：27.03±5.37, 비행：29.53±5.69, p=.0000, II：

코올·약물 남용의 평균차이 비교에서도 비행청소년은 학

학생：21.75±8.73, 비행：26.52±8.87, p=.0000), 우

생청소년보다 성적 학대 경험(학생：1.19±.67, 비행：

울성향(학생：39.70±8.75, 비행：41.35±8.04, p=.0001)

2.12±1.41, p=.0001)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으며 알코

이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반면 자아 존중감(학생：

올남용(학생：.52±.87, 비행：1.41±1.16, p=.0001)과 약

24.96±8.88, 비행：30.14 ±8.67, p=.0000)은 낮았다.

물남용(학생：.35±.78, 비행：2.22±3.11, p=.0001)도

또한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언어적 공격충동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Table 1-3).

(학생：15.44±5.13, 비행：16.87±4.78, p=.0001),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간의 대응전략의 평

자해적 공격충동(학생：6.39±3.60, 비행：9.86±4.80,

균차이 비교에서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보다 인지적 문

p=.0001), 대물지향적 공격충동(학생：7.05±4.45, 비

제해결(학생：32.02±7.41, 비행：33.45±6.57, p=.0001),

행：10.25±4.89, p=.0001), 대인지향적 공격충동(학

인지적 회피(학생：39.95±5.48, 비행：41.82±4.20,

생：7.08±4.31, 비행：10.79±4.97, p=.0001), 총체

p=.0001), 행동적 회피(학생：22.09±3.84, 비행：24.79

적 공격충동(학생：36.38±14.64, 비행：47.58±16.25,

±3.87, p=.0001)가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

p=.0001)이 모두 높았으며, 공격성(학생：59.42±17.49,

며 총체적 대응전략(학생：164.05±25.12, 비행：169.48

비행：85.99±21.08, p=.0001) 또한 비행청소년이 학생

±20.90, p=.0001) 또한 비행청소년이 학생청소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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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Mean difference test of sexual, alcohol & drug abuse
by group (student/delinquent)
Variables
Sexual abuse
Alcohol abuse
Drug abuse

Group
Student

N

Mean±SD

1,088 1.19±0.67

Delinquent

0,724 2.12±1.41

Student

0,334 0.52±0.87

Delinquent

0,749 1.41±1.16

Student

1,116 0.35±0.78

Delinquent

0,616 2.22±3.11

t

p

-16.53 .0001
-13.90 .0001

Assistance
seeking

Group
Student

N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반사회적 성격양상(직
접효과：.377, 간접효과：0, 총효과：.377)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성별(직접효과：.146, 간접효
과：0, 총효과：.146),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직접효
과：.133, 간접효과：0, 총효과：.133), 연령(직접효

-14.67 .0001

Mean±SD

1,116 021.75±04.45

과：.107, 간접효과：0, 총효과：.107), 성적학대(직접효
과：.104, 간접효과：0, 총효과：.104) 및 부모-자녀 관

Table 1-4. Mean difference test of coping strategies by group
(student/delinquent)
Variables

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 및 반사회적 성격양상이 영향을

t

p

계(직접효과：.066, 간접효과：0, 총효과：.066)의 순으
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인지적 회피에는 성별, 성적학대 및 부모-자

-01.12 .2629

녀 관계가 영향을 주었으며 이들 중 부모-자녀 관계(직접

Student
1,083 032.02±07.41
Cognitive
-04.32 .0001
problem-solving Delinquent 0,743 033.45±06.57

효과：.157, 간접효과：0, 총효과：.157)가 가장 높은 영

Student
1,055 048.43±09.95
Behavioral
-01.93 .3530
problem-solving Delinquent 0,682 048.01±08.81

효과：0, 총효과：.094)와 성별(직접효과：.066, 간접효

Delinquent 0,741 021.52±04.05

Cognitive
avoidance

Student

Behavioral
avoidance

Student

Coping strategies

1,055 039.95±05.48

Delinquent 0,682 041.82±04.20
1,071 022.09±03.84

Delinquent 0,723 024.79±03.87
Student

0,876 164.05±25.12

Delinquent 0,554 169.48±20.90

-08.03 .0001
-14.57 .0001
-04.41 .0001

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성적 학대(직접효과：.094, 간접
과：0, 총효과：.066)의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청소년의 알코올 남용에는 성적학대(직접효과：.181,
간접효과：0, 총효과：.181)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성별(직접효과：.148, 간접효과：0, 총효과：.148),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직접효과：.112, 간접효과：0,
총효과：.112) 및 연령(직접효과：.090, 간접효과：0, 총
효과：.090)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청소년의 약물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반면 도움요청과 행동적 문제해

남용에도 성적학대(직접효과：.160, 간접효과：0, 총효

결에서는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과：.160)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연령

이지 않았다(Table 1-4).

(직접효과：.141, 간접효과：0, 총효과：.141), 반사회적
성격양상(직접효과：.120, 간접효과：0, 총효과：.120)

경로분석
본 모형에서 제시한 각 연구변수들간에 어떠한 인과관

및 부모-자녀 관계(직접효과：.111, 간접효과：0, 총효
과：.111)의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가 존재하는가를 경로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Table 2 및 Fig. 1은 본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성별, 연령, 성적학대, 부모-자녀 관계, 정신신체증상 호

를 나타내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성향 II, 인지적 회피전략, 반사회적 성격양상, 공격 충

먼저 자해적 공격충동에는 성별, 연령, 성적학대, 부모-

동(자해적 공격충동, 대인지향적 공격충동), 알코올 남용

자녀 관계,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 및 반사회적 성격양

및 약물 남용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청소년의 공격

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반사회적 성

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대인지향적 공격

격양상(직접효과：.294, 간접효과：0, 총효과：.294)이

충동(직접효과：.276, 간접효과：.257, 총효과：.533)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정신신체증상 호소

었으며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로는 반사회적 성격양상

성향 II(직접효과：.209, 간접효과：0, 총효과：.209), 성

(직접효과：.252, 간접효과：.181, 총효과：.433), 자해적

적학대(직접효과：.200, 간접효과：0, 총효과：.200), 성

공격충동(직접효과：.221, 간접효과：.197, 총효과：.418),

별(직접효과：.063, 간접효과：0, 총효과：.063), 부모-

성별(직접효과：.163, 간접효과：.068, 총효과：.231),

자녀 관계(직접효과：.063, 간접효과：0, 총효과：.063)

성적학대(직접효과：.084, 간접효과：.107, 총효과：.191),

및 연령(직접효과：.062, 간접효과：0, 총효과：.062)의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직접효과：.070, 간접효과：.090,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인지향적

총효과：.160), 약물 남용(직접효과：.103, 간접효과：.055,

공격충동에서는 성별, 연령, 성적학대, 부모-자녀 관계, 정

총효과：.158), 연령(직접효과：.069, 간접효과：.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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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vision of direct/indirect effect of the causality among research variables
Total
effect

Age

.228

Sexual abuse

.372

Parent-child relation

.326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Gender

Self-injured aggressive
impulsiveness

Drug abuse

.063 (1.00)

- (.00)

.062 (1.00)

- (.00)

.200

.200 (1.00)

- (.00)

.063

.063 (1.00)

- (.00)

.474

.209

.209 (1.00)

- (.00)

.294

.294 (1.00)

- (.00)

.146

.146 (1.00)

- (.00)

Age

.281

.107

.107 (1.00)

- (.00)

Sexual abuse

.298

.104

.104 (1.00)

- (.00)

Parent-child relation

.312

.066

.066 (1.00)

- (.00)

Psychosomatic sx Ⅱ

.432

.133

.133 (1.00)

- (.00)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551

.377

.377 (1.00)

- (.00)

.066

.066 (1.00)

- (.00)

Sexual abuse

.158

.094

.094 (1.00)

- (.00)

Parent-child relation

.169

.157

.157 (1.00)

- (.00)

.148

.148 (1.00)

- (.00)

Age

.138

.090

.090 (1.00)

- (.00)

Sexual abuse

.229

.181

.181 (1.00)

- (.00)

Psychosomatic sx Ⅱ

.150

.112

.112 (1.00)

- (.00)

Age

.244

.141

.141 (1.00)

- (.00)

Sexual abuse

.225

.160

.160 (1.00)

- (.00)

Parent-child relation

.201

.111

.111 (1.00)

- (.00)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268

.120

.120 (1.00)

- (.00)

.231

.163 (0.71)

.068 (.29)

.374

.132

.069 (0.52)

.063 (.48)

Gender
Age

Aggression

.063
.062

.509

Gender
Alcohol abuse

Indirect
effect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Gender
Cognitive avoidance

Direct
effect

Psychosomatic sx Ⅱ
Gender
Person-related aggressive
impulsiveness

( )×100=%

Correlation
coefficient

Sexual abuse

.416

.191

.084 (0.44)

.107 (.56)

Parent-child relation

.408

.107

.053 (0.49)

.054 (.51)

Psychosomatic sx Ⅱ

.500

.160

.070 (0.44)

.090 (.56)

Cognitive avoidance

.233

.091

.069 (0.76)

.022 (.24)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665

.433

.252 (0.58)

.181 (.42)

Self-injured aggressive impulsiveness

.697

.418

.221 (0.53)

.197 (.47)

Person-related aggressive impulsiveness

.729

.533

.276 (0.52)

.257 (.48)

Alcohol abuse

.299

.093

.061 (0.66)

.032 (.34)

Drug abuse

.362

.158

.103 (0.65)

.055 (.35)

총효과：.132), 부모-자녀 관계(직접효과：.053, 간접효

(Table 2, Fig. 1).

과：.054, 총효과：.107), 알코올 남용(직접효과：.061,
간접효과：.032, 총효과：.093) 및 인지적 회피전략(직접

고

찰

효과：.069, 간접효과：.022, 총효과：.091)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공격충동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성격양상이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및 비행(공격)행동은 정신과적, 발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나쁠수록, 성적학대 경험과

달학적, 가정역동적, 사회환경적 관점 등 그간 여러 각도

알코올·약물 남용정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회피 대응 전

에서 조명하여 온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략을 사용하는 남성 청소년이 보다 공격적임을 의미하는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 청소년과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사회적 성격양상, 자해적 공격

비행 청소년간의 가정 역동적 환경, 성격적 특성, 성적 학

충동 및 대인지향적 공격충동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

대, 알코올·약물 남용, 대응 전략, 공격 충동 및 공격성

효과 뿐 아니라 간접효과 또한 큰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의 차이를 확인함과 더불어 이러한 변수가 청소년의 공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 Volume 43, No 1 / January, 2004

81

Aggression’s Path Diagram

H.S. Kim, et al

.063
.163
.146
.148 .066

Self-injured aggressive

Gender

impulsiveness

.062
.069
.107

Age

.141

.221

.063

.090

Person-related aggressive
impulsiveness

.066
P-C relation
.157
.111
.294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200

.377

.276

.053

.209

.252
.104

.069

Cognitive avoidance

Aggression

.084
.061

.094
Alcohol abuse

Sexual abuse

.181
.160

.133

.120

.070

.112

.103

Psychosomatic
sx II

Drug abuse

Fig. 1. Path diagram for the influence of family dynamics, personality, sexual abuse, drug abuse
and coping strategies on the aggression.

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 및 공격성 발현 경로를 규명하

이론(primary socialization theory)에서 제시한 약물남

였다.

용과 개인의 일탈행동은 일차적 사회화원(primary socia-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별로 논의 및 고찰을 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lization sources)인 가정 내에서 비롯되며,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직접적이기 보다 간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논지와 같

첫째 본 연구에서는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원

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21)

중인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역기능적인 가정

비행(공격)행동의 원인설명에 청소년 자신들의 성격특

역동적 환경과 부적응적인 성격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공

성 또한 중요한 몫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에 우

격 충동과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비행청소년은

울 성향,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사회성, 반사회적 성격양

학생청소년보다 성적 학대경험이 높았고 알코올·약물 남

상, 욕구충족/좌절정도, 자아존중감, 공격충동(언어적 공격

용 정도도 유의하게 높았으며 보다 부정적인 대응 전략을

충동, 자해적 공격충동, 대물지향적 공격충동, 대인지향적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청소년의 가

공격충동 및 총체적 공격충동) 및 공격성 등을 포함시켜

정 역동적 환경, 성격 특성, 성적 학대, 알코올·약물 남

연구하였다. 본 연구결과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

용, 대응 전략 등의 변수가 청소년의 공격 충동 및 공격성

해 높은 욕구좌절과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반사회성향,

과 의미있게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

우울성향, 공격성향 및 공격성을 보였다. 이들의 정서상태

에서는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일생 중 정서적으로 상당

가정안정도, 가족원에 대한 만족도, 가족원간의 관계 및 모

히 취약한 시기로 간주된다.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

친의 취업 등이 모두 청소년 비행(공격)행동과 관련이 있

로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고 독립심과 주체성을 확립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외국의 많은

위해 투쟁하는 동시에 외로움과 고달픔을 많이 느껴 정서

20)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엿볼 수 있는 결과였다.

본 연구결

적으로 기분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이 많은 특성을 지니

과 불충분한 양육기술과 더불어 모친의 취업 등으로 인한

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우울 감정이 은폐되어 있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시 부족이나 자녀에 대한 통제력

욕구좌절시 청소년의 정서상태가 행동반응(비행 및 공격

의 결여가 청소년의 약물사용이나 비행행동 및 공격성의

행동 등)으로 많이 표출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청

높은 수준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자

소년의 우울 정서 상태는 공격성의 증가를 부추길 수 있는

녀간 대화 부재와 불충분한 부모의 지지 또한 청소년기 비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은 행동장애와 약물남용 문제가 있

행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 사회화

는 청소년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으로 그간 보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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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으며,22) 비행청소년에서의 우울증은 그들의 높은 약물

사회적 성격양상과 같은 비행과 관련된 성격 특성의 발현

남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

욕구좌절이 비행(공격)행동의 원인역할을 한다는 것은
6)

는 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이 그들의 약물 남용에 지대한

특히 가족원간의 불

영향을 미치나 청소년의 가족 관련 변수가 이에 대한 중

화나 부모-자녀관계의 갈등관계에서 파생되는 욕구좌절은

요한 중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Brook 등24)의 주장이나

특별히 중요시되고 있다. 청소년 자녀들은 합법적인 가족

부모의 양육태도와 음주 및 흡연간의 연관성,25) 가족 구

집단에서 가정에 대한 안정감, 행복감 및 만족감 같은 욕

조, 청소년 개인의 성격 특성과 음주, 흡연 및 불법약물

구충족 획득에 실패를 하게 되면 욕구좌절에 대한 대리만

사용간의 관계,26) 유기용매제 흡입과 청소년 비행 및 범

족을 비행행동과 같은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얻으려고

죄 행동간의 연관성26) 등의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간접적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충족되지 않은

으로 지지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음주는 높은 범법행

욕구는 수동적이든 공격적이든 그 자체가 정신신체증상으

동율로 이어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무분별하게 폭음을 일

로 발현됨을 볼 수 있었다. 그 외에 성격특성 중 공격성

삼는 청소년들의 만취 상태에서의 자제력 상실은 자신과

향, 반사회적 성격양상 및 사회성 성향 등도 청소년 비행

타인 모두에게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공격적

(공격)행동의 원인 요인에 중요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인 행동의 분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비

났다. 특히 그간 많은 연구23)에서는 폭력적 행동을 일삼

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보다 음주 및 약물 남용 정도가 더

는 반사회적 청소년에게서 일관되게 낮은 자존감을 지적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 및 약물 남용 이유 또한 그들의 부

하면서 이는 이들의 학업 실패나 가정 내에서의 부당한 대

적응적 대응 전략을 반영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있다.28) 선행 연구2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은

는 비행청소년이 학생청소년 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존감

성인모방 지향적이며, 일상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전

을 보였는데 이는 비행청소년들이 생활교정기관에서(소년

략이 역기능적이며 -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음주나 약물남

원, 소년분류심사원) 동질적인 또래간의 교류와 원내의 규

용을 하는 등 - 극적이며 탐미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성향

율적 사회활동이 그들의 자존감을 증진시킨 것으로 추론

이 높다는 점21)과 이들은 비교적 건설적이며 건전한 취

된다. 다시 말해서 또래활동을 통하여 이들은 자신에 대한

미나 오락활동에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높은 자존감과 자만심을 갖고 원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

러한 연구 결과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최

로 풀이된다. 반면 본 연구 대상자 중 학생청소년은 대부

근 국내의 연구29)에서도 청소년 비행의 주요 판별요인으

분의 많은 시간을 대학입시를 위한 학업과 과외수업 등에

로 흡연과 음주가 제시된 바 있으며 국외의 여러 연구에

할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교류활동과 사회성에 대한

서도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이 다양한 유형의 비행·범죄

주관적 평가가 낮았으리라 본다. 본 연구 결과 비행청소

행동 및 정신병질적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12)는 금

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성적학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

연교육이나 약물 남용 예방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도를 위

타났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부친의 알코올 중독, 경

한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밀집된 주거환경 등과 같은 역기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도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

능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비행 청소년 중 일

해 인지적 회피나 행동적 회피와 같은 부적응적 대응 전략

부는 유년기 때부터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며 이

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행 청소년의 높은

들의 성적 학대경험은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 무력감으로

음주·약물 남용율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들의 역기능

이어지고 이는 보다 심각한 문제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볼

적 대응 전략의 한 유형으로 풀이될 수 있으리라 본다. 즉

수 있다.

청소년 비행 행동을 탐색해 볼 때 가정적, 사회 환경적 문

많은 연구에서 자주 강조되어 왔고,

본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음주, 흡

제를 보다 위협적이고 도전적으로 받아들이며, 보다 역기

연 및 약물 남용 정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높았다. 비행청소

능적 대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정, 관리 해보려는

년의 높은 음주, 흡연 및 약물남용 정도는 역기능적 가정

시도의 한 결과로 청소년기 비행 행동을 해석할 수 있을

역동적 환경 및 부적응적 성격 양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것이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결과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

보인다. 즉 음주, 흡연 및 약물남용 청소년의 비행화 과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성별, 연령, 성적학대, 부모-자녀

정에는 부모-자녀 관계,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 만족도,

관계,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 인지적 회피전략, 반사회

부부관계 등 기타 가정 내 문제가 개인의 공격성향이나 반

적 성격양상, 공격 충동(자해적 공격충동, 대인지향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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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충동), 알코올 남용 및 약물 남용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를 독립변수(외생변수), 공격충동, 대응전략 및 알코올

변수 중 청소년의 공격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

·약물 남용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

수는 대인지향적 공격충동이었으며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은 Chi-square, 상관관계 분석, t 검정 및 경로분석 등

변수로는 반사회적 성격양상, 자해적 공격충동, 성별, 성적

이었다.

학대,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 약물 남용, 연령, 부모-

결 과

자녀 관계, 알코올 남용 및 인지적 회피전략의 순으로 나

1)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하여 역기능적 가정

타났다. 이는 공격충동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성격양상이

환경, 부적응적인 성격 특성, 부정적인 대응전략, 및 높은

높을수록, 부모-자녀 관계가 나쁠수록, 성적학대 경험과

성적학대 경험 및 높은 알코올·약물 남용 정도를 보였다.

알코올·약물 남용정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회피 대응 전

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하여 공격충동

략을 사용하는 남성 청소년이 보다 공격적임을 의미하는

과 공격성도 높았다.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반사회적 성격양상, 자해적 공격

2) 청소년의 공격성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대인지

충동 및 대인지향적 공격충동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

향적 공격충동(총효과：.533)이었으며 다음으로 영향력이

효과 뿐 아니라 간접효과 또한 큰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큰 변수로는 반사회적 성격양상(총효과：.433), 자해적 공

즉 본 연구를 통하여 공격 충동이 공격 행동으로 표출되는

격충동(총효과：.418), 성별(총효과：.231), 성적학대(총

과정에는 개인의 부적응적 성격 특성(반사회적 성격 양상),

효과：.191),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II(총효과：.160),

역기능적 가정 역동적 환경(부모-자녀 관계, 성적 학대),

약물 남용(총효과：.158), 연령(총효과：.132), 부모-자

부적응적 대응 전략(인지적 회피 전략, 알코올·약물 남용)

녀 관계(총효과：.107), 알코올 남용(총효과：.093) 및

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청소년 공격성

인지적 회피전략(총효과：.09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 순화를 위하여 이러한 제 변수에 대한 규명 및 교정 대

결 론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공격충동이 높을수록, 반사회적 성격양상이 높을수록, 부
모-자녀 관계가 나쁠수록, 성적학대 경험과 알코올·약물

결

론

남용정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회피 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남성 청소년이 보다 공격적이었고, 특히 반사회적 성격양

목 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가정 역
동적 환경, 성격특성, 성적 학대, 알코올·약물 남용정도,
대응 전략, 공격 충동 및 공격성(공격 행동)의 차이를 확
인하고 공격성(공격 행동) 관련 변인 및 공격성 발현 경로

상, 자해적 공격충동 및 대인지향적 공격충동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중심 단어：한국 청소년·공격성·표출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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