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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 학생들의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자료를 이용한 것들이

다. 경시적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있지만, 반복측정된 자료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 반복측정에 의해 얻어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

용하여, 횡단자료 분석 연구의 결과인 아동 혹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진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비행,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과 인터넷 사

용시간이 경시적 자료 분석에서도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의

결측치는임의결측을가정하고, 제한적최우추정량을이용한선형혼합모형을적합하고자한다.

주요용어: 결측치, 선형혼합모형, 임의효과, 제한적최우추정법.

1. 서론

Ha와 Kim (2013)에 의하면 최근 청소년 문제들 중 학교폭력, 비행, 자살 등의 공격적인 행동이 급증

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아동기인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되고 공격적

인행동이더욱심해지고일상화되어가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아동기의공격성은청소년기를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개인의 건강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온 것처럼 (Kim과

Doh, 2001), 아동의전반적인정서발달과신체발달에있어공격성은중요한문제로인식되고있다.

현재까지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Lee (2007)와 Ji와 Jang (2010)의 연구에서는 다변량분석, t-검정, 분산분석을 통하여 아

동이 ‘성별’과 ‘학년’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우울 및 불안’, ‘자아존중

감’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 교

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과관련된 ‘학교적응’의변수또한공격성에영향을준다는것을 Jeon 등

(2013)이 보였다. Hong과 Nam (2000)과 Kim과 Choi (2011)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비행’과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청소년들의 공격성의 정도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였다. 위에 언급된 공격성

과 관련한 연구들은 서울 지역의 아동들이나 중소도시의 아동들만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으로 농어촌 아

동들의 공격성에 대하여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의 아동으로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또한 특정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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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조사된 횡단자료 (cross-sectional data)를 이용한 연구들이다. Kim과 Chung (2013)이 한국보건

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Korea Welfare Panel Study)의 1차, 4차, 7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아

동학대 즉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각 연도별 자료들이 서로 독

립이라는 가정 하에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반복측정된 다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지속 효

과와최신효과를연구하였다.

본연구에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전국을대상으로실시한한국복지패널의 1차, 4차, 7차년도의

자료를 사용하여, 위에서 언급된 횡단자료 분석 혹은 다년도 자료의 독립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진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

안’, ‘비행’, ‘학교폭력피해경험’, ‘부모로부터학대경험’과 ‘인터넷사용시간’을사용하여선형혼합모

형 (linear mixed effect model or linear mixed model)을 이용한 경시적 자료 분석 (longitudinal data

analysis)을 실시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편, 선형혼합모

형 혹은 일반화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 경시적 자료 분석을 실시한 최근 연구로는 Lim과 Baek (2012),

Jo와 Chang (2013), Shim 등 (2013)과 Kim 등 (2014)이 있고 아동 성장기에 관련한 연구로는 Min

(2014)이있다.

2절에서는한국복지패널자료의특성과기술통계를제시하고, 3절에서는분석에적용될선형혼합모형

을설명하고적합된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4절에서분석결과및본연구의결론을제시하고자한다.

2. 한국복지패널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2006년을 시

작으로 연 1회 실시하여 얻어진 것으로 대표성이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가구용, 가구원용은 조사가

매년 이루어지지만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을 주제로 하는 부가조사는 주제에 따라 매년 하나씩 돌아가

면서 조사된다. 아동 부가조사는 지금까지 2006년, 2009년, 2012년 3회에 걸쳐 조사되었다. 한국복지

패널 1차년도인 2006년에는 아동 73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그 조사 대상자들 중 4차년도와

7차년도인 2009년과 2012년에는 각각 550명과 477명이 조사되었다. Table 2.1은 각 조사년도에 따른

학년별및성별로조사된학생수를보여주고있다.

아동 부가조사에 의한 3번 반복측정된 경시적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

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공격성과 관련된 척도화된 19개의 문항들의 총점을 종속변수로 하

였다. 독립변수들인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비행, 학교 폭력 피해 경험과 부모로부터 학

대 경험 또한 관련된 척도화된 다수의 문항들의 총점으로 구성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의 자세한 설문 문

항은 생략한다. 또 다른 독립변수인 인터넷 사용시간은 1일 평균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을 분 단위로 계

산하였다.

Table 2.1 Number of data for each year, grade and gender

grade in 2006 2006 2009 2012

4th grade 255
boy 142

188
boy 102

158
boy 89

girl 113 girl 86 girl 69

5th grade 228
boy 115

179
boy 86

159
boy 76

girl 113 girl 93 girl 83

6th grade 250
boy 127

183
boy 92

160
boy 82

girl 123 girl 91 girl 78

total 733
boy 384

550
boy 280

477
boy 247

girl 349 girl 270 girl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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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공격성 점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과 학년별 기준에

의한공격성점수의평균은시간이지남에따라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특히여자보다

는 남자의 공격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1차 조사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아동

들의공격성점수의평균이다른학년들의공격성점수의평균들보다상대적으로감소폭이크다는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인 Lee (2006)의 횡단자료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은 남녀의 차이는 유의하지

만, 학년별차이는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Table 2.2 Sample means of child aggression for each year, grade and

gender with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year 2006 2009 2012

gender
boy 4.644 (4.82) 3.811 (4.49) 2.879 (4.37)

girl 4.089 (4.14) 4.119 (4.60) 3.748 (4.62)

grade in 2006

4th grade 4.773 (4.96) 4.154 (4.43) 3.133 (4.36)

5th grade 4.338 (4.25) 4.268 (4.92) 3.560 (4.75)

6th grade 4.028 (4.27) 3.464 (4.26) 3.200 (4.42)

종속변수인 공격성을 y로 두고, 독립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학교 적응 (academic achievement)은 x1,

자아존중감 (self-esteem)은 x2,우울및불안 (depression · anxiety)은 x3,비행 (delinquency)은 x4,학

교폭력피해경험 (victimization by peers)은 x5, 부모로부터학대경험 (abuse by parents)은 x6그리

고인터넷사용시간 (internet using time)은 x7이라하자. 아래의 Table 2.3은각변수들의표본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4는 각 변수들 간의 표본상관계수와 모상관계수가 0인가에 대한 가

설검정의 유의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 x6와 인터넷 사용시간 x7과의 상관관계 이

외에는모두유의해보인다.

Table 2.3 Sampl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each variable

variable sample mean standard deviation

aggression (y) 3.96 4.54

academic achievement (x1) 19.88 3.46

self-esteem (x2) 25.35 5.96

depression · anxiety (x3) 4.05 4.08

delinquency (x4) 1.18 1.76

victimization by peers (x5) 1.13 2.16

abuse by parents (x6) 0.99 2.13

internet using time (x7) 92.60 78.51

Table 2.4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with p-values in parentheses

y x1 x2 x3 x4 x5 x6 x7
y 1

x1 -0.335 (<0.001) 1

x2 -0.291 (<0.001) 0.523 (<0.001) 1

x3 0.575 (<0.001) -0.268 (<0.001) -0.434 (<0.001) 1

x4 0.657 (<0.001) -0.328 (<0.001) -0.249 (<0.001) 0.407 (<0.001) 1

x5 0.363 (<0.001) -0.195 (<0.001) -0.228 (<0.001) 0.382 (<0.001) 0.303 (<0.001) 1

x6 0.342 (<0.001) -0.209 (<0.001) -0.216 (<0.001) 0.312 (<0.001) 0.318 (<0.001) 0.172 (<0.001) 1

x7 0.094 (<0.001) -0.163 (<0.001) -0.119 (<0.001) 0.057 (0.032) 0.173 (<0.001) 0.060 (0.025) 0.030 (0.263) 1

한편, 반복측정된 종속변수들의 자료들 간의 종속성은 경시적 자료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Ta-

ble 2.5와 Table 2.6은 3번 반복측정된 종속변수인 공격성 점수의 조사년도간 표본상관계수와 상관계수

가 0인가에대한가설검정의결과를각각성별과학년별로보여주고있다. 모든성별, 학년별각조사년

도간상관계수가유의함을알수있다. 성별, 학년별각표본상관계수는조사년도의차가클수록작아지

는경향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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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p-values of child aggression

for each gender among years with p-values in parentheses

boy 2006 2009 2012

2006 1

2009 0.410 (<0.001) 1

2012 0.289 (<0.001) 0.370 (<0.001) 1

girl 2006 2009 2012

2006 1

2009 0.292 (0.001) 1

2012 0.164 (0.013) 0.586 (<0.001) 1

Table 2.6 Sample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p-values of child aggression

for each grade among years with p-values in parentheses

4th grade 2006 2009 2012

2006 1

2009 0.355 (<0.001) 1

2012 0.223 (0.005) 0.303 (<0.001) 1

5th grade 2006 2009 2012

2006 1

2009 0.361 (<0.001) 1

2012 0.174 (0.029) 0.566 (<0.001) 1

6th grade 2006 2009 2012

2006 1

2009 0.327 (<0.001) 1

2012 0.275 (<0.001) 0.548 (<0.001) 1

3. 모형 및 분석

3.1. 선형혼합모형

관측 대상인 개체 (subject)의 수를 m이라 하고, i번째 개체의 반복측정 수를 ni라 하자. i번째 개체

의 j번째종속변수의관측치를 yij라할때일반적으로사용되는선형혼합모형은다음과같다.

yij = xT
ijβ + zT

ijbi + εij , i = 1, 2, · · · ,m, j = 1, 2, · · · , ni, (3.1)

여기서 xij = (1, x1ij , x2ij , · · · , xpij)
T는 i번째 개체의 j번째 반복측정 시 설명변수 x1, x2, · · · , xp들

로 구성된 (p + 1)차 벡터, β = (β0, β1, · · · , βp)
T는 고정효과 (fixed effects)로서 xij에 관련된 모수벡

터, zij = (1, z1ij , z2ij , · · · , zqij)T는 i번째개체의 j번째반복측정에대한임의효과 (random effects)에

관한 보조벡터, bi = (b0i, b1i, · · · , bqi)T는 확률변수인 임의효과, εij는 N(0, σ2)을 가지는 오차항이다.

벡터 zij는 xij벡터의 일부분으로 구성되고 양의 정수들 p와 q는 p ≥ q를 만족한다. 개체가 다른 오

차항들은 공분산이 0이지만, 일반적으로 한 개체 내에서 반복측정들의 오차항들은 0이 아닌 공분산들

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식 (3.1)에서 임의효과가 없는 경우에 식 (3.1)은 일반선형모형 (general linear

model)이 된다. 반복측정이 이루어지는 경시적 자료 분석에서는 고정효과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

개체별 특성의 효과인 임의효과를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식 (3.1)을 각 개체별로 묶어

행렬및벡터로나타내면다음과같다.

yi = Xiβ + Zibi + εi, i = 1, · · · ,m, (3.2)

여기서 yi = (yi1, yi2, · · · , yini)
T , Xi = (xi1,xi2, · · ·xini)

T , Zi = (zi1,zi2, · · ·zini)
T , εi =

(εi1, εi2, · · · , εini)
T이며 εi와 bi의확률분포는각각 ni차와 m차다변량정규분포로다음과같이

εi ∼ N(0ni ,Σi)와 bi ∼ N(0m, D)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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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ε1, ε2,..., εm, b1, b2,..., bm은 서로 독립이라 가정한다. 식 (3.3)에서 0k는 k차 0벡터이다. 행렬

Σi와 D는각각 εi와 bi의공분산행렬 (covariance matrix)이다. 전체개체들을통합하여식 (3.2)을다

음과같이표기할수있다.

y = Xβ + Zb+ ε,

여기서 y = (yT
1 ,y

T
2 , · · · ,yT

m)T , X = (XT
1 , XT

2 , · · · , XT
m)T , Z = diag(Z1, Z2, · · · , Zm), b =

(bT1 , b
T
2 , · · · , bTm)T , ε = (εT

1 , ε
T
2 , · · · , εT

m)T이다. 선형혼합모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erbeke와

Molenberghs (2009)를참고하길바란다.

식 (3.3)의 오차의 공분산행렬 Σi를 이루는 상관행렬 (correlation matrix)은 주로 단위행렬, 교환가

능 (exchangeable)행렬, 일차자기상관 (first-order autocorrelation)행렬, 비구조적 (unstructured)행

렬 등이 널리 쓰인다. 단위행렬은 한 개체 내의 반복측정들의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의미이며,

교환가능행렬은 한 개체 내의 오차들은 모두 같은 상관계수 ρ를 가짐을 의미하며, 임의의 서로 다른 j,

j′에 대해 corr(εij , εij′) = ρ를 만족한다. 일차자기상관행렬 즉 AR(1)행렬은 임의의 서로 다른 j, j′에

대해 corr(εij , εij′) = ρ|j−j′|을 만족하여 시차가 클수록 상관계수가 작아지는 상관행렬 모형이다. 비

구조적행렬은 상관행렬에 특정한 형태를 가정하지 않은 모형으로 ni(ni − 1)/2개의 상관계수가 모두 모

수가 된다. 이들 상관행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그 외 사용되는 상관행렬에 대한 것은 Diggle 등

(2001)을참고하길바란다.

3.2. 적합된 선형혼합모형

Table 2.1에서 설명하였듯이, 한국복지패널 3번의 아동 부가조사에서 1차년도인 2006년의 조사 아

동 수는 733명이었으나, 4차년도와 7차년도에서는 조사 대상인 아동들의 수가 각각 550명과 477명으

로 줄게 되어 결측치 (missing value)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조사 대상이 사람이거나 반복

측정이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흔히 발생된다. Rubin (1976)과 Laird (1988)는 결측치들의 확률화 모

형을 제시하고 경시적 자료의 결측치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결측치의 발생은 확률화 모형인 결측메

카니즘 (missing mechanism)의 특성에 따라 완전임의결측 (missing at completely random), 임의결

측 (missing at random)과 비임의결측 (missing not at random)으로 구분된다. 완전임의결측과 임의

결측은 무시할 수 있는 결측 (ignorable missing)이라 하며, 비임의결측은 무시할 수 없는 결측 (non-

ignorable missing)이라한다. 최근의결측치에대한연구로는 Yoon과 Choi (2012)가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대하여 결측 횟수별 및 연도별로 반응변수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구간을 살펴보

았다. 같은관측연도내에서결측횟수별신뢰구간들이모두공통구간을가짐을알수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Diggle 등 (2001)의 13장의 결측치에 대한 분석에 의하면 한국복지패널 자료가 무시할 수 있는

임의결측자료라가정할수있다. 한편, 선형혼합모형 (3.2)는 McCulloch 등 (2008)에의하면

β̂ = (XTV −1X)−1XTV −1y,

b̂i = DZT
i V −1

i (yi −Xiβ̂)

가 β와 bi의 최량선형불편예측 (best linear unbiased predictor; BLUP)가 된다. 여기서, Vi =

ZiDZT
i + Σi, V = diag(V1, V2, · · · , Vm)이다. 이 과정에서 공분산행렬들의 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

또는제한적 (restricted) 최대우도법이흔히이용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복지패널 자료에 대해 무시할 수 있는 결측인 임의결측을 가정하고, 선형혼

합모형을적합하기위하여제한적최대우도법을선택하고 R에서제공하고있는함수 lme( )를사용하였

다. 함수 lme( )는 Lindstrom과 Bates (1988)에의한 Newton-Raphson반복법과 EM알고리즘으로구

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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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및 결론

한국복지패널 경시적 자료를 선형혼합모형으로 적합하였을 때, 독립변수들 중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지 연구하기 위하여 모든 독립변수에 대하여 고정효과를 고려하였고 임의효과인 임

의절편 (random intercept)과임의기울기 (random slope)를가지는독립변수들이있는지를보기위하

여아래와같은여러모형을고려하였다.

• model 1 : 고정효과

• model 2 : 고정효과 + 임의절편

• model 3 : 고정효과 + 임의절편 + x1의임의기울기

• model 4 : 고정효과 + 임의절편 + x2의임의기울기

• model 5 : 고정효과 + 임의절편 + x3의임의기울기

• model 6 : 고정효과 + 임의절편 + x4의임의기울기

• model 7 : 고정효과 + 임의절편 + x5의임의기울기

• model 8 : 고정효과 + 임의절편 + x6의임의기울기

• model 9 : 고정효과 + 임의절편 + x7의임의기울기

이 때 위의 각 모형의 오차의 상관행렬은 흔히 고려되고 있는 단위행렬, 교환가능행렬, AR(1)행렬,

비구조적행렬 등 4가지를 선택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아동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공격성의 성향

에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이들을 가변수로 취급하였다. Table 4.1은 각 모형별 4가지의 상관행렬

을 선택한 후 선형혼합모형을 적합한 Akaike 정보판단기준인 AIC (Akaike information criteria)를 제

시한것이다. 구체적 AIC 계산법은 Verbeke와 Molenberghs (2009)를참고하기바란다.

Table 4.1 AICs for each model and correlation matrix

model 1 2 3 4 5 6 7 8 9

identity 7152.1 7107.0 7045.9 7074.3 6977.4 6968.9 7025.3 7047.1 7110.8

exchangeable 7107.0 7109.0 7047.9 7076.3 6977.2 6956.8 7027.0 7048.6 7112.3

AR(1) 7099.7 7101.0 7044.3 7069.9 6977.2 6970.7 7022.1 7046.2 7104.3

unstructured 7100.8 7102.8 7046.3 7066.6 6970.2 6950.9 7018.1 7046.7 7105.5

Table 4.1의 각 모형별 상관행렬별 AIC의 값을 확인해보면, 독립변수 x4인 비행에 관한 임의기울기

효과 있다고 가정하고 비구조적 상관행렬을 가정한 model 6이 최종모형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가변수를

w1ij =

1, 남학생

0, 여학생
, w2ij =

1, 5학년

0, 그외
, w3ij =

1, 6학년

0, 그외

라하면, 선택된모형은식 (3.1)에서 bi = (b0i, b4i)
T , zij = (1, x4ij)

T인경우로다음과같다.

yij =β0 + β1x1ij + β2x2ij + β3x3ij + β4x4ij + β5x5ij + β6x6ij + β7x7ij (4.1)

+ β8w1ij + β9w2ij + β10w3ij + b0i + b4ix4ij + εij ,

임의절편과독립변수 x4인비행에대한임의기울기효과 bi의공분산행렬 D의추정은다음과같다.

D̂ =

(
1.3851 0.7512

0.7512 0.4700

)
.

비행에대한임의기울기효과가유의한지를우도비검정을통하여실시한결과검정통계량과유의확률

은각각 158.117과 0.001보다작게나타나유의함을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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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Estimated fixed effects in model 6

fixed effect estimate standard error p-value

intercept 2.0808 0.5607 0.0002

gender
girls . . .

boy -0.4071 0.1486 0.0064

grade in 2006

4th grade . . .

5th grade 0.0166 0.1804 0.9266

6th grade -0.1723 0.1778 0.3328

academic achievement (x1) -0.1042 0.0262 0.0001

self-esteem (x2) 0.0382 0.0154 0.0133

depression anxiety (x3) 0.3229 0.0220 0.0000

delinquency (x4) 1.1796 0.0775 0.0000

victimization by peers (x5) 0.1922 0.0407 0.0000

abuse by parents (x6) 0.1504 0.0403 0.0002

internet using time (x7) 0.0010 0.0010 0.2986

Table 4.2는 최종 선택된 모형의 고정효과 모수들의 추정치, 표준오차와 유의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2에 의하면, 여자보다는 남자의 공격성 점수의 평균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가변수로 취급된 성

별에서 남자의 고정효과의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차 조사시기에서 저학년인 학

생들의 공격성 점수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고학년들에 비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Table 2.2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Table 4.2에서는 가변수로 취급된 학년별 고정효과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립변수 중 인터넷 사용시간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그 외의 독립변수들은 공격성과의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서론에서 언급되었던 횡

단자료 분석 혹은 다년도 자료의 독립적 분석을 실시한 연구들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로 알려진 학교 적응,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비행, 학교 폭력 피해 경험, 부모로부

터 학대 경험과 인터넷 사용시간을 사용하여 선형혼합모형을 이용한 경시적 자료 분석을 실시하여 공격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터넷 사용시간 외의 독립변수들은 공격성

에영향을주고있다고할수있으며각학생들의임의효과인임의절편과비행독립변수의임의기울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 학생들의 모형의 절편과 비행에 대한 기여효과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형 (4.1)의추정된선형혼합모형은다음과같다.

ŷij =2.0808− 0.1042x1ij + 0.0382x2ij + 0.3229x3ij + 1.1796x4ij (4.2)

+ 0.1922x5ij + 0.1504x6ij − 0.4071w1ij + b̂0i + b̂4ix4ij .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공격성의 점수가 낮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Table

4.2와 추정된 모형 (4.2)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에 대한 고정효과 모수의 추정치가 양의 값을 보여주고

있고 유의확률 또한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im (2002)과 Kim과 Choi (2011)의 연구는 남학생

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의 힘의 관계에서 우월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능

력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면다른학생들에게공격적인행동을할가능성이높아지는경향이있을수

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현상이본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도나타나고있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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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literatures on Korean child aggression are based on using the cross-sectional

data sets. Although there is a related study with a longitudinal data set, it is assumed

that the data sets measured repeatedly in the longitudinal data are mutually inde-

pendent. A longitudinal data analysis for Korean child aggression is then necessar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child development outcomes including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depression·anxiety, delinquency, victimization by peers, abuse

by parents and internet using time on child aggression with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observed three times between 2006 and 2012. Sinc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have missing values, the missing at random is assumed. The linear mixed effect

model and the restricte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r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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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m likelihood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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