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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신체증상이 청소년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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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Psychosomatic Symptoms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Hun-Soo Kim, MD1 and Hyun-Sil Kim, RN, PhD2
Department of Psychiatry,1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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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Our objectives were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coping strategies, sexual abuse, physical abuse, and psychosomatic symptoms between student adolescents and delinquent adolescents and to explore the extent of influence of
psychosomatic symptoms and coping strategies to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Methods：The research design of this study was cross-sectional nation-wide survey using Mental Health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MHQKA). Subjects serving for this study were consisted of 2,086 including 1,230 student adolescents
and 856 delinquents adolescents, using the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sampling method. Their age range was from 12 to 18.
Data were analysed by IBM computer using SAS program. Statistical methods employed for this study were Cronbach’
s
Alpha for reliability, χ2, t-test and path analysis etc.
Results：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Delinquent adolescents showed the more sexual abuse, physical
abuse, psychosomatic symptom I, II, III and IV than student adolescents. (2) Delinquent adolescents showed the more negative coping strategies such as cognitive avoidance, behavioral avoidance, and consequently higher delinquent behavior than
student adolescents. (3) The most powerful contributing variables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were
sexual abuse, psychosomatic symptom I, physical abuse, behavioral avoidance coping strategies, cognitive avoidance coping
strategies in this order named.
Conclusion：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matic symptoms and coping
strategies and delinquent behavior. However, in view of the cross-sectional study character of the present study one needs to be
cautious in interpret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matic symptoms and coping strategies and delinquent behavior.
Several potential processes may underlie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variable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3;
42(3):387-395)
KEY WORDS：Delinquent behavior·Psychosomatic symptoms·Coping strategies.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및 정신적 기능에 많은 변화

서

론

가 생기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수반되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1) 더욱이 한국 청소년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및 비행행동은 정신과적, 발달학

들은 그들의 정서적,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 출구가 제

적, 가정 역동적, 사회 환경적 관점 등 여러 각도에서 조

한되어있어 정신 내적 세계에 많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

명하여온 현대 사회의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을 가능성이 많다.2)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취약성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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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환경의 스트레스 유발 생활 사건은 청소년들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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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나아가 사회 생활에 적응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초
래할 수 있으며 또한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많은 적응상
의 문제점 중 비행과 폭력은 이미 일부 학생들에게는 일
상적인 문제 해결 방식 및 스트레스 대처 방법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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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극심

특히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정

한 스트레스는 정신 증상 뿐 아니라 신체 증상으로도 나

신신체 증상 호소성향과 스트레스 유발요인으로서의 신

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평가와 관리는 의

체적 학대 및 성적 학대 경험을 독립(외생)변수, 개인의

3)

료인에게는 또 다른 도전적 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정의 불안

스트레스 대응전략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비행행동(종
속(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정성, 가정파탄, 일탈된 부모-자녀 관계, 또래와의 문제,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 학생 청소년과 비행 청

학교 폭력, 입시 부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은 모두

소년간의 정신 신체 증상 호소 성향, 신체적 학대, 성적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문

학대 경험 및 대응 기전의 차이 비교와 (2) 청소년 비행·

제 행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범죄 행동에 미치는 정신 신체 증상, 신체적 학대, 성적

1-5)

그간의 청소년 비행 관련 문헌

에서는 이러한 스트

레스 생활 사건과 청소년 비행간의 관련성이나 청소년기

학대 및 대응 기전의 영향 정도 및 제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의 정신 신체증상 호소 성향, 우울성향, 반사회적 성향과

방

같은 성격적 특성과 비행간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가

법

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충족되
지 않은 욕구는 정신신체증상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이

연구대상

와 같은 지속적인 욕구 좌절은 비행행동의 원인요인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서술적 비교 조사 연구이며, 연구를

작용할 수도 있다. 더욱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신체적·

위한 자료 수집은 설문 조사와 함께 필요시 연구자가 직

성적 학대 경험은 이 후의 정신 장애 뿐 아니라 문제 행

접 중·고등학교,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을 방문하여

동 및 비행 행동의 유발과 유의한 연관이 있으리라 평가

비행 청소년들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기록과 학생

된다. 욕구 좌절과 마찬가지로 신체적·성적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 생활 기록부 내용을 참조하였다.

역기능적 가정 환경이나 또래와의 문제, 학교 폭력, 입시

본 연구를 위한 표본 선정은 2001년 3월 현재 중학교

부담 등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유발 사건의 한 유형이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 청소년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나

1,230명과, 소년분류심사원 및 소년원에 재원중인 비행

유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모두 문제 행

청소년 856명으로 총 2,086명을 대상자의 익명성과 윤리

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적 측면을 보장함을 전제로하여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대

따라서 본 연구자는 스트레스 유발 사건에 대한 개인

상자 선정 기준은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의 평가와 이에 대한 대처 방식이 개인의 행동 형성에

동의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이 가능한 12세에서 18세 사이

6)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Lazarus와 Folkman 의

에 있는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추출 방법

연구 결과에 비추어 청소년 비행 행동을 탐색해보고자

은 비례 층화 표본 추출법(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6)

한다. Lazarus와 Folkman 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접하

sampling method)을 적용하여 지역(서울-지방) 및 조사

게 되면 그 상황이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

기관의 유형(중학교, 고등학교, 소년원)을 함께 고려하여

게 되며 도전이나 위협 및 손상을 주는 상황에서 스트레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지방

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Lazarus와 Folk-

의 2개 중학교와 2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청소년

6)

man 은 개인의 안녕에 위협을 주며 개인의 적응자원으

1,230명과 전국 11개 소년원 중 6개 소년원과 2개 소년

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개인이 평가한 인간과 환경간

분류심사원 총 8개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재원

의 특수한 형태로 스트레스를 정의하였으며, 이 정의에서

중인 856명의 비행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

개인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유발 사건에 대한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은 1,948명(학생청소년 :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대처 자원

1,164명, 비행청소년 : 784명)으로 응답률은 93.4%(학생

의 결합으로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가정이나 학

청소년 : 94.6%, 비행청소년 : 91.6%)이었다.

교, 사회 환경적 문제를 보다 위협적이고 도전적으로 받
아들이며, 보다 역기능적 대처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정, 관리 해보려는 시도의 한 결과로 비행 행동을 조망
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주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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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7) 중 연구
변수와 관련된 208 문항을 발췌하여 측정 도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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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주요 변수별 문항 구성 내용 및 Cronbach’s

처로 단순하게 나누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처방식

Alpha 값은 다음과 같다.

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하여 스트레스 대응 기전을
도움요청, 인지적 문제 해결, 행동적 문제 해결, 인지적

신체적 학대

회피 및 행동적 회피 5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
7)

중 연구

서“도움요청”(8개 문항)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변수와 관련된 2문항을 발췌하여 신체적 학대를 측정하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였다.

자 하는 대인 관계적 문제 해결 방식이며,“인지적 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

해결”(13개 문항)과“행동적 문제 해결”(18개 문항)은

성적 학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지 정동 행동적 측면으로 문제
7)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 중 성적학대 경험 유무를 묻

해결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는 1개 문항을 선정하여 성적 학대를 측정하였다.

것이다.“인지적 회피”(17개 문항)는 문제에 대한 자신

비행 행동 척도

의 감정을 관리하고 문제를 축소화하기 위해 인지적 측

비행 행동은 빗나간 행동 즉 탈선 행동으로 이는 행동

면에서 문제를 재 정의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자신의 생

장애에 대한 사회학적·법적 용어이며8) 크게 사태성 비행

각에서 문제를 떨쳐버리려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과 비사태성 비행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사태성 위반이란

것처럼 애써 노력하는 것이며“행동적 회피”
(11개 문항)

무단결석, 가출, 음주 및 흡연 등과 같이 행위자의 연령 때

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분

문에 문제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비사태성 위반이란

노를 전이시키는 것과 같은 간접적 방식으로 스트레스로

경범죄로부터 강도, 폭행, 살인에 이르기까지 불법적인

인한 긴장감을 줄여 보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모든 범법 행위를 뜻한다.9)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신

문제를 상기시키는 사람을 애써 피하는 등의 행동을 보

7)

건강 실태 조사

중 비행행동 척도 30개 문항으로 측정

이는 것이다. 이들 5개 영역 대응기전의 Cronbach ’s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s Alpha = .95이다.

Alpha 값은 각각 .72, .85, .89, .47 및 .52 이었다.

정신 신체 증상 척도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신 신체 증상을 측정하기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우선 연구 대상 기관

위하여 정신 신체 증상을 Ⅰ, Ⅱ, Ⅲ 및 Ⅳ 네가지 유형

으로 선정된 중·고등학교와 소년원 기관장을 대상으로

10)

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서 정신 신체 증상Ⅰ은 Zung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의 자가평정불안척도 20개 문항 중 불안이 주 요인이 되

본 연구자가 조사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연구 대상

는 정신 신체 증상 10개 문항으로, 정신 신체 증상 Ⅱ는

자인 청소년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연구

11)

Radloff 의 CES-D의 20개 문항 중 정신 신체 증상 4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 문항과 연구자가 작성한 1개 문항 등 5개 문항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12)

구성되어 있다. 정신 신체 증상 Ⅲ는 Langner 의 정신

설문 조사 실시기간에는 본 연구자와 함께 사전 교육

과적 증상 선별 척도에서 정신 신체 증상과 관련된 14개

을 받은 대학원 석사 과정생 4인이 함께 동행하여 설문

문항을 발췌하였고, 정신 신체 증상 Ⅳ는 Zung13)의 자

지 작성법에 대한 교육 및 설문지 작성 중 의문 나는 점

가 평정우울척도에서 우울 정서가 주 요인이 되는 정신

을 연구 대상자가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체 증상 10개 문항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s Alpha 값은 각각 .87, .65, .67 및 .68 이었다.

설문 조사시 각 연구 대상자에게는 본 연구 문제를 조
사하기 위해 제작된 설문서, 설문서 작성법과 함께 동의
서가 주어지며 동의서에는 연구자의 이름과 신분, 연구목

스트레스 대응 기전 척도

적, 대상자의 권리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6)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응 방법 67개 문항 으로
14)

이상의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는 연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응 기전을 측정하였다. 학자 에 따

와 연구 보조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불충분한 자료는 제

라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정서중심(emotion-focused)

거한 후 전산 코딩 및 입력 등을 한 후에 IBM PC 컴퓨

인지대처와 문제중심(problem-focused) 행동주의적 대

터를 이용하여 SA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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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문제를 위해 이용한 통계 분석 방법은 Cronbach’s

(학생청소년 : 21.75±8.73, 비행청소년 : 26.52±8.87,

Alpha, χ2 검정, t 검정 및 경로 분석 등이다. 특히 경로

p=.0000), Ⅱ(학생청소년 : 2.63±2.45, 비행청소년 :

분석에서는 각 연구변수와 비행행동간의 인과관계 및 비

4.29±2.54, p=.0000), Ⅲ(학생청소년 : 27.03±5.37,

행행동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영향정도를 조사하였다.

비행청소년 : 29.53±5.69, p=.0000) 및 Ⅳ(학생청소년 :
18.99±4.77, 비행청소년 : 20.17±4.66, p=.0000) 모

결

과

두에서 비행 청소년이 학생 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Table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12~18세까지로 분포되어 있으
며 15~17세 군이 전체의 52.6% (학생 청소년 : 54.2%,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간의 스트레스 대응 기전 및
비행행동의 차이 비교

비행청소년 : 4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2~14세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움요청, 인지적 문제

군이 26.4%(학생청소년 : 85.4%, 비행청소년 : 14.6%)

해결, 행동적 문제해결, 인지적 회피 및 행동적 회피 5개

로 많았다.

영역의 스트레스 대응 기전에서의 학생청소년과 비행청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전체의 70.0%(학생청소년 :

소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

40.8%, 비행청소년 : 59.2%), 여자는 전체의 30.0%(학

년 보다“인지적 회피”
(학생청소년 : 39.95±5.48, 비

생청소년 : 87.9%, 비행청소년 : 12.1%) 이었다. 대상자

행청소년 : 41.82±4.20, p=.0001)와“행동적 회피”

의 교육 수준은 중학교 재학생이 전체의 32.4%(학생청

(학생청소년 : 22.09±3.84, 비행청소년 : 24.79±3.87,

소년 : 87.8%, 비행청소년 : 12.2%)로 가장 많았으며,

p=.0000)와 같은 역기능적 대응 기전이 유의한 수준으

다음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30.8%(학생청소년 : 92.5%,

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긍정적 대응 기전인“도움요청”

비행청소년 : 7.5%), 중학교 중퇴자가 27.4%(학생청소년 :

과“행동적 문제해결”
은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에 유

0%, 비행청소년 : 100%), 고등학교 중퇴자가 9.4%(학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 인지적 문제해결”(학생청소년 :

생청소년 : 0%, 비행청소년 : 100%)의 순 이었다.

32.05±7.41, 비행청소년 : 33.45±6.57, p=.0001)은
비행청소년이 학생청소년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상

비행청소년과 학생청소년간의 정신 신체 증상 및 신체

의 대응 기전을 모두 합한 전체적 대응 기전에서도 비행

적·성적 학대의 차이 비교

청소년이 학생청소년보다 유의하게 역기능적이었다.(학생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 신체 증상과 신체적,

청소년 : 164.05±25.12, 비행청소년 : 169.47±20.90,

성적 학대에서 모두 비행청소년군이 학생청소년 보다 유

p=.0001). 또한 비행행동(학생청소년 : 49.86±15.34,

의하게 높은 평균값을 보여 주었다. 즉 비행청소년은 학

비행청소년 : 91.84±23.35, p=.0001)도 비행청소년이

생청소년 보다 성적 학대(학생청소년 : 1.19±0.67, 비행

학생청소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able 2).

청소년 : 2.12±1.41, p=.0001)와 신체적 학대(학생청
소년 : 2.50±1.03, 비행청소년 : 3.59±1.76, p=.0001)
를 받았다는 보고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신 신체 증상 Ⅰ

비행행동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기전의 영향
Table 3 및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지

Table 1. Mean difference test of Psychosomatic symptoms and Sexual, Physical Abuse between student and delinquent
Variables

N

Mean±SD

t

P

Sexual abuse

Student
Delinquent

1,088
0.724

01.19± 0.67
02.12± 1.41

-16.53

.0001

Physical abuse

Student
Delinquent

1,104
0.768

02.50± 1.03
03.59± 1.76

-15.47

.0001

Psychosomatics Ⅰ

Student
Delinquent

1,115
0.737

21.75± 8.73
26.52± 8.87

-11.43

.0000

Psychosomatics Ⅱ

Student
Delinquent

1,126
0.759

02.63± 2.45
04.29± 2.54

-05.69

.0000

Psychosomatics Ⅲ

Student
Delinquent

0.975
0.673

27.03± 5.37
29.53± 5.69

-09.05

.0000

Psychosomatics Ⅳ

Student
Delinquent

1,131
0.745

18.99± 4.77
20.17± 4.66

-05.3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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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해결 대응 기전에는 청소년의 신체적 학대(직접

동적 회피 대응 기전에는 정신 신체 증상 I(직접효과 : .211,

효과 : .098, 간접효과 : 0, 총효과 : .098), 성적 학대

간접효과 : 0, 총효과 : .211), 신체적 학대(직접효과 : .146,

(직접효과 : .052, 간접효과 : 0, 총효과 : .052) 및 정신

간접효과 : 0, 총효과 : .146), 성적 학대(직접효과 : .120,

신체 증상 Ⅱ(직접효과 : -.056, 간접효과 : 0, 총효과 :

간접효과 : 0, 총효과 : .120)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056)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행동적 문제해결 대

것으로 나타났다.

응 기전에는 정신 신체 증상 I(직접효과 : .059, 간접효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적 학대, 정신 신체 증상 및 스트

과 : 0, 총효과 : .059)이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의 인지

레스 대응 기전 등의 변수들은 비행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

적 회피 대응 기전에는 성적 학대(직접효과 : .112, 간접

었다. 특히 성적 학대(직접효과 : .302, 간접효과 : .041,

효과 : 0, 총효과 : .112), 신체적 학대(직접효과 : .103,

총효과 : .343)가 가장 높은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는

간접효과 : 0, 총효과 : .103), 정신 신체 증상 I(직접효

정신 신체 증상 I(직접효과 : .230, 간접효과 : .036, 총효

과 : .101, 간접효과 : 0, 총효과 : .101)이, 청소년의 행

과 : .266), 신체적 학대(직접효과 : .162, 간접효과 : .052,

Table 2. Mean difference test of coping strategies and delinquent behavior between student and delinquent
Variables

N

Mean±SD

t

p

Assistance seeking

Student
Delinquent

Group

1,116
0.741

21.75± 4.45
21.52± 4.05

-1.12

.2629

Cognitive
problem-solving

Student
Delinquent

1,083
0.743

32.02± 7.41
33.45± 6.57

-14.32

.0001

Behavioral
problem-solving

Student
Delinquent

1,055
0.682

48.43± 9.95
48.01± 8.81

-..93

.3530

Cognitive avoidance

Student
Delinquent

1,055
0.682

39.95± 5,48
41.82± 4.20

-18.03

.0001

Behavioral avoidance

Student
Delinquent

1,071
0.723

22.09± 3.84
24.79± 3.87

-14.57

.0000

Coping strategies

Student
Delinquent

0..876
0.554

164.05±25.12
169.47±20.90

-14.41

.0001

Delinquent behavior

Student
Delinquent

0.837
0.584

49.86±15.34
91.84±23.35

-38.09

.0001

Table 3. Division of direct/indirect effect of the causality among each variables
Endogenous
variables

Correlation coefficient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exual abuse

-.096

-.052

-.052(1.00)

--(.00)

Physical abuse

-.114

-.098

-.098(1.00)

--(.00)

Psychosomatic sx Ⅱ

-.006

-.056

-.056(1.00)

--(.00)

Behavioral
problem-solving

Psychosomatic sx Ⅰ

-.057

-.059

-.059(1.00)

--(.00)

Cognitive
avoidance

Sexual abuse

-.158

-.112

-.112(1.00)

--(.00)

Physical abuse

-.156

-.103

-.103(1.00)

--(.00)

Cognitive
problem-solving

Behavioral
avoidance

Delinquent
behavior

Exogenous variables

( )×100 = %

Psychosomatic sx Ⅰ

-.123

-.101

-.101(1.00)

--(.00)

Sexual abuse

-.227

-.120

-.120(1.00)

--(.00)

Physical abuse

-.276

-.146

-.146(1.00)

--(.00)

Psychosomatic sx Ⅰ

-.219

-.211

-.211(1.00)

--(.00)

Psychosomatic sx Ⅱ

-.320

-.069

-.069(1.00)

--(.00)

Sexual abuse

-.487

-.343

-.302(1.88)

.041(.12)

Physical abuse

-.452

-.214

-.162(1.76)

.052(.24)

Psychosomatic sx Ⅰ

-.464

-.266

-.230(1.86)

.036(.14)
.005(.05)

Psychosomatic sx Ⅱ

-.305

-.108

-.103(1.95)

Cognitive problem-solving

-.097

-.150

-.150(1.00)

--(.00)

Behavioral problem-solving

-.011

-.219

-.219(1.00)

--(.00)

Cognitive avoidance

-.229

-.089

-.089(1.00)

--(.00)

Behavioral avoidance

-.419

-.190

-.190(1.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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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chosomatic
sx I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 평가와

Cognitive
Problemsolving

.230

대응 방식에 역점을 둔 스트레스 상호 작용 모형으로 청

.059
.101

.211
Psychosomatic
sx II

.150

Delinquent
behavior

.302
.112

Physical
abuse

-.219
.103

.069

.098

소년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전 생애를 통해 볼 때 모든 사람은 문제 상황에 직면

Behavioral
Problemsolving

-.056

.052
Sexual
abuse

H.S. Kim, et al

.120
.103
.162
.146

.089

하게 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을 수정하
게 된다. 의학·간호 분야에서 최근 질병 회복에 대한 개
인의 대응 기전의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우

Cognitive
avoidance

리는 주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의 스트레스

.190
Behavioral
Avoidance

대응 기전, 정신신체 증상 및 신체적·성적 학대의 차이와
이들 연구 변수와 비행행동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하

Fig. 1. Path diagram for the influence of psychosomatic symptoms sexual/physical abuse and coping strategies on delinquent
behavior.

였으며 도출된 결과 별로 논의 및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문제인 비행청소년
과 학생청소년간의 정신신체 증상, 신체적·성적 학대 및

총효과 : .214), 행동적 회피(직접효과 : .190, 간접효과 :

대응기전의 차이 비교에서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0, 총효과 : .190), 인지적 회피(직접효과 : .089, 간접효

비해 정신신체 증상 및 신체적·성적 학대 정도가 유의

과 : 0, 총효과 : .089), 인지적 문제해결(직접효과 : .150,

하게 높았으며 또한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인

간접효과 : 0, 총효과 : .150) 대응 기전 및 정신 신체 증

지적, 행동적 회피 대응 기전을 보다 많이 사용하였고,

상 II(직접효과 : .103, 간접효과 : .005, 총효과 : .108)의

전체적인 대응 기전도 유의하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다. 마찬가지로 일부 연구27)에서도 회피적 대응 기전이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에는 연구변수간의 의미있는
관계를 보인 변수들만 포함시켰다.

정신 신체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적, 성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의 회피 대응 기전은 다
양한 문제 행동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28)

고

찰

일부 연구자29)들은 특히 일탈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에
게서 은폐된 우울 성향을 볼 수 있었다고 하며 이는 모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청소년기 행동에 관한 그간의

두 본 연구의 관련 변수인 부적응적 대응기전, 정신신체

연구를 살펴보면, 대립적이면서도 또한 불가분의 두 개의

증상, 가정 내 성적 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리라 예측

접근법이 양립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15) 첫 번째는 임상

할 수 있다. 외상 환자가 자신의 사고에 대한 긍정적 재

역학적 전통에서 유래된 주요 효과(main effect)에 대한

평가라는 인지적 대응 기전을 사용할 때 좋은 예후를 기

접근법으로 이 접근법은 청소년기 문제 행동(예：우울,

대할 수 있었다는 연구 보고30)를 생각할 때 부적응적 대

알코올 중독, 비행·범죄 등) 을 예측할 수 있는 스트레

응 기전이 인간의 행동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

스 생활 사건과 같은 위험 요인의 규명에 역점을 둔 것

하다고 할 수 있다. Lengua와 Sandler31)는 적극적 대응

16,17)

이다.

18)

두 번째는 사회 심리학적 전통 에서 유래된

기전은 불안과 역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융

스트레스 완충(stress buffering), 상호작용 효과(intera-

통성, 긍정적 자기 개념, 성취감, 보다 덜 회피적인 대응

ctional effect)에 대한 접근법이다. 그러나 그간 이루어

기전은 행동 및 정서 상의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방어 작용

진 대부분의 연구는 주요 효과(main effect) 접근법에

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32)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33,34)

대한 것으로,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스트레스 생활 사건

에서는 특별한 대응 기전이 생활 스트레스에 대하여 성

규명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16,19-23)

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자기 개념이나 인

이들 연구가 공히 시사하고 있는 주안점은 (1) 낮은

지적 문제 해결 방식을 구축하도록 도와 주게되며, 결과

가족원의 지지와 청소년 자녀의 높은 문제 행동 발현

적으로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개인에게 심리적, 신체적

19,20)

율,

(2) 청소년기 또래 영향의 증가와 문제 행동 발

현율의 증가,24) (3) 스트레스 생활 사건과 문제 행동 발
16,25,26)

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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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및 행동적 문제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행 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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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행행동 또한 많이

루어 보아 알 수 있으며 그간 이들 연구에서는 개인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행청소년의 역기능

대응 기전과 정신 신체 증상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적 가정 환경의 구성요소로 그들의 가정 내에서 일어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스트레스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35)

는 신체적·성적 학대가 일관되게 논의되어 왔다.

특히

심리적, 신체적 안녕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써 대응 기전

36-38)

에서는 비행청소년 중 일부는 유년기 때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개인의 대응 기

부터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하며 일단 성적

전과 건강간의 관계는 일 방향적이라기 보다 양 방향적

학대를 받게 되면 이들은 결국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고

으로 해석되고 있다.43) 즉 정신 신체 증상이 많아서 부정

스트레스 상황에 대하여 부적응적 대응 기전으로 비행이

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으나 부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나 범법행동이 표출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정신 신체 증상이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여러 연구

39)

본 연구 결과 새로운 사실은 이전의 연구 에서는 학

러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성적 학대나 정신 신체 증

생청소년은 비행청소년에 비해“도움요청”,“인지적 문

상과 같은 개인적 변수가 대응 기전의 형성에 미치는 영

제해결”과 같은 긍정적 대응기전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

향만을 보았기 때문에 대응 기전이 개인적 변수에 미치

고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도움요청”의 경우 학생

는 영향력 규명은 또 다른 연구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

청소년과 비행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인지

본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는 남성은 문제 해결을

적 문제해결”은 비행 청소년이 오히려 학생청소년 보다

위한 계획과 이성적 행동, 긍정적 사고 등의 문제 중심

높게 나타났다. 이는“도움요청”
대응 기전의 특성이 타인

대응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성은 자기 비난, 감정

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표출, 지지 요청 등과 같은 정서 지향 대응 전략을 주로

대인 관계적 대응기전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오늘날의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든 학생청소년이든 자신의 문제에

대응 기전의 성차는 분석하지 않았으며 이는 차후의 연

대하여 대인 접촉적 도움을 더 이상 구하지 않음을 알

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수 있었다. 즉 교사나 부모와의 관계나 대화가 없으며 전

본 연구에서는 정신신체 증상을 Ⅰ, Ⅱ, Ⅲ 및 Ⅳ 4개

적으로 모든 여유 시간을 인터넷에 의존하는 오늘의 청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불안과 우울을 주 요인으로 하는

소년 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지적 문

정신신체증상 Ⅰ과 Ⅱ만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제해결 대응 기전이 오히려 비행청소년 군에서 더 높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정신내적 문제가

나온 것은 본 연구의 비행청소년 집단이 소년원생이라는

비행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추론된다.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소년원 내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건

경로 분석에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에는 신체적·성적 학

전 대응 방식 교육의 영향이라고 풀이된다. 이상의 연구

대, 정신 신체 증상 및 스트레스 대응 기전이 모두 비행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비행청소년은 학생청소년에 비해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 중 가장 높은 영향 변수는

인지적, 행동적 회피 대응기전과 같은 부정적 대응 기전

성적 학대였으며 다음으로는 정신 신체 증상 Ⅰ, 신체적

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반면에 학생청소년이 비

학대, 행동적 회피, 인지적 회피, 인지적 문제해결 대응

행청소년 보다 도움요청이나 인지적, 행동적 문제해결 대

기전 및 정신 신체 증상 Ⅱ의 순으로 높은 영향을 주는

응 기전과 같은 긍정적인 대응 기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건강 뿐 만 아니라 청소년의 비행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행동에도 신체적·성적 학대, 정신 신체 증상 및 개인의

결과에서 본 연구자는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긍정

부정적 대응 기전이 영향력이 큼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적 스트레스 대응 기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청소년의 대응 기전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간접 효과가

있었다.

없이 직접 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성적

본 연구의 세 번째 연구 문제인 청소년의 정신 신체
증상 호소 정도, 신체적·성적 학대와 스트레스 대응 기
전 및 비행행동간의 관련성 및 변수간 영향력을 규명에
서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청소년의 대응 기전에는 신

학대와 정신 신체 증상 Ⅰ은 높은 직·간접 효과를 모두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체적·성적 학대와 정신 신체 증상 Ⅰ, Ⅱ가 유의하게 영

1) 청소년의 대응 전략, 정신신체 증상, 신체적·성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응 기전의 형성에 개

학대 및 비행행동간의 관련성에는 청소년의 가정 역동적

인적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 결과39-42)를 미

환경, 성격적 특성 등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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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변수를 포함한 차후의 연구를 제언한다.

H.S. Kim, et al

중심 단어：비행행동·정신 신체 증상·대응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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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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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 법
본 연구의 설계는 횡단적, 서술적 비교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2001년 3월 현재 중학교 1학년에서

10)
11)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 청소년 1,230명과
소년원에 재원중인 비행 청소년 856명 총 2,086명을 비

12)

례 층화 표본 추출법 (proportional stratified random

13)

sampling method)을 적용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자

14)

료 수집은 청소년 정신 건강 실태 조사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
하였다. 통계 분석 방법은 Cronbach’
s Alpha, χ2 검정,

15)
16)

t 검정 및 경로 분석 등이다.

결 과

17)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비행청소년은 학생청
소년과 비교하여 신체적·성적 학대가 높았으며 정신 신

18)

체 증상 Ⅰ, Ⅱ, Ⅲ 및 Ⅳ모두가 유의하게 높았다. 2) 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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