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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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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환경요인과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
감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유의표집 방법으로 표집하였으며,
경기도에 소재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학생 719명이다.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PC Win(ver.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 문항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 상관
관계분석 및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회적
유능감에는 교우관계, 인터넷 환경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
관계, 인터넷환경,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기효능
감은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환경,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에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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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환경적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시기이므로(Schonert-Reichl &Muller, 1996), 정신건강문제 및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Sawyer et al., 2000). 청소년기에 취
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문제에 노출이 되고, 사회
적․가정적 환경이 열악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 놓인 청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
다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청소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어렵고 집단폭력, 미혼부모, 약물남용, 학교 관련 문제
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높은 위험 상황에서도 뛰어난 적응능력으로 어려운 위험에 대한 탄력적
인 회복능력을 갖게 하는 사회적 유능감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내적․심리적 요인이다. 이러한
사회적 유능감은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수준에 따라 더욱 영향을 많이 받는다
(박현선, 1998).
청소년기의 사회적 지지와 환경적 요인들은 심리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즉각적이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청소년기의 지지환경에 대한 정도와 강도에 따
라 청소년의 정서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능감에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으로서의 사회
적 환경요인을 교사 및 교우의 관계와 컴퓨터 활용을 보앗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살펴보기 위한
사회적 유능감에는 사회적 환경요인인 교사와 교우의 관계, 컴퓨터 정보활용이 미치는 직접적
영향 뿐만아니라 간접적인 영향 역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간접 효과를 파악하기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에 주목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청소년의 다양
한 문제행동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고(Gottfredson & Hirsch, 1990;
Harter, 1999),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긍정적 정신건강 차원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를 포함
하는 사회환경과 사회적 유능감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요인으로서 교사, 교우와의 관계, 컴퓨터 활
용 등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미
치는 간접효과를 살펴봄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전략을 세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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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관련 변인의 관계
빈곤 등의 환경적 요인들은 가난하고 굶주리는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낮은 자존감과 따돌림, 부족한 자기표현 및 사회기술능력 부족, 가족해체로 인한
고립감 등은 청소년들에게는 문화적․정서적․사회적․정신적 빈곤의 결과로 나타나며, 이로 인
해 학교생활 유지가 어렵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집단따돌림의 표적집단이 되고 있다(강명순,
2000).

청소년기의 경제적인 결핍감, 가족 내의 사회적 자본의 결핍 등은 아동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정상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강희
경, 2001). 이러한 문제행동의 빈도나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정서적인 발달을 측정하게 되
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인에 비해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상당히 다르고, 성인과
는 달리 욕구좌절에 대한 내성이 낮으며, 생활공간이 제한적이고, 상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해
력이 제한되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결손가정이나 사
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아동 청소년보다 학업 성취 면에서 부
진하고,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회의적이고 불안을 느끼며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봄으로써 학습에 대한 태도와 학문적 자아개념이 발달되지 못해 학습에 관심이 적다고 하였다
(임영희, 2002).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는 환경은 자신도 모르게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며
중독에 빠지게 되면 기본생활 패턴을 잃어버리게 되며, 현실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져 그
증상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신체적인 문제와 정서적, 사회적으
로 문제를 일으킨다. 인터넷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는 의존증, 인터넷 상에 머무는 기간이 길
어지면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내성, 인터넷을 떠나 있으면 초조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금단
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신연주, 2009).
Bandura(1998)는 자기효능감을 삶의 사건을 생산하고 규제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한
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인지론의 핵심을 이루는 구성체인데, 사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기결정적인 삶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즉, 할 수 있다
는 인지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사람의 감정, 사고와 행동
에서 차이를 가져온다. 감정과 관련해서 낮은 자기효능감은 우룰, 불안, 무력감과 관련 있는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자신의 성취와 발전에 비판적인 사고를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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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고와 관련해서 능력에 대한 강한 확신은 인지과정을 촉진하고 의사결정과 학업성취의
수행능력을 촉진한다. 행동과 관련해서는 자기효능감 수준은 동기화를 향상시킨다. 자기효능감
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인 과업을 보다 잘 수행한다. 이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행동은 사고에 의해 먼저 형성되는데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서 낙
관적이거나 비판적인 각본을 기대하게 되고 일단 행동을 취하게 되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노력하게 되고 더 오랫동안 유지하며 장애가 발생하여도 재빨리 회복하고 목표에 대한 헌신
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도전적인 상황을 선택하도록 하고 환경을 탐색하고
새로운 환경을 창출하도록 한다.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규범의 역할 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내포하며 가족이나 또래와 상호작
용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는 일에 대한 요구나 적합한 행동에 대한
요구에 대처하는 능력이다.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에 적합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타
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행동, 가치관, 지식 등을 습득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는 사회적 유능성은 대인 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능력이며 인간이 사
회 구성원으로 생활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필요한 능력이다(Anderson & Messik, 1974; Dodge,
Mclaskey & Faldman, 1985). 사회적 유능감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물질적 및 정서적인 자원을 얻어서 원활하게 사회환경에 적응하게하고 속해 있는 사회의 관습
과 행위의 기준에 동조하는 정도이다.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나 문화, 시대마다 지니는 가치기준
이나 행동양식 등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정의나 접근방법이 다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
인이나 또래와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고 유지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식, 사회
적 태도, 사회적 기술 및 정서조절 능력이 포함된다(송채봉, 2009). 사회적 유능감은 사회규범의
역할 인식, 윤리적 가치 등을 내포하며 가족이나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협동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는 일에 대한 요구나 적합한 행동에 대한 요구에 잘 대처하게 한다. 청소
년들에게 사회적 유능성은 환경을 다루는 능력으로 학교생활을 잘 수행 하는 능력, 또래관계를
잘 맺으며 사회에 적응하게한다. Water와 Sroufe(1983)는 유능한 사람은 좋은 발달적 결과를 성취
하기 위해 인적, 환경적 자원을 사용하고 사회적 환경에서 발달적으로 적합한 행동정서, 인지를
조정하는 사회적 적응의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이와같이 사회적유능감은 사회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서 청소년들의 사회적 환
경요인은 유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요인들 특
히 인터넷 활용 환경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개인적 요인인
자기 유능감이 사회적 환경요인인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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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고찰
아동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적응유연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지연
(2006)은 다양한 내외적 자원의 기반으로 부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경로를 완화해 나감으로써 적
응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명숙(2007)의 연구에서는 비행적 충동은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영향요인을 구성함에 있어 상호작용 요인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비행의 근접한 설명변
수로 가정하고 검증한 결과 상호작용 요인과 학업성취도에서뿐만 아니라, 전체비행 중 재산비행
과 마약비행을 제외한 다른 비행과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청소년기는 주변에 있는 또래의 영향이 큰 시기이므로 심각한 비행에 대한 충동에 비하여
사소한 비행에 대한 충동을 더 많이 설명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에서 심리적 긴장의 정도가
높을수록, 전념의 정도가 약화될수록, 부모와 결속의 정도가 약할수록, 호기심이 높을수록, 비행
또래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청소년 비행의 정도는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사회적 지지와 사회심리적 적응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정희(2007)는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정
서적 지지, 친구의 정서적 지지와 정보적 지지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고 부
모의 물질적 지지, 친구의 정보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다시말해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심리사회적 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청소년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경림(2007)은 다양한 가족유
형에 따라 아동의 자아가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름을 입증하였다. 양부모가족아동
이 성별에 따라 친구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자가족아동은 주양
육자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많이 지각 할 수 있도록 어머니 지원 프로그램, 부자가족아동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빈곤가족아동의 정서적 지지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영하(2008)는 빈곤아동
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방법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아동보다는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고 아동만을 위한 지엽
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빈곤가정부모의 의사소통방법을 도울 수 있는 가족차원의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김창우(2003)는 주변유해환경
과 관련해 인터넷과 유선 TV의 보편화로 소위 중독증상의 위험 수위에 이른 것에 대한 우려와
학생들이 유해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학교나 가정의 주변이 아닌 먼 곳의 장소를 택하는 경향이
있어 아동의 보호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개념을 광의적인 시각에서 재조정되어야 함
을 보고하였다. 또한 유해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법규와 규제의 엄격함과 유선 TV나 각
종 인터넷에서 접하게 되는 폭력성, 음란성의 수준의 유해업소의 이용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
더 근본적인 정책으로 각종 매스컴이나 홍보수단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청소년만이 아닌 범국민
운동으로 유해환경의 근원을 없애는 노력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실질적인 기능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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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부의 개입으로 법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의 환경
관련해서는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 이금화(2010), 신연주(2009)도 인터넷 사용과 관련해 인터넷 사
용연령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에 대한 다각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치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다양한 부적응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프로그램 내용에서 인터넷 활용의 효율적 시간 조절과 생활의 우선순위를 알고 자기조절 능력
을 향상시키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연구한 이지영(2010)에 의하면 사회
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회적 유능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유능성
은 부모와의 애착관계에 기초하여 발달하게 된다. 초기 양육자가 아동들의 행동에 대해 지지적
이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을 때, 아동은 애착관계를 유지하였고,
부모 및 또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하고 사회적 능력이 더 유능함을 보였다. 이 밖에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과 부모의 역할 관계는 송채봉(2009)의 연구에서 부모역할 지능은 유아
의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며,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성
은 서로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부모는 적절한 부모역할은 함으로써 유아가 놀이
를 통한 발달과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부모교육을 통해 부
모역할이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유의표집 방법으로 표집하였으며,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의 초, 중 학생이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연구자가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설문지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내용을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800부가 배부되어 76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내용이 부실하거나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40부를 제외한 총 720부를 분석
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가용 대상자는 총 720명이며, 초등학교 5학년 145명(20.2%), 6학년
154명(21.4%), 중학교 1학년 147명(20.4%), 2학년 132명(18.4%), 3학년 141명(19.6%)이고 성별은 남
자 359명(49.9%), 여자 361명(50.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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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직․간접
인 상호작용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

교우관계
교사관계

사회적유능감

인터넷활용
[그림 1]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요인,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관계 모형

이러한 연구 모형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사회적 환경 요인(교우관계, 교사관
계, 인터넷 활용), 매개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종속변인으로 사회적 유능감을 설정하였다. 본 연
구의 틀은 [그림 2]와 같다.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환경요인
교사관계
· 교우관계
· 인터넷 활용
·

[그림 2] 연구 모형

3. 측정도구
교우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우관계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사회적 지지 척도」를 이경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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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정리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총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5점=매우 그렇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높음을 나타낸다.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추측할 수 있는 Cronbach's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2007)

교사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사관계 척도는 최진아(1996)의 척도를 수정해 이정희(2007)가 재정리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선생님과의 의사소통 및 신뢰관계를 나타낸 문항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형식은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5점=매우 그렇
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높을수록 선생님과의 관계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값은 .87로 나타났다.
2)

인터넷 활용
인터넷 활용은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 검사지를 김현수(2002)가 번안하여 신현봉
(2009)이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터넷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지거나 가족
과의 마찰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총 문항 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형식은 Likert
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5점=매우 그렇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높을 수록
인터넷 노출이 높음을 나타낸다. Cronbach's α 값은 .75로 나타났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신영화(1999)가 사용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감 있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나타낸다. 문항 형식은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5점=매우 그렇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높을 수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를 추측할 수 있는 Cronbach's α 값은 .68로 나타났다.
4)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유능성 척도는 박금옥(1998)이 표준화 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총 문항 수는 5문항이
며, 친구들을 좋아하고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문항 형식은 Likert식 척도로 응
답하도록 하였으며(5점=매우 그렇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가 높을 수로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사회적 유능성 척도의 Cronbach's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5)

- 48 -

김봉화 /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이 사회적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PC Win(ver.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각 적재된 문항들의 신뢰성을 구명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신뢰도(Cronbach α)를 산출
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우관계, 교사
관계, 인터넷 노출,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AMOS 10.0을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보편적인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에 의해 추정하였
다. 각 통계 검증에서 사용된 유의 수준은 .05 이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기술 통계치
및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교우관계와 사회적 유능감(r=.50, p<.001),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r=.43, p<.001)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유관계와 자기효능감(r=.37,
p<.001), 교사관계와 자기효능감(r=.30, p<.001), 교사관계와 사회적 유능감(r=.30, p<.001),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r=.39, p<.001) 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교우관계와 인터넷활용(r=-.20, p<.001), 교사관계와 인터넷 활용(r=-.22, p<.001), 인터넷 활용
과 자기효능감(r=-.23, p<.001), 인터넷 활용과 사회적 유능감(r=-.19, p<.001) 간에는 부적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표 1>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측정변인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유능감
교우관계
교사관계
.43***
인터넷활용
-.20***
-.22***
자기효능감
.37***
.30***
-.23***
사회적유능감
.50***
.30***
-.19***
.39***
M

3.39

3.43

1.85

3.25

3.63

SD

.76

.81

.67

.74

.87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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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활용이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
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교유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활용이 직․간접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가설 설정을 설정하였고 그 적합도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도 지
수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선행연구(Byrne, 2001; Schumacker &
Lomax, 2004)에 의해서 1차적으로 x , 자유도, 유의도에 의한 판정, 2차적으로 RMR, RMSEA, TLI,
AGI 등에 의해서 판정하였다. 그 결과, x 값이 5.469, 자유도가 2, p=.065로 구조적 관계 모형은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RMR .012로 이는 .05 이하
로 원소 간 평간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RMSER는 .049로 .05이하로 측정변수 간의 안정
적 모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적합지수(GFI) .997, 조정적합지수(AGFI) .977, 표준
적합지수(NFI) .991, 비표준적합지수(TLI) .970, 증분적합지수(CFI) .994로 전체적으로 모형이 매우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
의 구조적 관계 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2

2

<표 2> 청소년의 사회적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모형 적합도
구분
절대지수
최적모델
적합도지수
Chi-square(x2)

Non-signicant

.5469

df

2

Probability level

.065

Normed chi-square(x2/df)
RMR
GFI
AGFI
NFI
TLI
CFI
RMSEA

절대적합지수
기초적합지수
조정적합지수
표준적합지수
비표준적합지수
증분적합지수
부정오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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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desirable)

2.735

<.05

.012

>.09

.997

>.90

.997

>.90

.991

>.90

.970

>.90

.994

<.08

.0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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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경로 분석한 결
과는 [그림 3]과 같다.
자기
효능감

.27

교우관계

.15
.24

.43

-.20

교사관계

.42

-.15

사회적
유능감

-.22

인터넷
활용

유의한 경로
유의하지 않는 경로
[그림 3]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경로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활용은 자기효능감에는
3개의 경로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회적 유능감에는 교우관계, 자기효능감이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넷 활용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사
회적 유능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교우관계, 교사관계, 인터
넷 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경로계수는 <표 3>과 같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는
교우관계 .27, 교사관계 .15, 인터넷 활용 -.15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사회적 유능감에는 교
우관계 .42, 자기효능감 .24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4>에서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우관계는 전체효
과 .48이고 직접효과 .42, 간접효과 .06로 나타났고, 교사관계는 총 .04이며 직접효과는 없고, 간
접효과는 .04로 나타났다. 인터넷 활용은 전체효과 -.04이며 직접효과는 없고, 간접효과는 -.04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전체효과 .24이며 직접효과는 .24, 간접효과는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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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자기효능감←교우관계
.27
.03
자기효능감←교사관계
.16
.07
자기효능감←인터넷활용
-.15
.04
사회적유능감←교우관계
.42
.04
사회적유능감←인터넷활용
.24
.04

C.R
7.14***
4.14***
-4.21***
12.39***
7.09***

*P<.05, ***P<.001,

<표 4>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에 대한 예언변인들의 인과효과
사회적 유능감
변인
전체효과
직접효과
교우관계
.48
.42
교사관계
.04
인터넷 활용
-.04
자기효능감
.24
.24

간접효과
.06
.04
-.04
-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요인인 교사․교우의 관계, 인터넷 활용과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유능감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교사․교우관계, 인터넷 활용과 사회적 유
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교사․교우의 관계, 인터넷 활용, 자기효능감, 사회적 유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우관계와 사회적 유능감, 교우관계와 교사관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교우관계와 자기효능감, 교사관계,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교우 관계와 인터넷활용, 인터넷 활용
과 자기효능감, 인터넷 활용과 사회적 유능감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교우관계가 좋은 수록 교사와의 관계와 사회적 유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고 교사
및 교우관계들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유능감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학교적응과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유능감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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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인터넷 활용과 관련해서는 교사나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인터넷 활용이 적고 인터넷 활
용을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즉, 인터넷에 몰입되어 있거나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청소년들은 그만큼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낮을 수 있고,
환경을 통제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효능감이 낮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최
근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게임이나 중독에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효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활용에 대한 방법과 환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청소년의 교사․교우관계와 컴퓨터 활용이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사와의 관계와 인터넷 활용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사
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교사와의 관계가 높은 청소년 일수록 자
기효능감이 높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활용을 통한 자기효능감을 높일수록 사회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사회적 유능감을 높
이기 위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사회적 유능성 영역에서 개인적 요인인 자기효능
감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이기위해서는 자기효능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과 교육이 필요하다 하
겠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 환경적 변인들의 관계를 통
합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 증진에 있어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컴퓨터
활용 및 자기효능감의 주요성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컴퓨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사회적 유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밝혀냄으로서 청소년들의 컴퓨터 활용에
대한 인식변화와 다양하고 긍정적 인터넷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의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하
지만 사회적 유능감의 체계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 변인과 개인적 변인이 함께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환경적 개인적 사
회적 환경 요인까지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 변인은 청소년들의 IT 기기 및 스마트 기기활용이 보편화된 사회
적 변화에 다소 진부함이 있어 추후에는 컴퓨터 활용이라는 포괄적인 변인을 다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분류로 연구가 필요함을 밝힌다. 이러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IT활용에
대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들의 탐구는 청소년기의 원만한 발달과 발전적인 청소년정책에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Kavanagh & Bower, 1985)

- 53 -

복지상담교육연구(제4권 제2호)

참고문헌
강명순 (2000). 빈곤해체가정 아동의 변화 및 사회복지 통합적 접근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강희경 (2003). 빈곤가정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 제주도내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간
호 학회지, 제9권 제 3호.
김영하 (2008). 빈곤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김창우 (2003).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 청소년교육에 미치는 영향평가.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박금옥 (1998). 청소년들의 자기조정 학습방략 정도와 학업성취 및 사회적 능력 연구. 동아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신연주 (2009). 초등 저학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자기조절 능력 향상 집단 프로그램 개발.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송채봉 (2009). 부모역할 지능이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
사학위 논문.
이경림 (2007). 빈곤가족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 역량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이금화 (2010). 초등학생의 성격 특성과 가족의 기능적 특성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건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정희 (2007). 저소득 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연 (2006). 발당장애 아동 형제 자매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임영희 (2002).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통한 결손가정 아동이 정의적 특성 및 학업성
취도의 변화.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명숙 (2007). 청소년 비행의 사회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희철 (2009). 계획적 행동 이론을 적용한 상담추구 의도 예측 모형.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Barber, B. K. & Rollins, B. C. (1990).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Lanham, M. 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Pathway and Processes

- 54 -

김봉화 / 청소년의 사회적 환경이 사회적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Elder, G. 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the Social

Issue, 44, 25-45.
Fishbein, M, & Ajzen, L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Garmezy, N. (1996). Refle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Haggerty, R. J.,
Lonnie, R. S., Garmezy, N. & Rutter, M.(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process,

mechanism, interven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Werner, E. E. (199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In S.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97-11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논 문 접 수: 2015. 09. 10
수정(1심)접수일: 2015. 10. 02
수정(2심)접수일: 2015. 10. 19
게 재 승 인: 2015. 10. 23
- 55 -

복지상담교육연구(제4권 제2호)

Abstracts

A Study of Causality between Youth's Social Environment
and Social Compete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Kim, Bong Wha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youth's social environment
including Internet, and self-efficacy and social competence. Purposeful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ample
a total of 719 students from 2 elementary schools and 2 middle schools located in Kyunggi Province. To
verify the research questions set for this study, it carried out statistical tests: internal reliability (Cronbach
α),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ith help of SPSS/PC Win (ver. 18.0) and AMOS program (18.0)
program. And it found the followings.
First, youth's self-efficacy is affected by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and internet
environment and social competence is directly affected by relationship with friends, internet environment.
Second, youth's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ternet environment, self-efficacy, and
social competence affect each other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nd self-efficacy has mediating effect among
relationship with friends, relationship with teachers, internet environment, self-efficacy, and social
competence. Therefore, an individual's level of motivation for potential event can be an important variable
to determine the degree of belief in an individual's competence related to career.

Key words : social environment, self-efficacy, soci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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