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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확인된 보호요인들이 가출행동 및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에 대한 위험요
인의 영향을 실제로 완충해 주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출 예방 및 가출 청소년의 문제행동 개입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 청소년(인문고, 전문계고) 500명과 특수집단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200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위험요인)에서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
부와 모 각각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시 및 통제양육행동, 학교에 대한 긍정적 지각,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
적 지각 등을 보호요인 변수로 투입하여 이들 각 요인의 완충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과 정준판별분석이 적용되었다. 일반 청소년의 경우 위험행동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스트레스의 부
정적 영향력을 조절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 적극적 대처
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여부를 판별해 주는 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보호요인이 가출 후 문제
행동 개입을 완충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가출 예방과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을 완충하는데 있어서
부모 관련 보호요인들이 개인이나 사회관련 보호요인들보다 더 강력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보호요인의 처치를 통해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가출, 위험행동, 문제행동, 위험요인,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 이 논문은 2008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B00535).
** 교신저자 : 한상철,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E-mail : hsch@dhu.ac.kr

- 125 -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 제1호

I. 문제제기
청소년 가출은 성인 가출과 달리 그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더 큰 심각성과 후유증을 수반하
는 지위비행의 일종이며,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위험행동(risk behavior) 가운데 하나이다. 청소년
가출은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최근의 성향은 초등 4∼6학년 가출비
율이 전체의 26.8%를 차지할 만큼 조기화 되고 있고, 6회 이상의 가출이 37.6%로 가장 높을 만
큼 상습화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가출자가 약 24%에 해당될 만큼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김경준(2006)의 연구에서는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가출자가 56.8%
에 이른다고 보고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숙식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 밖에도 상습적인 흡연과 음주, 영
양결핍, 임신과 낙태, 범죄가담 및 피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Wingert et al., 2005; 김지혜,
2005; 윤현영, 2005). 김지혜(2005)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가운데 91.6%가 비행경험이 있으며, 이
들은 주로 식료품과 의복, 금전 등의 절도나 강도와 같은 재산비행이 가장 많고, 마약이나 약물
남용과 같은 약물비행과 성매매 등을 포함한 성 비행과 폭력비행 등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Tyler 및 Johnson(2006)에 따르면, 미국의 가출 청소년은 물질사용과 불법적인 약물사용
이 가장 보편적인데, 구체적으로 남자의 경우 폭력이나 마약, 절도 등의 문제행동과 연결되는
비율이 높고, 여자들은 매춘, 절도, 마약 등의 문제행동과 결합되어 있다. 심지어 Feitel 등(1992)
과 Greeno 및 Ringwalt(1996)는 가출 및 노숙 청소년들의 자살 시도율이 10∼37% 범위에 있음을
밝히면서, 이는 일반 청소년의 3∼19%와 비교할 때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 가출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고 가출 이후 비행을 비롯한 문제행동 개입 비
율 또한 계속 증가되고 상황에서 청소년 가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Yoder, Hoyt, & Whitbeck, 1998; Greeno & Ringwalt, 1996). 최근 가정해체가 확
대되고 자녀에 대한 방임과 학대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쾌락추구형이나 충동형의 가출자보
다 삶의 수단으로 가출을 선택하는 생존형 가출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청소년
가출자에 대한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조학래, 2004; 한상철, 2001). 이에 따라
청소년 가출에 대해 더 이상 예방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가출 청소년들의 적응
유연성(resilience)을 높여줌으로써 가출 이후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흡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
다(Dumont & Provost, 1999; Voydanoff & Donnelly, 1999; 김연정, 2003; 최태은, 2007; 한상철․이
수연, 2003).
지금까지 청소년 가출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가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위험요인을 분석
하고, 가출 예방을 위해 이를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주력해 왔다(Unger et al.,
1998; 김경준, 2006; 김지혜, 2005). 이들 연구자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은 아동기 동안의 잦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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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변화, 빈곤, 가족 갈등,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부모 부재 등 가정 관련 요인이 가장 높은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Simon et al., 1996;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이와 더불어 가출 청소년
은 가출 이전에 이미 비행, 신체적․성적 학대를 경험한 바 있으며(Lind & Shelden, 1992),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가출 이전에 무단결석과 음주, 흡연 등의 지위비행에 개입하였던 것으로 나
타났다(조학래, 2004). 국가청소년위원회(2006)의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의 원인은 가족요
인이 전체 62.6%를 차지하고, 다음이 심리적 요인(18.1%), 학교 요인(6.9%), 동성 및 이성 친구
요인(4.1%)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가출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청
소년이 가출 이후 문제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
험요인 상황에서 가출선택이나 문제행동 개입을 감소 또는 차단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Voydanoff & Donnelly, 1999).
가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은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인자로 작용하지만, 이와 같은 스트레
스 인자가 곧바로 위험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지
각 및 해석이 위험행동을 유발한다(Sarason et al., 1994). 즉, 개인의 지각체계 및 신념체계에 의해
위험요인이 부정적인 위험행동이나 문제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지각체계가 작용
할 경우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능적인 행동 즉, 적응유연성을
향상시켜 준다. 개인의 신념체계와 사회적 규준에 작용하면서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
충 또는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이라고 한다(Arnett, 1998;
Dumont & Provost, 1999; Voydanoff & Donnelly, 1999; Unger et al., 1998).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문화적 규준 및 가치를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사건 스트레스
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개선과 자기중심적 사고의 탈피를 촉진시
켜 주는 보호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Weigel et al., 1998). 부모나 그 밖의 가족, 교사, 동료 등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은 물론이고 그들의 적응유연성을 향
상시켜 준다(Voydanoff & Donnelly, 1999). 적응유연성은 열약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개인
으로 하여금 적응력을 높여주고, 기능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며, 융통성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촉
진시켜 주는 개인의 성향을 뜻한다(Thoits, 1995). 적극적 대처전략(positive coping strategy)은 스트
레스 상황에서 가출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행동을 차단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Dumont & Provost, 1999; 한상철, 2006). 한편 부모와의 의사소통이나 감시 및 통
제 양육태도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작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성 위험행동을 중재하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Tyler & Johnson, 2006; Whitaker & Miller, 2000). 즉, 일탈또래와의 관
계에도 불구하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청소년의 경우 가출이나 성행동 개입 비율이 현
저히 낮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을 감시 및 통제로 지각하고 있는 청소년 역시 스트레스 장면에서
성행동이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나 단
체 활동에의 개입도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을 중재 또는 조절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고 있

- 127 -

미래청소년학회지, 제7권 제1호

다(Booth, Zhang, & Kwiatkowski, 1999; Gullune et al., 2000).
그러므로 청소년 가출에 작용하는 위험요인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을 확인하여 이를 처치해
줌으로써 가출 이후 다양한 문제행동 개입 가능성을 차단시킴은 물론이고 이들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켜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적 근거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밝
혀진 보호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개입을 완충해 주는지,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에게 있어
서 이들 보호요인들이 위험상황에서 그들의 문제행동 개입을 완충해 주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
이 있다. 청소년 가출이 보편화․상습화 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출 이후 이들의 문제행
동 개입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보호요인들을 검증함으로써, 이들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켜 주
고자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Ⅱ. 가출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보호요인
1. 가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
Elder(1995)의 생애과정이론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이전의 갈등 및 욕구불만을 가출
후의 상황에 전이하려는 행동을 취한다. 가출 이전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 무관심 등을 가출 후
다른 대상에게 전이시키거나, 가출 이전 경제적 궁핍을 절도와 같은 행위를 통해 보상받거나,
부모님의 음주나 약물사용을 모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그들은 가출 이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오히려 확대하고 강화해 나간다. 이것은 결국 우울을 비롯한 정신적 혼동을 초래
하며, 자포자기적인 생활과 자살 등의 극단적 행동을 선택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Kandel et als,
1991; Reifman & Windle, 1995; Whitbeck, 1997; Yoder et al., 1998).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
을 떠나기 이전의 가정환경 맥락(예, 부모의 물질남용, 가족 학대 등)과 거리 생활의 문화적 맥
락(예, 잠 잘 곳을 찾아 헤매는 것, 높은 희생율 등)은 유사한 환경적 맥락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약물과 알코올은 그들의 과거 및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생존 수단이
되고 있다(Tyler & Cauce, 2002; Tyler et al., 2004; Whitbeck & Hoyt, 1999).
고 연령자가 저 연령자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백인이 비백인보다 각각 자살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이들 각 집단의 경우 가출 이전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과 유사한 것을 가출 후에도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Yoder et als., 1998). 이와 유사하게 가족 간의 정서적 문제, 가족
성원의 알코올 사용, 가족에 의한 신체적 및 성적 학대 등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많이 선택할 것이며, 친구 가운데 자살시도나 자살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 후 이와 유사한 선택을 통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
이 많은 것도 같은 원리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 이밖에도 학대받은 청소년들은 그들의 분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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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그들의 학대자를 향해 내재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노감정은 가출 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높은 우울과 낮은 자기 존중감을 유도한다
(Yang & Clum, 1996). 더구나, 저 연령 시기에 가정 폭력의 경험은 가출 후 길거리 생활 동안의
청소년폭력을 정확하게 예견해 주고 있다(Feitel et als., 1992; Whitbeck et als., 1997).
가출 청소년들은 우울증이나 건강 악화, 약물사용 등의 문제행동에 쉽게 노출된다(Unger et als.,
1998). 이 가운데 특히 우울증은 가출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정신적 장애로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
는 추세이다. LA지역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에서 표본 집단의 64%가 DSM-Ⅳ의 임
상적 우울 준거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Unger et als., 1998). 이러한 비율은 일반 청소년의 임상적
우울 비율 7%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우울증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
높은 상관을 보여 주고 있음으로써(Yoder et als., 1998) 이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여 주고 있다.
가출 청소년 가운데 신체적 건강의 악화는 38%를 보여 주고 있음으로써 비가출 청소년 2%와
대조적이다. 그리고 알코올 사용 79%, 마리화나 77%, LSD 67%, 코카인 54%, 약물 주사 30% 등
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55%가 DSM-Ⅳ의 알코올 장애 준거를 충족시키고, 60%
는 약물장애 준거를 충족시키고 있다(Kipke et als., 1995).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경우 우울과 약물사용 및 건강악화가 상호 반복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정적 반응을 증폭시
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울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약
물을 사용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더욱 심한 우울증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보다 약물과 성행동 비율이 더 높으며, 이는 HIV 감염위
험을 높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가출자들의 최초 성교 연령은 12.5세인데, 이는 일반 청소년들보
다 2년 더 빠르다(Booth, Zhang, & Kwiatkowski, 1999). 가출자들은 또한 일반 청소년들보다 평균
적으로 섹스 파트너가 더 많고, 자주 바뀌며, 음식과 약, 돈, 잠잘 곳 등을 위해 섹스를 선택하
고, 그리고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이러한 결과는 가출자들
의 HIV를 포함한 성병의 감염비율이 일반 청소년의 15배에 이른다는 보고로 집약된다(Booth et
al., 1999).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기술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개선시켜 줌으로써 그
들의 우울 과 약물사용, 건강악화, 성병 감염 등의 문제행동 개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때 적극적 대처전략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가출과
같은 위험행동의 선택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보호요인이라고 한다(Dumont & Provost,
1999; Tyle & Johnson, 2006; Unger et als., 1998).
현재 청소년 가출이 특정한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 청소년들에게까지 보편
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반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적극적 대처전략을 갖도록 교육
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 최근 Pollio 등(2006)은 지역사회에 기초한 긴급 쉼
터의 장ㆍ단기 효과를 종단적 연구 설계에 의해 검증하였는데, 이들 연구자에 따르면 가출 청소
년들에게 6주간의 단기 서비스 지원만으로도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서비스만큼의 효과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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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있다.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가장 시급한 의식주 지원과 신체적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출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위험행동이란 일반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법적,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는 행동이며(Arnett,
1998), 손실의 가능성(chance of loss)을 지니고 있는 행동(Irwin, 1993)이라고 정의된다. 그리고 이것
은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난폭운전, 싸움, 흡연, 약물남용, 성행동 등)과 사
회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행동(가출, 무단결석, 부정행위, 학교중퇴)으로 크게 양분되며(Levitt &
Selman, 1996), 이것의 부정적인 결과는 심각한 상처나 죽음, 법적 구속, 원하지 않는 임신, 소외
감, 우울증 및 정신장애 등으로 나타난다(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한편 문제행동
(problem behavior)은 위험행동의 부정적인 결과이며, 사회적 규범에 위반되는 행동 일체를 포
함한다. 예컨대, 싸움(fight)은 위험행동에 속하지만, 폭력(violence)은 개인의 성장은 물론 사회
적 안녕을 위협하는 문제행동에 속한다. 청소년기의 위험행동은 부정적인 방향성을 많이 갖
지만, 사회적 기능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요소 또한 내포하고 있다(Furstenberg & Hughes,
1995; Steinhausen, Hans-Christoph & Metzke, 2001).
위험요인(risk factors)이란 일반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한다. 국가청소년위
원회(2006)의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으로 가족 요인이 가장 많은
비중(70%)을 차지하지만, 이 밖에도 학교 요인과 친구 요인, 사회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종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전한 이웃 등도 가출의 위험요인으로 거
론되고 있다.
가족병리 현상들 예컨대, 가정의 해체나 갈등, 부모의 폭력과 학대, 무관심, 경제적 궁핍, 부모
의 음주나 약물사용 등은 많은 연구자들(예, Rice, 1999; Unger et al., 1998; 조학래, 2004; 한상철,
2006)이 가출의 원인으로 주장해 왔다. 구체적으로 가족관계에서의 문제는 부모의 거부, 지속적
인 멸시, 분리와 이혼, 갈등적인 가족 상황, 형제간의 경쟁과 차별, 가족 간의 의사소통 단절 등
이 포함된다(Rice, 1999). 그리고 부모 관련요인은 부모의 지나친 처벌과 폭력, 약물사용의 역사,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 등이 포함된다. 한편, Rice(1999)는 가정문제 이외에 학교관련
요인 즉,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문제해결 기술의 부족, 학교 부적응 문제 등과 사회관련
요인으로서 또래들과의 부적절한 관계형성 그리고 정신 병리학적 요인으로서 불안과 자살충동,
신체적․성적 학대, 우울, 알코올 및 약물사용 등을 청소년 가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은 가출이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데는 적합하지만,
가출로 인한 부정적인 행동 결과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인 변인의 효과를 중재 또는 완충해 주는 요인 즉,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을

- 130 -

한상철 / 청소년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감소를 위한 보호요인의 완충효과 분석

확인함으로써 위험행동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가출 및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중재 또는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변인으로, 개인 외적 변인으로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인습적인 또래친구, 부모 - 자녀 간의 의사소통. 학교의 분위기 등이 논의되고 있
으며(Hartos et al., 2000; Unger et al., 1998),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과 적
극적 대처전략, 자기존중감 등이 제시되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Seiffge-Krenke, 1995).
첫째,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양육태도는 청소년 가출의 가장 강력한 보호요인이다. 부모의 양
육방식은 위험요인의 부정적 결과를 완충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반응성과 자녀에게 반응적인 행동을 기
대하고 요구하는 요구성으로 크게 구분된다(Hartos et al., 2000). 요구적인 부모는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행동의 표준과 한계, 지침 등을 세워두고, 이 범위 내에서 그들의 자율성과 자기 의존성
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런 양육태도의 부모는 감시(자녀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와 통제(자녀의 행동에 대해 법칙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가 가능하며, 이로 인
하여 청소년 자녀의 극단적인 위험행동 및 문제행동 개입을 차단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부모
의 감시와 통제는 물질사용이나 일탈 행동, 위험 운전과 부적인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
한 위험요인(감각추구성향, 또래의 부정적 압력)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Hartos et al.,
2000). 특히 자동차 운전에 대한 부모의 감시 및 통제는 또래압력으로 인한 위험운전을 감소시
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Voydanoff & Donnelyy, 1999).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요구적인 태도 즉, 감시와 통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양육방식이 청
소년의 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또한 또래의 비합리적인 규준이나 부정적인 또래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위험행동이나 가출 후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 또는 완충
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부모 -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가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래규준의 부정적
인 결과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Whitaker와 Miller(2000)는 청소년의 섹스와 콘돔사용 시기에
대한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또래 규준과 성 행동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
사하였다. 그 결과 섹스 및 콘돔에 대한 지각된 또래 규준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모두가 성 행동
과 관련이 있었지만, 또래의 규준과 성 행동 간의 관계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조절되었
다. 즉, 섹스나 콘돔사용에 대해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들의 또래규준에 대한 지각이 성 문제행동에 더 적은 영향을 주었다.
셋째, 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청소년 가출을 감소시킬 수 있
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 학교와의 관계성, 학교의 질에 대한 높은 인식, 사회 환경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은 학업성취와 정신건강을 예언해 준다(Furstenberg & Hughes, 1995). 예컨대, 학
교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성인(교사, 부모)과의 관계를 촉진시키고, 학교의 학업풍토를 조
성하도록 만들며, 부정적인 또래행동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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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가치 있게 지각하고,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역시 다양한 사회 환경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행동 개입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Dumont & Provost,
1999).
넷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다양한 스트레스 장면에서 청소년들의
가출 선택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에 속한다. Cohen과 Wills(1985), Plancherel 등(1994)은 사회적 지지
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보호적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모델 즉, 주 효과모델(the principal
effect model)과 완충효과 모델(the stress-buffering effect model)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맥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사회적 지
지가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쇄시키거나 조절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
에 낮은 만족감을 보고했을 때,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과 우울, 수면 장
애 등의 문제를 가질 확률이 높으며, 가출을 비롯한 약물, 성행동 등의 외적 문제행동에 개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Davey, Eaker, & Walters, 2003; Dumont & Provost, 1999). 따라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은 청소년 가출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적극적 대처전략(positive coping strategy)은 개인 내적 변인으로 청소년 가출과 정신건강
등의 주요 보호요인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에 의하면, 개인이 스트레스의 효과를 묵인하거
나 회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하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을 대처(coping)라고 한다. 대처전략 가운데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목
표를 둔다. 정서 중심의 대처전략은 그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유해한 상황을
단지 회피함으로써 심리적 불편함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다. Seiffge-Krenke(1995)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문제해결 대처양식은 기능적인 반면(정보나 충고를 추구하고, 사회적 지지
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임), 회피 대처양식은 역기능적(철회, 운명적인 태도,
회피)이다. 따라서 적극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행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보호요인
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정서 중심의 소극적 전략은 가출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행동의 위험요인
으로 작용하며, 우울적 증상, 낮은 자기 존중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지각 및 낮은 사회적
응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Davey, Eaker, & Walters, 2003; 한상철, 2006).
연구목적과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요인으로 선정된 소극적 대처전략(스트레스)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전략, 사
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학교에 대한 긍정적 지각,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양육행동, 부와 모와의
의사소통,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 등의 보호요인 각각은 청소년의 위험행동 개입을 감소
시켜 줄 것이다.
둘째, 보호요인 각각은 가출경험이 있는 전문계 및 특수집단(쉼터,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청
소년들의 스트레스 상태에서의 문제행동 개입을 감소시켜 줄 것이다. 즉, 보호요인 각각은 이들
의 문제행동 개입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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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지역에서 임의 선정된 고등학교 남녀 2학년생 500명(인문계 2개교 130
명, 전문계 4개교 370명)과 대구와 경주, 창원 등에서 임의 표집된 특수집단 청소년 200명(쉼터
50명, 보호관찰소 150명)이다. 임의 선정방법을 선택한 것은 표집의 대표성보다 가출 경험이 있
는 청소년집단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
해서이다. 조사기간은 2009년 9월초부터 10월 중순까지이며, 대학원생들의 협조를 통해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전체 700명에 대해 가출 여부를 확인 한 결과 고등학생 249명(인문계 13명, 전문계 236
명)과 특수집단 172명 등 전체 421명의 청소년들이 1회 이상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집단의 가출비율이 높은 것은 특수집단 청소년들의 재학 학교가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중점 표집한 것은 이들의 위험행동 개입비율과 가출경험 비율이 높기 때
문이며, 특수집단을 선정한 것은 이들의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호요인의
완충효과를 확인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표집 대상자 가운데 설문응답이 불충
실하고, 전체 척도에 응답하지 않은 피험자 14명은 자료처리에서 제외되었으며, 총 686명(고등학
생 496명, 특수집단 190명)이 최종 자료처리의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2.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위험행동 척도 1개와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척도 6개이다. 스트레
스 대처방식은 크게 소극적 전략과 적극적 전략으로 구분되는데, 소극적 전략의 경우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하므로 이를 위험요인으로 해석하였으며, 적극적 전략은 보호요인으로 선정되었
다. 그리고 보호요인 가운데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는 부와 모에 대한 피험자의 응답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함으로서 2개의 보호요인 변인으로 취급하였다. 한편 가출경험 여부와 문제행동
개입 여부 등은 선택형 문항으로 확인하였다. 지난 1년 동안 가출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문제행
동(폭력, 절도, 성폭행, 방화, 약물 등)으로 나열된 전체 10개의 행동 중 한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예’라는 응답을 ‘경험자’ 집단으로 유목화하였다.
1) 위험행동 척도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지각척도’는 Arnett(1998), Gullone 등(2000)에 기초하여 한상철(2003)이 신
뢰도 검증을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전체 21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으며, 척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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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행동 지각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 재검증한 도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85로 확인되었으며, 충분한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척도’(The Way of Stress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1987)가 수정ㆍ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62개의 문항으로 된 4점 평정척도(1-4
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36개 문항(적극적 대쳐 17개, 소극적 대처 19개)으로 축소하였다.
이 대처방식척도는 문제중심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대처, 사회적 지지추구라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중심과 사회적 지지추구를 적극적 대처로 그리고 정서완화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를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
극적 대처전략을 위험요인으로 그리고 적극적 대처전략을 보호요인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 검증한 도구의 신뢰도는 소극적 대처 Cronbach's α= .76, 적극적 대처 .83으로 나타났다.
3) 사회적 지지 지각 척도
한미현(1996)이 문항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통해 선정한 사회적 지지 지각척도(24개 문항)와
이 척도를 기초로 양돈규(1997)가 재구성한 42개 문항의 사회적 지지 척도 등에 기초하여 본 연
구자가 15개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척도는 5점 평정척도(1점-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님과 가족, 교사, 또래, 이웃이나 사회적 지원체계 등이 피험자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정서적 지
지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피험자의 지각에 기초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1이다.
4) 학교에 대한 긍정적 지각 척도
학교에 대한 긍정적 지각은 Springer(1988)의 ACE(Adolescent Concerns Evaluation)를 번안하여 사용
한 안월분(2002)의 연구에서 학교생활에 관련된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총 9개의 문항이
며, 5점 평정척도(1점-5점)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대해 긍정적 지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한다. 문항의 예는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학교생활에 불만이 많다’(역채점), ‘학교는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등이며, 도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8이다.
5)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척도
부모의 감시(monitoring)란 청소년 자녀가 지금 현재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통제(controlling)는 부모의 지시가 자녀에게 통용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 척도는
Linda와 Nancy(1999)가 청소년의 물질남용과 부모통제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척도를 황미영(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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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묻는 각 9개 문항의 ‘그렇다’(1점), ‘아니
다’(0점) 2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감시 및 통제가 높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항의 예는 ‘나는 외출할 때마다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우리 아버지(또
는 어머니)는 내가 용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안다’, ‘우리 아버지(또는 어머니)는 나에 대
한 감독을 엄격히 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6이다.
6) 부모 - 자녀 간 의사소통 지각 척도
이 척도는 Bare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윤희
(1990)가 번안하여 사용한 청소년 자녀용 설문지이다. 부와 모 각각의 자녀와의 대화정도를 묻는
것으로 20개 문항의 5점 척도(‘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
도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폐쇄형 의사소통을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폐쇄형을 역채점함
으로써 전체적으로 부모 - 자녀 간 의사소통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조주영, 2005). 본 연구에서
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각각을 보호요인으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도구의 신뢰도는 부와의 의사소통 척도 Cronbach's α= .80, 모와의 의사소통 척
도 Cronbach's α= .77이다.
7)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 척도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지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척도는 최태은(2007)이 WORLD BANK
의 사회적 자본 척도를 수정하여 만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는 ‘나는 우리 동네가 살
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아는 이웃들이 꾀 많은 편이다’ 등의 내용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지역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지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최태은(2007)이 제시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809이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7이다.
3. 자료처리
위험요인으로 투입된 스트레스(소극적 대처)가 위험행동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완충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가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호요인으로 투입된 적극
적 대처,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긍정적 지각,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
사소통,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 각각의 완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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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와 보호요인으로 지정된 변수 값을 센터링(변수 값-평균)처
리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조절회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센터링 처리된 독립변수와 보
호요인으로 설정된 변수의 편차값을 곱하여 조절회귀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셋째,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 각각에 따라 보호요인이 문제행동 경험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해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χ

2

분석과 정준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는 보호요인들이 가출집단

의 문제행동 개입여부를 완충해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Ⅳ. 결 과
1. 각 변인 간 상관관계
위험요인으로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전략(스트레스), 위험행동, 보호요인으로 투입한 적극적 대
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 학교생활의 긍정적 지각,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사회 환경의 긍정적 지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전체집단 청소년들의 각 변수간 상관분석 결과
①

***

①

-

②

.604

②

④

***

-

***

-.336***

-

***

-.504***

.591***

③

-.410

④

-.479

*

⑦

⑧

-

-.433***

-.404***

.626***

.304**

.434**

***

***

-.601

.279

***

.546

***

.649

.453***

-

***

-.376***

.544***

.514***

.441***

.564***

.442***

-

***

-.301***

.396***

.645***

.572***

.510***

.407***

.694***

⑦

-.583

⑧

-.557

⑨

-.529
**

p＜.01,

*

*

⑨

.245*

⑥

*

⑥

.211

-.212

***

⑤

-.529

⑤

p＜.001,

③

-

-

p＜.05

① 스트레스 ② 위험행동 ③ 적극적 대처 ④ 사회적 지지 ⑤ 학교생활 긍정적 지각 ⑥ 부모의 감시 및
통제 ⑦ 부와의 의사소통 ⑧ 모와의 의사소통 ⑨ 사회환경 긍정적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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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전체집단 청소년들의 소극적 대처와 위험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변인
간의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위험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
이, 그리고 보호요인 간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위험행동과 보호요인 간에도 부적 상관
이 나타났다.

2. 스트레스가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완충 효과
비가출 집단(전문계 고등학생 중)에 대해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투입된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요인이 위험행동을 완충해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긍정적 지각,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사회 환경 긍정적 지각 값을 센터링(변수 값-평균)처리하여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조절회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센터링 값과 7개의 보호요인
값을 곱하여 조절회귀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스트레스가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완충효과 분석
단계

변인

R

R²

△R²

F

β

t

1단계

스트레스(A)

.682

.465

.465

551.30***

.622

20.51***

적극적 대처(B)

.710

.504

.039

171.45***

-.307

-4.41**

사회적지지(C)

.729

.531

.066

221.11***

-.293

-5.39***

학교생활 긍정적 지각(D)

.702

.493

.028

120.23***

-.296

-4.84**

부모의 감시 및 통제(E)

.736

.542

.077

199.78***

-.599

-12.83***

부와의 의사소통(F)

.740

.548

.083

487.84***

-.533

-13.14***

모와의 의사소통(G)

.719

.517

.052

178.58***

-.444

-9.58***

사회 환경 긍정적 지각(H)

.724

.524

.059

354.22***

-.386

-8.25***

A × B

.729

.531

.027

88.18

-.267

-3.44**

A × C

.730

.533

.002

114.87***

-.009

-.857

2단계

A× D
A × E

3단계

***

p＜.001,

**

.708
.740

.501
.547

.008
.005

***

***

88.46

-.025

-.978

***

-.010

-1.45

***

125.49

A × F

.764

.584

.036

137.49

-.256

-7.48***

A × G

.748

.560

.043

99.78***

-.248

-4.98***

A × H

.747

.558

.034

82.97***

-.195

-4.06***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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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투입된 소극적 대처(스트레스)의 위험행동에 대한 설명량은 46.5%로서, 스트레스가
위험행동을 의미 있게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소극적 대처전략이 높으면 위험행동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값은 .622(t=20.51, p<.001)이고, 회귀식은 F=551.30으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다.
2단계에서는 적극적 대처, 사회적지지, 학교생활 긍정적 지각,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부와의 의
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 등의 보호요인들을 추가 투입하였고, 그
결과 모든 보호요인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β값의
크기와 방향을 보면 모든 보호요인들이 위험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보호요인의 득점이
높으면 위험행동은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부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β=-.599, -.533), 다음으로 모와의 의사소통,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 적극적 대처전략, 학교생활 긍정적 지각, 사회적 지지의 순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한편 마지막으로 투입된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와 7개 각 보호요인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였
는데, 그 결과 스트레스×부와의 의사소통(β=-.256, t=-7.48, p<.001), 스트레스×모와의 의사소통
(β=-.248, t=-4.98, p<.001), 스트레스×사회 환경 긍정적 지각(β=-.195, t=-4.06, p<.001), 스트레스
×적극적 대처(β=-.267, t=-3.44,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확인되었다. 각 모
델의 회귀식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비가출 청소년의 경우 보호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 적극적 대처전략 등은 위험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
정적 영향력을 조절해 주는 완충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부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항의 설명량은 58.4%로서 2단계 모델의 설명량보다 3.63%
추가 상승하였으며, 회귀식은 F=137.49(p〈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
용항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스트레스 점수와 부 의사소통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
으로 각각 상, 하 집단을 분류하여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Ⅳ-1]과 같다.

1 20
1 00
80
소극적대처 상
소극적대처 하

60
40
20
0
부와의의사소통 상

부와의의사소통 하

[그림 Ⅳ-1] 소극적 대처(스트레스)와 부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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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을 살펴보면,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부와의 의사소
통이 높을 경우 위험행동은 낮아지며, 부와의 높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상, 하의 차이를 상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와의 높은 의사소통은 위험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 또는 완충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모와의 의사소통 상호작용항의 설명량은 56.0%로서 2단계 모델의 설명량
보다 4.3% 추가 상승하였으며, 회귀식은 F=99.7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스트레스 점수와 모와의 의사소통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 하 집단을 분류하여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Ⅳ
-2]와 같다.

120
100
80
소극적대처 상
소극적대처 하

60
40
20
0
모와의의사소통 상 모와의의사소통 하

[그림 Ⅳ-2] 소극적 대처(스트레스)와 모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모와의 의사
소통이 높을 경우 위험행동은 낮아지며, 모와의 높은 의사소통은 스트레스 상, 하의 차이를 상
쇄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와의 높은 의사소통은 위험행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부정적
인 영향을 조절 또는 완충해 주고 있다.
스트레스×사회 환경 지각 상호작용항의 설명량은 55.8%로서 2단계 모델의 설명량보다 3.4%
추가 상승하였으며, 회귀식은 F=82.97(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
용항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3]을 보면, 사회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이 높을 경우 오히려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
에서 위험행동이 더 낮을 만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각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조절효과가 뚜렷
하다. 단일요인으로 스트레스만을 투입하였을 때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분명 위험행동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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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만, 보호요인을 투입했을 때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
레스 상, 하 수준을 조절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
90
80
70
60

소극적대처 상
소극적대처 하

50
40
30
20
10
0
사회환경긍정적지각 상

사회환경긍정적지각 하

[그림 Ⅳ-3] 소극적 대처(스트레스)와 사회 환경 지각의 상호작용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점수와 적극적 대처 점수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각각 상, 하 집단으로 분
류하여 평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그림 Ⅳ-4]와 같다.

120
100
80
소 극적 대처 상
소 극적 대처 하

60
40
20
0
적극 적대 처 상

적극 적대 처 하

[그림 Ⅳ-4] 소극적 대처(스트레스)와 적극적 대처전략의 상호작용

[그림 Ⅳ-4]를 살펴보면, 적극적 대처가 높은 집단은 스트레스 지수의 상, 하와 관계없이 위험
행동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단일 요인만으로 위험행동을 설명하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보호요인으로 적극적 대처가 중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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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행동은 낮아지며, 특히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게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3.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여부에 대한 보호요인들의 판별 효과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에 보호요인들이 완충기능을 하는지를 알아보기기 위하여

χ

2

분석과

정준판별분석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먼저, 가출집단과 비가출 집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개입비율을 교차분석을 적용하여 확인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

<표 Ⅳ-3> 가출경험 여부에 따른 문제행동 개입여부
가출경험 여부

변인

가출집단

비가출집단

전체

문제행동

있다

325(77.2)

87(32.8)

412(60.1)

개입여부

없다

96(22.8)

178(67.2)

274(39.9)

전체

421(61.3)

265(38.7)

686(100.0)

χ

2

χ 2 =89.47***

***

p<.001

분석결과 문제행동 개입 여부는 양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가출집단은 문제행동 개입여부가 ‘있다’라는 응답이 77.2%로 높게 나타난 반면, 비가출
집단은 32.8%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개입이 가출경험이 없
는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7가지 요인(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 학교생활 긍정적 지각,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부와의 의사소통, 모와의 의사소통, 사회환경 긍정적 지각)이 보호요인으
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
출집단의 보호요인 각각이 문제행동 개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정준판별분석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가출집단의 문제행동 개입여부에 대한 정준판별분석
Eigen

Percentage of

Cumulative

Canonical

Wilk's

variance

percentage

correlation

Lambda

x

2

Value

df

p

.567

100.0

100.0

.358

.958

32.578

8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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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먼저 가출집단 중 문제행동 개입경험 여부에 대한 보호요인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
문제행동에 개입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문제행동에 개입한 경험이 없는 집단을 판별해주는 판
별함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함수와 집단 간의 관련정도인 정준상
관계수는 r = .35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들이 문제행동 개입경험 여부를 판별해
주며, 가출집단의 경우 가출행동여부가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보호요인들이 완충작용
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가출집단 청소년들은 보호요인의 작용이 가출행동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가출행동이 문제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차단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보호요인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정준판별함수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표 Ⅳ-5> 가출집단의 문제행동 개입여부에 대한 표준화 정준판별함수 계수
Variable

function

부와의 의사소통

-.706

부모의 감시 및 통제

-.689

모와의 의사소통

-.680

적극적 대처

-.487

사회적지지

-.298

학교생활 긍정적 지각

-.009

사회 환경 긍정적 지각

-.004

분석결과 표준화 정준 판별 함수계수에서 상대적인 중요도는 부와의 의사소통(-.706), 부모의
감시 및 통제(-.689), 모와의 의사소통(-.680), 적극적 대처(-.487), 사회적지지(-.298) 순으로 설명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집단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고 감소시키는데 작용하
는 보호요인으로는 부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모와의 의사소통, 적극적 대처, 사회
적 지지 순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출집단의 문제행동 개입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를 살펴보면
<표 Ⅳ-6>과 같다.
분석결과 문제행동 개입경험이 있는 집단의 92.6%와 문제행동 개입경험이 없는 집단의 7.4%
를 각각 정확히 판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판별적중률은 78.2%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분류 정확성은 6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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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가출집단의 문제행동 개입여부에 대한 정준판별함수 계수의 분류결과

원래값(a)

교차 유효값(b)

Group

N

문제행동개입 유

Predicted group membership
문제행동개입 유

문제행동개입 무

325

301(92.6%)

14(7.4%)

문제행동개입 무

96

80(83.3%)

16(16.7%)

문제행동개입 유

325

291(89.5%)

34(10.5%)

문제행동개입 무

96

76(79,2%)

20(20.8%)

Percent if “grouped” correctly classified: 78.2%(a), 69.5%(b)

Ⅴ. 논의 및 결론
청소년 가출이 저연령화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으며, 일반화되고 있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이제 가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이들의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어떤 이유로든 가출을 선택하였지만
가출 이후 오히려 건강한 사회인으로 적응하고 그들의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개인의 지각체계를 변화시키고, 사회 환경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취약한 환경의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투입된 보호요인
각각이 그들의 위험행동 선택을 완충해 주는지, 그리고 가출 경험이 있는 특수집단 청소년들(쉼
터, 보호관찰소)이 가출 후 문제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 보호요인이 과연 완충작용을 해 주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문계와 전문계 고등학생 500명과 쉼터와 보호관찰소 등 특
수집단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호요인 가운데 6개(적극적 대
처전략, 사회적 지지 지각,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양육행동, 부와 모 각각과의 의사소통 정도, 학
교에 대한 긍정적 지각,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를 투입하여 이들 요인들이 위험상황(스
트레스)에서 위험행동 및 가출 후 문제행동을 완충해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비가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위험행동 선택을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회 환경에 대한 긍정적 지각, 적극적 대처전략이 확인되었으며, 가출 집단
의 문제행동 개입을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부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감시 및 통제, 모와의
의사소통,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 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예컨대, 안권순과 한건환(2001), 한인영 등(2001)은 특히 여자 청소년에게 있어서 위험
요인의 영향력을 상쇄시킴과 동시에 비행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친
밀한 관계형성을 확인하였다. Funk(1999) 또한 여자 청소년들의 비행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보호
요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Whitaker와 Miller(2000)는 청소년의 섹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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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사용 시기에 대한 부모-청소년간의 의사소통이 또래 규준으로 인한 왜곡된 성인식이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섹스나 콘돔사용에 대해
부모와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들의 또래규준에 대한 지각이
성 문제행동에 더 적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기초할 때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의사
소통은 성 행동은 물론이고 가출 및 가출 후 문제행동을 조절해 주는 완충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Hartos 등(2000)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방식은 위험요인의 부정적 결과를 완충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감시와 통제는 물질사용이나 일탈 행동, 위험 운전과 부적인 관계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인(감각추구성향, 또래의 부정적 압력)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동차 운전에 대한 부모의 감시 및 통제는 또래압력으로 인한 위험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Voydanoff & Donnelyy, 1999).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감시와 통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가출을 감소시킬 수 있으
며, 또한 스트레스가 가출 후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 또는 완충해 주는 역
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대처전략 역시 개인 내적 변인으로 청소년 가출과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을 조절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Seiffge-Krenke(1995)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문제해결 대
처양식은 기능적인 반면(정보나 충고를 추구하고, 사회적 지지를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임), 회피 대처양식은 역기능적(철회, 운명적인 태도, 회피)이다. 따라서 적극적 대처전
략은 가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행동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할 수 있다(Davey, Eaker, & Walters, 2003; 한상철, 2006).
한편 Bowen과 Chapman(1996), Marshal과 Chassin(2000)은 사회적 지지 역시 위기 상황에 처한 청
소년들에게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하는 보호요인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Cohen과 Wills(1985),
Plancherel 등(1994)의 완충효과 모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가 가출과 가출 후 문
제행동 개입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쇄시키거나 조절한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긍
정적인 지각은 청소년 가출 및 문제행동 개입의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의한 결과, 일반 청소년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사회 환경에 대한 지각, 적극적 대처가 그들의 위험행동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충해 주는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
들의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더불어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 등이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문제행동 개입을 완충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
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시기에도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가
출 후 문제행동 선택에 있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의 감시 및 통제 양육방식 등 부모 관
련 변인 모두가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 및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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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호요인(적극적 대처, 사회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부모관련 보호요인들이 다양한 위험 상
황에서 청소년들의 가출과 가출 후 문제행동 개입을 완충하는데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호요인의 처치를 통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의 적응유연
성 및 긍정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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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nalysis of Buffer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n Intervention
of Problem Behavior at Post-Runaway with Adolescents

Sang-chul Han
Dept. of Adolescent Education & Counseling, Daegu Haany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buffer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n intervention of
post-runaway's problem behaviors with adolescents in shelters and facilities. Also, with non-runaway
adolescents,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buffering effects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s. As such
have supported by prior researchers, protective factors have the buffering effects the negative influences of
risk factors on risk behavior and problem behavior. The subjects are 700 adolescents that including 500
students at high schools and 200 adolescent at shelters and facilities. The scales consisted with risk
behavior scale, negative coping strategy scale for test a risk factor, and 6 scales for test 7 protective
factors. For data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and
discrimination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communication with father, a
communication with mother, a positive perception on social contexts and a positive coping strategy were
identified to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s of non-runaway adolescents. Second, a communication with
father, a authoritative rearing behavior(monitoring and controlling), a communication with mother, a
positive coping strategy, a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were identified to protective factors on problem
behaviors of post-runaway of adolescents. Runaway adolescents is increasing, and it is longer and more
habit gradually than past. The prevailance methods of runaway is no longer effects on the decrease of
adolescent runaway. Now has to accept adolescent runaway, and has to support the difficult life conditions
and the emotional distress of adolescent post-runaway. This means that have to identify and to treatment
the protective factors having an buffering effect as well as the risk factors influencing on runaway.
Key words : adolescent runaway, risk behavior, protective factors, resilience, buffer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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