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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년 이 지 각 한 부 모의 양육 태 도 , 공 격 성 , 자기 통 제력
및 자 기존 중 감과 청 소 년 비행 의 관 계
김 선 영

김 정 희

이 경 열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공격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각
변수들과 그 변수들간의 관계가 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기 위해 종합적인 관점의 모형을 경험적으
로 검증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 262명의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 척도, 자기통제력 척도, 자기존
중감 척도, 공격성 척도, 숨은 비행 척도를 실시하였다. 모형은 연구 모형, 자기존중감이 비행의 후행 요인
으로 한 대안모형, 각 변수들이 동시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간 상관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평가하
였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지지된 모형은 수정된 연구 모형으로 아버지, 어머니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에
서 낮은 설명력을 지닌 하위요인을 제거한 후의 모형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
녀의 자기통제력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고, 공격성에는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어
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존중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다. 자기통제력과 공격성은 비행에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고, 자기통제력은 공격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인 영향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청소년 비행,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청소년기는 생애 발달단계 중 가장 많은 혼란과
불안정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때 청소년들은 신
체적으로나 생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겪게
된다. 성인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인 변화는 누구에
게나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과
정에 있는 청소년 자신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
다. 그들이 겪는 혼란과 불안정이 심해지면 사회심
리적 부적응을 야기하고, 나아가 비행, 범죄를 일으
키게 된다(정혜승, 1996).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에서는 비행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고 비행과 여러 변수들과의 연관성
에 대해 탐색해 왔는데, 지금까지 연구된 관련 변수
는 크게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
다(정혜승, 1996). 환경적 요인들은 가정환경(노길
미, 1999), 학교 생활 및 분위기(남정자 1991; 정재
임, 2000), 또래관계(김지은, 1998; 김현정, 1996)등
으로 각각 구조적, 기능적 측면들이 다양하게 연구
되어 왔다.
환경적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은 주로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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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다는 청소년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 타인
의 반응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형성되며, 주
관적 지각이 행동 및 반응을 결정짓고 동일한 현상
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이나 주관적 지각형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노길미, 1999).
청소년들을 비행으로 유도하는 중요하고도 일차
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에 있고,
청소년의 비행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가족임이 지적되고 있다(남현미,
1999). 특히 양친부모를 가진 중류층 가정의 청소년
들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가족이나
저소득층같은 가족의 물리적 환경의 부족보다는 가
족의 심리적 환경의 결손여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민수홍, 1996). 이러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 중에서 부모의 감독, 양육태도
가 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국내 여러 연구(김두섭, 민수홍, 1996; 남현미, 1999;
정재임, 2000)에서 경험적으로 지지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비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가
족의 불화 없이, 부모의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비
행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는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대한 직접효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정재임, 2000). 따라서 청
소년 비행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
를 가지며, 또한 비행 자체가 심리적, 환경적 요인
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여러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상담 장면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주
관적, 내적 경험 역시 중요하게 여긴다(고현자, 2000).
청소년 개인의 내적인 힘에 관심을 기울이고, 당면
한 현실과 본인의 행동, 결정을 더 신중하게 대처하
고,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 상

담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심리학 내에서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개인
특성으로는 공격성, 충동성, 자기존중감, 자기통제
력, 불안 등이 연구되어 왔다(고현자, 2000; 남정자,
1991; 민수홍, 1996; 박병훈, 2002). 그 중에서 비행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으로 연구된
것들은 공격성(박병훈, 2002; 박정민, 1998; 장양자,
2001), 자기존중감(김지현, 2002), 자기통제력(민수
홍, 1996; 이윤호, 2000; 남현미, 1999; 김선희, 2001)
등이 있다. 또한 이들 심리적 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족의 심리적 환경, 특히 부모의 양육태
도가 주요 요인임이 보고되었다(김두섭, 민수홍, 1996;
김준호, 김선애, 1996; 남현미, 1999).

이론적 배경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공격성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타인
에게 해를 가하는 도구적 공격성과 타인에게 고통
이나 해를 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적의적 공격성
을 포함한다(장양자, 2001). 욕구좌절 이론에 따르
면 공격적인 이들은 다양한 욕구들의 충족이 요구
될 때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욕구에 대한 좌절이
생기면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며 결국 비행행동
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송지원, 1997). 공격성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통제력의 약화는 본인의
욕구 좌절을 적절히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의 약
화로 볼 수 있고, 이 때 사람들의 공격 행동이 늘어
난다고 하였다(강지원 외, 1996). 특히 갈등과 좌절
을 야기하는 상황을 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주장적 반응이나 타협 등의 적응적 대
안보다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방법을 즉각적으
로 취하게 됨으로써 적응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비
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Larson,
1992).
공격성은 부모가 자녀의 욕구불만 해소를 통제
하거나 공격행동 후에 강화, 처벌을 통해서,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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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행동의 모방을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송지원, 1997). 김준
호와 김선애(1996)에 의하면 부모가 거부적이고, 무
관심하고, 애정이 부족할수록 자녀는 더 공격적, 반
사회적이었다. 또한 신체적 처벌의 사용과 일관성
없는 훈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들의 자녀가 반사회적
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만 자기존중감과 자기통제력 같은 심리적 변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격성과 자기존중
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Rosenberg와 Rosenberg(1978)
는 자기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공격성이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보다 강하다고 하였다.
문금순(1993)은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자기개
념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기개념이 낮은 사람
은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
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낮은 자기존중감을 지각하
는 것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공격성을 지속시키
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현숙(2000)의 연
구에서도 자기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에 공격
성이 낮은 경향을 보임으로써 자기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공격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였다.
자기자신에 대한 평가나 가치판단이 낮고 자신의
자아에 대해 위협을 느낄 때 공격성이 일어날 가능
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Baumeister(1996)
는 이와 반대로 공격성 및 비행의 주된 원인은 과장
되어 있으며, 낮은 자기존중감을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
렇듯 공격성과 자기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서로 모순되는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자
기통제력은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자제력으로 볼 수
있다. 하던 행동을 중단하거나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행동 억제와 격렬한 분노를 참는 등 정서의 강
도를 통제하는 정서 억제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
청소년기의 분노, 공격성 등 과격한 정서의 부적합
한 표출로 인한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송명자, 2003). 자기통제력이 낮을 때 자
신의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좌절을 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고 적대적이 되
거나 흥분하는 등 공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강지
원 외, 1996).
Patterson과 DeBaryshe 그리고 Ramsey(1989)는
아동기의 낮은 자기통제력은 공격성의 요인이 된다
고 하였고, Olweus(1980)는 통제력이 약할 경우, 학
교 폭력의 가해 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
였다. 이는 자기통제력이 낮을 경우 정서, 행동에
대한 자제력이 부족하여 공격적 행동이 일어날 가
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나 자기통제력이 공격
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확인이 필요
한 실정이다.
비행을 설명하는 또 다른 개인적 변수로 자기존
중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
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기존경의 정도
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
미하는 것이며(방영자, 1997), 개인의 행동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데 청
소년기에 큰 변화와 발달이 일어나게 된다(유금란,
1997).
자기존중감 형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신종순, 1991). 장도현(1984)은 부모의 양육태
도 중에서 자율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기존중감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자녀의 자기존중감은 부모의 양
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더 높고, 적대적일수록 더
낮으며, 부모의 자율과 통제의 양육태도가 일치할
수록 자녀의 자기존중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했다.
방영자(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
용적, 애정적 태도를 보일수록 자기존중감이 긍정
적으로 형성되는데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송지원(1997)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
적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기존중
감도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자기존중감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Ka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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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는 부정적인 사회경험이 자기존중감을 낮추
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비행을 통해 자신의 자기존
중감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손상된 자기
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보
고하였다. 유금란(1997)은 자기존중감이 비행집단
과 일반집단을 변별하는데 유용한 변수라고 했고,
Anderson과 Anderson(1994)는 낮은 자기존중감이
청소년 폭력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존중감이 비행의 선행요인이라기보다는 비
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타난 심리적인 특성이라
는 연구도 있다(방영자, 1997). 조정문(1985)은 낮은
자기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아니라 비행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 즉 낙인을 찍는 것이 낮
은 자기존중감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것이 청소년
스스로 비행청소년으로 여기게 된다고 보았다. 방
영자(1997)는 자기존중감과 청소년 비행간의 상관
관계가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자기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여춘자(1995)의 연구에서도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라 비행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낮은 자
기존중감이 비행과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처럼 자기존중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는 자기존
중감 자체에만 관심을 갖기보다 또 다른 심리적 요
인을 고려하여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
성을 제시한다(송지원, 1997).
자기통제력은 비교적 최근에 비행을 설명하는 변
수로 관심을 받고 있다(민수홍, 1996).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범죄 이론에서는 청소년 비행
과 성인범죄의 원인을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설명하
고 있다. 자기통제력을 사람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
이 범죄적 행위를 회피하는 차등적인 경향이라고
정의하고, 범죄나 비행으로 얻는 이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각하고 있으나 그것의 장기적인 손해를
고려하는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John, 1999에서 재인용).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충동성, 사회적응력, 문제
해결 능력의 부족, 낮은 학업 성취 뿐 아니라 공격

성에도 영향을 미치고(송명자, 2003), 이런 성향은
충동적인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약물남
용 같은 다양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김두섭, 민수홍, 1996).
자기통제 이론에 따르면, 인생초기에 부모의 적
절한 훈육 부재로 가정에서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하면 자기통제력이 개발될 수 없으며
그리하여 자기통제력이 낮은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장기적으로 가져올 손해를 고려하지 못해 비행을
저지르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김선희,
2001). 김두섭과 민수홍(1996)의 연구에서는 자기통
제력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아이의 충동적 반응에
대해 신중하고 일관성 있게 양육할 때 아이의 자기
통제력이 강화된다. 또한 부부간에 다툼이 있거나
자녀 훈계 시 난폭한 언행을 사용하는 부모의 경우,
혹은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
는 경우 자녀는 자기통제력을 개발시키는데 어려움
이 있었다.
자기통제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
제력과 비행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남현미(1999)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족
의 심리적 환경과 자기통제력, 친구특성이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 가족의 심리적 환
경특성은 자기통제력과 친구지향성을 통해 간접적
으로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자기통제력은 중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자녀
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고, 특히 감독은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 방식이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보다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더 컸다.
정혜승(1996)은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자
기통제력과 비행기회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청소년
보다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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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주어진 상황을 비행기회
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민수홍(2002)은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도 자기통제력
이 가정관련 요인보다 비행에 대해 설명력이 더 크
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다양한 종류의 비행행
동을 한다고 했다.
이처럼 자기통제력이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로 밝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통제력이
기존의 심리적 변수와 비교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
는지, 얼마나 뛰어난 설명력을 갖는지를 밝힌 연구
는 미비하다. 김두섭과 민수홍(1996)의 연구에서도
자기통제력이 개인의 특성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검
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통제력과 다른 개인내적 특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영향력을 밝히는 것은 자기통
제력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여 비행청소년
의 내면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가정 내 심리적 환경의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도
에 의해 형성된다는 공통분모를 갖는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공격성이 각각 비행과 어떤 관계를 맺
고 있는지는 선행 연구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변
수들간의 상호관련성이나 그 중 어떤 변수가 더 큰
설명력을 갖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방영자, 1997; 민수홍, 1996). 또한 공격성을 자기
통제력, 자기존중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외현적 행
동으로 바라볼 때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
향만으로 한정짓지 않고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에
의한 영향을 포함하는 것이 공격 행동 나아가 비행
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라는 가정
환경의 심리적 변수에 의해 영향받는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공격성이 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
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자기존중감은 공
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모형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설
정된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대부분의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와 어
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를 수 있음
을(남현미, 1999) 예상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한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동떨어진 것이 아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모형 설정을 하였다.
여기서 자기존중감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모순되는 선행연구 결과들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자기존중감이 비행의 선행요인인
지, 후행요인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존중감을
종속변수로 비행 이후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가정함으로써 연구 모형의 대안모형을 설
정하여 비교하려고 한다.
덧붙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이 비행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고, 공격성과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이 개인내적
인 성격 특성임을 미루어 볼 때, 자기통제력과 자기
존중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변수들간
에 서로 상관이 있다는 가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가정이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 본다면
그림 3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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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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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본 연구에서 검증될 대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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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여 없다 1점에서 많다 5점까지 주었다.
연구자는 비행의 측정변수를 구하기 위해,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총 4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1). 신뢰
도 계수는 =.89였다.

그림 3. 본 연구에서 검증될 변수간 상관 모형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모형을 검증, 비교함
으로써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통제력 및 자
기존중감이 청소년 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참가자
C시와 K시에 있는 소년원에 있는 남학생 262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 범죄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14세 미만과 20세 이상의 피험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무응답, 이중 응답 등의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
한 후, 연구에서 최종 분석한 자료는 총 209부였다.

부모 양육태도 척도
허묘연(2000)이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
육태도 척도이다. 총 43문항으로 8개의 요인(감독,
합리적 설명,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은 4점 Likert식이
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는 아버지 척도에서 =.95, 어머니 척도에 =.96이
였다.
공격성 척도
노안영(1983)이 번안한 Buss와 Durkee(1957)의
척도를 박정민(1998)이 수정한 것으로 사용한다. 총
48문항으로 4개 하위요인(적대감, 흥분성, 부정성,
의심)으로 구성, 5점 Likert 식이다. 점수가 높을수
록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자기존중감 척도
Coopersmith(1975)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신종순
(19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식이
고, 4개의 하위요인(일반적, 사회적, 학교적, 가정
적)으로 구성, 총 50문항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

피험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도구
숨은 비행 척도(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 LDQ)
숨은 비행 척도는 부선희(1999)의 연구에서 사용
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
였다. 응답은 없다 , 1- 2번 , 3- 4번 , 5- 6번 , 많다

1) 처음 요인 수를 제한하지 않으니 7개의 요인이 추출되
었는데 너무 많은 문항(17문항)이 1요인에 치우쳐 있었
고 25문항에 7요인은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었다.
누적변량비율과 Scree 도표 결과를 고려하여 요인 4개
가 적절하다고 여겨 4개 요인으로 지정해서 주성분분석
방법으로 추출하고 이를 사각 회전하였다. 각 요인별
소속 문항의 결정에는 .3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문항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했고, 이 과정에서 1요인에
서 두 문항, 2, 4요인에서 한 문항씩 제외되었다. 제외
된 문항들은 이들 문항을 포함한 상태에서 각 요인을
해석하고 그 공통 특징을 뽑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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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표 1. 피험자의 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2(11.9)
33(15.8)
47(22.5)
53(25.4)
53(25.4)

중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인문계고등학교
자퇴 및 퇴학

유형
91(43.5)
65(31.1)
11(5.3)
42(20.1)

절도
폭력
강도
유해화학
보호관찰위반
사기
기타

95(45.5)
35(16.7)
21(10.0)
1(.5)
30(14.4)
11(5.3)
16(7.7)

계 209(100.0)

기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
도 계수는 =.81이었다.

10.0 window와 AMOS Version 3.61(Arbuckle,
1997)을 이용하였다.

자기통제력 척도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낮은 자기통제력
의 개념 및 내용에 근거를 두고 Gramsmick 등
(1993)이 제작한 것을 정혜승(1996)이 번안한 것으
로 사용한다. 6개 요인(충동성, 단순과제 선호, 위험
추구성, 육체활동 선호, 자기중심성, 화내는 기질)으
로 총 24문항, 5점 Likert 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의 수준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결

과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통제력
및 자기존중감 그리고 비행의 각 하위요인을 측정
변수로 모형에 투입시켰는데, 시각적 혼란을 피하
고,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 각 변수의 경로만을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모형이 잘 부합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적합
도는 x 2 (515, N=209)=1721.7, CFI=.76, TLI=.74,
RMSEA=.091(90% CI : .091- .110)로서 미흡한 적
합도를 나타냈다(표 2).
적합한 모형의 수정을 위해 측정변수들을 살펴
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
버지의 양육태도에서는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애
정 요인, 어머니 양육태도에서는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 요인, 자기통제력에서는 위험추구성, 육체활
동 선호 요인에서 7～29%의 낮은 설명력으로 인한

자료처리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지,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이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지, 그리고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공격성이 비행
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
형 접근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SPSS
표 2. 모형의 적합도
모

형

연구 모형
하위요인 제거한 후의 모형
대안모형
변수간 상관모형

x

2

1721.70
619.50
711.91
695.60

df

CFI

TLI

RMSEA(90% CI)

515
265
288
284

.76
.88
.86
.85

.74
.85
.84
.83

.091(.901- .110)
.078(.071- .087)
.084(.076- .092)
.080(.076-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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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요인들과 모형에서 각 변수
들을 측정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위의
각 하위요인들을 제거한 후 다시 적합도를 평가하
였다.
설명력이 낮은 하위 요인들을 제거한 후의 모형
은 그림 5와 같다.
2
이 모형의 적합도는 x (265, N=209)=619.5, CFI=.88,
TLI=.85, RMSEA=.078(90% CI : .071- .087)로 적절
한 적합도(reasonable fit ; RMSEA<.08)를 보였다
(표 2).
대안모형은 x 2 (288, N=209)=711.91, CFI=.86,
TLI=.84, RMSEA=.084(90% CI : .076- .092)로 미흡
한 적합도를 보였다(표 2).
변수간 상관 모형의 적합도는 x 2 (284, N=209)
=695.6, CFI=.85, TLI=.83, RMSEA=.080(90% CI :
.076- .091)로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표 3).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낮은 설명력을 지닌
하위요인을 제거한 후의 모형과 변수간 상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합도 지수인 RMSEA
의 경우 신뢰구간이 .1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모형이 안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RMSEA
지수가 .08 이하라는 점에서 적절한 모형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두 모형 중 어떤 모형이 상대적으로 자료
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 적합
도 지수인 CFI, TLI를 비교해 본 결과, 하위요인을
제거한 후의 모형의 경우 적합도 지수가 높을수록

그림 6. 대안모형 (*p < .05, * *p < .01,

* **

p < .001)

그림 4. 연구 모형2) ( *p < .05, * *p <.01)
2)

그림 7. 변수간 상관 모형( *p < .05, * *p < .01,

그림 5. 낮은 설명력을 지닌 하위요인을 제거한 후의 모

* **

p < .001)

3) 설명력이 낮은 하위요인을 제거하여서, 그 구분을 위해
a, b로 명명한다. 측정변수로 투입된 최종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이후의 모형 검증도 이와 같다).
- 부양육b : 감독, 비일관성, 과잉간섭, 학대, 방치

형 (*p < .05, * *p < .01)
3)

3)

2) 부양육a, 모양육a, 자기통제력a : 각 하위요인이 모두
측정변수로 투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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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육b :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 자기통제력b : 충동성, 단순과제선호, 자기중심성, 화
내는 기질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통제력 및 자기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한다는 CFI(.88)와 TLI(.85)
에서 변수간 상관모형보다 더 높았다. 결과적으로,
두 모형의 적합도가 유사했으나 최종적으로 지지된
모형은 낮은 설명력을 지닌 하위요인을 제거한 후
의 모형이었다.
낮은 설명력을 지닌 하위요인을 제거한 후의 모
형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공격성,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중에서 자기통제력에 대해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17, p <.05). 공격성과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수준에 가까웠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공격성, 자기통제력, 자기
존중감 중에서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
하게 나타났고(r=- .18, p <.05), 공격성과 자기통제
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양
육태도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에는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었다(r=.28, p <.01).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
기통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에는
자기통제력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기통제력과 자기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자기통제력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
향을 주었다( =.29, p <.01). 자기존중감은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
성,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면, 공격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46(p <.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통제력도 비
행에 =.26 (p <.05)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자기
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공격성과 자기통제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
교해 볼 때, 공격성(46%)이 자기통제력(26%)보다
비행에 대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공격성, 자
기통제력, 자기존중감의 관계와 제 변수들이 청소
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모형 검증을 통해 밝히

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비행을 어떤 특정 변수에
국한 지어 설명하지 않고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의 양육태도가 자기통제력, 자기존중감, 공격성에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각 변수들간의 관계
와 변수들이 비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기 위한 종합적인 관점의 모형을 경험적으로 검증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비행을 다룸에 있어서
가족과 개인의 특성 등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시도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초기에 상정한 세 가지 모형들을 비교한 결과, 아
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기통제력의 하위요인
중에서 낮은 설명력을 지닌 요인들을 제거한 후의
모형이 지지되었다. 제거된 하위요인은 아버지 양
육태도에서 합리적 설명, 과잉기대, 애정요인이었
고, 다음 어머니 양육태도에서는 감독, 합리적 설명,
애정요인이었으며, 자기통제력에서는 위험추구성,
육체활동선호 요인이었다. 낮은 설명력을 지닌 하
위요인을 제거한 후의 모형에서는 적합도 지수 CFI
가 .88, TLI가 .85였고, 추정된 절대 적합도 지수
RMSEA 값은 .078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 검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
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비일관적, 과잉간섭적이고,
신체적 처벌과 방치의 정도가 높고, 감독 정도가 낮
을수록 자녀의 자기통제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서는 비일관적이고 과잉
기대 및 간섭이 심하고, 신체적 처벌과 방치의 정도
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자녀를 과도한 간섭이나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자기통제력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과(강지원 외, 1996) 일치하는
결과이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양육태도
보다 자녀의 자기통제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은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더 처벌적이고, 자녀의 반
사회적 행동을 금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
하다는 선행연구(남현미, 1999)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모 및 가정환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부

- 719 -

김선영, 김정희, 이경열

모 중 누가 자녀의 비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는데,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각각 다른 경
로를 통해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기통제력을 통해 공격성
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에
게 지나친 간섭이나 감독을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자녀는 자신의 욕구 및 행동이 제약을 받고, 좌절된
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적대감과 흥분
이 공격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
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자기통제력은 낮아지
며, 비행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높여준다. 자기통제력
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공격성에 유의
한 영향을 줌으로써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도 준다.
공격성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한 직접적인 영
향은 받지 않았으나 자기통제력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살
펴 본 변수 이외에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
들을 살펴볼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공격성과 다른 변수간의 관계를 연구한 것을 보
면, 이영애(2000)의 연구에서는 공격성이 상대방에
대한 의도 지각 혹은 의도귀인과 관계가 있음을 보
여주었다. 공격적인 집단이 비공격적인 집단에 비
해 적대적 의도지각의 경향성이 높으며, 애매모호
한 대인간의 문제상황에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정민(1998)은 자기애적인 성향이 지배성을 매개변
수로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를 시도
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공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은 점, 공격성은 복합
적인 변수간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가정한 모형은 공격성을 이해하기에는
적은 변수로 상정했다는 점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
를 나타낸 이유로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많은 심리적 변수 중에서 자기통제력
의 영향을 밝힘으로써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넓혔다고 하겠다. 공격성은 낮은 자기통제력에 의
해 높아질 수 있고, 이는 비행을 일으킬 수 있는 직
접적인 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행청소년을 위
한 상담에서는 공격성 뿐 아니라 자기통제력의 향
상을 위한 개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기존중감은 공격성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손상된
자기존중감이 청소년 비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본 Kaplan(1982)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것이나, 자
기존중감이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다
고 한 방영자(1997)의 연구와 낮은 자기존중감이
비행과 상관이 없다고 밝힌 여춘자(1995)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대상을 남자 소년원생에 한정시킴으로써
성별과 대상에 따른 차이 및 영향은 측정되지 않았
다. 추후에는 여자 비행청소년이나, 잠재비행청소
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심리적인 환경의 측
면만을 다루고 있는데, 참가자들의 가정의 결손여
부 등의 물리적, 구조적 측면을 다루지 못하였다.
부모와 함께 자라지 않았거나 편부, 편모 또는 이
혼, 사별 등의 이유로 부모의 어느 한 쪽이 재혼을
한 경우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의 영향을 측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각 변수들이 동시적으로 비행에 영
향을 주고, 변수간의 상관을 갖는 것으로 설정한 모
형은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으나, 모형의 적
합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지지한 모형이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형
이라고 주장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수간의 상관모형에 대한 추후 검증이 요
구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
어진 것이기 때문에 비행 횟수나 시간적인 추이에
대한 영향이 통제되지 않았는데 추후에는 비행 이
전, 또는 비행 이후의 시간에 따른 개인내적인 변화
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기존중감이 비행의 후행요

- 720 -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공격성, 자기통제력 및 자기존중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인으로 가정하고, 자기존중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
여 검증한 대안모형은 지지되지 않았는데, 이는 방
법론상에서의 모형 설정의 한계 또는 대상자가 소
년원생으로 비행을 저지른 이후라는 것 등의 결과
로 영향받았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앞으로 비행청소년을 위
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존중감의 향상을
위한 것보다는 공격성의 감소를 위한 분노조절 프
로그램 및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조
절 프로그램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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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s of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Adolescents, Aggression, Self-control and Self-esteem
and Delinquency of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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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He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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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try to verify a model of synthetic point of view for knowing that how can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 affects the self-control, self-esteem and aggression, that
how can variance and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nces affect a delinquency. For doing this,
we do a research for 262 of juvenile delinquents such as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self-control scale, self-esteem scale, hostility scale, 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and assume
a some kind of models then compare and evaluate these. Among them, finally supported model
is the model which rid the parenting behavior of father and mother and self-control of sub-factors
with low-expla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arenting behavior of a father
influences a self-control of children and it influences an aggression through the self-control
indirectly. Parenting behavior of a mother influences a self-esteem of children. Self-control and
aggression influences a delinquency and self-control influences a aggression. Therefore, we can
know that there is an indirect influences. The suggestions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adolescents delinquency, Parenting Behavior, aggression, self -control, self -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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