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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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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조사 대상자는 총 301
명이고 일반 청소년 집단과 범죄 청소년 집단의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
였고,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미래시간전망을 제외하고 자기 효능감, 비행, 싸이코패스 특징 등에서 일반 청
소년 집단과 범죄 청소년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싸이코패스 특성, 비행, 친구지지, 교사지지 등 이었으며, 싸이코패스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범죄 유형과 싸이코패스 하위 요소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범죄 유형과 싸이코패스의 하위 요소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성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지만 강도죄로 기소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싸이코패스의 하위 요소
중 하나인 부정직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싸이코패스 하위 유형
에 따라 특정 범죄 유형과 관련짓기 보다는 전반적인 싸이코패스 수준과 범죄의 관련성을 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청소년, 싸이코패스, 범죄,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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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 사회가 변화하면서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청소년
범죄의 양적인 측면을 보면 1997년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류선정, 2007), 최근의 청
소년 비행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범죄에서 청소년 비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이동원, 박철현, 2003). 그리고 청소년 범
죄유형의 구성 비율에 있어서도 재산범죄 비율이 감소하고 폭력범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의 가정환경 및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도 하류계층 및 결손가정 출신의 청소년 범죄
자의 비율은 줄어들고 중류계층의 정상가정 출신 청소년의 비율이 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김상원, 2007). 청소년 범죄의 성별구성도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1995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범죄자의 저연령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김준호 등, 2003).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윤옥
경, 2008), 우선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을 살펴보면, 자아효능감, 자아존중감, 비행성
향, 미래시간전망, 진로성숙, 학교참여, 우울과 불안 등이 있다(이성식, 2007). 곽금주와 김연수
(2008) 등과 같은 범죄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범죄에 관한 개인적 변인 중에서 싸이코패스 성
향이 범죄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싸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냉담하고 죄책감이 없으며 충동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서 보다 죄질이 높은 범죄와 관
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예를 들어, 이수정, 고선영, 이춘근, 2004). 청소년 범죄를 설명하는 환
경적 변인으로는 크게 친구, 가족, 학교 등과 관련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친구 요인의
경우 비행을 저지르는 또래가 많을수록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증가하고, 가족 관련
요인에서는 가족의 지지, 가족의 화합 정도, 부부의 갈등정도 등이 비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노성호, 2005). 또한 학교와 관련된 요인에서는 교사의 지지, 학교 활동, 학교의 분위기
등이 관련 있다고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김혜래, 이혜원, 2007). 그리고 이성식(2007)의 연
구에 의하면 부모와 어른과의 관계에서 지지적이지 않은 긴장이 청소년 범죄에 큰 영향을 미친
다고 밝히고 있고, 더 나아가 이러한 관계는 가정 뿐 아니라 학교 교사의 영향도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을 개인의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청소년의 범죄를 죄를 저지르는 개인의 특성 또는 환경적인 요인의 독립적
인 영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들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노성호, 2005).
지금까지 살펴본 청소년 범죄와 비행에 관련된 대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서
술할 때 비행, 범죄, 이탈 행동 등의 용어를 명확한 구분 없이 서로 혼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
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청소년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단순한 지위 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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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노성호, 2005). 그
결과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은 어떤 일치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예방과 실제적인 개입에서
도 한계가 있었다(이동원, 2001). 이러한 현상은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의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
다. 청소년 비행이란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로 비행 행위란 일반적인 이탈
행위라 불리는 것으로 음주, 흡연, 부모가 손을 쓸 수 없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
하는 행위, 불량 교우관계, 유해 장소에의 출입, 도박, 성행위, 상습적인 학업태만, 자기 또는 타
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 소년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박지홍, 2002). 이처럼 청소년 비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포괄적이고 정도가 약한 일탈 행동
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반해 청소년 범죄라는 개념은 청소년 비행에 비해 보
다 심각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상해, 공갈, 협박, 횡령, 도박 등을 말하는 용어로서 이
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청소년을 소년범죄라는 법적 용어로서 정의를 할 수 있다(오성환,
2007). 이와 같이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범죄라는 두 용어는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
서는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서로 혼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관련된 자료로 청소년 범죄
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고 반대로 청소년 범죄로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것도 적절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들 두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비행을 연구한 논문들(예를 들어, 이동원, 2001; 박지홍, 2002; 이성식,
2007; 윤옥경, 2008 등)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저지른 사소한 비
행을 연구의 주 대상으로 하여왔기에, 보다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의 범죄 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법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분류 심사원에서 사법절차
가 진행 중인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저지른 절도, 폭행, 강도죄 등을 청소년
범죄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 비행과 청소년 범죄라는 개념적 문제와 연
구 대상자에 대한 문제제기 외에 청소년 범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존 연구들이 주로 다루어
왔던 단순한 비행에 관한 특성과 차별된 청소년 싸이코패스적 특성에 대한 변인을 고려하고 있
고 이 개념을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예를 들어, 김동민, 박현진, 김지훈,
2005; 강태신, 임영식, 2008; 곽금주, 김연수, 2008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임상
적 관점에서는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CD)라는 용어와 함께 그 보다 다소 경미한 반항성 장
애(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OD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 이었다(정명숙, 손
영숙, 정현의, 2004).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품행 장애와 반항성 장애로서 청소년 범죄를 잘 설
명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만성적이고 심각한 범죄자에 대한 확인과 분류에 있어서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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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패스적 특성(psychopathic trait)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Keith, Lori, Michael, 2003). 또한 곽금주와 김연수(2008)의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단순한 정신의학에서 제시하는 품행장애와 반사회적 성격장애라는 진단은 범죄 행위를 잘 설명
하지 못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범죄와 관련된 성격장애
인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진단함에 있어서 범죄나 비행행동이 주요 준거가 되는 것은 범죄 행위
로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진단하고 또 다시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대한 설명을 범죄 행위로 설명
하게 되는 순환론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 외현적 행동을 통해 측
정되지 못하는 잠재적 특질을 토대로 하는 분리된 범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싸이코패스 특성으
로 범죄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함을 제시하고 있다(Hare, 2003). 이는 외현적으로 드러난 범죄 행
동 속에는 싸이코패스 특성과 같은 냉담함, 무책임감, 공감 능력 결여 등과 같은 잠재적 특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행동적 차원의 설명 보다는 싸이코패스 특징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음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청소년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
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청소년 싸이코패스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좀 더 청소년 싸이코패스 연구를 살펴보면, 강태신과 임영식(2008)의 연구에서 싸이코패
스 정의는 자기 과시적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조정하는 대인 스타일, 후회나 죄책감 등이
부족한 정서적 경험, 무책임하고 충동적이며 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생적 행동 스타일
로 특징되어지는 성격적인 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Cleckley, 1976; Hare, 1991), 이러한 특성은
싸이코패스적인 청소년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Michael, Matthew, 2005).
Frick 등(1994)은 6～13세의 아동치료소에 의뢰된 남자 95명을 대상으로 아동 및 청소년기
싸이코패스 특성과 품행 장애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싸이코패스 측정치로 PSD
(Psychopathy Screening Device; Frick, O'Brien, Wootton, McBurnett, 1994)를 사용하였으며 품행 장애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DSM-Ⅳ의 품행장애 증상을 사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불안, 자극추구, 충동성
에 대한 자료를 함께 수집하였다. 그 결과 충동성 측정치가 높은 경우는 품행 장애와 유의한 상
관이 있었으나, 품행장애인 동시에 싸이코패스로 진단된 경우는 충동성뿐만 아니라 무감각한 측
면과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품행 장애가 단순한 충동성과 관련이 있지만 싸이
코패스 특성은 충동성과 무감각한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설명하는데 더 용
이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또한 싸이코패스 특성과 품행 장애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
우 단순 품행 장애만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불안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Hare(1993)가
싸이코패스 성인의 핵심 특성으로 지적한 ‘감정적 둔감(dullness of emotion)’이 아동기에도 나타난
다는 주장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불안 수준으로 인한 감정적 둔감은 피해
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대면 상황에서도 심각한 범죄를 반복적으
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성은 이러한 특성을 소유한 개인들의 표면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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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따라 1차적 싸이코패스적 특성과 2차적 싸이코패스적 특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김동
민, 박현진, 2005). 1차적 싸이코패스들은 싸이코패스 특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살인마들이며,
죄의식, 공감, 사랑과 같은 사회적 정서가 선천적으로 결여 되어 있다.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적인 특성을 지지며, 근본적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 반응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2차적 싸이코패스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학대, 양육자와의 무
관심과 같은 환경적 문제 때문에 싸이코패스적 특성이 발현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적대
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은 환경적 경험에 대한 적응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죄의식, 공감, 사
랑 또는 사회적 수용과 같은 사회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으나 부정적 삶의 경험이나 환경적 결
함으로 인해 자신의 내적 갈등과 연관된 특정 상황에 대해 분노와 복수심 같은 정서를 반사회
적 행동이라는 반응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2차적 특성을 가진 싸이코패스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McCrae와 Costa(1995)에 의하면 이러한 두 가지 싸이코패스적
특성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 싸이코패스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얼마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연구의 양도
적으며 연구의 주제 역시 개념적 정립이나 현상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우선 청소년 싸이
코패스 특성과 관련된 연구로서 이수정 등(2004)은 고위험 비행 청소년들의 역기능적 정서인식
을 통해서 싸이코패스 특성을 살펴보았고, 김동민 등(2005)은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성 유형을 1
차적 싸이코패스 특성과 2차적 싸이코패스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청소년 싸이
코패스 척도와 관련된 연구(김동민 등, 2005),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이
론적 내용을 개관한 연구(곽금주 등, 2008)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싸이코패스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특징, 척도, 이론적 개관 등 아직 초보적
인 수준의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징과 청소년 범죄와 직접 관련시키거나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징을 응용한 연구(예를 들어, 강태신과 임영식, 2008)는 거의 없는 실정이
다. 따라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청소년 싸이코패스에
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성을 포함한 개
인 및 환경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들 중 어떤 요인이 청소년 범죄를 유의
미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앞서 논의되었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
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일반 청소년 집단과 범죄 청소년 집단 간에는 개인 및 환경적 변인의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하위 특성과 범죄유형은 관련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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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일반 청소년은 전국 수련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로서 범죄 행위
로 사법 기관에 연루된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범죄 청소년은 ○○ 분류심사
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전체 301명이고
일반 청소년은 157명이고 범죄 청소년은 144명이었다. 일반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5.3세(표준편
차 1.94)이고 범죄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6.2세(표준편차 1.64)이다.
2. 측정도구
1) 개인적 변인
(1) 청소년 싸이코패스 - YPI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평가 도구는 Andershed 등(2002)이 개발한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성 척도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YPI)를 김동진, 박현진 및 김지훈(2005)이 한국판으로 개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한국판 청소년 싸이코패스 척도는 총 5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10개
하위 요인에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10개의 하위척도는 대인, 정서, 행동의 3가지 요
인으로 구분되어 있다. 대인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척도들은 부정직 매력, 자기과시, 거짓말, 조
종이고, 정서적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척도들은 무죄책감, 무감동, 냉담이며, 행동 요인을 구성
하는 하위 척도들은 자극추구, 충동성, 무책임이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 전적으로 그렇다)되어 있으며, 참
여자들은 각 문항 내용이 자신에 대한 기술로 얼마나 적절한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싸이코패스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Andershed 등(2002)의 연구에서 문항간 내
적 합치도는 Cronbach α=.88로 보고되었고, 한국판으로 사용한 김동진, 박현진 및 김지훈(2005)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Cronbach α=.88로 동일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90으로 나타나 Andershed 등(2002)과 김동진, 박현진 및 김지훈(2005)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2) 비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행 질문지는 한미현과 유안진(1996)이 개발한 비행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지위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등의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
답은 비행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의 문항간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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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 효능감 질문지는 Jerusalem과 Schwarzer(1992)의 자기 효능감 척도를
번안하여 임영식, 고혜연 및 강태신(2007)이 사용한 것이다. 긍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표현하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응답은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
렇다” 까지 4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8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90로 나타났다.
(4) 미래시간전망 - FTP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래시간전망(Future Time Perspective: FTP) 질문지는 Carstensen과 Lang(1996)
이 개발한 질문지로서 김민희(2003)가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고 질문지에는 “나의 미래에는 많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매우 빨리 흘러간다고 느
낀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92로 각 문항에 대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
도는 Cronbach α=.81로 나타났다.
(5) 학교 참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 참여의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는 Fine(1991)과 Voelkl(1997)의 학교 참
여 척도를 임영식, 고혜연 및 강태신(2007)의 연구에서 번안해서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척
도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학교와 학급에서의 활동 등에 관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매우 동의)에서 5점(매우 반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총점은
최하 9점에서 4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임영식, 고혜연 및
강태신(2007)의 연구에서의 학교 참여 문항간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66이었다. 본 연구에서
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82로 나타났다.
2) 환경적 변인
(1) 친구 지지
본 연구에서는 Dubow와 Ulman(1989)의 아동용 사회적 지지 척도와 Harter(1985)의 아동용 사회
적 지지 척도를 종합 개발한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친구 지지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등
으로 이루어 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
되어 있다. 김명숙(1994) 연구에서의 친구지지 문항간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8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9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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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 지지
본 연구에서는 Dubow와 Ulman(1989)의 아동용 사회적 지지 척도와 Harter(1985)의 아동용 사회
적 지지 척도를 종합 개발한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가족 지지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
는 것 같다.” 등으로 이루어 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
렇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명숙(1994) 연구에서의 가족지지 문항간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
=.94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93로 나타났다.
(3) 교사 지지
본 연구에서는 Dubow와 Ulman(1989)의 아동용 사회적 지지 척도와 Harter(1985)의 아동용 사회
적 지지 척도를 종합 개발한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 척도 중 교사 지지 척도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우리 선생님은 날 잘 도와주시는 것 같
다.” 등으로 이루어 져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
로 구성되어 있다. 김명숙(1994) 연구에서의 교사지지 문항간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75이었
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 α=.88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일반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 간에 개인 내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변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보
기 위해 SPSS 14.O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Binary 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죄 유형과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징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하위 특성에 따라 범죄 유형을 예측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다.

Ⅲ. 결 과
1. 범죄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간의 특성 차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을 중심으로 범죄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집단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표 1>로 제시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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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범죄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각 변인 차이
변인

F

t

df

Sig

Mean Difference Std. Error Difference

자기효능감

.00

-2.23

296

.026

-1.37

.61

비행

3.74

-2.63

299

.009

-3.07

1.17

미래시간전망

7.96

-1.50

299

.136

-1.23

.83

싸이코패스

33.56

-6.79

299

.000

-12.20

1.80

학교 참여

.74

1.98

295

.048

2.70

1.36

친구지지

2.21

-2.87

299

.004

-2.35

.82

가족지지

102.27

2.57

297

.011

2.88

1.12

교사지지

1.72

2.59

293

.010

3.33

1.29

결과 개인 변인에서는 미래시간전망을 제외하고 자기 효능감, 비행, 싸이코패스 특징, 학교 참여
에서 일반 청소년 집단과 범죄 청소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
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모두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로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범죄 연루를 예측하기 위해 먼저, 종속 변수로는 위법
행동으로 기소되어 사법 기관에서 심리를 받는 청소년을 “1”로 하고, 이러한 경험이 없는 일반
청소년을 “0”으로 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자기 효능감, 비행 등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 친구지
지, 교사지지 등의 환경적 변인으로 예측변수를 구성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한 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방식 중 본 연구에서는 Hosmer와
Lemeshow 검증을 실행하여 그 적합도를 알아보았다. Hosmer와 Lemeshow 적합도 판단에서는 유의
확률 5% 기준보다 높아야 유의함을 인정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유의도 수준은 .363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적 특성이 청소년 범죄를 예측할 수 있고 회귀모형 또한 적합하다고 판
단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표 2>에 잘 나타나 있다.
<표 2> Hosmer와 Lemeshow의 모형 적합도 검증
Step

Chi-square

df

Sig.

1

8.755

8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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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범죄 행동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인

B

S.E.

Wald

df

Sig.

Exp(B)

자기효능감

.028

.029

.971

1

.324

1.028

비행

.039

.015

7.330

1

.007

1.040

미래시간전망

.018

.021

.776

1

.378

1.019

싸이코패스

.059

.011

28.644

1

.000

1.061

학교 참여

-.010

.013

.632

1

.427

.990

친구지지

.057

.021

7.116

1

.008

1.058

가족지지

-.017

.016

1.192

1

.275

.983

교사지지

-.031

.016

3.949

1

.047

.969

또한 측정계수(B)의 부호가 양(＋)이면 그 독립변수의 값이 클수록 범죄 행동에 연루될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측정계수의 부호가 음(－)이면 독립변수의 값이 클수록 범죄 행동에 연루될 가
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행 정도가 높고, 싸이코패스
특성이 강하며, 친구의 지지가 높을수록 범죄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교사의 지지가
낮을수록 범죄 행동에 관련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범죄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
인 중 특히 싸이코패스 특성이 다른 변인에 비해 가장 큰 설명력(Wald = 28.644)을 가지고 있으
며, 그 다음으로 비행, 친구지지, 교사지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성과 범죄 유형
본 연구에서 범죄 청소년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절도(36.1%), 폭행(11.8%), 도로교통법 위반
(11.8%), 강도(6.3%) 등의 순서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하위 특징(부정직, 매
력, 자기과시, 거짓말, 조종, 무죄책감, 무감동, 냉담, 자극추구, 충동성, 무책임)과 범죄 유형(절
도, 폭행, 강도, 도로교통법 위반)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범죄(예를 들어, 절도)에 연
루되었을 때 “0”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고,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를 “1”로 놓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절도, 폭행에서는 Hosmer와 Lemeshow 적합도 지수가 .220(절도), .718(폭행)로 나와서
절도와 비절도, 폭행과 비폭행으로 나누는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지만 싸이코패
스 하위 특성 9개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싸이코패스의 하위 특성으
로서 절도와 비절도 또는 폭행과 비폭행 범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강도죄
의 경우, Hosmer와 Lemeshow 적합도 지수가 .892(강도)로서 이를 분류하는 모형은 적절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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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강도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B

S. 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부정직

.905

.436

4.305

1

.038

2.471

자기과시

.012

.186

.004

1

.947

1.013

거짓말

.345

.277

1.542

1

.214

1.411

조종

-.360

.345

1.092

1

.296

.697

무책임감

.212

.352

.364

1

.546

1.237

무감동

-.130

.290

.200

1

.655

.878

냉담

.220

.304

.524

1

.469

1.246

자극추구

-.105

.247

.181

1

.671

.900

충동성

-.083

.229

.131

1

.717

.920

무책임

.257

.201

1.627

1

.202

1.293

절도, 폭행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다시 말해 <표 4>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하위 특성 9가지 중 부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8가지 특성이 강도죄와 비강도죄를
구분하는 요인으로 유의한 가치를 보여주지 못 하였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수련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청소년과 사법 기관에 연루된 범죄 청소년을 대상
으로 두 집단의 특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하위 특성
에 따라 범죄 유형을 예측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면 먼저, 일반 청소년과 범죄 청소년간의 차이
에서 개인 변인에서는 미래시간전망을 제외하고 자기 효능감, 비행, 싸이코패스 특징에서 일반
청소년 집단과 범죄 청소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범죄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비행과 싸이코패스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존 연구(예를 들어, 강태신 등, 2008 등)와 동일한 결과라 하겠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곽금주와 김연수(2008)는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성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반
항적, 거짓말, 속임수, 법이나 규칙 위반을 반복하는 등 반사회적인 경향성을 지적하고 있어, 일
반 청소년에 비해 범죄 청소년에게서 싸이코패스 경향이 높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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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대와는 달리 자기 효능감의 경우에서도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범죄 청소년 집단에게
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윤옥경(2008)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
다. 즉 범죄 청소년 집단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 비해 학업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자기 효능감은
떨어질지 모르나 비행과 같은 적극적인 결단에 의한 통제감, 그리고 비행을 통한 성취감은 일반
청소년보다 비행 청소년들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한편, 미래시간전망의 경우, 범죄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태신과 임영식(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범죄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 모두 낮은 수준의 미래시간전망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범죄 청소년이나 일반 청소년 집단 모두 자신의 장기적인 미
래에 대해 생각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의 현실에 더 많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하
겠다. 낮은 미래시간전망(예를 들어, 차정은 등, 2007; 김혜래 등, 2007)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진로, 일탈, 비행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미래
시간전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범죄 연루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비행, 싸이코패스 특성, 친구지
지, 교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비행 경험이 많고, 싸이코패
스 경향이 강하며, 친구 지지가 높으며, 교사 지지가 낮을수록 범죄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예를 들어, 문미란, 1997 등)와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 범죄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자원으로서의 친구의 지지가 높으면 비행은 감소하지만(한미현과 유안진, 1996), 비행 또래집단
이 만드는 하위문화에서의 지지는 비행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예를 들어, 김
상원, 2007 등)를 감안할 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의 범죄행동 연루
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싸이코패스 특성이었으며, 싸이코패스 특성의 예측력은
다른 어떤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절도, 폭행, 강도죄와 같이 일반적인
청소년의 일탈 행위보다 정도가 심한 범죄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싸이코패스 특성이 유
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김동민과 박현진(2005)은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특징으로 일반 청소년의 비해서 죄의식, 공감, 사랑 또는 사회적 수용과
같은 사회적 정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부정적 삶의 경험과 사회적 박탈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정서와 경험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소
년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요인들 중 한 가지 요인인 싸
이코패스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싸이코패스 하위 특징(부정직 매력, 자기과시, 거짓말, 조종, 무죄책감, 무
감동, 냉담, 자극추구, 충동성, 무책임)과 범죄 유형(절도, 폭행, 강도, 도로교통법 위반)의 관련성
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하위특성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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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직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하위 특성에 따라 범죄 유형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소년 싸이코패스의 9가지 하위 특성의 정도에 따라 특정
범죄행동에 연루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싸이코패스 성향을 9개 하
위 특성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각각의 성향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된 개념이라는 김재경(2006)
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김동민과 박현진(2005)의 연구에 의하면 싸이코패스 특
성을 대인, 정서, 행동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Hare(2003)는 이러한 구분을 4요인 즉, 대
인관계 요인, 정서요인, 생활방식요인, 반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애초에 싸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더 적절함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싸이코패스에 대한 개념 정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분 짓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범죄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영향력
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싸이코패스 성향은 한 가지 범죄 유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범
죄와 중복됨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으
로 단순한 지필식 설문지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응답자(특히 청소년의 경우)
들이 자신의 범죄나 비행에 대해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고 검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소요와 높은 비용
문제로 연구에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되지만(예를 들어, 곽금주 등, 2008), Psychopathy Checklist:
Youth Version(PCL-YV; Forth, Kosson, & Hare, 2002)과 같은 반구조화된 면접지의 사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두 번째 한계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범죄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선택한 싸이코패스 특
성, 자기효능감, 미래시간전망, 학교 참여,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요인 이외에 범죄 행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예측 요인을 선택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언급하고 근거로 삼았지만,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범죄 청소년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 연구 대상자는 분류심사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로서 아직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 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
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법률적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법적 결
정이 내려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를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아닌 법을 위반하는 보다 심각한 청소년의 범죄
행동을 예측하는데 청소년 싸이코패스 특성이 유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 범죄를 설명할 때 임상적인 용어인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보다는 싸이코패스
특성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최근의 연구들(예를 들어, Keith et al, 2003; 곽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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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8)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아직까지
는 조금 생소한 청소년 싸이코패스 개념이 청소년 비행, 일탈, 범죄 등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보다 활발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는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대개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법을 위반하여 분류심사원에서 있는 청
소년(비록 명확한 심판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이해
하는데 보다 실제적이었다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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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 Offending

Kang, Tae shin

Lim, Young Sik
Chung 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 offend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1 adolesc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self-efficacy, delinquency and psychopathic trait have
a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ormal adolescents and juvenile offenders except future time perspective.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 offending related psychopathic trait, delinquency, friend support and
teacher support. Correlation between offending type and psychopathic trait were no most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offending type and psychopath subtype elements. But adolescents by suspend burglar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to dishonesty of psychopath subtype elements. With the result of this study as
described above, These facts suggested that it have more fitly general psychopath level and correlation of
offending than relation to specific offending type on psychopath subtype elements
Key words : Adolescent, Psychopath, Offending,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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