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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The effect of personality trait and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o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for middle school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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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ore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adolescents’ personality traits as well as the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on their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in the path of their effects o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for middle school student.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f 558 male and female
adolescents–1st, 2nd and 3rd graders–in two middle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Korea. We used SPSS 21.0 and
Mplus 7.0 to analyze the surveys, an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self-esteem served as a partial mediation while
there was the effect of self-directedness, with the sub-factor of personality trait, o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the
effect of cooperativeness, another sub-factor of personality trait, o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with their peer
relationship skills being significant. Meanwhile, the effect of cooperativeness on self-esteem was not significant. Second,
the effect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on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skills showed a positive significance
while the effect of self-esteem o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showed significance. Meanwhile, the direct effect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o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was not significant. Such results demonstrated that
only self-esteem was a mediating variable among the impacts of personality trait and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o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ies for middle school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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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기로 부모와의 관
계에서 아동기 때 가졌던 관계와는 다르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초기 청소년기로 급격한
생물학적, 신체적,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에 있고 인지영역에서 아동기와는
다른 발달단계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아동기까지의 부모-자녀관계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청소년기는 그들의 생활공간이 가정을 넘어 학교, 또래, 사회 등으로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과 성향이 다른 집단 및 가치와 갈등하게 된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family processes)은 자녀들의 인지, 정서, 행동적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가정환경은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의 분위기,
언어모형 등과 같은 가족과 자녀의 상호작용의 환경을 의미한다(허윤석, 최소영, 손원숙,
2012). 그러므로 심리적 가정환경은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가 스트레스 요인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제공해주는 보호적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Forehand, Biggar, & Kotchick, 1998; Unger,
McLeod, Brown, & Tressell, 2000). 가족환경과 심리적 적응 사이의 관계는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Symbolic Interactionism Theory: SIT)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다(Charon, 1989; Sbicigo &
Dell'Aglio, 2012).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의하면 개인의 자기평가는 중요한 사람들(부모)로

부터 받은 적절한 반응의 결과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지지적인 가족들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들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피드백의 근원이 될 수 있고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Sbicigo & Dell'Aglio, 2012). 이런 결과는 청
소년기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심리적 가정환경과의 밀
접한 관계를 암시해주고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력은 한 개인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효과적이거나
적응적인 대처반응을 확인하고 찾아내려고 시도하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을 말한다
(D'Zurilla, 1986; D'Zurilla & Nezu, 1982; D'Zurilla & Nezu, 1990).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Barbarasch, 1997)에서 자녀를 존중하는 양육방식을 보여주는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을 주는 것뿐만 아
니라 자녀들이 그들의 문제해결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강력한 모델의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의사결정의 근거를 자녀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해결력은 심리적 가정환경 변인인 부모의
양육방식 안에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코냐(Konya)에 있는 각기 다른 3개의 공립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청소년들
의 문제해결력 수준과 따돌림 관련 행동 사이에 부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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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력의 결핍은 따돌림 관련 행동들을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위험요인들 중 하나로
드러났다(Gofin, Palti, & Gordon, 2002). 이 연구는 따돌리는 가해학생들과 피해학생들 모두
낮은 수준의 문제해결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특히 남학생들은 문제해결방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돌림 관련행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Atik & Kemer, 2008; Cinkir &
Karaman-Kepenekci, 2006). 그러므로 문제해결력은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이 습득해야할 주된 발달과제 중의 하나이며, 개인과 집단들이 환경에 적극
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Deniz & Ersoy, 2016). 이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함양은 또래관계에서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환경에 적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 우울증 연구치료는 임상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들을 표본으로 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력,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경향성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밝혀냈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치료계획에서 청소년이 지닌 사회적 문제해결력 수준과 그들의 관점을 인지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Becker-Weidman, Jacobs, Reinecke, Silva, & March, 2010). 또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또래관계기술 하위 요인과 유사개념인 공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연구(Siu & Shek, 2005)는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또래관계기술 사이
의 관련성을 시사한다. 또한 또래관계에서 유아가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전략
은 명령, 제안, 기술/설명의 순서로 나타났다(이지영, 1996).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로 아
버지 특성의 하위 요인 중 폭력성은 또래관계기술에 부정적으로, 멘토성은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박미순, 김현숙, 2015)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모인 아버지의 심리
적인 역할이 자녀의 또래관계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 아동이 가
족을 건강하다고 지각하면 또래관계기술의 하위변인인 주도성을 많이 사용한다는 안지선의
연구(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기술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낸 연구(이은주, 2013)는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 변인과 유사한 부모와
의 애착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기술에 중요한 변인임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기에 또래관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래관계기술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아와 아동을 대
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또래관계기술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또래관계기술과 관련
성 있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회과학자들은 청소년기에 가족들과 또래의 중요성이 청소년기 행동에 있어서 그들의
상대적인 영향들을 논의해오고 있다(Williams & Anthony, 2015).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사회구조 안에서 가장 지지적인 구성요인 중 하나이고, 가족 내에서 청소년의 역할은 아동
기의 역할보다 더 성숙해야만 한다. 그러나 가족이 주로 권위적이거나 부모들이 그들의 청
소년 자녀들을 또래와 사회적 압박감에 노출시키는 것을 주저한다면, 청소년들은 성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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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어렵게 된다(Thornburg, 1982). 즉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경험해야 할 사회적 압박
감을 지켜보지 않고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거나 보호하려고만 한다면 청소년 자녀들의 심리
적 성장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오현숙과 민병배(2008)는 독일과 한국 청소년의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들
의 상호독립적 자기관에 해당되는 자율성이 독일 청소년에 비해 낮았고, 상호의존적 자기
관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대감 또한 독일 청소년들보다 낮은 가능성을 보고 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살면서 자신의 미래와 사회에 대해
서 독일의 청소년에 비해 불안전하고 불투명하게 지각하고 그로 인해 불안한 심리사회적
상황으로 인한 불안 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된다. 특히 독일청소년들은 한국의 경우보다 훨
씬 이른 아동기에 진로 방향이 결정되며 청소년기에는 진로 방향에 맞는 실습과 사회체험
을 통해 자기 발달을 위해 보다 안정된 시기를 보낸다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격특성 하위 요인인 자율성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연대감은 자신을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또래와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은 또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율
성을 확립하고 또래들과 관련된 문제를 잘 다뤄야만 한다(Allen & Loeb, 2015).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기질유형을 지니고 태어나고, 기질유형이 어떠한가, 개인이 어떤
환경적인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성격발달 양상은 달라진다.
청소년기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자신의 고유성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이 어떤 사
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진다. 특히 성적 성숙도는 청소년들의 성격이나 사회성 및 발
달과업 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순형, 성미애, 2012).
Cloninger(2004)에 의하면 성격의 성숙은 이기성의 극복이며 이타성의 확장이고 자기의 초

월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자기중심성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단계로의 과정이 성격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Koruklu(2015)의 연구는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이 사
회적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아울러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사
회적 문제해결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내리는 평가이면서 아울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Hesari와 Hejazi(2011)에 의하면 Lochman과 Lampron(1986)은 공격적인 소년과 비공격적인 소

년들의 자아존중감 비교 연구결과 공격적인 소년들은 현저하게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Kernis, Grannemann과 Barclay(1989)는 안정적이며 높은 자아존중
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낮은 수준의 분노,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와

- 4 -

이정숙․한호순 /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공격적인 행동과 분노, 적대감과 같은 요인에 영향
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 이외에 청소년기 심리적 가정환경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에 영향을 미치고(배우진, 200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쳤
다(강민정, 1999). 또 아동과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안정적일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높아
지고(오인숙, 2010),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아버지가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해줄수록 사
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증가하였다(박은영, 2014).
이와 같이 청소년기 사회적 문제해결력은 성격특성과 심리적 가정환경, 또래관계기술, 자
아존중감과 관련이 있고, 실제 임상현장에서도 또래관계의 어려움이나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비롯된 심각한 부적응을 해결하고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한 후 상담실에
의뢰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청소년기 발달 특성상 사회적 문제
해결력의 함양이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매우 소홀한 실정이다.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치료현장에서 겉으로 드러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청소년
이 지각한 심리적 가정환경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진혜원, 2004),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장연심, 조아미, 2007)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둔 기존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
결력이 그 과정과 상황을 통해 개인의 적응력을 예측한다는 Samadi와 Sohrabi(2016)의 연구결
과를 근거로 사회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 간의 문제, 가족 외에 더 포괄적인 집단 간의 문제는 모두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
결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형성된다(정주희, 이지혜,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또래관계를 매개로 청소년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들(민
선옥, 강영숙, 2015)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격특성 및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
회적 문제해결력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변인이
라는 가설을 세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관련 변인인 청소년의 성격
특성,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존중감, 또래관계기술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갈등은 초기 청소년의 시작과 더불어 증가한다는 연구(Weng & Montemayor, 1997)
와 중학생 시기는 발달에 있어서 또래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연구(Gallagher,
Huth-Bocks, & Schmitt, 2015) 결과에 기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향후 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청소년들은 물론 청소년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들을 위한 치
료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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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성격특성(자율성, 연대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 효과
와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아
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을 매개로 미치는 간접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위치한 D교회 주일학교 중학생 1∼3학년 남․여
학생들에게 질문지와 동의서, 설명서 등을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동의서와 함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의 질문지만 회수하였고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별 다른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다.
본 조사는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N중학교 1∼3학년 남․여 학생 300명, 경기도 안산시
에 위치한 I중학교 1∼3학년 남․여 학생 390명, 총 69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동의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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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등을 예비조사와 동일하게 배부하였다.
이 중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온 학생들의 질문지만 총 658부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법정대리인 서명이 없는 자료 100부를 제외한 55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체 대상자 558명 중 남학생이 272명(48.7%), 여학생이 286명(51.3%)이었고,
남․여의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학년 빈도에서는 중학교 1학년 202명(36.2%), 2학
년 189명(33.9%), 3학년 167명(29.9%) 순으로 참여했고, 1학년 학생이 가장 많았고 3학년 학
생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측정도구
1) 기질 및 성격검사

청소년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Cloninger의 심리생물학적 인성모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기질 및 성격검사 TCI(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Cloninger, Przybeck, Svrakic, &
Wetzel, 1994)의 청소년용(Junior Temperament and Character Inventory 12∼18세 이하: JTCI)을

사용하였다.
JTCI는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2007)이 독일어판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표준화하여 12세에

서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사용하는 척도이다.
기질 및 성격검사는 인성을 이루는 두 개의 큰 구조로서 기질과 성격을 구분하여 측정하
였다. 즉, 4개의 기질차원 척도와 3개의 성격차원 척도로 구성되었다. 성격차원의 3개 척도
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3개의 성격검사
의 하위 요인 중에서 자율성, 연대감 척도만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자율성(14문항) 척도는
자신을 ‘자율적 개인’으로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연대감(14문항) 척도는 타
인에 대한 수용능력 및 타인과의 동일시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하며 자기초월(10문항)
척도는 우주만물과 자연을 수용하고 동일시하며 이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능력에서의 개인
차를 말한다. 이 척도는 “그렇지 않다” 0점에서부터 “그렇다” 3점까지 Likert 4점 척도로 측
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해당 성격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값에 의
한 본 척도의 신뢰도는 자율성 요인은 .70, 연대감 요인은 .82이다.
2) 심리적 가정환경 척도

본 척도는 학생들이 부모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Vazsonyi, Hibbert
와 Snider(2003)의 The Adolescent Family Process(AFP) 척도를 안도희, 김지아와 황숙영(2005)이
번안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김은경(2010)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AFP는 총 25문항 6개 하위 요인(친밀성, 지지, 감독, 의사소통, 갈등, 승인)으로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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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친밀성 문항(예: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다), 지지 문항(예: 나의
부모님은 때때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꾸중 하신다), 감독 문항(예: 부모님은 내가 외출
할 때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는지 아신다), 의사소통 문항(예: 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부
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갈등 문항(예: 나는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 승인 문항(예: 부
모님은 나의 이성 친구를 인정해 주신다) 등의 문항들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
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 척
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74이다.
3) 자아존중감 척도

본 척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였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김효숙(2012)이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이 자아존중감은 단일차원의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자아존중감 척도를 잠재
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문항합산(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
분하였다.
Little, Cunningham, Shahar와 Widama.(2002)의 제안에 따라 item-to-construct balance 방법을

적용하여, 우선 자아존중감 10개의 문항을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 순으로 나열한 다음
요인 부하량을 균형적으로 맞추어 세 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를 구성하였다. 자아존중
감 1의 문항(예: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자아존중감 2의 문항(예: 나에게
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아존중감 3의 문항(예: 나는 나 자신에게 아주 만족하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
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며, 하위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자아존중감 1은 .71, 자아존중감 2는 .72, 자아존중감 3은 .67이다.
4) 또래관계기술 척도

아동과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양윤란과 오경자(2005)가 초등
학교 4∼6학년 학생과 중학교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지원(2009)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또래 사이에서 주
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행동인 주도성(9문항)과 또래를 도와주거나 물건 공유하거나 규칙을
따르거나 또래의 감정에 관심을 보이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인 협동/공감(10문
항)의 하위 영역으로 되어있다(송연주, 2015). 즉 주도성 문항의 경우(예: 농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준다)가 있고, 협동/공감 문항(예: 다른 아이들에게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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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아껴서 사용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74∼.81이
었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며,

“전혀 없었다”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 4

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양성
윤, 2012). 본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며, 하위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주도성 .84이고, 협동/공감 .84이다.
5) 사회적 문제해결력 척도

사회적 문제해결력 척도(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 SPSI)는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바람,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처리 방식에 대한 가치평가를 측정하는 자기 보
고형 질문지로 D'Zurilla와 Nezu(1990)가 고안한 것을 김영미(1995)이 번안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김은경(2010)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재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 정
서, 행동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문항(예: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정서 문항(예: 문제를 해결할 때는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한다), 행동
문항(예: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친다) 등의 내용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고안되었으며 계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
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 하위 요인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인지 .70, 정서 .88,
행동 .81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및 Mplus 7.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SPSS 21.0을 이용하여 주요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정상성 가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고, 주요 변인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성격특성(자율성, 연대감)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
해결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Mplus 7.0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은 단일요인 척도이기 때문에 문항합산(item parceling)
을 실시한 이후 3개의 측정변인(자존1, 자존2, 자존3)을 생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Little et
al., 2002). 연구자가 설정한 매개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모수치 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법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고,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 Anderson & Gerbing, 1988)

에 따라 측정모형을 먼저 검증한 이후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성격
특성, 심리적 가정환경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Shrout & Bolg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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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변인들(성격특성,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존중감, 또래관계기술, 사
회적 문제해결력) 간 관련성과 기술통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그
리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1)
<표 1>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N = 558)
변인
자율성

자율성

연대감

심리적

자아

또래관계

사회적

가정환경

존중감

기술

문제해결력

1
***

1

연대감

.38

심리적 가정환경

.32

자아존중감

.65

또래관계기술

.33

사회적 문제해결력

.63

.40

.34

.59

.30

평균

1.56

1.91

3.58

3.54

2.91

3.16

표준편차

.40

.37

.53

.72

.44

.58

왜도

.01

-.25

-.20

-.13

.01

.10

첨도

.33

.56

.00

-.10

.09

-.29

***
***
***
***

1

***

.32

***

***

.37

.50

***

***

.50

.45

***

***

1
***

.43

***

1
***

1

***

p<.001.

※ 성격(자율성, 연대감): 0∼3점: 4점 척도
※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존중감, 사회적 문제해결력: 1∼5점: 5점 척도
※ 또래관계기술: 1∼4점: 4점 척도

분석 결과, 연구에 이용된 모든 변인들의 전체 점수 및 측정변인들은 왜도가 ±2, 첨도가
±7을 넘지 않아서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West, Finch, & Curran, 1995). 변인들의 전체

점수들 간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변인들 간 상관이 정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 지면 관계상 측정변인들 간 전체 상관분석 결과는 여기에서 생략한다. 관심 있는 독자는 저자에게 이메
일을 통해 상관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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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우선 측정모형을 통해 잠재변인을 측정변인들이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이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합도 지수로 TLI, CFI, SRMR, RMSEA를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의 기준은 TLI와
CFI는 .90 이상, RMSEA 값은 .06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reasonable) 모형,
.10을 넘으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하였다(홍세희, 2000).

우선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TLI가 .870, CFI .901, RMSEA는 .095로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부하량이 .5 이하인 심리적 가정환경의 측정변인인
지지(.37)와 갈등(.50)을 제거한 수정모형을 설정하였고, 분석한 결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64, N=558)=220.061, p<.001; TLI=.947; CFI=.963;
RMSEA=.066(90% 신뢰구간=.057-.076). 따라서 이후 검증에서는 수정된 측정모형을 기반으

로 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과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
하였다.
<표 2> 측정모형과 수정된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RMSEA



df

p

TLI

CFI

RMSEA

측정모형

552.404

91

.000

.870

.901

.095

.088 - .103

수정된 측정모형

220.061

64

.000

.947

.963

.066

.057 - .076

90% 신뢰구간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변수

심리적 가정환경

자아존중감

또래관계기술

사회적 문제해결력

측정변수

B

친밀성

1.000

S.E.


.796

감독

***

.887

.067

.587

의사소통

1.398***

.079

.811

***

.062

.537

승인

.740

자존1

1.000

자존2

.036

.881

***

.033

.859

1.027

자존3

.882

협동

1.000
***

주도성

1.280

인지

1.000

.820
.805

.073

.932

.061

.83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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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777

행동

p<.001.

.527

***

정서

***

.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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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측정모형과 모형에서 나타난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은 그림 2와
표 3에서 제시하였다. 확인 결과, 잠재변인들에 대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527～.9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그림 2] 측정모형
*

p<.001.

주. 모든 측정변인의 오차항은 생략하였고, 그림에서 나타난 회귀계수는 모두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2)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인 청소년의 성격특성(자율성, 연대감)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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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을 거쳐 사회적 문제해결력으로 가는 간접경로들과 청소년의 성
격특성(자율성, 연대감)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으로 가는 직접경로들이 포
함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수정된 측정모형을 통해서 수정된 측정변인들을 이용해
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조모형



df

p

TLI

CFI

RMSEA

230.699

65

.000

.944

.960

.068

RMSEA
90% 신뢰구간
.058 - .077

분석 결과, 우선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TLI와 CFI는 .90 이상, RMSEA
이 .10 이하로 나타나 설정한 연구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5, N=558)
=230.699, p<.001; TLI=.944; CFI=.960; RMSEA=.068(90% 신뢰구간=.058-.077).

다음으로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표준화 경로계수의 경로도와 경로들의 경로계수 크기 및 이
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는 그림 3와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3]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p<.05,

***

p<.001.

주. 오차항은 생략하였으며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회귀계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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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및 유의도 검증
S.E.



t

1.017

.070

.568

14.542***

자율성

→ 자아존중감

자율성

→ 또래관계기술

.071

.037

.092

1.891

자율성

→ 사회적 문제해결력

.398

.059

.389

6.715***

연대감

→ 자아존중감

.146

.075

.076

1.936

연대감

→ 또래관계기술

.364

.048

.443

7.587***

연대감

→ 사회적 문제해결력

.174

.074

.159

2.362*

심리적 가정환경 → 자아존중감

.446

.083

.312

5.398***

심리적 가정환경 → 또래관계기술

.324

.051

.527

6.337***

-.014

.067

-.017

-.212

심리적 가정환경 → 사회적 문제해결

*

B

자아존중감

→ 사회적 문제해결력

.196

.038

.343

5.179***

또래관계기술

→ 사회적 문제해결력

-.067

.157

-.050

-.426

자율성

↔ 연대감

.056

.007

.384

8.002***

자율성

↔ 심리적 가정환경

.046

.010

.235

4.740***

연대감

↔ 심리적 가정환경

.057

.009

.309

6.152***

p<.05,

***

p<.001.

우선 청소년의 성격특성 중 자율성이 자아존중감(  =.568, p<.001)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389, p<.001)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율성이 또래관계기술에 미치
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성격특성 중 연대감이 또래관계기술(  =.443, p<.001)과 사회적 문제해
결력(  =.159, p<.05)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연대감 이 높을수록 또래관
계기술과 사회적 문제해결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대감이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심리적 가정환경은 자아존중감(  =.312, p<.001)과 또래관계기술(  =.527, p<.001)에 미치
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심리적 가정환경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
은 높아지고 또래관계기술은 긍정적이 된다. 반면,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력(  =.343, p<.001)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유의
하였다. 즉,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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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반면, 또래관계기술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3) 매개효과 유의성 분석

청소년의 성격특성(자율성, 연대감)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과의 관계에
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이 방
법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95% 신뢰구간
을 구해서, 그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sobel
검증을 통한 매개효과 추정시 발생하는 정상분포 가정의 위배 가능성의 영향을 받지 않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hrout & Bolger, 2002).
우선 자율성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사회적 문제해결력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 (B=.200, 95% Bias-corrected CI=.128～.283). 즉,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사
회적 문제해결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성격특성(자율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를 하고 있다.
다음으로 심리적 가정환경이 자아존중감을 거쳐서 사회적 문제해결력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088, 95% Bias-corrected CI=.048～.143). 즉, 심리적 가정환경이 긍
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
라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이 완전매
개를 하고 있다.
반면, 자율성과 연대감, 심리적 가정환경이 또래관계기술을 거쳐 사회적 문제해결력으로
<표 6> 매개(간접)효과들의 부트스트래핑 결과
부트스트렙

경로

추정치

95% 신뢰구간
SE

(Bias-corrected bootstrap)
하한

상한

자율성 → 자아존중감 → 사회적 문제해결력

.200

.040

.128

.283

자율성 → 또래관계기술 → 사회적 문제해결력

-.005

.013

-.043

.012

연대감 → 자아존중감 → 사회적 문제해결력

.029

.016

.000

.065

연대감 → 또래관계기술 → 사회적 문제해결력

-.024

.057

-.152

.076

심리적 가정환경 → 자아존중감 → 사회적 문제해결력

.088

.024

.048

.143

심리적 가정환경 → 또래관계기술 → 사회적 문제해결력

-.022

.053

-.142

.070

주. 부트스트렙 표집은 5,000번, 부트스트렙 수정치는 비표준화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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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경로들과 연대감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사회적 문제해결력으로 가는 경로의 경우에는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격특성과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특성의 하위 요인인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력도 높아진다. 이는 청소년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형편
에 맞게 통제, 조절, 적응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는 자율성을 가진 청소년의 자아존중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특성과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해결력에도 간접적
인 영향을 미쳤다는 Koruklu(2015)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이들이
더 자율적이고 내부적인 통제 성향을 가졌다는 연구(Coopersmith, 1967), 대학생 남녀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자율성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Dickstein & Hardy, 1979). 즉,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은 자율성이 더 높고, 긍정적

인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였고,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학생 집단에서는 나쁜 행동들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보경과 민병배(2006)의 연구에 의하면, 자율성이 낮은 청소년이
우울에 있어서 취약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율성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개
념이 부정적이며 자신의 한계나 책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책하거나 외부 환경 및 대상
을 원망하는 낮은 자율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자율성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과 관
련된 변인임을 밝혔고, 이에 따라 임상치료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제공될 것으로 사료된다.
성격특성의 하위 요인인 연대감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기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문제해결력은 높아졌다. 이는 연대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이타
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연대감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연대감이 사
회적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기술은 매개효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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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을 추론하는데 있어서 먼저 연대감의 개념과 자아존중
감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대감이란 인류 혹은 사회의 통합적 한 부분으로 자신
을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것이고,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부모)의 적절한 반
응의 결과로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이런 두 변인의 개념적
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연대감이 자아존중감으로 가는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성, SNS 활성화로 인한 개인주의 선호 현상, 그리
고 성취주의적인 우리교육의 현실에서 그 원인을 추론해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
이 속해 있는 학교현장이나 사회현실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연대감보다는 개인적인 성취부분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휴대폰을 과다 사
용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 및 조절력이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를 더 선호하는 성격특성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정지혜, 2011). 또 호주의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연대감은 따돌림 행동을 하거나 따돌림을 당하
는 것에 높게 개입되어 있다는 연구(Rigby, Cox, & Black, 1997)와 대상은 다르지만 유아의
성격과 또래 괴롭힘 참여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연대감이 또래관계 형성에 예측변인
이라는 선행연구가 있다(방미선, 2015). 이런 선행연구 결과들은 연대감이 높을수록 또래관
계기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하영(2011)은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에 연대감이 예측변인임을 밝히
고 있고, 김용례(2010)의 연구에서도 연대감이 증가할수록 폭력비행 경험이 감소한다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를 통해 최근 임상현장에서
흔히 만나는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
대감 차원에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교폭력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면 청소년들이 자신을 사회의 통
합적인 한 부분으로 동일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심리적 가정환경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 또래관계기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권위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어머니와 아동 사이에 긍정적
인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증가한다는 연구(Dehart, Pelham, & Ennen,
2006),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는 연구(정계련,
2008),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관계도 긍정적으로 나타

난다는 황효진(2013)의 연구결과는 심리적 가정환경이 긍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
고, 또래관계기술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또 중국 아동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긍정적인 가정환경이 아이들에게 이타적인 성향을 증가시킨다는 결
과를 보고하고 있다(Ma, 2003). 반면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직접
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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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 변인만 완전매개 하였고, 또래관계기술은 매개하지 않았
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심리적 가정환경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며, 또 자신의 일상적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심리적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 정보가 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 중에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심리적 가정환경이 사회적 문제해결
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유림과 강지현(2014)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문제해결력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모애
착이 중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낸 연구(이정수,
2006)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변인임을 나타냈다(문두식, 최은실, 2015).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
이 사회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임을 규명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기 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나 연구
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치우칠 가능이 있다. 다음 연구에서는 부모의 보고, 심층면담, 교사
의 보고 등 다양한 측정방법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는 다양한 변인과 함께 연대감과 또래관계기술을 살펴보았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성격특성
하위 요인인 연대감과 매개변인인 또래관계기술 두 변인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후속연구
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격특성의 하위 요인
인 연대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청소년기에 서로 협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한 교육의 중
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교육이나 치료현장에서 연대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
램 개발의 시급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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