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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비행행동경험자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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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들의 학
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비행행동경험자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4차년 자료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비행
행동 경험자 425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째,비행행
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감독, 애정, 합리
적 설명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부모
양육태도의 과잉기대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비행
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하는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청소년 자아탄
력성의 대인관계와 활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는 청소년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와 활
력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기심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
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행동,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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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기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을 영위하는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속한다. 청소년은 건전하고 바람직하
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부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
다.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겪는 역할의 변화, 입시 위주의 교육, 사춘기에 따른
정서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탈 및 비행행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
은 정서적 불안에 따른 일탈 및 비행행동은 부모, 학교생활, 친구,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일
탈 및 비행으로 상담을 지원한 현황은 약 427,998건으로 초등학생이 91,311건,
중학생이 130,832건, 고등학생이 86,934건으로 중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일탈 및 비행행동은 청소년기 초반에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청, 2015). 이에 따라 청소년기가 시작되는 초반기인 중학교 시기는 정서적 불
안이 많은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심리적 특성인 독립성과 의존성이 공존하여 한편으로는 부모로
부터 독립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여 안
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김정희·안귀여루,
2013).
부모양육태도란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태도를 의미하며, 자녀의 모든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는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이경민, 2005, p2).
이러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측정은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평가보다
는 자녀가 지각하고 수용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곽수란(2006)은 부모가 평소 심하게 간섭하지 않고 애정으로
지원해 줄 때 청소년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더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가 자율적이며 수용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타율적이며 거부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 보다 학교생활
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14 ; 최효임 외, 2004). 정은진
(2002)은 부모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민주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격려를 많이
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매우 적응력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관계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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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에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력이 높았다고 밝혔다
(정은진, 2002, p26).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높고 자율적이고 수용적일
수록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순용, 2006).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분류형태는 다르
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경민, 2010).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청소년에게 삶의 만족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
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보여진다.
신정희(2007)는 자아탄력성이란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주위환경
이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내적 스트레스, 외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유
연성 있게 대응하는 능력이다(신정희, 2007). 즉 자아탄력성은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 부딪칠 경우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여
이전의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대인관계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서 설명력이 높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에 속하는 대인관계는 활력성과 낙관성이 결합했을 때 학교생활 적응
력의 설명력이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김민정, 2005). 이예승(2004)은 학교에
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일지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 있다.
Danielsen(2009)은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킴으로써 자신과 학교환경
간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김현주,
2014). 이경상(2011)은 학교생활 적응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교규칙, 다른
학생과의 관계, 학업 등에 대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도록 자신을 순응하며,
변화시키거나 혹은 불합리한 일부의 규범, 타인과의 상호작용 등 학교환경에
자신을 적응시켜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학교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이경상, 2011). 이는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활동
에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원만한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유지하
면서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요
인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일반 청소년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
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행동경험이 있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비행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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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
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Ⅱ 이론적 배경
청소년 비행행동
청소년 비행의 사전적 의미는 청소년이 사회적 행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
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사회적 행동과 연관되어 있는 청
소년 비행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 행위, 부모의 보호와 감독을 벗어난 행
위, 무단가출하는 행위, 불량한 친구를 사기는 행위, 유해한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도박, 성폭력, 무단결석, 타인을 해롭게 하는 행위 등 청소년에게 금지되
어 있는 행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교육심리학용어사전, 2000). 비행에 대한
학술적 정의를 살펴보면, 타판(Tappan, 1990)은 미래의 사회적 행위에 위배되
는 행위를 할 위험을 나타내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여 문제행동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아동복지법에서 비행은 불량행위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정재희(2009)는 비행행동이란 일반적인 범죄 행위, 부모의 보호와 감독을 벗
어난 행위, 무단결석, 무단가출, 불량교우, 유해한 장소에 출입, 도박, 성폭행,
상습적인 학업태만,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행위, 소년으로서 금지되어
있는 일련”의 행위 등을 뜻한다(정재희, 2009).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행유형을 비범죄형과 범죄
형으로 구분하였다. 즉 비범죄형 비행은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따돌림,
성관계 등을 청소년으로서 지위에 맞지 않은 행동으로, 범죄형 비행은 패싸움,
폭행, 협박, 성폭행 등 사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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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
1) 학교생활 적응
Danielsen(2009)은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학교를 변화시키고, 학교환경에 자신을 적응시킴으로써 학교환경과 자신
간에 평형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김현주,
2014). 이에 따르면 긍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스트레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학교생활과 자신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
하는 것을 말한다(현주, 차정은, 김태은, 2006).

Bierman(1994)은 학교생활 적

응이란 고정된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역동적 과정을
의미하며, 부적응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실패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잘 적응시켜서 학습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
고 학교의 교칙을 준수하면서 친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학교생활을 잘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상(2011)은 학교생활 적응이란 청소년들이 학교
에서 학교규칙, 다른 학생과의 관계, 학업 등에 대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
도록 자신을 순응하여 변화시키거나, 혹은 불합리한 일부의 규범, 타인과의 상
호작용 등 학교환경을 자신을 적응시켜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학교생
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라는 테두
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원만
한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유지하여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
하며,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으로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2)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 적응
Becker(1964)는 양육태도라는 것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
어서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척도를 의미하며,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정서와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기성진, 2012 재인용). 이경민(2005)은 부모양육태도란 보호자가 자녀를 양
육하는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부모의 태도를 의미하며, 자녀의 모든 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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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는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이경민, 2005, p2). 이러한 부모양육태도의 측정은 실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녀가 지각하고 수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를 조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
이 이루어졌다(김현주, 2014; 기성진, 2012; 문은식, 2012). 이들 연구결과는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경우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잘 적
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주, 2014; 기성진, 2012; 조윤숙 외, 2006).
송운용 외 (2006)은 부모가 평소 심하게 간섭하지 않고 애정으로 지원해 줄
때 청소년은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면서 학교생활 적응이 더 높아졌다고
하였으며 부모양육태도가 자율적이며 수용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타율
적이며 거부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김현주, 2014 ; 최효임 외, 2004).
정은진(2002)은 부모양육태도가 합리적인 방법인 애정적, 민주적으로 격려를
많이 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매우 높은 적응력을 나타냈으며, 특히 교사관계
나 교우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므로 학교수업에 대한 적응력이 높았다고 밝혔
다(정은진, 2002, p26).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관계가 높고 자율적이고 수용적
일수록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순용, 2006).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민주적, 자율적, 애정적, 수용적, 긍정적일
수록 학교생활에 적응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자신을 감독하고, 관
심을 가지는 것을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기성
진, 2012 ; 이재성 외, 2012).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가 민주적으로 애정을 주고, 합리
적으로 설명하는 민주적 방법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플러스적 영향을
주며, 비민주적으로 과잉간섭, 과잉기대, 비일관성으로 양육하는 태도는 학교생
활 적응에 마이너스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춘 외, 2012).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고 간섭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은 학교생활 적응에 마이너스 영향
을 준다(권용준 외, 201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은희(2005)는 부모양육태도가
거부적, 엄격함, 과잉기대, 비일관성일수록, 또는 부모가 정서적, 신체적 구박을
할수록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은희, 2005, p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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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긍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
는 변인으로 작용하지만,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장애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남영자 외, 2009).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는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가 학교적응력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
년 또는 문제행동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을 애상으로 하였
으며,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하여
양육태도에 따른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연구하
고자 한다.

3)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적응
Block & Block(1980)은 ‘자아탄력성’이란 변화되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요구에 대해 특히 실패하거나, 스트레스를 일어나게 하는 상황에 부딪치는 경
우에 경직되기보다는 여유 있게 대처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는 “환경이 요구
하는 특징적인 기능으로서 자아통제를 조절하는 개인의 생기발랄한 능력”이
라 할 수 있다(Block& Block, 1980 재인용). 신정희(2007)는 자아탄력성이란 개
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주위환경이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 내
적 스트레스, 외적 스트레스 등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능력이다(신정희,
2007). 즉 자아탄력성은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
에 부딪칠 경우 이를 유연하게 대처하여 이전의 환경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김민정(2005)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가 설명력이 높
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에서는 대인관계와 활력성, 낙관성이 결합했을 때
학교생활 적응력 하위변인 각각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졌다. 이예승(2004)의 연
구에서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청소년일지라도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
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현숙(1994)의 연구에
서 주변 상황이 나쁜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구자은(200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의 자아탄력성이 높아지면 긍정적 정서를 느끼게 되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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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송혜리(2010)의 연구에서는 자아
탄력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보다 더 원활하여 학업성취를 높이고 학교생활
에 잘 적응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대체로 학교생
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도 이를 극복하
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결해나가려고 하는 의욕과
적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간의 관련성 연구는 대부분 일반 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비행을 경험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을 경험한 청
소년을 중심으로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아
동·청소년패널 4차년(2013년) 조사에 응답한 중학교 1학년은 총 2080명 이었
다. 이중에서 비행행동을 경험한 425명(20.4%)으로 남자 319명(75.1%), 여자
106명(24.9%)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Ⅲ-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보호자 비율은
어머니 349명(82.1%), 아버지 51명(12.0%), 조부모 등 친척 25명(5.9%)이며, 거주
지역은 수도권 100명(23.5%), 비수도권 325명(76.57%)으로 나타났다. 이성 친구
는 있다 145명(34.1%), 없다 280명(65.9%)등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이 방과 후
보호자가 집에 있음 206명(48.5%), 없음 219명(51.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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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비행청소년의 인구사회학 특성 (n=425)
변 인
성별

빈도( % )
남자

319 (75.1%)

친구

빈도( % )
수도권

100 (23.5%)

지역
여자

106 (24.9%)

비수도권

325 (76.5%)

없다

38 (8.9%

어머니

349 (82.1%)

있다

387 (91.1%)

아버지

51 (12.0%)

없다

280 (65.9%)

친척·기타

25 (5.9%)

있다

145 (34.1%)

집에 있음

206 (48.5%)

집에 없음

219 (51.5%

형제

이성

변인

보호자

보호자 방과 후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
여 <그림Ⅲ-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부모양육태도
(긍정적, 부정적)

⇨
자아탄력성

통제 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림 Ⅲ-1] 연구모형

학교생활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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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
로 하여 학교생활 적응의 인과관계 분석을 위한 모형으로 구성되어있다.

2) 연구가설
연구가설 1.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설문에 응답한 자료를 활용하여
학교생활 적응,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에 대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첫째, 종속변인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즉 학교에서의 학습활동, 학교의
규칙,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4개 하위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박현선(1998)이 학교생활 적응척도에 대한 신뢰도, 타당도 검사를 거쳐 사용한
20 문항 중에 학습활동 4 문항, 학교규칙 5 문항, 교우관계 5 문항, 교사관계 4
문항 등 18 문항을 추출하여 구성한 것으로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학교생활 적응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17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인은 부모양육태도이다. 이는 허묘연(1999)이 제작한 부모양육태
도를 수정하여 재구성한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모양육태도는 감독
3 문항, 애정 3문항, 합리적 설명 4 문항으로, 비일관성 3 문항, 과잉기대 4 문
항, 과잉간섭 4 문항으로 총 21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부모
양육태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2로 나타났다.
셋째 독립변인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다. 이는 박은희(1996)가 개발한 척
도를 수정하여 송혜리(2010)의 연구에 적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자
아탄력성은 대인관계, 호기심, 활역성 3개 요인을 추출하여 15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신뢰도 계수α는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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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제변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보호자, 형제, 이성 친구, 지
역, 방과 후 보호자 유무 등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
석은 신뢰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로 분석을 하였다.
둘째, 각 변인들의 특성은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
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행행동 분포
<표Ⅳ-1>에 제시된 것과 같이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비범
죄형 350명(82.4%)과 범죄형 75명(17.6%)이며, 비범죄형이 범죄형보다 3.0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범죄형은 1위 술 마시기 188명(61.9%), 2위 담배 피우
기 178명(41.9%), 3위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75명(17.5%), 4위 무
단결석 65명(15.3%), 5위 가출 36명(8.5%), 6위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 시키기
14명(3.4%), 마지막으로 성관계 9명(2.1%)으로 가장 적었다. 범죄형은 1위 돈을
걸고 도박게임 51명(12.0%), 2위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4명(3.3%), 3위 패싸
움 5명(1.2%), 4위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4명(.9%), 5위 다른 사람 협박하
기 2명(.2%),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폭행 1명(.2%)으로 가장 적었다. 이를 살펴
보면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행은 주로 술, 담배 피우기 등 비범죄형이
82.4%를 차지하고, 범죄형에도 돈 걸고 도박게임 12%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는
3.3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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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1> 비행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분포 ( n = 425)
비 행 내 용

범죄형

여자

1. 담배 피우기

149

29

178 (41.9%)

2. 술 마시기

188
42
22
68
11
6
252
(72%)
3
13
2
3
4
1
49
67(89%)

75

188 (61.9%)

23

65 (15.3%)

14

36 (8.5%)

7

75 (17.5%)

3

14 (3.3%)

3

9 (2.1%)

98(28%)

350 (82.4%)

2

5 (1.2%)

1

14 (3.3%)

0

2 (.5%)

1

4 (.9%)

3

7 (1.6%)

4. 가출
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6. 다른 사람 집단 따돌림 시키기
7. 성관계
소 합계
8. 패싸움
9.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0. 다른 사람 협박하기

범죄형

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12.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3. 성폭행, 성희롱
14.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소 합계

총

합계

남자

3. 무단결석

비

성별

계

319
(75.1%)

0

1 (.2%)

2

51 (12.0%)

8(11%)

75 (17.6%)

106
(24.9%)

425
(100.0%)

학교생활 적응 관련 변인의 특성
<표Ⅳ-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
양육태도는 1위 감독 2.955점 표준편차 .619로‘3점의 그런 편이다’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 애정은 2.937점, 3위 합리적 설명 2.729 순으로 나타났
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1위 비일관성 2.752점 표준편차 .578, 2위 과잉간섭
2.692점, 3위 과잉기대 2.505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탄력성은 1위는 대
인관계 3.015점, 표준편차 .482, 2위 호기심 2.828점, 3위 활역성 2.755점으로
‘3점 그런 편이다’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적응
은 평균 2.845점, 표준편차 .414로 ‘3점의 그런 편이다’에 근접한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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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2 > 비행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관련 변인 특성 (n=425)
변 인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

학교생활 적응

평균

표준편차

평균오차

감독

2.955

.619

.030

애정

2.937

.592

.029

합리적 설명

2.729

.598

.029

비일관성

2.752

.578

.028

과잉기대

2.505

.555

.027

과잉간섭

2.692

.580

.029

대인관계

3.015

.482

.023

호기심

2.828

.571

.028

활력성

2.755

.553

.027

전 체

2.845

.414

.020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Ⅳ-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다중
공선성 문제를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0.0보다 작아서 모든 변
인에서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단계로 인구사회학적

변

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은 부모 감독(β=.287, p<.01), 애정(β=.198, p<.01), 합리적 설명(β=.127, p<.05)
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22.1% 설명하고
있다(R2 변화량=.221, F=12.333, p<.05). 3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긍정

적 부모양육태도를 통제한 상태에서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
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력성(β=.233, p<.01), 대인관계(β
=.124, p<.01)는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호기
심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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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는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9.5% 설명하고 있다(R2
변화량=.095, F=15.148, p<.05).
<표Ⅳ-3>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개인적
변인

긍정적
부모양육
태도
자아탄력성

통계량

*

p<.05,

**

성별 (남 = 1)
지역 (수도권 =1 )
방과 후 보호자 (유 = 1)
어머니 = 1
보호자
아버지 = 1
형제 (유 = 1)
이성 친구 (유 = 1 )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대인관계
호기심
활력성


 의 변화량
F
유의 값(p)

p<.01,

***

모형1
-.073
.002
.111*
.055
.005
.024
.091

.031
.031
1.600
.123

학교생활 적응
모형2
모형3
.067
.002
.070
.067
*
.098
.090*
-.145
.171**
-.116
-.135
.026
.039
.075
.034.
.248***
.287***
.198**
.142**
.127*
.102*
.124*
.060
.233***
.252
.342
.221
.095
12.333
15.148
.000
.000

VIF
1.128
1.075
1.088
4.298
4.029
1.034
1.098
1.327
1.798
1.660
1.329
1.445
1.421

p<.00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표Ⅳ-4>에 제시된 것과 같이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먼저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요인(VIF) 값이 10.0보다 작
아서 모든 변인에서 다중공선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단계로 인구
사회학적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부정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과잉기대(β=-.260, p<.01)은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일관성, 과잉간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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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4.8%

설명하고

있다(R2

변화량=.048,

F=3.130, p<.05). 3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를 통제
한 상태에서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
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활력성(β=.281, p<.01), 대인관계(β=.150, p < .01), 호
기심(β=.113, p<.01)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탄력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16.9% 설명하고 있다(R2 변화량=.169, F=9.407, p<.05).
<표Ⅳ-4>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회귀분석
학교생활 적응

독립변수

개인적
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VIF

성별 (남 = 1)

.073

.039

.035

1.186

지역 (수도권 =1 )

-.002

.014

.026

1.063

방과 후 보호자 (유 = 1)

*

.111

.104

*

*

1.090

어머니 = 1

.055

.008

-.064

4.184

아버지 = 1

-.005

-.037

.078

3.997

형제 (유 = 1)

.024

-.016

.0110

1.033

이성 친구 (유 = 1 )

.085

.101*

.045

1.077

*

1.356

보호자

부정적
부모양육
태도

자아탄력성

통계량

비일관성

.100

.109

과잉간섭

.079

.076

1.591

과잉기대

-.260***

-.201***

1.753

대인관계

.150**

1.325

호기심

-.113*

1.434

활력성

.281***

1.396



.031

.079

.248

  의 변화량

.031

.048

.169

F

1.600

3.130

9.407

유의 값(p)
*

p<.05 ,

.098

**

p<.01,

***

p<.001

.123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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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
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비행경험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비행을 경험한 청
소년의 학교생활의 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학교
생활적응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비행행동 경험이 있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차년(2013년) 조사에 응답한 중학
교 1학년 2080명중에서 비행을 경험한 425명(20.4%)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남자 319명(75.1%), 여자 106명(24.9%)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3배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은 비범죄형 350명(82.4%), 범
죄형 75명(17.6%)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비범죄형은 1위, 술 마시기 188명
(61.9%), 2위 담배 피우기 178명(41.9%), 3위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기 75명
(17.5%) 순이었고 7위가 성관계 9명(2.1%)으로 가장 적었다. 범죄형은 1위 돈
걸고 도박게임 51명(12.0%), 2위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4명(3.3%), 3위 패싸
움 5명(1.2%), 7위, 성희롱 성폭행 1명(.2%)으로 가장 적었다.
첫째,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에서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순위로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으로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의 하위변인 중에서 과잉기
대는 부정적 영향을 주는 설명 변인으로 밝혀졌으나, 비일관성과 과잉간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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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결과는 기성진(2012)의 연구에서 애정적, 수용적 양육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일치하며, 정용택(2015)의 연구에서도
고등학생의 부모양육태도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김민수(2012)의 연구에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과잉기대는 학교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조순종(2010)의 연
구에서는 부의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모의 양
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등 긍정적 양육태
도가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과잉기대는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잉간섭과 비일관성은 아무런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하여 학부모
들은 지나친 과잉기대보다는 간섭하지 않고, 감독과 애정을 주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양육태도가 바람직한 양육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청소년
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에서 활력성, 대인관계 순으로 학교생활 적응
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기심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에서 청소년
의 탄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플러스(+)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아탄력성의 하위변인에서 활력성, 대인관계 순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호기심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유정민(2012)의 연구에서 부적 정서가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 영
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반면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경유하여 학교생활 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최형임 외(2012)의 연
구에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
태도 하위변인에서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활력성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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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청소년의 호기심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부정적 양육태도 하위변인에
서 자아탄력성의 활력성과 대인관계는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으나, 호기심은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활력성과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태
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제언 및 연구의 한계성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바
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사회현실에서 발달적 과도기에 있는 청소
년 중에서 비행행동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
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은 대부분 부모의 과잉 기대 및 간섭으로 인한 반
발심과 자아탄력성의 하위변인인 호기심으로 인해 비행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다각
적 측면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가정생활 규칙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청소년의 비행은 대부분 부모의 비일관성, 과잉 기대 및 간섭 및 부모의 애
정과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적성을 파악하고 가정생활 규칙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자녀
를 지도하고, 합리적으로 가정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한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3

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실시 대상을 확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특정지역이 아니라 전
국의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지역적 제한점은 어느 정도 극복되
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비교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일반청소년
과 비행행동 경험 청소년을 비교해서 필요한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본다.
셋째,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변인으로서 개인요인, 가족
요인, 교사변인, 지역사회 등 여러 변인들 중에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탄력성
요인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폭넓게 알아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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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Juvenile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ego-resilience on School life adjustment
– with Juvenile Delinquency -

yun-jung, Kwon
In this study,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and ego-resilience of Juvenile
was to explore influence to school life adjustment with juvenile delinquen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425 middle school students in 4th grade in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it was in a positive parenting
attitude that the juvenile who had experienced the juvenile delinquency was
perceived, supervise and affection, rational explanation, w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However, excessive expectations of a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d been detected that a negative influence.
Second, young people who had experienced the juvenile delinquency had
been found to give a positive influence to the adaptation to interpersonal
relations and the vitality of school life of the ego resilience of

juvenile in

perceived positive parenting attitude.
Further findings suggest that in this result to promote the adaptation of the
young people of school life who had experienced the juvenile delinquency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parenting attitudes, school life adjustment,
ego-resili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