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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하나를 완성한다는 것은 곧 출산의 과정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 지난 한
해 동안 설레임으로 시작하여 순간순간 가슴 졸이며 이어온 논문의 전 과정이 정
말로 지금 뱃속의 아기와 함께 했던 과정과 비슷하단 생각이 듭니다 . 힘들었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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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아 교수님 , 논문의 시작을 포기하려고 했던 첫 순간부터 흔들리는 저를 꼭 잡아
주셨지요 . 논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상하고 열정적으로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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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침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 유일영 교수님 , 심사 때마다 세심하고 예리한 지
적으로 학문적 자극을 주시고 이끌어주시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 아주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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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었던 김민정 , 한나래 선생님 , 봉사활동으로 만나 지금까지 늘 반갑게 맞아주
고 격려해주었던 선혜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또한 논문의 전 과정에 대
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함께 공부했던 원우들과 친구들의 모습도 떠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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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효녀 딸이라며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모든 지원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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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례 올림 .



- i -

차차차 례례례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  ⅲ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  ⅲ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  ⅳ

ⅠⅠⅠⅠ. . . . 서서서 론론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4

    C. 용어의 정의 ································································································  4

ⅡⅡⅡⅡ. . . . 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  7

    A. 청소년의 위험행동 ····················································································  7

    B.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  11

ⅢⅢⅢⅢ. . . .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  19

ⅣⅣⅣⅣ. . . .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  21

    A. 연구 설계 ··································································································  21

    B. 연구 대상 ··································································································  21

    C. 연구 도구 ··································································································  22

    D.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  26



- ii -

    E. 자료 분석 방법 ························································································  26

ⅤⅤⅤⅤ. . . .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  27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7

    B. 대상자의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특성 ·················································  28

    C. 대상자의 위험행동 ··················································································  32

    D. 대상자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  35

    E. 대상자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  40

ⅥⅥⅥⅥ. . . . 논논논 의의의 ···········································································································  49

    A. 중학생의 위험행동 ··················································································  49

    B.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 ································································  52

    C. 연구의 의의 ······························································································  60

ⅦⅦⅦⅦ. . . .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  62

    A. 결 론 ··········································································································  62

    B. 제 언 ··········································································································  65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  66

부부부 록록록 ························································································································  75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  81



- iii -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표 1> 위험행동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  22

<표 2>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  24

<표 3> 가족기능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  25

<표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8

<표 5> 대상자의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특성 ······························································  31

<표 6> 대상자의 위험행동 ·······························································································  33

<표 7> 대상자의 위험행위별 빈도수 ·············································································  34

<표 8>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  35

<표 9> 가족기능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  37

<표 10> 위험행동과 제 요인 간의 상관관계 ·······························································  39

<표 11> 일반적 특성이 전체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40

<표 12>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전체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42

<표 13> 일반적 특성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43

<표 14>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45

<표 15> 일반적 특성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46

<표 16>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  48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  20



- iv -

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개인적 , 사회환경적 영향요인을 규명하
고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각 2개교씩 총 4개교 남녀 중학교의
재학생으로 2, 3학년의 학생이었다 .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7월 16일에서 2008년
9월 9일까지로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거된 총 558부 중 누락되
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연구도구로서 종속변인인 중학생의 위험행동은 Gullone 등 (2001)의 위험행동 도
구를 한상철 (2004)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검증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위험행
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개인내적 요인은 Coopersmith(1981)의 자아존중감 측
정도구 ,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도구로 측정하였다 . 사회환
경적 요인 중 가족위험요인은 오경자와 문경주 (2006)가 개발한 가족위험요인 항목
을 이용하였고 가족기능은 Olsen, Portnet과 Lavee(1985)의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 또
래 위험행동은 가까운 친구들의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유해환경요인
은 이기숙과 김수연 (1999)이 개발한 도구 중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을 수정
․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 t-test, ANOVA, 상관
분석(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위험행동 정도는 0 ~ 54점의 범위에서 평균 6.04점으로 모험성 위험
행동이 반항성 , 반사회성 위험행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항목별로 높게 나타
난 위험행위는 ‘음란동영상 보기 ’, ‘거짓말로 용돈 받기 ’, ‘고의로 수업
빼먹기 ’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 간의 차이를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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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는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위험행
동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위험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 

3.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총 위험행동에
대하여 가족위험요인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이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
었고 ,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기능 (가족결속력 , 가족적응력 )은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 모험성 위험행동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든 제 요
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4. 위험행동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 부모와의 동거여부 , 사회경
제적 수준 , 스트레스 대처능력 , 가족위험요인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위험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남녀 학생 간
의 차이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이 , 여학생은 스트
레스 대처능력 , 또래 위험행동이 확인되었다 . 종합적으로 , 남학생은 또래위험행
동과 유해환경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 여학생은 개인적 및 가족적
요인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위험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향요인들
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여러 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또래
위험행동이었다 . 

결론적으로 ,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보다 긍정적인 위험행동 접근 방법이 유용하고 ,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행동 영
향요인은 일반 중학생들의 위험행동이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
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및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   

 

핵심되는 말:중학생,위험 행동,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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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서서서 론론론

A. A. A. A. 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청소년기는 인간발달과정에서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성장 과업에 직면하
는 시기이다 . 특히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자아정체감
의 갈등과 위기가 올 수 있고 , 외부자극에 영향을 받으며 ,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
켜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위험 및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 (윤혜미 , 박병
금 , 2005) 위험행동의 취약시기라고 할 수 있다 . 더욱이 청소년들은 발달 단계의
특성에 기인하여 다른 연령 집단보다 더욱 충동적이고 , 난폭한 행동을 할 수 있으
며 , 더욱 무모하게 성행동을 시도하고 더 반항적으로 행동하기 쉽다 (Borum, 2000; 

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특히 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 시기
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위험행동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대개 위험행동을 처
음 경험하게 되는 때이면서 (김준호 , 1993) 같은 위험행동이라 하더라도 고등학생에
비해 일탈과 모험의 의미가 크다 . 

이러한 청소년 위험행동은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여 그 자체가 청소년들
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일 뿐 아니라 , 친구나 가족 등 다른 사람의 고통에도
영향을 미치며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김진화
등 , 2002). Hinshaw(1992)는 청소년 시기에 나타난 문제행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사회적 행동 및 물질남용행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강
조하였다 . 즉 청소년 시기의 위험행동은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과 이들이 구성하
는 사회의 건전성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 이에 청소년의 위험 및 문
제행동을 줄이기 위해 많은 임상가 및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도와 범사회적 , 국가
적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
려 국내 청소년들의 위험행동 시작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청소년의 수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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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험행동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 심리적 , 법적 ,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
서 사회적 규범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기존연구에서 학교생활부적응 , 음주 , 흡연 , 

폭력행동 , 성행동 , 가출 , 자살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청소년 위험행동은 심리학 , 교
육학 , 가족학 , 사회복지학 , 의학 , 간호학 등에서 문제행동 , 비행 , 요선동행동 , 부적
응 , 일탈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고 , 국내외로 문제행동과 별 차
이 없이 사용되거나 포함하는 행동목록이나 개념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유
영창 , 1999; Merrill, Kleber, Scwartz, Liu & Lewis, 1999; Perkins & Jones, 2004). 

이 중 위험행동은 다른 개념들에 비해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잠정적
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기의
적응적 행동이며 정상적인 발달과정 측면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갖는다 (한상철 , 

김혜원 , 설인자 , 임영식 , 조아미 , 2003; Arnett, 1998; Gullone et al., 2000; Jessor, 

1991). 무모함이나 반사회성의 부정적 측면 뿐 아니라 모험성과 개척성 등의 긍정
적 측면을 내포하고 위험행동의 범주에는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동
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상철 등 , 2003). 그러나 위험행동은 부정적인 결과의 가능성
을 내포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예방적 조치나 지
도를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 

청소년의 위험행동 요인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여러
유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연속체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속해 있는 시대 및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한다 (김진화 등 , 2002). 동일한 행위라 하더라도 연령과 시대
나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청소년 위험행동을 제대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원인과 사회환경적 배경과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
는 통합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 

이에 청소년 위험행동의 복합적인 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외로 시도
되었다 . 구체적으로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나이 , 성별 , 편부모가정과
같은 일반적 특성 (윤혜미 , 박병금 , 2005; 현명선 , 김경희 , 김선아 , 2004; Hinshaw, 

1992), 청소년 위험행동의 예측요인으로서 생물학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감각추구
성향 (오미경 , 박성연 , 1998; 한상철 , 2004; Arnett, 1990; Horvath & Zukerman, 

1993; Zukerman, 1994) 등이 규명되었다 . 청소년 위험행동의 개인내적 요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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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이 많이 연구되었고 (윤혜미 , 박병금 , 2005; 이우영 , 2006; 장연심 , 2004; 

조아미 , 1999).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가족위험요인 , 또래요인 등이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김희수 , 양혜원 , 2007; 어유경 , 2005; Frank & Buehler, 2007). 이와 같
이 최근 국내에서도 청소년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
어져 왔다 .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몇몇 위험행동목록이나 부정적 측면의 심각한
문제행동 개념을 사용하고 특정 영역의 영향요인을 다루고 있어 위험행동의 개념
이나 영향요인들의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정상 성장발달 과정상의
일반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임상 적용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 이러
한 연구결과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또한 연구의 대상이 주로
문제행동이 두드러진 선별된 특수집단이거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함께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학교 현장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을
하는데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같은 청소년기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른
편차를 고려해볼 때 위험행동 양상 및 사회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구분하여 보다 세분화된 연구 접근이 필요하겠다 .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는 학교보건이나 지역 내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임상영
역에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 대개 비행 또는 문제행동 접근으로서 그 영향요인으로 공격충동 , 폭력매체 , 

우울 , 신체상 , 성적발달 , 가족기능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현실 , 2000,  

2003; 남경아 , 정향인 , 현명선 , 노춘희 , 2006; 현명선 , 김경희 , 김선아 , 2004; 현명선 , 

남경아 , 공성숙 , 2001). 이에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관심과 다른 다양한 관련변
인에 관한 후속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향후 다각도의 관련변인과 그 관련성
을 분석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  

이에 본 연구는 위험행동이 시작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
환 시기에 놓여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위험행동의 다각도의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의 정상 성장발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 및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다 . 국내외의 청소년 위험행동과 관련된 이론과 문
헌고찰에서 뒷받침된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중학생의 위험행동 현상을 통합적으



- 4 -

로 설명하고자 한다 . 특히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임상적 접근을 통해 조절 가능한
구체적인 변인들을 선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 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포괄적인 조망을 제공하며 위험행동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
한 지도방안이나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B. B. B. B.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개인적 , 사회환경적 특성 및 위험행동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개인적 ,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개인적 , 사회환경적 특성과 위험행동 간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 

C. C. C. C. 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 1) 1) 1) 청청청소소소년년년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청소년 위험행동은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 (상실 )를 내포하지만 , 지각된 긍정
적인 결과 (이득 )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균형을 유지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Moore & Gullone, 1996). 본 연구에서는 Gullone 등(2001)의 위험행동도구를 기초
로 하여 한상철 (2004)이 개발한 18문항을 4점 척도로 재구성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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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청청청소소소년년년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    자자자아아아존존존중중중감감감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 자신을 중요하고 유

능하며 성공적이고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로 정의된다 (Coopersmith, 1967). 본 연
구에서는 Coopersmith(198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SEI)

를 유윤자 (2000)가 4점 척도로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능능능력력력
스트레스 대처란 개인과 환경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요구와 동반되는 스트레스

및 감정을 처리하는 과정과 방법을 말한다(Lazarus & Folkman, 1984). 김정희와 이
장호 (1985)는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문제지향적 , 정서완화적 , 소망적 사고 ,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으로 분류하였다 . 문제지향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유발요인에
직면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밝혀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 정서완화
적 대처방식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초래되는 감정상태를 통제하고 다루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은 스트레스가 소멸된 상황이나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문제를 이겨내려는 노력을 말한다 .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 대
처방식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 여
기에서 문제지향적 대처와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는 적극적인 대처방식 , 정서완화
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처를 소극적인 대처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수주 , 2002). 

본 연구에서는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하고 김정희(1987)가 번안한 대처방
식 척도를 김수주(2002)가 총 27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    가가가족족족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가족위험요인은 건전한 가족의 상태를 위협함으로써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을 말한다 . 본 연구에서는 오경자와 문경주 (2006)가 가족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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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자녀구타 , 부부간폭력 , 부모의 문제성 음주 , 부부 갈
등 , 부모의 우울을 포함하는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측정한 점수의 합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위험요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    가가가족족족기기기능능능
가족기능은 가족구성원이 처하게 되는 상황적 및 발달과정상의 긴장에 대응하

여 역할 , 규칙 , 힘의 구조 등의 가족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Olson, 

Russel & Sprenkle, 1983). 본 연구에서는 Olsen, Portner와 Lavee(1985)의 척도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에 의해 측정된 가
족결속력 (가족응집성 )과 가족적응력 (가족유연성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결속력
과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가족결속력은 가족구성원이 다른 가족구성
원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을 말하고 , 가족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적 ,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권력구조 , 역할관계 ,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Olson, Russel & Sprenkle,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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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A. A. A. A.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1. 1. 1. 1.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실실실태태태

우선 , 국내 청소년의 위험행동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보호위원
회 (2002)의 보고서에 의하면 , 위험행동에 개입하는 청소년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그 시작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1999년 조사에서 초 ․ 중 ․ 고
등학생의 약물사용경험은 술 60.2%, 담배 35.4%, 수면제 4.2%, 본드 1.5%로 나타났
고(문화관광부 , 2000), 2002년도에는 일반 중 ․ 고등학생의 70.5%, 29.2%가 각각 음
주와 흡연 경험이 있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 2002). 최근 조사에서는 국내 청소년
의 연간 음주율은 28.1%, 음주 시작 연령은 평균 14.7세로 과거에 비해 어려졌고
한두 모금 정도의 흡연을 처음 경험한 연령은 13.5세 , 월간 흡연율은 4.5%로 나타
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 , 2007). 학교생활경험 중 학교에 가기 싫은 경험이 45.5%, 

자퇴를 고려해본 경험이 12.0%, 징계경험은 20.3%로 나타났고 (한국청소년교육연구
회 , 2000), 청소년 폭력행위에 있어서는 초 ․ 중 ․ 고등학생의 84.4%가 학교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였고 41.3%가 동급생이나 선후배 등에 의한 폭력피해경험이
있었으며 폭력장소로 교내 및 학교주변이 63.2%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폭력예방재
단 , 2000). 성일탈 경험으로 10대가 포르노 접촉 정도가 가장 높고 최초 접촉 시기
도 빨랐으며 (김은경 , 2000), 성매매에 관한 충동은 중 ․ 고등학생의 12.5%, 성매매
유혹을 받은 경우는 14.4%, 실제 경험은 2.0%로 나타났다 (황길순 등 , 2001). 

2. 2. 2. 2. 청청청소소소년년년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이이이론론론적적적 이이이해해해

청소년 위험행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규범에 반대되는 행동으로 자신
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 (난폭한 운전 , 싸움 , 흡연 , 약물남용 , 무분별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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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 자살시도 , 섭식장애 등 )과 사회 ․ 경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행동 (가출 , 학교중
퇴 , 무단결석 , 수업 빼먹기 등 )을 포함한다 (Levitt & Selman, 1996). Igra와 Irwin 

(1996)은 약물사용 , 성행동 , 오토바이 폭주 , 음주운전 등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죽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여러 행동들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 . Moore와 Gullone(1996)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잠정적으로 부정적인 결과와 관
련되지만 지각된 긍정적인 결과 , 즉 이득이라고 인식한 것에 의해 어떻게 해서든
균형을 유지하는 행동으로 설명하였고 , Gullone 등 (2000)은 모험추구 (스릴추구형 ) 

행동 , 반항적 행동 , 반사회적 행동 , 무모한 (부주의한 ) 행동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 

모험추구행동은 일반적으로 사회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위험행동으로 간주되는 것
으로 인라인 스케이트 타기 , 낙하산 타기 등과 같은 경쟁적이고 도전적인 행동이
해당된다 . 반항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은 대체로 유사한 행동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생명을 위협하는 성질의 행동이라기보다 사회적 또는 법적 결과로 귀착될 수
있는 행동들이다 . 무모한 행동은 가장 위험한 결과가 예상되는 범주로 과속 , 자동
차 몰래 타기 , 보호되지 않은 섹스 등을 포함한다 (한상철 등 , 2003). 이와 같이 여
러 가지 위험 및 문제행동 개념들 가운데 Gullone 등 (2000)의 개념과 범주가 문제
행동에 비해 보다 폭넓고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하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는 위
험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 위험행동이 주로 시작되는
일반 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도 가장 적합하다 하겠다 .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형이 소개되었는데 , Irwin과
Millstein(1986)의 통합모형 , Jessor(1991)의 심리사회적 개념틀 , Selman 등(1992)의
발달모형 등이 있고 이 발달모형을 국내에서 일부 수정한 한상철 등 (2003)의 발달
적 통합모형 등이 있다 . 

첫 번째 , Irwin과 Millstein(1986)의 통합모형은 생물학적 , 심리학적 , 사회학적 이
론에 기초한 것으로 위험행동은 내적 요인 , 외적 요인과 유발요인 (상황요인 )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다 . 이들 각각은 위험행동의 원인요인과 보호요
인으로 구분되는데 , 원인요인에 의해 위험행동이 유발될 수 있지만 보호요인에 의
해 예방 또는 감소될 수 있다 . 내적요인으로서 원인요인에는 유전적 소인 , 호르몬
영향 , 감각추구성향 , 인지적 미성숙 , 우울 등이 포함되고 보호요인에는 자기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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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 성취에 대한 높은 가치 , 종교성 , 인지적 성숙 등이 있다 . 외적요인에 해당되는
원인요인으로는 동료의 위험행동 수용 , 부모 감독 소홀 , 가난 등이 있고 보호요인
에는 높은 학업성취 , 건전한 가족 , 부모 지지 , 학교활동 참여 등이 해당된다 . 마지
막으로 유발요인에는 또래의 위험행동 시작 , 사회적 압력 , 가족 해체 , 성행동 시작
등이 포함된다 .

두 번째 , Jessor(1991)의 심리사회적 개념틀은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적인 사회환경적 , 지각된 환경 , 성격 , 행동 영역을 포함하고 생물 ․ 유전적 영역을
추가하여 총 6가지의 요인 영역을 갖는다 . 각 영역에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가 있
고 이들은 청소년의 위험행동 /생활습관과 상호작용하며 이것은 다시 건강 /생활습
관 결과와 상호작용한다 . 각 요인 영역에 포함되는 위험요인에는 가난 , 부정적 모
델링 , 낮은 자아존중감 등이 있고 보호요인으로는 가족과의 친근감 , 긍정적 모델
링 , 성취에 대한 가치 등이 포함된다 . 청소년의 위험행동 /생활습관은 문제행동 , 건
강 관련 행동 , 학교 행동 영역을 갖고 음주운전 , 흡연 , 결석 등의 행동이 해당된
다 . 마지막으로 건강 /생활습관 결과로서 건강 , 사회적 역할 , 성장 발달 , 성인기에의
준비 영역으로 분류되고 학교 실패 , 우울 및 자살 , 부적절한 자아개념 등이 포함
된다 . Jessor(1991)는 이 모델에서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위
험 및 보호요소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련성을 강조하였다 .

세 번째로 Selman 등(1992)의 발달모형은 10-16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달적
관점에서 개발된 위험행동 모형이다 . 이들은 전 청소년기 및 초기 청소년기가 위
험행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 이 시기 동안의 안전과 성공적인 적응이 청
소년기 전체 뿐 아니라 성인기 발달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이 모
형은 생물학적 요소와 사회문화적 요소 , 그리고 심리사회적 요소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생물학적 요소 (기질 , 신경생리적 요소 )와 사회문화적 요소 (또래 및
가족 문화 )는 위험행동의 선행조건으로 심리사회적 요소 (지식 , 관리기술 , 개인적
신념 )가 이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 한상
철 등 (2003)은 Selman 등 (1992)의 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위험행동에 대한 발달적
통합모형을 제안하였는데 , 이 모형은 외형상 큰 차이는 없으나 기존 모형의 심리
사회적 구성요소를 보호적 요인으로 전환시키고 각 변인 속의 일부 요인들을 보



- 10 -

다 보편성이 높은 요인으로 변경하였다 . 보호적 요인은 위험요인과 위험행동 간의
관계를 완충해주는 역할과 동시에 위험행동으로부터 잠정적인 부정적 결과를 감
소 또는 차단시킨다 . 

이와 같이 위에서 제시한 위험행동 모형들은 대체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 심리사회적 ,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요인들과 역동적이
고 복합적인 과정을 보임으로써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
용하다 . 그러나 모형의 구성이 매우 복잡하고 관련개념들이 방대하고 실제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임상에의 적용과 경험적 검증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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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인인인

청소년 위험행동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위험행동 영
향요인은 크게 일반적 특성 , 개인내적 특성 ,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여기에서는 위험행동의 여러 영향요인들을 이 분류에 맞추어 선행연구과 문
헌을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여기에 인용된 연구나 문헌들에는 위험행동 연구
뿐 아니라 동일한 행동영역을 포함하는 문제행동에 관한 문헌들과 연구 대상으로
중학생 뿐 아니라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대다수의 위험행동 관련 문헌들이 포함되
어 있다 .   

1. 1. 1. 1.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에는 나이 , 성별 , 사회경제적 수
준 , 편부모 가정 , 학업성취도 등이 있다 . 고학년일수록 ,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 위험행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소재희 , 2000; 소재희 등 , 2001) 현명선 , 김경희와 김선아 (2004)의 연구
에서는 성별 , 가족상태 , 경제상태 , 학업성적에 따라 문제행동과 유의한 차이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 학교유형 , 사회계층에 따라 문제행동의 차이가 있었
고 (윤혜미 , 박병금 , 2005), 낮은 학업성취가 문제행동의 발생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
이며 (Hinshaw, 1992), 나이가 많고 남자 청소년이 위험행동과 더욱 관련되어 있었
다 (Gullone & Moore, 2000). 위험행동 개입 빈도와 유형에 차이가 있어 남자 청소
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다양한 위험행동에 더 빈번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김수주 , 2002; 오미경 , 박성연 , 1998; 이경님 , 하연미 , 2004; Mears, Ploeger 

& Warr, 1998), 위험행동에 대한 태도 , 지각된 이득 및 손실에서 남녀 차이가 있
었다 (이지민 , 2005; Small, Silverberg & Kern, 1993). 성별에 따른 위험행동 발생
경로의 차이에 관한 연구들도 보고되었는데 , 음주의 또래 영향에 대한 부모의 지
지와 훈육의 중재 역할이 여학생에게는 긍정적이었으나 남학생에게는 오히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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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영향을 강화시켰으며 (Marshall & Chassin, 2000) 청소년의 위험 성행동에 미치
는 부모행동 (의사소통 , 지지 , 통제)의 효과에서 차이가 있었다 (Rodgers, 1999). 감각
추구성향과 매개요인으로서의 사회화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경로에서 여자
청소년은 감각추구성향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며 (오미경 , 박
성연 , 1998) 오경자와 문경주(2006)의 연구에서는 빈곤에서 가족위험요인 , 부모자녀
관계로 이어지는 영향요인이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
의 형태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 따라서 청소년 위험행동의 영향요인 및 모
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  

  

2. 2. 2. 2. 개개개인인인내내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청소년 위험행동의 개인내적 특성은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및 기능 등
이 포함된다 . 먼저 생물학적 원인은 유전적 소인 , 호르몬 , 불균형적인 사춘기 시작
시기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 쌍생아 입양연구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쌍생아
는 알콩중독이 아닌 부모에게 양육되더라도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았고
(Cloninger, 1987), 남자 청소년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수준의 증가와 모노아민 산화
억제제가 청소년의 충동성을 결정하는 요인이었으며 (Arnett, 1992), 조숙한 여자 청
소년은 어린 연령에 성생활을 개시할 가능성이 많고 피임도 더 적게 하며 성 파
트너도 증가하였다 (Irwin & Millstein, 1986). 청소년 위험행동의 개인내적 요인 중
심리적 원인에는 발달특성에 따른 인지적 미성숙이나 정서적 불균형 , 감각추구성
향 (sensation seeking), 충동성 ,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 대처능력 등이 있다 . 감각추
구성향은 신체적 , 사회적 , 법적 , 재정적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
하며 복잡하고 강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로 정의된다 (Zukerman, 

1994). 이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예측해주는 변인으로 흡연 , 음주 , 위험 운전 , 도
박 , 성행동 , 범죄적 위험행동 등과 같은 위험행동과 관련하여 국내외로 연구되어
왔다 (오미경 , 박성연 , 1998; 한상철 , 2004; Arnett, 1990; Horvath & Zukerman, 

1993). 충동성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 없이 일을 시작하는 특성 , 

또는 행동을 취하기 전에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심사숙고를 덜 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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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서 청소년의 일상행동의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한 특질의 하나이고 사회환
경적 변인의 매개변인으로서 청소년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윤혜미 , 남영옥 , 

2007).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이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있으나 다소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보였다 . 

1) 1) 1) 1) 자자자아아아존존존중중중감감감
청소년 위험행동과 관련된 자아존중감은 국내 ․ 외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뒷받

침되었다 . 기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외에 자아개념 , 자기효능감 , 자기통제력 등의
변인으로 다루어졌고 , 대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위험행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위험행동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 Jessor(1991)의 이론에서 성격 영역의 위험요인으로 낮은 자아
존중감이 포함되어 있고 , 위험행동의 영향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위
험 및 문제행동에 더 많이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혜미 , 박병금 , 2005; 이경
님 , 하연미 , 2004; 이우영 , 2006). Irwin과 Millstein(1986)은 내적 요인 중 보호요인
으로 자기존중감을 포함시켰고 , 학교부적응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 (장
연심 , 2004), 위험행동 및 문제행동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 (이지민 , Bell, 2004; 조
아미 , 1999),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위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한상
철 , 2006), 자아개념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련성 (심응철 , 1992), 중학생의 문제행동
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으로서의 자기 통제력 (남현미 , 옥선화 , 2001), 신체상 또는
신체만족도와 문제행동 간의 관련성 (현명선 , 남경아 , 공성숙 , 2001; 현명선 , 김경희 , 

김선아 , 2004) 등의 다수의 연구결과에서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자아관련변인과 위
험행동 간의 의미 있는 관련성이 보고되었다 . 한편 , 일부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 

자기유능감과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이
없거나 보호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어유경 , 2005; Benda, 2001; Dryfoos, 

1991; Sherina et al., 2008). Veselska 등(2008)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에 한해서만 흡
연을 포함하는 청소년 위험행동과 자아존중감의 연관성을 보였다 . 이와 같이 , 자
아존중감과 위험행동의 관련성은 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으나 다소 일관되지 않
는 결과를 보이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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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능능능력력력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

져 있는데 (김영아 , 2001; 김수주 , 2002; 윤혜미 , 남영옥 , 2007), 한상철 등 (2003)의
발달적 통합 모델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위험행동에 대한 보
호요인으로 제안하였다 . 대처 전략이란 개인이 스트레스의 효과를 묵인하고 회피
하며 최소화하는 인지적 ․ 행동적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Lazarus & Folkman, 1984) 

위험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위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Lee와
Bell(2003)의 연구에서는 대처능력과 위험행동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 한상
철 (2003)의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가 위험행동을 중재하는 보상요인이면서 소극
적 대처는 위험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 김수주 (2002)은 적극적 대처방식과
소극적 대처방식이 위험행동에 각각 부적 ,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 반면 , 대처능력이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보고되었다(어유경 , 2005; 이지민 , Bell, 2004; 한상철 , 2004). 이와 같이 대처능력과
위험행동에 관한 관련성은 아직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위험행동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을 처리 및 해소하는 방식으로서 표출될 수 있으며 임상적 효용
성이 높은 변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이에 대한 계속적 연구가 요구된다 .  

3. 3. 3. 3. 사사사회회회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청소년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으로서 사회환경적 특성에는 가족 요인 , 또래 요
인 , 환경 요인이 포함된다 .  

1) 1) 1) 1) 가가가족족족 요요요인인인

(1) (1) (1) (1) 가가가족족족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위험행동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 가족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일차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 위험행동으로 인한 영향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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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받는 특징이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 1993). 가정은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요인 중의 하나로 위험행동과 관련되는 가족의 물리적 , 심리적 , 관계적 특성
을 고려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 편부모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 부모
의 교육수준과 직업 등의 가족의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환경 뿐 아니라 (소재희 , 

2000; 오미경 , 1997; 윤혜미 , 박병금 , 2005; 현명선 , 김경희 , 김선아 , 2004) 부모의
의사소통 , 감독 , 불화 정도를 포함하는 가족의 심리사회적 환경 (남현미 , 옥선화 , 

2001), 가정폭력 , 부모의 문제성 음주 , 부부 갈등 , 부모 우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가족위험요인 (어유경 , 2005)과 부모의 폭력 (임미희 , 2005)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경자 , 김은이 , 도례미와 어유경 (2005)의 연구에
서는 부모의 우울 , 문제성 음주 , 가정 폭력 등 가족 내 열악한 환경이 빈곤 가정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 박현선과 이상균 (2001)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미성숙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대처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부적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높았다 . 가족
위험요인이 다른 매개변인을 통해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 

오경자와 문경주 (2006)는 여유경(2005)이 제시한 가족요인에 자녀 구타를 포함하는
가족위험요인이 빈곤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요인으로서 청소년의 우울과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 Frank와 Buehler(2007)의 가족
과정모델 검증 연구에서는 부부 갈등 , 부모의 우울이 직접적으로 또는 다른 매개
변인을 경유하여 자녀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 장휘숙 (2005)의 연구에서는 청
소년과 어머니의 갈등 요인이 정체감 발달 수준을 매개하여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가정 폭력이나 갈등 등의 포괄적인 가족위험
요인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족요인이다 .  

(2) (2) (2) (2) 가가가족족족 기기기능능능
가족 내 의사소통 , 양육태도 , 친밀감 , 지지 , 감시 및 통제 등을 포함하는 가족

기능은 위험행동의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서 많은 이론과 연구들에서 지지되어 왔
다 . Irwin과 Millstein(1986)의 통합모형에서는 외적 요인 중 보호요인으로 건전한 가
족 , 부모 지지 , 권위적 양육을 제시하였고 , Jessor(1991)의 심리사회적 개념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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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가족 , 한상철 등 (2003)의 발달적 통합모형에서는 부모의 감시 및 통제를 위
험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제시하였다 . Menaghan, Kowaleski-Jones와 Mottet(199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 및 감독 , 온정적 태도가 위험행동을 감소
또는 차단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연구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유형과 부
모의 양육 특성 중 정서적 유대와 감독이 청소년 위험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우영 , 2006; 김용석 , 박명숙 , 2000) 어머니의 권위적 양육태도가 위험행
동의 보호요인으로 규명되었으며 (한상철 , 2004) 부모의 지지나 통제 , 가족의 응집
성 , 유연성 , 신뢰 , 의사소통 등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과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나
영향력이 나타났다(김희수 , 양혜원 , 2007; 김희화 , 2003; 남현미 , 옥선화 , 2001; 윤혜
미 , 박병금 , 2005; 이현아 , 2000; 정윤주 , Darling, 2003). 청소년 흡연과 가족기능의
관련성을 조사한 이휘곤 , 황환식 , 박훈기와 이정권 (2005)의 연구에서는 학대의 과
거력이 있는 경우와 가족기능이 낮은 집단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 

가족기능이 다른 변인들의 매개변인으로서 작용하는 경로를 제시한 연구들로는
오경자와 문경주 (2006)의 연구에서 빈곤이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를 매개하
여 청소년의 우울과 외향형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모형을 제시하였고
Whitaker와 Miller(2000)는 위험 성행동의 또래 영향에 대한 부모-청소년 의사소통
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으며 Marshall과 Chassin(2000)은 음주의 또래 영향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훈육의 중재 역할에 대해 보고하였다 . 이와 같이 가족 간의 관계나
유대감 , 의사소통 , 부모의 양육방식 등을 포함하는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위험행동
을 이해하는 데 주요 변인으로 보고되어 왔다 .  

2) 2) 2) 2) 또또또래래래 요요요인인인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있어 가족 요인만큼 중요한 환경적 영향 요인은 또래 요

인이다 . 또래 요인은 기존 연구에서 또래 위험행동이나 노출 정도 , 또래 모델링 , 

또래 동조성 , 또래 압력 , 또래 관계 등의 다양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고 , 이러한
각각의 변인들은 단순한 환경적 특성으로서 또래의 위험행동 특성이거나 또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특성 및 상호작용으로서의 개념을 포함한다 . 교우관계
에서의 집단동조압력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또래문화는 위험행동을 촉진시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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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 1998)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또래의 위
험행동이 규명되었으며 (이지민 , Bell, 2004) 부정적인 또래관계 , 또래 지향성 , 또래
동조성 , 부정적 또래행동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김희수 , 

양혜원 , 2007; 남현미 , 옥선화 , 2001; 윤혜미 , 남영옥 , 2007; Hawkins, Catalano & 

Miller, 1992; Simon, Johnson, Beaman, Conger & Whitbek, 1996). 인습적 행동에
개입하고 있는 친구 (Jessor, Van Den Bos,  Vanderryn, Costa & Turbin, 1995)나
동료의 위험행동 거부 (Irwin & Millstein, 1986)는 위험행동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 Jessor(1991)의 심리사회적 기틀에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의 모델
링을 청소년 위험행동의 위험요인으로 보았고 , 한상철 (2004)의 연구에서 위험행동
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서 또래 압력을 실험적으로 규명하였으며 , 정윤주
와 Darling(2003)의 연구에서는 친구의 위험행동 정도가 심할수록 음주와 타인 소
유물 파손행동을 포함하는 위험행동이 심하고 , 친구의 위험행동과 청소년의 위험
행동 간의 정적 관계는 청소년이 부모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약할수록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또래의 행동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또래와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 또래의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모방과 동조성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래에 대한 개인 및 상호
작용 특성이 아닌 대상자에게 노출된 또래 위험행동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 이와
같이 또래 요인은 위험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어 왔다 . 

3) 3) 3) 3) 환환환경경경 요요요인인인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의 정신적 ․ 정서적 성장에 비교육적인 힘을 발휘하

는 사회적 환경으로 유해시설이나 유해매체와 유해물품을 포함하며 그것의 유해
성으로 선정성 , 폭력성 , 소비지향성 , 이기적인 쾌락주의 등을 들 수 있다 (이기숙 , 

김수연 , 1999). 유해시설은 전자오락실 , 비디오방 , 숙박업소 등을 말하고 유해매체
에는 성인 잡지 , 음란 동영상 , 인터넷 유해 사이트 등이 해당되며 유해물품으로는
술 , 담배를 들 수 있다 . 청소년의 유해환경과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
나 , 유해환경 이용률이 음주 , 흡연 , 성경험의 정도와 연관되었고 (이호진 , 이명선 , 

2001) 유해환경에 접촉할수록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대물비행과 청소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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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벗어난 성인지향적 행위인 지위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다 (이기숙 , 김
수연 , 1999). 이명선 (2001)의 연구에서는 음주 , 흡연 , 성경험 , 지나친 낭비 경험 , 반
항 및 거짓말 경험 , 불량한 옷차림과 화장을 한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해환경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사이버 환경 요인은
현대 청소년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50%가
주 5일 이상 인터넷을 이용할 정도로 그것이 청소년들의 주요활동으로 자리 잡았
기 때문이다 (김형준 , 이상준 , 우정익 , 조항석 , 권혁중 , 2002). 인터넷통신으로 형성
된 네트워크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소중한 소통의 공간 (이순철 , 2004)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와 놀이 , 정보 습득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음란물과 같은
유해 정보와 컨텐츠를 취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이고 수면과 학업을 방해하는 등의
부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갖는다 (김병준 , 김윤희 , 2004). 그들은 스스로 그것으로 인
한 장점 뿐 아니라 단점을 동시에 경험하며 컴퓨터를 사용한 게임 , 이메일이나 채
팅 등은 청소년들의 의사소통과 행동의 중요한 매개수단으로서 작용한다 (곽금주 , 

2003; 조성연 , 방은령 , 2002). 유해환경이 청소년 위험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
직 규명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위험행동의 장소 , 의사소통 , 호기심의 장을 제공함
으로써 위험행동을 촉진할 수 있고 현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환경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 더욱 의미 있는 영향요인이라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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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연연구구구의의의 개개개념념념적적적 기기기틀틀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이론적 모형(한상철 등 , 2003; 

Irwin & Millstein, 1986; Jessor, 1991; Selman et al., 1992)에 기초하고 , 청소년 위
험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관한 포괄적인 문헌고찰을 통하여 중학생의 위험
행동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서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일반적 ,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특성으로 나뉘어진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가족의 구조적 특성을 포함하고 개인내적 특성은 심리적 요소
및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 . 대상자를 둘러싼 사회환경적 특성은 가족 , 또래 , 환경
요인으로 구성된다 . 이러한 일반적 ,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특성은 상호연관성이 있
는 유기적 관계로 직 ․ 간접적인 효과와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학생의 위
험위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위험행동 영향요인으로 기존 이론적 모형과 선행연
구에서 다룬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소인 , 신경 ․ 생리적 요소 , 기질 , 성향 등 )은 포
함시키지 않았는데 , 이것은 생물학적 요인이 갖는 선천적이고 결정적인 특성으로
인해 중재를 통해 조절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에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주요 변인 및 관계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
특성에는 성별 , 부모와의 동거 여부 , 사회경제적 수준 , 학업성취도가 포함되고 개인
내적 특성에는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포함된다 . 사회환경적 특성은 가
족 , 또래 , 환경 요인을 포함하는데 , 가족 요인에는 가족위험요인과 가족기능 , 또래
요인에는 또래 위험행동 , 환경 요인에는 유해환경요인이 포함된다 . 중학생의 위험행
동은 Gullone 등 (2000)의 개념과 범주에 근거하여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
행동으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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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위험행동 빈도와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특성
중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본 연
구의 개념적 기틀 및 변인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성별
 부모와의 동거여부
 사회경제적 수준
 학업성취도

<<<<개개개인인인내내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사사회회회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가가가족족족 요요요인인인
   가족위험요인
   가족기능

또또또래래래 요요요인인인
   또래 위험행동

환환환경경경 요요요인인인
   유해환경요인

<그림 1>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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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A. A. A. A. 연연연구구구 설설설계계계

본 연구는 청소년 위험행동에 대한 여러 이론적 모형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중
학생의 개인적 , 사회환경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며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
이다 .  

B. B. B. B. 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한국의 중학생을 표적 모집단으로 하고 , 서울과 경기 지역
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 . 사회경제적 수준 및 지역적 특성
을 고려하여 큰 편차가 없고 성별 특성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남녀 중학
교를 편의표출하였다 . 위험행동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성별 , 학교형태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서울지역
남녀 중학교 2, 3학년과 경기지역 남녀 중학교 2, 3학년 중 각 2반씩 무작위 추출
하여 조사하였다 . 즉 , 서울과 경기 지역 내 각 2개교씩 총 4학교와 학교별로 4반
으로 총 5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
고 국문해석이 가능하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하였고 ,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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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연연연구구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 설문지의 내용은 중학생의 위험
행동 (18문항 ) 측정도구와 그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25문항 ), 스
트레스 대처능력(27문항), 가족위험요인(5문항), 가족기능(20문항), 또래 위험행동(1

문항 18항목 ), 유해환경요인 (1문항 19항목 )에 대한 측정도구로 구성하였고 , 그 외
간략한 일반적 특성 4문항을 포함하여 총 101개의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참조>. 자료수집 전 남녀 중학생 각각 10 ~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하여 이해하
기 어려운 문항이나 또래 위험행동 및 유해환경요인 항목을 수정 ․ 보완하였다 .  

1. 1. 1. 1. 청청청소소소년년년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청소년 위험행동은 한상철 (2004)이 Gullone 등 (2001)의 위험행동도구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여 국내에서 검증한 도구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하부요인으
로서 위험행동유형은 반항성 (7문항 ), 반사회성 (6문항 ), 모험성 (5문항) 위험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 총 18문항으로 빈도의 개념을 포함시키기 위해 4점 척도 (0=없음 , 

1=1회 , 2=2~4회 , 2=그 이상 )로 재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 전체 및 하부요인별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표 1>과 같다 .  

<표 1> 위험행동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구 분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반항성 위험행동 7 1,2,3,4,5,6,7 .84

반사회성 위험행동 6 8,9,10,11,12,13 .89

모험성 위험행동 5 14,15,16,17,18 .67

전 체 18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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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 나이 , 사회경제적 수준 , 

학교성적 , 부모님과의 동거여부를 포함하였다 . 

3. 3. 3. 3. 개개개인인인내내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 1) 1) 1) 자자자아아아존존존중중중감감감
자아존중감의 측정을 위해 Coopersmith(1981)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SEI)를

유윤자(2000)가 4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 2=대체로 그렇지 않다 , 3=가끔 그렇
다 , 4=자주 그렇다 )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하위척도로는 자기비하 , 타인과의 관계 , 지도력과 인기 , 자기주장과 불안으로 구성
되어 있다 . 총 25 ~ 10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 본 도구의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이은진 (2003)의 연구
에서 .86,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 

2) 2) 2) 2)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능능능력력력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측정은 Lazarus와 Folkman(1984)이 개발하고 김정희(1987)

가 번안한 대처방식 척도를 김수주 (2002)가 총 27문항으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 하부요인은 문제지향적 대처방식 (6문항 ),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8문항 ), 소
망적 사고 대처방식 (7문항 ),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6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 

4점 척도로 (0=전혀 그렇지 않다 , 1=그렇지 않다 , 2=그렇다 , 3=매우 그렇다) 총 0 ~ 

81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또한 문제지향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의 합은
적극적인 대처 , 정서완화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합은 소극적인 대
처를 의미한다 .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김수주 (2002)의 연구에서 .83, 본 연
구에서는 <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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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4. 4. 4. 4. 사사사회회회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

1) 1) 1) 1) 가가가족족족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오경자와 문경주 (2006)가 가족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자녀구

타 , 부부간폭력 , 부모의 문제성 음주 , 부부 갈등 , 부모의 우울 5개 문항으로 이루
어졌다 . 4점 척도로(0=전혀 아니다 , 1=약간 그렇다 , 2=그런 편이다 , 3=매우 그렇다) 

총 0 ~ 15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위험요인이 높다 . 본 연구에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79이었다 .   

2) 2) 2) 2) 가가가족족족기기기능능능  

가족기능은 Olse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하고 민혜영(1990)이 번안한 척
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를 사용하였다 . 

하부요인은 가족결속력 (10문항 )과 가족적응력 (10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 총 20문
항 5점 척도로 (0=전혀 ,  1=거의 , 2=때때로 , 3=자주 , 4=항상) 총 0 ~ 8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 가족
결속력은 이탈(0~21), 분리(22~27), 연결(28~33), 밀착된(34~40) 4가지 형태로 구분되
며 이탈 , 밀착된 형태보다 분리 , 연결된 형태에 있을 때 가족기능이 더 기능적임
을 의미한다 . 가족적응력은 경직(0~9), 구조화(10~14), 유연(15~19), 혼란한(20~40) 4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경직 , 혼란한 형태보다 구조화 , 유연한 상태에 있을 때 가

구 분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문제지향적 대처방식 6 5,9,14,17,21,25 .68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8 2,6,10,11,15,18,22,26 .46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7 3,7,12,16,19,23,27 .64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6 1,4,8,13,20,24 .67

전 체 2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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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기능이 더 기능적임을 의미한다 (Olson, Russel & Sprenkle, 1983).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도구 개발 당시 2,412명을 대상으로 가족결속력은 .77, 가족적응
력은 .62, 전체 척도에서는 .68로 나타났고 , 본 연구에서 전체 및 하부요인별 내적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 

<표 3> 가족기능의 문항 항목 및 신뢰도

3) 3) 3) 3) 또또또래래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또래의 위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까운 친구들의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위

험행동 측정도구에 포함된 위험행동목록과 예비조사에서 나온 피드백에 준하여
음주 , 키스 , 흡연 , 오토바이타기 , 무단 외박 , 불법약물복용 , 성병이나 임신 , 잦은 싸
움 , 물건이나 돈 훔치기 , 음란비디오 , 수업 빼먹기 , 컨닝 , 잦은 거짓말 등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 총 0 ~ 18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의 위험행동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 . 

 

4) 4) 4) 4) 유유유해해해환환환경경경요요요인인인
이기숙과 김수연 (1999)이 기존연구를 토대로 개발한 도구로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을 수정 ․ 보완한 척도로 유해시설 , 유해물품 , 유해매체로 구성하였다 . 

예비조사에서의 피드백 내용을 추가로 고려하여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 해
당되는 것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다 . (항목의 예 : 전자오락실 , 당구장 , 커피숍이나
카페 , 만화가게 , 소주방 , 비디오방 / 술 , 담배 / 성인방송 , 성인잡지 , 성인만화 , 음
란동영상 , 인터넷음란사이트 , 음란PC게임 등 ) 총 0 ~ 19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
가 높을수록 유해환경 요인에 노출되는 정도가 크다 .

구 분 문항수 문항 번호 Cronbach's α

가족결속력 10 1,3,5,7,9,11,13,15,17,19 .86

가족적응력 10 2,4,6,8,10,12,14,16,18,20 .79

전 체 2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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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D.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및및및 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8년 7월 16일에서 2008년 9월 9일로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각 2개교씩 총 4개교 남녀 중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설문지 보완을 위한 예비조사는 자료수집 1달 전 6월
에 직접면담을 통해 실시하였다 . 담임선생님의 지도하에 서면을 통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약 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 편향되거나 부정직한 응답을 가능한 피하
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 자료 수집 시기는 기말시험 후 방학 직전과 같이 학
생들이 심리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 수거된 총 558부 중 누락되
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E. E. E. E. 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방방방법법법

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 백분율 ,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특성으로서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 대처능력 , 가
족위험요인 , 가족기능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은 평균과 표준편차 , 최소
값 , 최대값 등의 기술통계를 보이고 , 일반적 특성 및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의 차이는 t-test, ANOVA를 이용하였다 . 세 집단 이상의 다중비교는
Tukey's method를 이용하여 각 그룹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

3. 대상자의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

4. 대상자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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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A. A. A. A.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 전체 응답자 544

명 중 서울지역 중학생은 257명(47.2%), 경기지역 중학생은 287명(52.8%)이었고 , 학
년 구분은 2학년이 276(50.7%), 3학년이 268명(49.3%)으로 비슷하였다 . 성별은 남학
생이 281명 (51.7%), 여학생이 263명 (48.3%)로 남학생이 약간 많았고 , 연령 분포는
만 12세 ~ 16세로 평균 14.45세였다 . 사회경제적 수준은 ‘상 ’이라고 응답한 학생
이 63명 (11.8%),‘중 ’인 경우는 가장 많은 426명 (80.1%)이 응답하였으며 ‘하 ’의
경우는 43명 (8.1%)이었다 . 학업성취도는 ‘상 ’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95명 (17.7%),

‘중 ’은 276명 (51.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 ’라고 답한 경우는 167명 (31.0%)이
었다 .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부모 모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472명 (87.7%), 한쪽
부모나 부모 외 다른 사람들과 동거하는 경우는 66명 (12.3%)으로 나타났다 . 여기에
서 부모 모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이혼 , 사별 , 직장으로 인한 불가피한 별거
등의 이유를 모두 포함한다 . 이와 같이 대상자의 특성은 지역 , 학년 , 성별에 따라
각각 반수에 가깝고 ,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학업성적은 ‘중간 ’정도로 응답한 경
우가 가장 많았으며 ,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1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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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변수수수 구구구 분분분 실실실수수수 (%)(%)(%)(%) 평평평균균균 ±±±±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지역 서울

경기
257 (47.2)

287 (52.8)

  

학년 2학년
3학년

276 (50.7)

268 (49.3)

                

성별 남
여

281 (51.7)

263 (48.3)

                

연령 12～14세
15～16세

275 (51.6)

258 (48.4)

14.45 ± 0.88

사회경제적
수준

상
중
하

63 (11.8)

426 (80.1)

43 ( 8.1)

    

학업성취도 상
중
하

 95 (17.7)

276 (51.3)

167 (31.0)

부모와의
동거 여부

예 (부모 모두 )

아니오 (편부모 등 )

472 (87.7)

66 (12.3)

 

<표 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44)†

 †무응답 제외

B. B. B. B.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개개개인인인내내내적적적 , , , , 사사사회회회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중학생의 개인내적 특성인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사회환경적 특성
인 가족위험요인 , 가족기능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의 정도를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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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개개개인인인내내내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자아존중감 (25문항 )은 가능한 점수 범위 25 ~ 100점에서 최하 33점 , 최고 95점
으로 평균 64.92점으로 나타났다 . 스트레스 대처능력 (27문항 )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81점에서 측정된 점수 범위 역시 0 ~ 81점으로 평균 43.20점이었다 . 하부요인
으로 문제지향적 대처방식 (6문항 )은 평균 9.49점이었고 ,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8문
항 )은 평균 12.01점이었으며 ,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7문항 )은 평균 12.53점 , 마지막
으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 (6문항 )은 9.20점이었다 . 하부요인 중 평균이 가장
높은 대처방식은 소망적 사고로 문항수로 나눈 표준화된 값 역시 가장 높아 (1.79

점 )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처방식이었다 . 문제지향적
대처방식과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방식의 합인 적극적 대처는 평균 18.69점이었
고 , 정서완화적 대처방식과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의 합인 소극적 대처는 평균
24.54점으로 나타났다 .

2. 2. 2. 2.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사사사회회회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

가족요인으로서 가족위험요인 (5문항 )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15점에서 측정된
범위 역시 0 ~ 15점으로 평균 1.08점이었다 . 가족위험요인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부모의 갈등이었다 (평균점 0.37). 가족기능 (20문항 )의 총점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80점에서 최하 0점 , 최고 78점으로 평균은 37.67점으로 나
타났다 . 가족기능의 첫 번째 하부요인으로서 가족결속력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40점에서 최하 0점 , 최고 40점으로 평균은 21.08점이었다 . 가족결속력의 형태는 이
탈 상태가 281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 분리 상태는 144명(26.5%), 연결 상태는
82명(15.1%), 밀착 상태는 37명 (6.8%)으로 가장 낮았다 . 보다 기능적인 가족결속력
의 형태인 분리 상태와 연결 상태에 있는 집단은 226명 (41.5%)이었으며 보다 역기
능적인 이탈 상태와 밀착 상태에 있는 집단은 318명 (58.5%)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
하부요인인 가족적응력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40점에서 최하 0점 , 최고 40점으
로 평균은 16.53점이었다 . 가족적응력의 형태는 경직 상태가 88명 (16.2%)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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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고 , 구조화된 상태는 114명(21.0%), 유연한 상태는 153명(28.1%), 혼란 상태는
189명 (34.7%)으로 가장 높았다 . 보다 기능적인 가족적응력의 형태인 구조화된 상태
와 유연한 상태에 있는 집단은 267명 (49.1%)이었으며 보다 역기능적인 경직 상태
와 혼란 상태에 있는 집단은 277명 (50.9%)으로 나타났다 . 또래 요인으로서 또래 위
험행동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18점에서 측정된 점수 범위 역시 0 ~ 18점으로
평균은 5.33점으로 나타났고 , 5가지 이상의 또래 위험행동에 노출된 경우는 268명
(49.9%)이었다 . 환경 요인으로서 유해환경요인은 가능한 점수 범위 0 ~ 19점에서
측정된 점수 범위 역시 0 ~ 19점으로 평균은 7.37점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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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변 수수수 범범범 위위위 평평평균균균 ±±±±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구구구 분분분 실실실수수수 (%)(%)(%)(%)

자아존중감 33 - 95 64.92 ± 10.36

스트레스 대처능력 0 - 81 43.20 ±  9.39

   적극적 대처 0 - 36 18.69 ±  5.06

      문제지향적 0 - 18 9.49 ±  2.96

      사회적지지 추구 0 - 24 12.01 ±  3.13

   소극적 대처 0 - 45 24.54 ±  5.64

      정서완화적 0 - 21 12.53 ±  3.37

      소망적 사고 0 - 18 9.20 ±  3.05

가족위험요인 0 - 15 1.08 ±  1.98

가족기능 0 - 78 37.67 ± 14.70

   가족결속력 0 - 40 21.08 ±  8.37 이탈 (0 - 21) 281 (51.6)

분리 (22 - 27) 144 (26.5)

연결 (28 - 33) 82 (15.1)

밀착 (34 - 40) 37  (6.8)

   - 기능적 가족결속력 분리+연결 상태 226 (41.5)

   - 역기능적 가족결속력 이탈+밀착 상태 318 (58.5)

   가족적응력 0 - 40 16.53 ±  7.30 경직 (0 - 9) 88 (16.2)

구조 (10 - 14) 114 (21.0)

유연 (15 - 19) 153 (28.1)

혼란 (20 - 40) 189 (34.7)

   - 기능적 가족적응력 구조+유연 상태 267 (49.1)

   - 역기능적 가족적응력 경직+혼란 상태 277 (50.9)

또래 위험행동 0 - 18 5.33 ±  4.39

유해환경요인 0 - 19 7.37 ±  5.03

<표 5> 대상자의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특성
 (N=544)†

 †무응답 제외



- 32 -

C. C. C. C.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1. 1. 1. 1.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표 6>과 같다 .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전체와
남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전체 위험행동 총점은 0 ~ 54점의 범위로 평균
은 6.04점으로 나타났다 . 이 중 모험성 위험행동이 평균 3.41점으로 반항성 , 반사
회성 위험행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 위험행동 항목별 평균점을 살펴보면 , 가장 높
게 나온 위험행동은 평균 1.17점으로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항목이었다 . 

그 다음으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 ‘학원이나 학
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음 ’ 순으로 나타났다 . 위험행동순위를 성별
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 남학생은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항목이 , 여학생
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 항목의 평균점이 가장
높았다 . 따라서 전체 대상자의 위험행동 총점은 범위에 비해 높지 않았으나 모험
성 위험행동이 높게 나타났고 , 평균점이 가장 높은 위험행동 항목은 음란동영상을
본 경험으로 위험행동 순위는 남녀 학생별로 차이를 보였다 . 

구체적인 위험행위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 대체적으로 모험성 위
험행동의 빈도가 높고 반사회성 위험행동의 빈도는 낮았다 . 지난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은 전체 168명(30.9%)로 나타났고 남녀 각각 86명(30.6%), 82명(31.2%)이었다 . 

대표적인 위험행동인 흡연 경험률은 전체 103명(18.9%), 남학생 64명 (22.8%), 여학
생 39명 (14.8%)으로 남학생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음란 동영상을 본 경험은 전체 279명(51.3%), 남학생 197명(70.1%), 여학생 82

명 (31.2%)으로 남학생의 상당수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에 비해 월등
히 높았다 . 그 외에 밤늦게까지 이유 없이 배회한 경험 (143명 , 26.3%), 학원이나 학
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경험 (215명 , 39.5%),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용돈
을 탄 경험 (234명 , 43.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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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 분분분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정정정도도도 범범범 위위위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전 체 위험행동 총점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0 - 54

0 - 21

0 - 18

0 - 15

 6.04 ± 7.41

 2.19 ± 3.77

 0.36 ± 1.61

 3.41 ± 3.29

위험행동 순위
   음란동영상
   거짓말로 용돈받음
   고의로 수업빼먹기

 

0 - 3

0 - 3

0 - 3

 1.17 ± 1.30

 0.83 ± 1.10

 0.80 ± 1.12

성

별

남

위험행동 총점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0 - 54

0 - 21

0 - 18

0 - 15

 6.75 ± 7.74

 2.44 ± 4.03

 0.43 ± 1.94

 3.87 ± 3.40

위험행동 순위
   음란동영상
   고의로 수업빼먹기
   거짓말로 용돈받음

 

0 - 3

0 - 3

0 - 3

 1.74 ± 1.31

 0.84 ± 1.15

 0.72 ± 1.06

여

위험행동 총점
   반항성
   반사회성
   모험성

0 - 54

0 - 21

0 - 18

0 - 15

 5.29 ± 6.98

 2.00 ± 3.65

 0.33 ± 1.59

 2.96 ± 3.19

위험행동 순위
   거짓말로 용돈받음
   고의로 수업빼먹기
   음란동영상

 

0 - 3

0 - 3

0 - 3

 0.94 ± 1.13

 0.75 ± 1.08

 0.56 ± 0.97

<표 6> 대상자의 위험행동   
(N=544)†

    

†무응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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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대상자의 위험행위별 빈도수  
                                                                            

         (N=544)†

위위위험험험 행행행동동동 목목목록록록
실실실 수수수 (%)(%)(%)(%)

전전전체체체 남남남 여여여

반
항
성

1. (지난 1년 동안 ) 음주한 적이 있음 . 168 (30.9) 86 (30.6) 82 (31.2)

2. 이성친구와 키스한 적이 있음 . 71 (13.1) 40 (14.2) 31 (11.8)

3. 흡연한 적이 있음 . 103 (18.9) 64 (22.8) 39 (14.8)

4. 음주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동승한 적이 있음 . 68 (12.5) 39 (13.9) 29 (11.0)

5. 무단 외박을 한 적이 있음 . 41 (7.5) 21 (7.5) 20 (7.6)

6. 술을 먹고 토하거나 정신을 잃은 적이 있음 . 29 (5.3) 14 (5.0) 15 (5.7)

7. 밤늦게까지 이유 없이 배회한 적이 있음 . 143 (26.3) 78 (27.9) 65 (24.7)

반
사
회
성

8.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를 희롱한 적이 있음 . 19 (3.5) 12 (4.3) 7 (2.7)

9.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적이 있음 . 10 (1.8) 7 (2.5) 3 (1.1)

10. 성병이나 임신을 한 적이 있음 . 9 (1.7) 6 (2.1) 3 (1.1)

11. 마약 계통의 약물을 복용 , 주사한 적이 있음 . 8 (1.5) 4 (1.4) 4 (1.5)

12. 폭력도구를 이용해서 싸워본 적이 있음 . 17 (3.1) 11 (3.9) 6 (2.3)

13. 남의 집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음 . 41 (7.5) 18 (6.4) 23 (8.8)

모
험
성

14. 음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 279 (51.3) 197 (70.1) 82 (31.2)

15. 학원이나 학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음 . 215 (39.5) 114 (40.6) 101 (38.4)

16. 시험칠 때 컨닝을 한 적이 있음 . 92 (16.9) 30 (10.7) 62 (23.6)

17. 몰래 부모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음 . 113 (20.8) 57 (20.3) 56 (21.3)

18.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 234 (43.0) 108 (38.4) 126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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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 D. D.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관관관련련련요요요인인인

1. 1. 1. 1.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차차차이이이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점수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 t-test와
ANOVA를 통한 차이검정 결과 , 지역 , 학년 , 사회경제적 수준 , 학업성적에 따라 위
험행동 점수는 차이가 없었다 . 단 ,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 p값이 0.05와 매우 근
소하고 (F=2.93, p=.054) Tukey 다중비교에서는 사회경제적 수준 ‘상 ’인 그룹과
‘중 ’인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
단이 중간인 집단보다 오히려 위험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 한편 성별과 부모와
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위험행동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즉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위험행동점수가 높았고(t=2.30, p=.022)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그
렇지 않은 것보다 위험행동이 적게 나타났다 (t=-2.16, p=.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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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특 성성성 구구구 분분분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t t t t or or or or FFFF pppp
다다다중중중비비비교교교
(Tukey)(Tukey)(Tukey)(Tukey)평평평균균균 ±±±±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지 역 서울 5.82±7.84 -.67 .503

경기 6.24±7.01

학 년 2학년 6.39±7.55 1.13 .260

3학년 5.68±7.25

성 별 남 6.75±7.74 2.30 .022*

여 5.29±6.98

부모와의
동거여부

예 5.63±6.78 -2.16 .034*

아니오 8.36±7.24

사회경제적
수 준

a. 상 8.05±11.14 2.93 .054    a>b

b. 중 5.67±6.72

c. 하 6.26±5.38

학업성적 상 5.66±9.64 2.26 .106

중 5.46±6.05

하 6.94±7.56

<표 8>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N=544)†

†무응답 제외 ,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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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가가가족족족기기기능능능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차차차이이이

   중학생의 사회환경적 특성 중 기능적 , 역기능적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에 따
른 위험행동 점수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 t-test를 통한 차이검정 결과 , 보다 기
능적인 가족결속력을 보이는 집단 (mean=5.62)이 그렇지 않은 집단 (mean=6.34)에
비해 위험행동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가족적응력 측면에
서도 보다 기능적인 가족적응력을 보이는 집단 (mean=5.51)이 그렇지 않은 집단
(mean=6.56)에 비해 위험행동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특특특성성성 구구구 분분분
위위위험험험 행행행동동동

tttt pppp
평평평균균균±±±±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가족결속력 기능적 (분리 , 연결 ) 5.62±6.54 -1.15 .252

역기능적 (이탈 , 밀착 ) 6.34±7.97

가족적응력 기능적 (구조 , 연결 ) 5.51±5.90 -1.67 .095

역기능적 (경직 , 혼란 ) 6.56±8.60

<표 9> 가족기능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
(N=544)†

    

 †무응답 제외
 

3. 3. 3. 3.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과과과 제제제 요요요인인인 간간간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

중학생의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10>과
같다 . 대상자의 위험행동은 가족위험요인 (r=.16, p=.000), 또래 위험행동 (r=.49, 

p<.000), 유해환경요인 (r=.34, p<.000)과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고 , 스트레스 대
처능력(r=-.10, p=.022)과 가족기능(r=-.18, p<.000)과는 유의한 역상관관계가 있었으
며 ,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 즉 가족위험요인이 높고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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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에 많이 노출될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높았고 ,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클수록 위험
행동 발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중 문제지향적
대처(r=-.09, p=.042)와 정서완화적 대처(r=-.09, p=.041)가 유의한 관련요인이었으며
가족기능 중 가족결속력(r=-.19, p<.000)과 가족적응력(r=-.14, p=.001) 모두 위험행
동을 감소시키는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위험행동의 하부요인인 반
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과 연관성을 갖는 변인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 

반항성 위험행동의 유의한 관련요인은 가족위험요인 , 가족기능 , 가족결속력 , 가족
적응력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능력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 반사회성 위험행동 관련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 가족위험요인 , 가족기능 , 가족결속력 , 또래 위험
행동 , 유해환경요인으로 총 위험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 마지막으로 모험성 위험행동은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 대처능력 , 

적극적 대처방식 (문제지향적 대처방식 , 사회적 지지 대처방식 ), 가족위험요인 , 가족
기능 , 가족결속력 , 가족적응력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모든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변인들과 연관성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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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위험행동과 제 요인 간의 상관관계
                                                                                              (N=544)†

 1. 자아존중감 2. 스트레스 대처능력 2-1. 문제지향적 2-2. 정서지향적 2-3. 소망적사고 2-4. 사회적지지추구 3. 가족위험요인
 4. 가족기능 4-1. 가족결속력 4-2.가족적응력 5. 또래 위험행동 6. 유해환경요인 7. 위험행동 7-1. 반항성 7-2. 반사회성
 7-3. 모험성 , †무응답 제외 , * p<.05, ** p<.01, *** p<.001

1.1.1.1. 2.2.2.2. 2-1 2-2 2-3 2-4 3.3.3.3. 4.4.4.4. 4-1 4-2 5.5.5.5. 6.6.6.6. 7.7.7.7. 7-1 7-2 7-3

자자자아아아존존존중중중감감감 1.00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대대대처처처능능능력력력  .07 1.00

  문제지향적  .29
***

 .77
***

1.00

  정서완화적 -.09
*

 .74
***

 .41
***

1.00

  소망적사고 -.13
**

 .81
***

 .52
***

 .50
***

1.00

  사회적지지추구  .16
***

 .69
***

 .42
***

 .31
***

 .37
***

1.00

가가가족족족위위위험험험요요요인인인 -.23
***

 .06 -.03  .12
**

 .09
*

-.00 1.00

가가가족족족기기기능능능  .47
***

 .28
***

 .32
***

 .08  .16
***

 .30
***

-.25
***

1.00

  가족결속력  .49
***

 .28
***

 .32
***

 .05  .17
***

 .30
***

-.28
***

 .95
***

1.00

  가족적응력  .40
***

 .24
***

 .28
***

 .09
*

 .12
**

 .25
***

-.18
***

 .93
***

 .78
***

1.00

또또또래래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07  .05  .03  .00  .07  .05  .13
**

-.04 -.04 -.02 1.00

유유유해해해환환환경경경요요요인인인 -.01  .06  .05 -.02  .10
*

 .04  .13
**

-.01  .01 -.03  .56
***

1.00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06 -.10
*

-.09
*

-.09
*

-.08 -.04  .16
***

-.18
***

-.19
***

-.14
**

 .49
***

 .34
***

1.00

  반항성 -.03 -.03 -.02 -.05 -.03  .02  .10
*

-.12
**

-.13
***

-.09
*

 .45
***

 .27
***

 .89
***

1.00

  반사회성  .03 -.12
**

-.07 -.10
*

-.14
***

-.03  .16
***

-.12
**

-.14
***

-.07  .27
***

 .18
***

 .68
***

 .51
***

1.00

  모험성 -.12
**

-.12
**

-.13
**

-.08 -.06 -.10
*

 .15
***

-.19
***

-.20
***

-.16
***

 .42
***

 .35
***

 .83
***

 .55
***

 .3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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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 E. E.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과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시행하였다 . 앞서 분석 결과에서 남
녀 중학생은 각각의 위험행동 정도와 양상에서 차이를 보였으므로 전체 중학생 , 

남녀 중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1. 1. 1. 1. 전전전체체체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1) 1) 1) 1)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이이이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일반적 특성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1>에 나타나 있다 . 대

상자의 위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와의 동거여부 (Yes, No), 사회경제적 수준
(상 , 중 , 하 ), 학업성취도 (상 , 중 , 하 )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분석하였고 , 3

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 독립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 분석 결과 ,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사회경제적 수준 (중 )이 유의한 위험행동 영향요인이었고 , 전체 설명력은
3.2%로 낮았다 .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이 동거하고 있는 집단보다 2.48배
위험행동이 높았고 (β=2.48, p=0.011)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 ’인 집단이 ‘상 ’인
집단에 비해 위험행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β=-2.72, p=0.008).

<표 11> 일반적 특성이 전체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544)† 

 
†무응답 제외 , * p<.05, ** p<.01

종속변수 독립변수 R
2

β t p VIF

위험행동 부모와의 동거 여부 : No (vs Yes)

.032

 2.48  2.54
*

.011  1.05

사회경제적 수준 : 중 (vs 상 ) -2.72 -2.67
**

.008  1.68

사회경제적 수준 : 하 (vs 상 ) -2.86 -1.91 .056 1.68

학업성취도 : 중 (vs 상 )   .41   .45 .654 2.06

학업성취도 : 하 (vs 상 )  1.51  1.53  .126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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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개개개인인인내내내적적적 , , , , 사사사회회회환환환경경경적적적 요요요인인인이이이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2>와
같다 . 총 위험행동과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고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 각 회귀모형에서 모형적합도를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 여부는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계수 )를 통해 확인하였다 . 총 위험행동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 스트레스 대처능력 , 가족위험요인 , 또래 위험행동 , 유해
환경요인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서 분
석 결과에서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으로
이루어진 가족기능은 인과적인 연관성은 없었다 . 전체 설명력은 26.9%였으며 VIF

가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 세부적으로 반항성 위험행동
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또래 위험행동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 반
사회성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 가족위험요인 , 또래 위험행동으
로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모험성 위험행동의 영향요
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이었다 . 이와 같이 총 위험
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향
요인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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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전체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544)† 

 
†무응답 제외 , *p<.05, **p<.01, ***p<.001

종속변수 독립변수 R
2

β t p VIF

총 위험행동 자아존중감

.269

 -.00   -.05   .956  1.14

스트레스 대처능력  -.10   -3.44
***

  .000  1.05 

가족위험요인   .35   2.46
*

  .014  1.10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30   -.51   .609  1.13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44   -.80   .423  1.02

또래 위험행동   .71    9.30
***

 <.000  1.51 

유해환경요인   .13   1.98
*

  .048  1.50

  반항성 자아존중감

.207

  .01    .58   .564  1.14

스트레스 대처능력  -.02   -1.35   .178  1.05 

가족위험요인   .09   1.12   .265  1.10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31   -.97   .330  1.13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11    .38   .708  1.02

또래 위험행동   .38    9.18
***

 <.000  1.51 

유해환경요인   .01    .33   .738  1.50

  반사회성 자아존중감

.119

  .01   1.88   .060  1.14

스트레스 대처능력  -.03   -3.51
***

  .000  1.05 

가족위험요인   .14   3.61
***

  .000  1.10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00   -.01   .993  1.13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29  -1.95   .052  1.02

또래 위험행동   .09    4.64
***

 <.000  1.51 

유해환경요인   .01    .63   .527  1.50

  모험성 자아존중감

.234

 -.02  -1.89   .059  1.14

스트레스 대처능력  -.05   -3.86
***

  .000  1.05 

가족위험요인   .13   1.93   .054  1.10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01    .03   .975  1.13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26  -1.05   .296  1.02

또래 위험행동   .24    6.77
***

 <.000  1.51 

유해환경요인   .11   3.55
***

  .0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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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남남남자자자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1) 1) 1) 1)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이이이 남남남자자자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일반적 특성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3>과

같다 . 분석방법은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상자의 위험행동
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와의 동거여부 (Yes, No), 사회경제적 수준 (상 , 중 , 하 ), 학
업성취도 (상 , 중 , 하 )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분석하고 3개 이상의 범주를
갖는 독립변수는 가변수 처리하였다 . 분석 결과 ,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
와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없었다 . 

<표 13> 일반적 특성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276)† 

 
†무응답 제외 , * p<.05, ** p<.01

2) 2) 2) 2) 개개개인인인내내내적적적 , , , , 사사사회회회환환환경경경적적적 요요요인인인이이이 남남남자자자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4>와
같다 . 분석방법은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총 위험행동과 반
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다중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고 , 

종속변수 독립변수 R
2

β t p VIF

위험행동 부모와의 동거 여부 : No (vs Yes)

.019

 1.28   .86 .389  1.02

사회경제적 수준 : 중 (vs 상 ) -1.72 -1.24 .215  1.59

사회경제적 수준 : 하 (vs 상 ) -1.84  -.90 .371 1.61

학교 성적 : 하 (vs 상 )  1.47  1.20 .233 1.80

학교 성적 : 하 (vs 상 )  2.43  1.76  .079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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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적합도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 . 총 위험행동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만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전체 중학생 집단에 비교하여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위험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 전체 설명력은 30.9%로 전체 집단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VIF가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 세부적으로 반항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또래 위험행동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 반사회
성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가족위험요인 , 또래 위험행동이었다 . 모험성 위험행동의
영향요인은 자아존중감 , 스트레스 대처능력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으로 보
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남학생 집단에서도 총 위
험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
향요인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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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남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276)† 

 
†무응답 제외 , *p<.05, **p<.01, ***p<.001

종속변수 독립변수 R
2

β t p VIF

총 위험행동 자아존중감

.309

 -.02   -.42   .676  1.21

스트레스 대처능력  -.05   -1.10   .270  1.06 

가족위험요인   .31   1.64   .102  1.10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73   -.85   .395  1.26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11    .15   .884  1.01

또래 위험행동   .76    7.11
***

 <.000  1.54 

유해환경요인   .17   2.03
*

  .043  1.52

  반항성 자아존중감

.248

  .02   1.07   .287  1.21

스트레스 대처능력   .01     .42   .677  1.06 

가족위험요인   .07    .71   .478  1.10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70  -1.53   .128  1.26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39    .96   .340  1.01

또래 위험행동   .41    3.88
***

 <.000  1.54 

유해환경요인   .02    .59   .731  1.52

  반사회성 자아존중감

.143

  .01   1.13   .260  1.21

스트레스 대처능력  -.02   -1.26   .208  1.06 

가족위험요인   .15   2.75
**

  .006  1.10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12   -.48   .635  1.26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40  -1.81   .071  1.01

또래 위험행동   .12    3.90
***

  .000  1.54 

유해환경요인   .01    .51   .613  1.52

  모험성 자아존중감

.286

 -.05  -2.92
**

  .004  1.21

스트레스 대처능력  -.04   -2.15
*

  .033  1.06 

가족위험요인   .09   1.04   .299  1.10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09    .23   .821  1.26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12    .35   .728  1.01

또래 위험행동   .23    4.82
***

 <.000  1.54 

유해환경요인   .14   3.79
***

  .00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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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여여여자자자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1) 1) 1) 1)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이이이 여여여자자자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일반적 특성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표 15>와

같다 . 분석방법은 전체 및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하였다 . 분석 결
과 ,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사회경제적 수준 (중 , 하 )이 유의한 위험행동 영향요인으
로 나타나 남자 중학생 집단과 차이를 보였고 , 전체 설명력은 7.2%로 전체 및 남
자 중학생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앞서 전체 중학생 집단의 결과와 마찬가지
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이 동거하고 있는 집단보다 위험행동이 높았고 (β

=3.76, p=0.004)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 ’, ‘하 ’인 집단이 ‘상 ’인 집단에 비해
위험행동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β=-3.96, p=0.009, β=-4.58, p=0.037).

<표 15> 일반적 특성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258)† 

 
†무응답 제외 , * p<.05, ** p<.01

2) 2) 2) 2) 개개개인인인내내내적적적 , , , , 사사사회회회환환환경경경적적적 요요요인인인이이이 여여여자자자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는 <표 16>과 같다 . 분석 방법은 전체 및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동일하
다 . 총 위험행동에 대한 회귀모형 분석 결과 , 스트레스 대처능력 , 또래 위험행동이

종속변수 독립변수 R
2

β t p VIF

위험행동 부모와의 동거 여부 : No (vs Yes)

.072

 3.76  2.92
**

.004  1.10

사회경제적 수준 : 중 (vs 상 ) -3.96 -2.62
**

.009  1.81

사회경제적 수준 : 하 (vs 상 ) -4.58 -2.10
*

.037 1.79

학교 성적 : 하 (vs 상 )  -.66  -.49 .623 2.49

학교 성적 : 하 (vs 상 )   .69   .48  .635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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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위험요인은 p값이
.05에 근소한 수준에서 영향요인이었다 (p=.066). 전체 설명력은 25.5%였으며 다중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 세부적으로 반항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또래 위험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 반사회성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 가족위험요인 , 또래 위험행동이었으며 , 모험성 위
험행동의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 또래 위험행동으로 나타났다 . 전체 및
남자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총 위험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향요인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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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이 여자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N=258)† 

 
†무응답 제외 , *p<.05, **p<.01, ***p<.001

종속변수 독립변수 R
2

β t p VIF

총 위험행동 자아존중감

.255

  .01    .14   .885  1.12

스트레스 대처능력  -.15   -3.66
***

  .000  1.06

가족위험요인   .42   1.85   .066  1.13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01   -.01   .992  1.06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1.12  -1.42   .156  1.06

또래 위험행동   .70    6.39
***

 <.000  1.58 

유해환경요인  -.02   -.21   .833  1.54

  반항성 자아존중감

.188

 -.01   -.40   .687  1.12

스트레스 대처능력  -.05   -2.15
*

  .032  1.06

가족위험요인   .11    .89   .377  1.13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09   -.20   .841  1.06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28   -.65   .516  1.06

또래 위험행동   .35    5.78
***

 <.000  1.58 

유해환경요인  -.03   -.43   .665  1.54

  반사회성 자아존중감

.112

  .02   1.60   .111  1.12

스트레스 대처능력  -.04   -3.85
***

  .000  1.06

가족위험요인   .12   2.22
*

  .028  1.13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14    .67   .503  1.06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18   -.92   .361  1.06

또래 위험행동   .07    2.72
**

  .007  1.58 

유해환경요인  -.00   -.11   .916  1.54

  모험성 자아존중감

.222

 -.00   -.07   .943  1.12

스트레스 대처능력  -.06   -3.29
**

  .001  1.06

가족위험요인   .18   1.75   .082  1.13

가족결속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06   -.15   .884  1.06

가족적응력 : 기능적
(vs 역기능적 집단 )

 -.66  -1.81   .072  1.06

또래 위험행동   .28    5.50
***

 <.000  1.58 

유해환경요인   .01    .11   .91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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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Ⅵ. . . . 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는 중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을
파악하고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연
구 결과에 기초하여 중학생의 위험행동의 정도와 양상 및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
향요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  

A. A. A. A.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본 연구의 대상자인 544명의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0 ~ 54점의 가능 범위
에서 평균 6.04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 남학생은 평균 6.75점 , 여학생은 5.29점으로
남학생의 위험행동이 보다 높았다 . 이는 위험행동을 일으키는 특수 집단이 아닌
일반 청소년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중
학생에게서 위험행동이 발생 빈도가 낮고 중학교 시기가 위험행동의 경험 정도에
서 개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남현미 , 옥선화 , 2001) 일반적인 현상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일반 중학생 집단의 위험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위
험행동이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한편 중학생 시기가 대개 위험행
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때이면서 (김준호 , 1993) 같은 위험행동이라 하더라도 고
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시기에 일탈과 모험의 의미가 크며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 및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은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행행동 중 모험 또는
스릴을 추구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수용적인 모험성 위험행동이 가장 높았다 . 위험
행동별로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녀 전체 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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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항목별 평균이 1.17로
서 수치상으로는 모든 대상자가 적어도 1회 이상 음란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위험행위별 경험률 빈도를 산출한 결과에 의하면 , 여학생의 경우
31.2%(82명)가 음란동영상을 본 경험이 있는 반면 남학생은 70.1%(197명)에 해당하
는 대다수가 중학교 시기에 음란동영상을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현재
인터넷의 폭넓은 보급과 함께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 점과 P2P 프로그램
과 같이 여과 없이 쉽게 인터넷 동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를 구할 수 있는
점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 

그 외에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 ‘학원이나 학
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음 ’ 순으로 모험성 위험행동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 남학생은 ‘음란동영상을 본 적
이 있음 ’ 항목이 , 여학생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양상에서 남녀 학생별 차이가 나
타났다 . 구체적인 위험행위별 경험률에 관한 빈도수를 살펴보면 , 지난 1년 동안
음주한 경험이 있는 학생수는 전체 168명 (30.9%)으로 나타났고 남녀 각각 86명
(30.6%), 82명(31.2%)으로 나타났다 . 흡연 경험률은 전체 103명(18.9%), 남학생 64명
(22.8%), 여학생 39명(14.8%)으로 남학생의 흡연 경험률이 더 높았다 . 이는 충남 소
재 중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와 정혜경 (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음주
경험률 46.0%, 흡연 경험률 17.6%에 비해 낮은 수치이면서 대구 지역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감신 등 (2000)의 연구에서의 결과에 비해서는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 감
신 등 (200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 남자 중학생의 21.9%, 여자 중학생의 22.0%가
음주를 경험한 적이 있고 , 남자 중학생의 13.8%, 여자 중학생의 8.1%가 흡연을 경
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     

이와 같이 , 중학생 시기에는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모험성 행동이 많이 나타났고 위험행동의 정도와 양상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 이는 일선 중학교에서의 담임교사 및 보건교사 등의 학생지도와 일반 중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모험성 행동이 반항성 또는 반사회성 위험행동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문제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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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전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또한 남녀 학
생의 위험행동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접근 방법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
다 .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고 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흡연 , 음
주에 관한 예방적 중재가 요구되며 ,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음란동영상을 접촉하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 특히 , 중학생 시기에 음란동
영상을 접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강력하거나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는 않지만 잘못된 성지식과 성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갖게 하기 쉬우므로 무조건
금기하기보다 접하게 되는 성매체를 올바로 해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접근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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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위위위험험험행행행동동동 영영영향향향요요요인인인

1. 1. 1. 1.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중학생의 위험행동의 차이 검정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 부모와의 동거 여부였고 , 지역 , 학년 , 사회경제적 수
준 , 학업성취도에 따른 위험행동은 차이가 없었다 .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과
일치하거나 상반된 결과이다 .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위험행동이 빈번하게 나타
나는 것은 많은 지난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고 (김수주 , 2002; 오미경 , 박성연 , 

1998; 윤혜미 , 박병금 , 2005; 이경님 , 하연미 , 2004; 현명선 , 김경희 , 김선아 , 2004; 

Mears, Ploeger & Warr, 1998) 가족형태에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하
는 경우보다 위험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재희 등 (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 특히 , 1980년대 들어서면서 가족형태에 있어 가족불화 이외에 남편이나 부
인의 직장문제 , 자녀의 교육문제 , 주택 문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생계 또는 편이
성에 의해 분리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국내 현황을 고려할 때 (이호미 , 김숙희 , 

홍상욱 , 1995),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분리가족 내 자녀의 높은 위험행동 발현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띄며 이에 대한 관심과 조치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 한편 선행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상태와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 (윤혜미 , 박병금 , 2005; 현명선 , 김경희 , 김선아 , 2004; Hinshaw, 2000) 본
연구에서는 뒷받침되지 않았다 . 이는 본 연구가 발달적 특성과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위험행동 관점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비행을 포함하는 문제행동 관점을 취하였고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경우
가 있는 점에서 연구결과상의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겠다 .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의 인과적 모형인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사회경제적 수준 (중 )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 앞
서 차이검정에서와 같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집단이 동거하고 있는 집단보다
2.48배 위험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분리가족이 늘어나는 국내 사회적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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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하여 분리가족 자녀에 대해 학교에서의 교육자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전문가
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겠다 . 사회경제적 수준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 ’인 집단이 ‘상 ’인 집단보다 위험행동이 오히려 적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 이는 표집
및 자료수집 과정에서의 문제이거나 중학생의 위험행동을 취하게 되는 이유로 경
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위화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외에 다른 여
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일 수 있다 .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이 위험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보다 풍부하게 확
보함으로써 보다 쉽게 위험행동을 통한 욕구충족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남녀 집단에 따른 각 회귀분석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영향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특성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
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사회경제적 수준 (중 , 하 )이 영향요인으로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 분리가족 여부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보살핌이 더욱 필요하겠다 .    

2. 2. 2. 2. 개개개인인인내내내적적적 , , , , 사사사회회회환환환경경경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개인내적 , 사회환경
적 요인들은 실질적으로 인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임상적 조치에 의해 조절
가능한 변인들이다 . 우선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의 형태에 따른 분류에 의해 범
주형 변수로 변환한 가족기능에 따른 중학생의 위험행동의 차이 검정에 의하면 ,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이 각각 보다 기능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위험행동 점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자아존중
감을 제외한 스트레스 대처능력 (문제지향적 , 정서완화적 대처방식 ), 가족위험요인 , 

가족기능 (가족결속력 , 가족적응력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 모두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위험요인과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
경요인은 위험행동과 정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3가지 요인이 높을수록 위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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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 정도가 높아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
을 의미하였다 . 또한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기능은 위험행동과 역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2가지 요인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정도가 낮아 위험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 특히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문제지향적 , 정서완화적 대처와 가족기능 중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
력 모두 위험행동과 이와 같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위험행동의
하부요인인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과 상관관계를 갖는 변인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 반항성 위험행동과 유의한 관련요인은 가족위험요인 , 가족기능 , 

가족결속력 , 가족적응력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이었고 , 반사회성 위험행동
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정서완화적 , 소망적사고 대처방식 ), 가족위험요인 , 가족기능
(가족결속력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 일반 중
학생 청소년에게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모험성 위험행동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든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변인들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에 해당되
는 문제지향적 ,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이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대부
분의 기존 문헌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 이는 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위험행동
특성에 따라 , 즉 음주나 흡연과 같은 반항성 위험행동 , 사회적 규범에 가장 위배
되는 성희롱이나 불법 약물복용과 같은 반사회성 위험행동 , 비교적 가벼운 사회적
규율을 어기는 것으로 일반 청소년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컨닝이나 거
짓말과 같은 모험성 위험행동에 따라 효과적인 중재를 제공하고자 할 때 각각 초
점을 둘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제시해준다 . 

몇 가지 변인들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위험행동과 유
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 중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은 총 위험행동 , 반
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에서 모두 매우 유의한 (p<.001) 관련요인으로 규명
되었다 . 이는 또래의 위험행동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증가시키는 영향
을 미치고(남현미 , 옥선화 , 2001; 이지민 , Bell, 2004; 정윤주 , Darling, 2003; Jessor, 

1991) 유해환경에 접촉할수록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이기숙 , 김수연 , 

1999)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 본 연구에서는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서 또래 요인과 유해환경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주변 친구들에게 있었던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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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동과 집이나 학교 주변에서 쉽게 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함으로
써 실질적인 이용률보다는 그러한 환경에 의해 노출되는 것을 포함하여 사정하였
다 . 즉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또래와 함께 위험행동에 동참하거나 유해환경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행동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에서 자아존중감은 모험성 위험행동 외에 총
위험행동 , 반항성 , 반사회성 위험행동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 자아존
중감은 선행연구들에서도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하였던 변인으로 대개
의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나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위험 및 문제행동과 연관
성이 있거나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 , 자기유능감
과 자기조절능력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관련이 없거나 보
호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어유경 , 2005; Benda, 2001; Dryfoos, 

1991; Sherina et al., 2008).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다수의 연구결과들
과 차이가 있었던 이유는 위험행동과 문제행동의 개념의 차이나 다양한 측정도구
의 사용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과정이나 도구선정의 문
제점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또한 자아존중감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
타난 모험성 위험행동에 비해 반항성 , 반사회성 위험행동은 자료의 특성상 변이도
가 떨어지는 분포와 낮은 빈도수를 보임으로써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표 6, 7>. 한편 문제행동이 아닌 위험행동의 관점과 개념 , 그에
따른 위험행동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자
아존중감은 실제적인 관련요인이 아닐 수 있다 . 왜냐하면 , 청소년 위험행동은 위
험을 감수하면서도 즐거움이나 또래와의 어울림 , 스트레스 해소 등의 지각된 이득
을 취하고 조절해가는 행동으로서 보다 대담하고 거침없는 성향을 가진 학생들에
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 , 또래행동에 대한 단순한 모방이나 쾌락 추구 및 스
트레스 해소의 방안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 

위험행동에 미치는 인과적인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우선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총 위험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 스트레스 대처능력 , 가족위험요인 , 또래 위험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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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요인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분
석 결과에서 위험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가족결속력과 가족적응력으로
이루어진 가족기능은 인과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험행동의 형태
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역시 다른 양상을 보였다 . 특히 반항성 위험행동 영향요인으로는
또래 위험행동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또래 위험행동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일반 중학생 청소년이 음
주나 흡연과 같은 반항성 위험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또래의 위험행동에의 노출
과 그것에 대한 모방 , 또래와의 어울림을 위한 목적이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회귀모형을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 역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학생의 경우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만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
부적으로 반항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또래 위험행동이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은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여학생의 경우에는 위험행동 영향요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능력 , 또래 위험행동이 p<.05 수준에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가족위험요인은 p값이 .05에 근소한 수준에서 영향요인이었다 (p=.066). 또
래 위험행동이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이었으며 남학생과 달리 유해환경요
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위험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 세부적으로 반항성 , 반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
로는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또래 위험행동이 꾸준히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 이와
같이 남학생은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가족위험
요인과 가족기능과 같은 가족적 특성과 상관없이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
에 의해 절대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받는 반면 , 여학생의 위험행동은 보다 다
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희수와 양혜원 (2007)은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구조의 아동 및 청소년의 비교 연구에서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가족이 더 이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편 부정적 또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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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 본 연구에서 남학
생의 위험행동에 대한 영향요인의 양상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 성별에 따른
위험 및 문제행동에 대한 영향 구조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을 보다 고찰해보면 , 

오경자와 문경주 (2006)의 연구에서 여학생은 가족위험요인에서 부모자녀관계의 매
개효과를 통해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은 부
모자녀관계에 의한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가족위험요인에 의한 영향도 통계
적 유의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비해 가족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덜 받았다 . 오미경과 박성연 (1998)의 연구에 의하면 , 사회화 요인이 위험행동에 미
치는 영향에서 남학생은 사회화의 영향의 대부분을 친구요인이 차지하는 반면 , 여
학생은 부모와 위험친구가 거의 같은 크기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가족적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위험행동에 대해 각각 접근하고자 할 때 , 남학생의
경우 또래집단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학생은 또래집단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개인적 및 가족적 특성을 고려한 보다
다각도의 접근 방법이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다양한 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위험행동과 유의
한 연관성을 갖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위험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양상을 보다 구
체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 우선 상관 및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규명된
개인내적 요인으로서 스트레스 대처능력의 작용은 보다 다양한 대처방식을 통해
중학생 청소년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행동보다는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
한 다른 방법으로 발달적 욕구와 에너지를 승화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특히 스트레스 대처는 선행연구에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
였던 변인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었으나 (어
유경 , 2005; 이지민 , Bell, 2004) 다수의 선행연구결과들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인
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적극적 대
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누어 적극적 대처가 위험행동을 줄이거나 부적인 연관성을
갖는다고 하였으나 ,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대처방식의 유형보다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대처방식을 동원하는 것이 위험행동과 부적인 상관관계 , 인과적인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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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정서적 완화와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 이는 자아정체감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험적 방법을 시도하는 청소년 , 특히 전기 청소년에게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소극적인 대처방식 역시 위험행동을 감
소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일반적 특성 중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사회환경적 특성 중 가족요인으로서 가족위험요인과 가족기능 (가족결속력 , 

가족적응력 )과 같이 가족의 구조적 , 형태적 , 기능적 특성이 위험행동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은 보인 것은 중학생의 위험행동이 가족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그것에
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위험행동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는데 , 이는 청소년기의 특징인
또래 모방 현상과 왕성한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험행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특히 또래 위험행동은 남녀 집단 모두 , 총 위험행동과 위
험행동의 3가지 형태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관련 및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는데 , 

이와 같이 또래 위험행동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지민 , Bell, 2004; 정윤주 , Darling, 2003; 

Brook, Brook, Gordon, Whiteman & Cohen, 1990).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실무 및 국가정책 차원에서 가능한 활용방
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일선 학교에서 일반 및 보건교사들에게는 분리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도 , 가족위험요인 및 가족기능 파악 , 취약한 가족요인을 갖
는 가족과 학생에 대한 보살핌 강화 등의 방안들이 있을 수 있고 , 지역사회 내 정
신건강관리전문가들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개선에 초점을 둔 예방프로그램 개발 , 

지역 내 취약 가정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사례관리 , 건강한 가족문화를 위한 캠페
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겠다 . 국가정책 차원에서는 건전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 증대 , 주택가 및 학교 주변 유해환경요인의 단속과 건전한 환경
조성의 노력을 함으로써 청소년 위험행동을 조절하고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이환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의 제한점과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 우
선 본 연구에 사용된 스트레스 대처능력 척도는 전체 내적신뢰도는 .82로 양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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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의 하부척도에서는 .46으로 매우 낮았다<표 2>. 이 도
구는 김수주 (2002)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대처 도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주 (2002)의 연구에서는 전체
.83, 정서완화적 대처 하부척도는 .65의 내적신뢰도를 보여 , 본 도구에 대한 추가
적인 검증과정이 요구된다 . 다음으로 위험행동 측정도구는 Gullone 등 (2001)의 위
험행동척도를 한상철 (2004)이 국내에서 검증하고 재구성한 것으로 그 개념적 기반
이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위험행동 개념과 가장 가까웠으나 한 도구 안에 비교적
가벼운 규율을 어기는 모험성 위험행동 항목에서 심각한 사회적 규범에 위배되는
반사회성 위험행동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한 도구가 포괄하는 행동범위가 지나치
게 방대하고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충분한 변이도와 빈도수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표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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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 C. C. 연연연구구구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본 연구는 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개인내적 , 사회적 , 환경적 측면의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과 영
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기존 선행연구에서 위험행동에 대한 다
양한 영향요인들이 규명되어 왔으나 매우 복잡하고 임상적 조치로 조절 가능한
변인들이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보다 간호현장에서 임상활용도가 높고 간명한
주요 영향요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또한 , 기존의 비정상성과 이탈을 강조하는
문제행동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며 긍
정적인 측면을 포함하는 위험행동 개념으로 접근하여 정상적인 성장발달 과정에
있는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의가 있겠다 .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1. 1. 1. 간간간호호호이이이론론론 측측측면면면

지금까지 타 분야에 비해 간호학 분야에서는 청소년 위험행동 개념과 현상에
관한 고찰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수의 연구에서도 문제행동 접근방법을 사
용하였다 . 간호학에서 인간의 발달적 특성과 생애과정에 대한 강조와 예방적 간호
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 보다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의 위험행동 개념이 보
다 유용할 수 있겠다 .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 영역 내에서 청소년의 위험행
동 개념을 개발하고 정립해나가며 학교보건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영역에서 관찰
할 수 있는 전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위험행동 현상에 대해 고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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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간간간호호호연연연구구구 측측측면면면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 청소년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수 간호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인간의 생애 경험
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인 관점을 취하는 간호연구에서 질병관리 뿐 아니라 , 건강
증진 측면은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행동
으로 발전하기 이전에 위험행동이 나타나는 단계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발달적
욕구 및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각도의 연구
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타 분야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 연구 성과
를 바탕으로 보다 간호연구 측면에서 주요한 변인들을 선정하고 청소년의 위험행
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위험행동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영향력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3. 3. 3. 3. 간간간호호호실실실무무무 측측측면면면

다양한 간호실무 영역 중 학교보건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분야는 중 ․ 고등학
생의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주요 실무 분야이다 . 이러한 영역에서 학생지도 및 정
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전문가들에게서 청소년의 위험 및 문제행동은
중요한 관심영역 중의 하나이다 .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들 간호중재 제공자들에게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임상활용도가 높은 위험행동 영향요인
들을 중심으로 중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또한 위
험행동의 개념과 관점의 보급으로 인해 중재 제공자 뿐 아니라 , 청소년 스스로 위
험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현상을 줄임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접근하여 효과적
으로 중재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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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ⅦⅦⅦ. . . . 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A. A. A. A.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개인내적 , 사회적 , 

환경적 측면의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주요한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영향력의 정도
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각 2개교씩 총 4개교 남녀 중
학교의 재학생으로 2, 3학년의 중학생이었다 .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7월 16일에
서 2008년 9월 9일까지로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거된 총 558부
중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4부를 제외한 총 54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종속변인인 중학생의 위험행동은 Gullone 등 (2001)의 위험행동 도구를 바탕으로
한상철 (2004)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검증한 18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위험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의 측정은 Coopersmith(1981)의
25문항 4점 척도를 이용하였고 , 스트레스 대처능력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도구를 김수주 (2002)가 재구성한 27문항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사회환
경적 요인으로 가족위험요인은 오경자와 문경주 (2006)의 자녀구타 , 부부간폭력 , 부
모의 문제성 음주 , 부부 갈등 , 부모의 우울을 포함하는 5개 문항 4점 척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 가족기능은 가족응집력과 가족적응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20문
항 5점 척도인 Olsen, Portner와 Lavee(1985)의 FACES-III(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on Evaluation Scale-III)를 사용하였다 . 또래 위험행동은 가까운 친구
들의 행동을 묻는 것으로 위험행동목록과 예비조사 결과를 통한 18항목으로 측정
하였고 , 유해환경요인은 이기숙과 김수연 (1999)이 개발한 도구 중 접촉빈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을 수정 ․ 보완한 19항목의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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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SAS 9.1 program을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 , t-test, ANOVA, 상관
관계분석(Pearson's correlation),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 대상자인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는 0 ~ 54점의 범위로 평균 6.04점으로
모험성 위험행동이 반항성 , 반사회성 위험행동에 비해 가장 높았다 . 항목별로
높게 나타난 위험행동은 음란동영상 보기 , 거짓말로 용돈 받기 , 고의로 수업 빼
먹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 간의 차이를 보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위험행동 차이는 성별과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위험행
동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위험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 

3. 위험행동과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총 위험행동에
대하여 가족위험요인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이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
었고 , 스트레스 대처능력과 가족기능 (가족결속력 , 가족적응력 )은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 모험성 위험행동에 대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든 제 요
인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 

4. 위험행동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 결과 ,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영
향요인은 부모와의 동거여부 , 사회경제적 수준이었고 개인내적 , 사회환경적 관
련변인 중 유의한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 가족위험요인 , 또래 위험행동 , 

유해환경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총 위험행동과 하부요인에 속하는 반항성 , 반
사회성 , 모험성 위험행동에 미치는 각 영향요인들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 

한편 위험행동 영향요인에 관한 남녀 학생 간의 차이에서는 남자 중학생의 경
우 , 또래 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 만이 유의미한 위험행동 영향요인이었고 여
자 중학생의 위험행동 영향요인은 스트레스 대처능력 , 또래 위험행동이 확인되
었다 . 종합적으로 남학생은 또래위험행동과 유해환경요인이 절대적인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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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여학생은 개인적 및 가족적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요인이 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여러 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은 또래 위험행
동이었다 . 

본 연구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위험행동의 측정과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무리가 있으나 , 일반
중학생 집단의 위험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인내적 , 사회적 , 환경적 측
면에서의 포괄적인 영향요인과 영향요인 간의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로서 의
의가 있으며 , 위험행동에 작용하는 요인들 중 또래 위험행동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결론적으로 ,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보다 긍정적인 위험행동 접근 방법이 유용하고 , 본 연구에서 확인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일반 중학생들의 위험행동이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도 방법 및 중재를 개발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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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B. 제제제 언언언

본 연구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위험행동 개념 및 현상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 현재 위험행동은
문제행동과 혼용되거나 개념적으로 불명확한 상태이므로 보다 명확한 개념 정
립과 합의를 위한 개념분석 연구와 위험행동 현상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 및
종단적 연구가 해당된다 . 

 

2. 위험행동 개념과 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표준화
된 측정 도구 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 

3. 본 연구에서 확인한 위험행동 영향요인들의 설명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위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영향요인 연구를 제
언한다 . 

3.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위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을 고려한
예방적 차원의 지도 방안 및 중재 개발을 제언한다 . 특히 , 가장 강력한 위험행
동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또래 위험행동을 조절하기 위한 또래 집단 프로그램이
효율적일 수 있겠다 . 

4. 또래의 위험행동이나 유해환경요인과 같이 단지 환경적 노출에 의한 영향력이
규명되었으므로 학교나 지역사회 실무 현장을 넘어 사회적 , 국가적 차원의 청소
년 보호와 바람직한 또래 문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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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정도에 관한 질문으로,여러분의 느느느낌낌낌이이이나나나 생생생각각각
과과과 가가가장장장 잘잘잘 맞맞맞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문문문항항항
거거거의의의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대대대체체체로로로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가가가끔끔끔
그그그렇렇렇다다다

자자자주주주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나는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2.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 힘들다.
3.나는 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싶다.
4.나는 내 마음을 결정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5.다른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한다.
6.나는 집에서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잘 낸다.
7.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8.나는 내 또래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
9.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10.우리 가족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준다.
11.나는 아주 쉽게 포기해 버리는 성격이다.
12.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
13.내 인생의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되어 있다.
14.친구들은 대체로 내 의견을 따른다.
15.나는 내 자신이 신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신통하다:칭찬해줄만큼 대견하고 싹싹하다.)
16.나는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자주 든다.
17.나는 자주 내가 하는 일이 짜증스럽다.
18.나의 외모는 다른 사람만큼 잘 생기지 않았다.
19.나는 하고 싶은 말은 서슴지 않고 말한다.
20.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21.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
22.우리 가족들은 나를 간섭하는 경우가 많다.
23.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주 실망을 한다.
24.나는 꽤 행복한 편이다.
25.나는 나의 학교생활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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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트레스 대처방법에 관한 질문으로,현재 혹은 지난 6개월간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에에에
대대대해해해 어어어떻떻떻게게게 대대대처처처했했했는는는지지지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곳곳곳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문문문항항항
전전전혀혀혀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지지지
않않않다다다 그그그렇렇렇다다다 매매매우우우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내가 느끼는 바를 누군가에게 말한다.
2.어떤 대책을 시도해보기 전에,우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려본다.
3.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었다고,스스로 깨닫는다.
4.그 일에 대해 좀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5.활동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6.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7.다음에는 일이 좀 다를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한다.
8.다른 사람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9.문제해결을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운다.
10.그 일을 잊기 위해 다른 일을 한다.
11.최후의 수단을 쓰기보다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둔다.
12.내가 할 말이나 생각을 속으로 되풀이한다.
13.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14.조급히 굴거나 육감에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5.그것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16.자신이 처한 지금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한다.
17.잘 안될거라 생각하지만,적어도 무엇인가를 해보기는 한다.
18.내 감정을 아무에게나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9.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20.문제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다.
21.긍지를 가지고 꿋꿋이 버텨나간다.
22.기분전환이 될 수 있을만한 말을 자신에게 한다.
23.최악의 경우를 각오한다.
24.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25.내 입장을 지키면서 바라는 바를 위해 싸운다.
26.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한다.
27.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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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평소 가족들과의 생활에서 느끼는 점들에 관한 질문으로,현재 여여여러러러분분분의의의
가가가족족족과과과 가가가장장장 가가가깝깝깝다다다고고고 생생생각각각되되되는는는 것것것에에에 “““√√√”””표표표시시시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문문문항항항 전전전
혀혀혀

거거거
의의의

때때때
때때때
로로로

자자자
주주주

항항항
상상상

1.우리 가족은 서로 도움을 청한다.

2.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3.우리 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에 대해 인정해준다.

4.우리 가족의 자녀들은 집안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5.우리 가족은 우리 가족끼리만 일(여행,외식)을 한다.

6.우리 가족은 상황에 따라 식구 모두가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7.우리 가족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구성원에게 친근감을
느낀다.

8.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생각해본다.

9.우리 가족은 여가시간을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10.우리 집에서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벌칙에
대해 토론한다.

11.우리 가족은 서로 매우 친근감을 느낀다.

12.우리 가족은 자녀들도 의사결정을 한다.

13.우리 가족은 함께 할 활동(명절,제사,생일)이 있을 때 모두 참여한다.

14.우리 집에서는 정해놓은 규칙이 변하기도 한다.
15.우리 가족은 가족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취미,오락)을 쉽게 생
각해낸다.

16.우리 가족은 집안일에 대해 교대로 책임을 맡는다.

17.우리 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식구들과 상의한다.

18.우리 가족 중에서는 누가 가장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19.우리 집에서는 가족이 함께 지낸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우리 집에서는 누가 집안일을 하는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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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위험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본본본인인인에에에게게게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항항항목목목에에에 “““√√√”””표표표해해해주주주세세세요요요.

문문문항항항 없없없음음음 111회회회 222---444
회회회

그그그이이이
상상상

1.(지난 1년 동안)음주한 적이 있음.

2.이성친구와 키스한 적이 있음.

3.흡연한 적이 있음.

4.음주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거나 뒷자리에 동승한 적이 있음.

5.무단 외박을 한 적이 있음.

6.술을 먹고 토하거나 정신을 잃은 적이 있음.

7.밤늦게까지 이유 없이 배회한(돌아다닌)적이 있음.

8.지나가는 여자나 남자를 희롱한 적이 있음.

9.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적이 있음.

10.성병이나 임신을 한 적이 있음.

11.마약 계통의 약물을 복용,주사한 적이 있음.

12.폭력도구를 이용해서 싸워본 적이 있음.

13.남의 집에서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음.

14.음란 동영상을 본 적이 있음.

15.학원이나 학교에서 고의로 수업을 빼먹은 적이 있음.

16.시험칠 때 컨닝을 한 적이 있음.

17.몰래 부모님의 돈을 훔친 적이 있음.

18.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용돈을 타 쓴 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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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일반반반적적적 사사사항항항>>>

1.나의 성별과 나이는?□남 □여 /만 ( )살

2.우리집 경제 상태는? □상 □중 □하

3.나의 학교성적은?□상 □중 □하

4.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은?
□엄마/아빠 □아빠만 □엄마만 □기타

5.다음 중 우우우리리리 가가가족족족에에에 해해해당당당되되되는는는 것것것은?(“√”표시)

6.다음 중 주주주변변변 친친친구구구들들들에에에게게게 있있있었었었던던던 일일일이이이나나나 행행행동동동에 해당되는 것은?(모두 체크)
□수업빼먹기 □컨닝 □잦은 거짓말 □훔치기(물건,돈)□싸움(폭력적인)□음주 □음주
후 정신잃음 □배회 (이유없이 돌아다님)□오토바이타기 □무단외박 □흡연 □본드나 부
탄가스 흡입 □마약 복용 □키스 □성병이나 임신 □성희롱 □음란사진/잡지 □음란동영상

7.다음 중 우리 집집집이이이나나나 학학학교교교 주주주변변변에에에서서서 쉽쉽쉽게게게 보보보거거거나나나 이이이용용용할할할 수수수 있있있는는는 것것것은?(모두 체크)
□전자오락실 □PC방 □만화가게 □비디오대여점 □당구장 □커피숍/카페 □호프/소주방
□비디오방 □노래방 □숙박업소 □유흥가 □TV/케이블 성인방송(19+)□성인잡지/사진
□성인만화 □성인/음란동영상 □인터넷음란사이트 □음란 PC게임 □술 □담배

***수수수고고고하하하셨셨셨습습습니니니다다다...대대대단단단히히히 감감감사사사합합합니니니다다다...***̂̂̂^̂̂***

항 목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자녀 구타 (본인 또는 형제/자매)
② 부부간 폭력
③ 부모의 지나친 음주
④ 부부 갈등
⑤ 부모의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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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AAnnnaaalllyyysssiiisssooofffFFFaaaccctttooorrrsssIIInnnfffllluuueeennnccciiinnnggg
RRRiiissskkkBBBeeehhhaaavvviiiooorrriiinnnMMMiiiddddddllleeeSSSccchhhoooooolllSSStttuuudddeeennntttsss...

Kim,HyunLye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purposeofthisstudy wasto explorethefactorsthatinfluencerisk
behaviorinmiddleschoolstudents.
Theparticipantsinthisstudywerethesecondandthirdyearstudentsof4

middleschoolsintheSeoulandGyeng-giarea.Datacollectionwasdoneusing
self-reportquestionnairesandtheperiodfordatacollectionwasfrom July16,
toSeptember9,2008.Ofthe588questionnairescollected,14wereexcluded
becausedatawasunclearoromitted,leavingatotalof544questionnairesfor
analysis.
Theresearchtoolusedinthisstudytomeasureriskbehaviorofadolescents

inmiddleschoolasdependentvariablewasthetoolbyHan(2004)developed
inKoreabasedtheARQ (AdolescentRisk-takingQuestionnaire)byGulloneet
al.(2001).Theinfluencingfactorsincludedpersonalfactorsmeasuredusingthe
SelfEsteem Inventory(Coopersmith,1981),and StressCopingScale(Lazarus
and Folkman,1984).Socio-environmentalfactorsincluded family risk factors
(Oh & Moon,2006),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Cohesion Evaluation
Scale-III(FACES-III),andpeerriskbehaviorsquestioningthebehaviorsofclose



- 82 -

friendsand harmfulenvironmentfactorsusing a modification ofthe tool
developedbyLeeandKim (1999).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with theSAS9.1program wereused toanalyzed thedata.The
resultsofthisstudyareasfollows,

1.Thescoreforriskbehaviorofthemiddleschoolstudentstendedtobelow
withameanof6.04(rangeof0~54).Thrill-seekingbehaviorwashighest.
Theitemscheckedashighwere'watchinglewdmovingpictures','getting
pocket money using lies','losing lesson intentionally'and differences
betweenboysandgirlswereshowed.

2.In the testfor difference of risk behavior by generalcharacteristics,
significantvariableswere gender,and living with parentsornot.Risk
behaviorwashigherforboysandforstudentsnotlivingwithparents.

3.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isk behavior and personal,
socio-environmentalfactors,family risk factors,peerrisk behaviors,and
harmfulenvironmentshowedapositivecorrelationwithtotalriskbehavior,
while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family functioning (family cohesion,
familyadaptability)werenegativelycorrelated.

4.On regression analysis,thefactorssignificantly influencing risk behavior
werelivingwithparentsornot,socio-economicstatus,stresscoping,risk
familyfactors,peerriskbehaviors,and harmfulenvironments.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showed that peer risk behaviors and harmful
environmentsweresignificantfactorsinfluencingriskbehaviorintheboys
andstresscopingandpeerriskbehaviorsweresignificantforgirls.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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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isk behaviors and harmfulenvironments were the main factors
influencingboysbutmorevariousfactorsinfluencedriskbehavioringirl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attern offactors influencing totalrisk
behaviorand rebellious,antisocial,thrill-seekingbehaviorassubcategories.
Thevariablewhichhadthehighesteffectonriskbehavioroverallofthe
otherfactorsidentifiedwaspeerriskbehaviors.

Inconclusion,ariskbehaviorapproachthatconsidersdevelopmentalneeds
isusefulinunderstandingthebehaviorofearlyadolescents.Developmentof
effective guidance and interventions considering factors influencing risk
behaviorasidentifiedinthisstudyisrecommended.

Keywords:middleschoolstudent,riskbehavior,influencing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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