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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청소년기 일탈행동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는 청소년기의 일탈행동 변화에 따라 정서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성별, 가구소득, 성적에 따른 

정서문제를 살펴 보고, 정서문제의 하위 다섯 개 문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초 4 패널 제 5 차(2014 년), 

제 6 차(2015 년), 제 7 차(2016 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4 년을 기준으로 남학생 

1,059 명, 여학생 958 명의 일탈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유발한 경우, 소멸한 경우, 

안한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2010 년 초 4 패널 중 남성과 여성으로 범주화하고 데이터값은 Lag Function 으로 

연도별 변화를 추적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정서문제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ANOVA 를 실시하였다.  

2014 년에서 일탈행동 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일탈행동 경험이 있는 경우 정서문제 

표준화점수가 39.1 로 없는 경우의 32.5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일탈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일탈행동을 안 하는 청소년들보다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가 

5.62 정도만큼 매우 유의미하게 높았으며(β=5.62, P<0.001) 일탈행동을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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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p-value 가 0.066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다소 증가폭이 있어 

보였다(β=1.58,P=0.066). 일탈행동이 소멸한 청소년의 경우 유의하지 않았다.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가 정서문제의 5 가지 하위문제 각각에 미치는 영향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우울은 점수가 높았으나 사회적 위축은 차이가 

없었는데 아직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지 않은 중 2, 중 3, 고 1 의 나이를 감안해 보면,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모두 일탈행동을 계속 한 경우에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조사자들의 가구소득 분위로 정서문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위 

1 사분위, 2 사분위, 4 사분위에서 일탈행동을 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학업성적 

분위로 정서문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위 1 사분위, 4 사분위는 일탈행동을 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일탈행동의 가짓수에 따른 정서문제의 표준화 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탈행동을 계속 한 경우에 유의하게 차이가 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아 일탈행동의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는 

중요하지 않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또래문화에서 

친구들의 행동을 모방하여 일탈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조사자들의 

학업성적 분위로 정서문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위 1 사분위와 4 사분위에서 

일탈행동을 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 

이를 통해 일탈행동의 유무와 변화에 따른 정서문제 점수의 인과성을 확인하였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심한 입시환경과 치열하게 학업성과를 추구하는 구도로 

청소년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또래 사이에 왕따와 폭력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또래문화에 속하려는 심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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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행동이 일어날 수 있기에 청소년 또래애착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하겠다.  

일탈행동의 변화에 따른 정서문제의 차이가 있음을 밝힌 이 연구가 향후 청소년의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화 증상, 우울, 사회적 위축을 사전에 경감시킬 수 있는 

일탈행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마련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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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의 일탈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이 연구를 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의 가정 해체 현상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춘기인 청소년에게 일탈문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청소년이 

일탈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발생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빠르게 

개입하여 일탈의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는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정서문제 중 우울증을 겪는 일부 학생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반항적인 태도, 

폭력적 행동이나 비행, 무단결석을 일삼는다. 가출, 폭식, 수면을 너무 많이 

취하는 청소년의 경우 우울증을 의심해 보아야 하며 이런 경우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보아야 한다. 

최근 청소년의 우울증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데 성인과 달리 우울증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의 우울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고 청소년의 우울증이 성인기까지 만성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여러 가지 성취해야 할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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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과업에 직면하며 인지적·정서적·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아동도 성인도 

아닌 경계선이 불확실한 위치에 있는데 비해, 앞으로의 진학과 직업 선택에 

대한 고민과 계획 등 인생에 있어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내적 갈등이 높으며 취약성이 높다(이정숙 등, 2008). 또한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부과되는 상충적인 요구와 역할들로 인하여 쉽게 

우울·불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이정숙 등, 2008). 

한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남학생 34.5%, 

여학생 27.5%가 경증 이상의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14%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이혜승, 2004). 청소년의 우울은 학업성적 저하, 폭력, 교우 관계와 

연관되어 부적응 행동을 낳기 쉽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기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소년의 자살환자의 87%가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적 증상이나 문제가 있고, 

특히 우울증이 전체의 66%로 가장 흔한 정신 병리로 확인되었다(이혜승, 2004). 

청소년 자살실태와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최초로 자살을 생각해 본 시기가 중학교(36.9%), 

초등학교(20.8%), 고등학교(18%) 순이었다(이혜승, 2004). 

또한 우울과 불안은 건전한 자아의식을 갖지 못하여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 시기에 익혀야 할 적합한 학습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감소시키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키우는 등 다른 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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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와 결합되어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며(Kazdin 

et al., 1983; 최영희 등, 2002; 김광혁, 2010), 더 나아가 아동기의 우울과 

불안은 성인기의 만성적 우울증 유발의 큰 위험으로 보고되고 있고,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김광혁, 2010). 

이러한 아동기의 우울과 불안이 더 큰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이 우울, 불안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와 결합되어 심화된 상태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hatia & Bhatia, 2007; 김연희·김선숙, 2008; 

김광혁, 2010).  

Erikson(1963)은 청소년기를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발달적 위기를 

겪는 시기라고 하였다. Seiffge-Krenke(2009)는 특히 초기 청소년은 상급학교 

진학, 사춘기, 사회적 역할 전환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학교와 미래 부문에서 

대학생 시기인 후기 청소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또래문제나 

여가시간의 활용 문제 혹은 자신에 대한 인식문제에서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한다고 한다. 

사회변화가 빠르고, 사회적 역할 유예기간이 길어지면서 청소년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와 취업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인생에 대한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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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식, 건강한 생활양식 등을 

배우고 익힐 기회가 적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더 위기상황으로 지나가게 된다. 

Lloyd(1895)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정서들은 긍정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가 

더 많다고 하였는데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는 우울증, 

대인관계공포증, 약물남용, 일탈행동 그리고 자살시도 등 제반 정신장애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된다는 사실은 청소년기가 정신장애를 보일 취약성이 매우 

높은 시기임을 알려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우울증을 경험하기 쉬운 시기로 이러한 경험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중에는 가출 

충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79.2%에 이르며, 학업중단 의사를 지닌 청소년이 

19.3%나 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7 만여명이나 되며, 신고된 가출 

청소년만도 1 만 3 천명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위급한 

해결과제라 하겠다. 또한 최근에는 심리적 부적응의 새로운 유형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황순길 등, 2005). 

청소년위원회(2005)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가정은 일차적 교육기관이며 사회안전망이다, 그리고 학교는 바람직한 

내적특성을 함양시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들의 

이차적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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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해 건전한 성장을 위협받고, 학업중단이나 가출, 심리장애, 

폭력이나 성매매에 빠지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는 학교, 대안학교,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 직업전문학교, 아동과 청소년 양육시설인 보육원, 

청소년상담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해밀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다양한 제도와 시설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들 지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부부처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중복되고 단절되어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려우며,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연구목적 

청소년 일탈행위를 단순 일탈행위로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서문제와의 

연관성을 밝혀 우울증 등 문제진단에 도움을 주고, 그 치료와 관리의 

방향전환으로 청소년 일탈행위 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청소년기 초 4 부터 고 1 까지의 매년 설문조사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초 4 패널 제 1-7 차 조사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한 정도 차이와 정서문제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일탈과 성별, 성적, 

가계소득, 부모와의 관계 등의 관련성도 함께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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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심리적 

부적응의 우울 등 정서문제가 일탈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2005 년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이러한 일탈적 행위의 하나인 비행이 발생한 뒤에 

이루어지는 임상적 접근은 그동안의 선행 연구를 통해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여 미리 

예방하고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다. 사전에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건정한 육성을 돕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따른 정서문제와의 상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첫째, 일탈행위 경험의 변화와 전반적인 정서문제와의 관계를 밝힌다. 

둘째, 일탈행위 정도와 정서문제와의 관계를 밝힌다. 

셋째, 기타 독립변수인 성별, 성적, 가계소득, 부모와의 관계를 밝힌다. 

넷째, 일탈행위 경험의 변화와 각각의 정서문제 유형과의 관계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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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4 가지 정서문제와 청소년기 

 

1) 주의집중 

주의집중력은 주의력과 집중력으로 나누어진다. 주의는 일반적으로 

외부환경이나 개체 내부로부터의 많은 자극 중에서 특정한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거나 반응하는 선택적 활동 및 상태로 기억 대상으로 남게 되는 자극이나 

정보를 서로 유의미하게 연관시키는 인지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Cherry(1953) 또한 주의를 개체 내부 또는 외부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많은 

자극 중에서 특정한 것을 특별히 뚜렷하게 인지하거나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마음의 활동 및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박윤현(2013)도 

주의를 많은 자극들 중에서 특정한 자극에의 분별적이고 선별적인 초점을 

특징으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주의집중은 자극 중에서 특정한 

자극에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무시하는 인지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위의 주의집중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주의집중을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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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또는 외부환경의 수많은 자극 중에 특정한 부분을 분명하고 특정하게 

인지하거나 그것에 반응할 때의 에너지 및 심리적인 자원으로 정의를 내린다. 

 

2) 공격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63%가 ‘부모의 

기대’라고 응답하였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부모의 성취압력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스트레스가 높고(류연자, 1995; 홍은자 2001), 학령기 

초기에서 청소년기까지의 종단연구에서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 및 

비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ukunishi, 

Nakagawa, Nakamura, 1996)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보인다(김지신, 1996; 박영미, 1996; 이숙, 

이춘아, 1998; 이양순, 1988; 류진영, 1999). 부모의 과잉기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공격성을 유발한다고 한다(Elder & Capi, 1988; 문용린, 

1992; 손석한 등, 2001; 소미강, 2008).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정의되는데 첫번째는 그 반응의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관찰할 수 있는 특성과 그 반응의 효과만을 

정의하는 것으로 Buss(1975)는 인간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유해한 자극을 

나타내는 행동이라고 정의했고, Feshbach(1871)는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두번째는 반응의 특징 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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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나 동기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Moyer(1975)는 타유기체에 대한 파괴적인 

행동과 유해한 자극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외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며, 

Hilgard 등(1979)은 공격성은 타인에게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손상을 주거나 

재산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정의하였고(신정미, 2004 에서 재인용), 

Aronson(1988)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상처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목표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였고(장유진, 2007 에서 재인용), Berkowitz 

(1974)는 타인을 상해할 의도를 가진 목표지향적인 반응으로 정의하였다. 

두가지 중에서 첫번째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상해도 공격행동에 포함될 수 

있으며, 공격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공격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일반적으로 두 번째 정의가 

받아들여지고 있다(조현학, 2006).  

 

3) 신체화 증상 

신체화(somatization)란 병리적 발견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체 불편감과 

증상들을 경험하고 호소하는 경향, 그리고 그것을 신체 질병으로 귀인하고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ipowski, 1988). 즉, 

신체적인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신현규, 200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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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화’라는 용어는 Steckel(1943)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깊이 내재한 

신경증이 신체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신체화를 

방어기제의 일종 또는 갈등 해결의 시도로 보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개념이 

달라졌다. 신체화는 무의식의 갈등에 따른 산물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감정장애의 신체적인 표현이라는 입장이다(송지영, 1994). Kellner(1991)는 

신체화 장애를 한 개 이상의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이러한 신체 증상을 설명해 

줄 만한 기질적 병리 및 생리적 기제가 없고, 기질적 병리가 있다고 하더라고 

신체 증상의 호소 및 사회적·직업적 장애가 실제 기질적 이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클 때로 정의하였다. 

 

4)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고립’, ‘수줍음’ 등과 혼용하여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을 타인으로부터 배척되거나 

거부되어 고립된 상태로, 수줍음(shyness)을 낯선 사람이나 환경에서 

부끄러워하는 경향으로 정의했다(Burgess. Rubin, 2001).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중 사회·정서적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수줍음이라 할 수 있다(윤미설 등, 2015). 수줍음 행동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위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져 

왔다(정승원 등, 1997). 안귀여루(2010)는 사회적 위축을 주변사람 및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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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작용시 적절한 관계 형성 및 유지가 어렵고 쉽게 움츠러들고 주눅이 드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청소년기의 내면화 문제 중의 하나로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혼자 지내려는 경향성을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이봉주 등, 

2014). 사회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은 대개 많이 수줍어하고 부끄러움을 자주 

타는 경향이 강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특성을 지닌다(이종원 등, 2013).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부담스러워하여 대부분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최태산 등, 

2016). 이러한 태도로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달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Bowker 등, 2011).  

 

2. 우울증과 청소년기 

 

1) 청소년기 우울증 

우울은 현실에서 정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슬픔, 침울, 낙담, 무가치함, 

공허, 절망감의 과장된 감성이며(Wilson & Kneisl, 1992), 우울은 하나의 

정신장애로 분리될 수 없는 감정 그리고 인지와 행동의 복합적인 양상이다(B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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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이정숙 등, 2008). 또한 우울은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분화된 사회에서 

대분분의 사람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심리적인 감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우울은 누구든지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김성일 등, 2001). 

청소년기는 시간개념에 대한 인지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나 성인처럼 과거 경험으로부터의 신중한 사고와 행동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아 자살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잘 사용하게 되며 

정체성의 확립 시기이므로 부모에 대한 의존이나 독립의 갈등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흔한 증상 중의 하나이며 청소년기는 

심리·신체적 변화가 많고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이 많은데 비해 

인지적·정서적으로는 미성숙한 시기여서 그에 따르는 심리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김은정, 2010).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이며, 이러한 감정의 변화 중 

우울한 감정은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청소년들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홍인종, 2000). 이것은 청소년기의 비전형적이면서 

사춘기 특성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지력이나 

정신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일탈자나 학교부적응 학생으로 치부해 

버리는 등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청소년의 비전형적인 

가면 우울증은 남녀의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는 난폭하고 충동적이거나 거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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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여자는 심장 두근거림, 소화불량, 변비, 입맛 

떨어짐 등 몸의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청소년기 우울은 성인의 

우울과는 유발되는 양상이 다르며, 쉽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이정숙 등, 2008). 

청소년이 학교적응에 실패하거나 적응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학업, 

대인관계, 심리적응 등에 있어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생활 스트레스(부모의 사망과 이혼 등), 성숙과정 

스트레스(신체변화, 자율성과 독립에의 갈등, 또래집단과의 갈등 등), 만성적 

스트레스(빈곤, 부모의 부재 등)같은 일반적 스트레스 외에도 학업 스트레스와 

대학입시 등의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학업부적응, 대인관계 및 심리적 

부적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상철 등, 2003). 청소년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유전적 취약성(diathesis) 등의 여러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우울증이 발생하기 쉽다. 흔히 유발되는 청소년 우울 증상은 지속적인 슬픔, 

학업동기의 감소와 학업수행의 실패 등이 있다. 가출, 무단결석, 도둑질, 반항적 

행동 등 다양한 문제행동이 발생될 수 있다.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할 경우 

자살사고, 불면증, 식욕감소, 사회관계에 대한 관심과 동기의 손실 등도 

유발되기 쉽다(Bemporad & Lee, 1988; Lamarine, 1995). 우울증이 적절히 

해결되지 않고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약물남용, 무분별한 

성적 행동, 소외감, 자살행동과 자살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거나 더욱 악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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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Fleming & Offord, 1989; Lester & Miller, 1990). 그러므로 청소년 

초기에 우울증을 잘 평가하고 적절하게 교육하고 상담하는 것이 이후에 

발생되기 쉬운 부정적인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학교적응을 

촉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 우울증은 흔히 발생되는 증상이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취약한 

경향이 있다. 아동기에는 남녀의 우울비율이 비슷하지만, 청소년기로 

진행하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뚜렷하게 우울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Kovacs, 1988). 미국의 경우 2004 년에 실시된 청소년 약물사용과 

건강에 관한 국가조사(NSDUH; 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에서 

정신과 진단 편람 체계(DSM-Ⅳ)를 기준으로 12-17 세의 청소년이 주요 

우울증에 걸릴 유병률은 5.4%, 14-15 세의 청소년이 주요 우울증에 걸릴 

유병률은 9.2%, 16-17 세의 청소년은 12.3%로 연령별로 주요 우울증의 

유병률이 급속히 증가했다(NSDUH, 2005). 또한 청소년기에 기분부전장애나 

주요 우울증 등의 우울증에 걸릴 유병률은 15-20%로 보고되었다(Birmaher et 

al., 1996). 주요 우울증(major depression)은 우울감, 흥미의 저하, 체중감소나 

증가 등 5 가지 이상의 증상이 2 주 이상 지속되어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우울증이다. 기분 부전장애(dysthymic disorder)는 주요 

우울증에 비해 가볍지만, 만성적인 슬픔이나 침체감, 만성적인 피로 등이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우울증이다(최정윤 등, 2006). Sw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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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1992)가 역학 조사용 우울증 척도(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갖고 12-17 세의 4,157 명의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청소년 중 48.08%가 우울한 

경향(CES-D 점수가 16 이상)이었다. 성별로는 12-14 세 청소년은 남자 42.84%, 

여자 56.44%가 우울한 경향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 미국과 같이 체계적이고 대규모로 

연구된 데이터는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만 보고되어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조사에서 12-19 세 청소년은 우울을 항상 

느끼거나(6.23%), 가끔 느낀다(49.92%)고 응답했다. 성별 차이를 보면 남자는 

3.29%, 여자는 9.24%가 우울을 항상 느끼고, 남자는 44.20%, 여자는 55.76%가 

우울을 가끔 느낀다고 보고했다. 서국희·조맹제(1997)가 전국의 276 명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용 우울증 척도(CES-D)를 갖고 우울증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32.74%(남자: 26.63%, 여자: 37.60%)가 우울증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조성진 등(2001)이 경기도 부천시의 청소년 2,203 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용 우울증 척도를 갖고 우울증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우울증의 경향(CES-D 점수가 16 이상)이 있는 중학생은 약 34-44%(남자: 

34.6%, 여자: 44.7%), 고등학생은 약 43-49%(남자: 43.8%, 여자: 49.6%)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우리나라 청소년 우울증 유병율은 미국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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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거나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 유병율과 그 양상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배정이, 2006).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증 발현 빈도는 0.4~8.3%이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학생의 우울증 발현 비율이 남학생보다 2 배이며 

조사에서 류기영(2000)은 중학교 남학생의 18.7%와 여학생의 26.2%, 고등학교 

남학생의 14.3%와 여학생의 15.1%가 우울증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유병율이 더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도 거의 절반 정도가 어느 순간에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우울증과 

불안의 비율이 청소년에게서 가장 높다고 지적되었다(이혜승, 2004). 더욱이 

우울증상을 비롯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점차 연소화되는 추세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이혜승, 2004).  

우울증은 유전적인 요소를 포함해 뇌신경이 우울증에 취약하거나 

환경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쉽게 걸리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흔히 학업부담, 

부모의 과잉보호, 이혼 등 가족해체 등과 같은 환경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우울증세를 보인다. 가족환경은 유아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우울증세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와의 격리와 상실은 아동과 청소년 우울의 공통된 원인으로 

보인다(Allen et al., 1994; 이혜승, 2004). 

김성일·정용철(2001)의 연구보고에서 청소년 우울성향의 초기와 후기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우울성향은 초기에는 은폐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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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표현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의 우울은 가면우울(Masked depression)이라 하여 성인과 같은 

슬픔이나 낙심 등의 우울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우유부단, 음주, 약물사용, 

집중력 저하, 극심한 무력증, 권태감, 학교성적 저하, 피로감, 두통, 복통 등의 

신체 증상, 가출·절도·폭행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동의 증후군으로 

나타나기에 진단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오경자, 1995; 김성일·정용철, 2001).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Adelson(1984)은 고등학생의 우울성향은 피곤, 

건강염려증, 주의집중 곤란의 세가지 증상과 연합되어 발생된다고 하며, 

한원선(1978)은 중·고등학교의 우울성향은 지연, 성적 관심저하, 혼돈, 우유부단 

등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서 우울증은 우울한 증상보다는 가까운 지인에 대한 짜증, 학업에 

대한 흥미 저하, 자신감 저하, 자포자기의 사고방식, 음주, 약물중독, 가출, 성적 

문란 등의 행동으로 발전된다. 특히 충동성은 증가하지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어력과 정신적 성숙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폭발하여 자해나 자살, 

타인에 대한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의 우울증을 

가면우울증이라고 한다(김세원, 2010).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울은 청소년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박남희 등, 2005), 청소년의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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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단계동안 발생하고, 사회적·교육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인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 일련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Piterson et al., 1993; 

박남희 등, 2005), 청소년기의 우울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라 하겠다(Fombonne et al., 2001; 

박남희 등, 2005). 

청소년 후기에는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인 발달이 성인수준에 이르러 현실 

검증력과 양심 등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우울증상은 말이나 기분,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즉 청소년 후기가 되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우울한 기분을 겉으로 표현하며 죄의식이나 낮은 자존감을 직접 말로 표현한다. 

또한 이들은 외로움이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도피하고자 우울증상을 

약물남용, 무절제한 성행위, 고립, 자살 등의 부적응적인 행동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한편, 우울증의 발현은 사춘기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며, 청소년의 우울증은 

만성적으로 성인기까지 지속될 위험이 2~4 배 정도로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Bhatia & Bhatia, 2007) 때문에 우울증 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증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세원, 2010). 이렇듯 청소년기 

우울증상은 성인기에도 부부관계 문제, 실직을 포함한 직업 부적응, 약물사용, 

체포되거나 범죄 행동에 연루되는 것, 자동차 사고 등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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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Newcomb & Bentler, 1988)와 같이 적응 문제가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로 이어진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하은혜 등, 2004). 

또한 아동기와 청소년기 우울장애가 지속될 경우에 다른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자아 존중감이 낮아지며 과다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많다. 아동기에 주요 우울장애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양극성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청소년기에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지 

않았지만 양극성 장애의 특성이 발현된 경우에 성인기에 주요 우울장애가 

발생될 확률이 높았으며, 청소년기에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성인기에도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을 확률이 높았다(Lewinsoln et al., 2000; 

방명애 등, 2010).  

우울에 관한 또 하나의 인지이론으로 학습된 무기력 모델이 있다. 회피할 수 

없는 소음 충격 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은 이후의 소음 및 

충격을 회피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문제 해결에 있어 장애를 보였다. 따라서 

김정원(1993)은 인지 이론가들이 이와 같은 역기능적인 신념이나 왜곡된 인지 

과정이 기분을 침체시키고 활동상 저하를 초래하며, 특히 자아개념이나 

기대수준에 관하여 인지구조면에서 변화를 일으킨 결과 우울감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충동이 강해져서 일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잊으려는 등 일탈적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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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은(199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우울성향이 은폐된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표현으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반항, 결석, 가출과 같은 행동장애나 범죄행위도 우울의 한 증상으로 

발생되며, 청소년의 우울증상은 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죄책감, 자기비하, 

과다수면, 창피함 등의 증상과 자살시도가 상대적으로 많고 그 성공률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김윤정(1999)의 청소년의 우울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우울 

증세는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을 보이며, 이전에 좋아하던 활동을 하지 않으며, 

활동 자체가 감소되고, 화를 잘 내고 두통이나 복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자주 

호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를 자주 결석하거나 성적이 저조하고 숙제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 권태감이나 낮은 활동력과 주의집중을 보이며 식사나 수면 

패턴의 변화를 보였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으로 발생하는 우울은 Kazdin(1985), Moffitt(1993), 

Rutter, Tuman & Lann(1988) 연구에서 아동기나 성인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고 한다, 첫째, 청소년기에는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해 높은 빈도의 

우울과 일탈행동이 보고된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보고되는 우울감은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되기에는 증상이 미약하고 안정적으로 증상이 유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우울과 일탈행동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비행집단이나 

행동장애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10-20%가 우울을 동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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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며 청소년기에 일탈행동을 보이는 집단은 높은 우울감과 생활 스트레스를 

보였다. 

김용수(1991)는 청소년들이 우울해 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 인지적인 

요인, 가정환경 요인, 친구관계, 학업요인,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울성향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정환경 특히, 

부모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거나, 부모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들의 증상과 문제 행동 자체는 후기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걸쳐 

서서히 사라지지만, 청소년기 동안의 부적으로 유발된 학업의 실패,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사회적 낙인과 소외 등의 2 차적인 문제들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에 국한된 일탈행동 

집단이 26 세가 되었을 때 충동성, 정신건강 문제, 약물남용, 재정적 문제, 

재산상 범죄 등의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다. 청소년기 

동안 발달 과업을 달성하지 못해서 생기는 성인기의 후유증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일시적 혼란과 문제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우울증의 원인과 치료  

 

① 심리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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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상실(Loss)이 중요 유발 요인이 된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격리된 

아이들의 우울반응이 그 예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중요한 사람의 상실을 

경험하는 경우, 그 대상에게 가졌던 좋고 나쁜 복합적 감정이 자신에게 

향함으로써 자기비하, 자존감 저하, 죄책감 등을 유발한다고 한다.  

 

② 생물학적 원인  

신경내분비계의 이상(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피질 축, 시상하부-뇌하수체-

갑상선계 이상, 성장호르몬, 멜라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의 

대사물질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신경생리학적소견, 유전적 소인(우울증 

부모를 가진 자녀들에게 우울증의 발생 위험이 더 높음)등이 연구되었다.  

 

③ 진단  

우울한 기분, 즐거움의 상실, 피로감, 집중력과 주의력 감소, 자존심 저하, 

과도한 죄책감, 비관적인 미래관, 자해나 자살에 대한 생각, 수면, 식욕장애가 

주된 증상들이며, 강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중증 

우울증의 경우, 망상, 환청 등의 정신증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다.  

 

④ 경과 및 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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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에 대한 반응이 성인보다는 좋지 않은 편이며, 불안, 행동장애 등이 

동반되기 쉽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이 많다.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더 경과가 

나쁘다고 한다.  

 

⑤ 치료  

정신치료(놀이정신치료), 인지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신경전달 물질의 

이상에 근거하여 항우울약물을 시도), 동반되는 불안, 중증의 경우, 항정신병 

약물이 병용되기도 한다.  

 

 

3. 청소년 일탈행위의 유형 

 

1) 일탈행동의 정의 

어느 사회나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와 규범,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그러한 틀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기대되며, 

허용하는 규범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이를 일탈이라고 한다. 즉 

일탈행동은 사회체제의 규범적인 규칙과 기대를 위반하는 행동이며 일탈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이다(장상회, 1993). Clinard(196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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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지역사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행해진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행동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의미한다(서상철, 2010). 

Cohen(1955)에 의하면 청소년의 비행을 ‘일탈 행동’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사회제도의 정당화된 것을 위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Reiss(1951)에 

의하면, 청소년의 일탈행위의 용어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그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세분화하고 하위개념으로 

나누어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더욱이 청소년의 일탈행위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다양하고 복합적인 일탈행위의 원인이 된다고 정의하였다. 

Kobrin(1972)에 의하면,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중비행자(전적으로 중한 비행을 저지르는 자들), 경비행자(사소한 경비행을 

저지르는 자들), 지위비행자(간헐적인 지위비행을 저지르는 자들)의 유형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손정순, 2014). Sanders(1976)에 의하면, 

청소년일탈행위를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범죄행위(살인, 강간, 강도, 

폭행), 형법위반행위(절도, 폭행, 기타 경한 일탈행위에 따른 법 위반행위자들이 

포함), 지위비행(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서 알코올섭취, 

가출 및 무단결석, 흡연)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위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국가, 시대, 

사회, 문화, 환경, 개인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위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일탈행위들은 얼마든지 예방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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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또한 그런 행위들은 언제든 쉽게 확장되어 범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rikson(1963)은 일탈이란 어떤 행위 행태에서의 고유한 속성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목격한 관중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현재 부여된 속성으로 

정의했다. 즉 일탈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중임을 의미한다. 규범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공통적으로 이해되는 것이며 공간을 초월하여 

절대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이 아니므로 형성과 변화에 의해 창조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탈의 상대성은 규범의 상대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정행동은 그 행동이 위반하는 규범의 관할권에 행위자가 소속되어 있을 때만 

일탈행동으로 규정받게 된다. 

청소년의 일탈행동은 접근하는 분야에 따라 그 범주가 다르다. 법 관련 

분야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일정한 행위규범에 반하는 행위 내지 인격적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소년에 의한 모든 반사회적 행위를 포괄하는 법적인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사회학 분야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일정한 행위규범에 

반하는 행위 내지 인격적 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청소년 비행으로 보기도 한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이라 함은 12 세에서 20 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행위란 14 세 이상 20 세 미만인 

청소년으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나 형법에 의해 형사처분을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촉법행위는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 세 이상 1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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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우범행위는 형벌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 행위 또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은 사회적인 형벌 법령의 법적인 제재 

해당 여부에 따라 비행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비행은 수많은 

일탈행위 중에서 청소년이 속한 사회의 법적인 제재를 받는 일부 행위들을 

일컫는 것으로 규정된다. 일탈과 비행이 여러 논문에서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미 Erikson 이 언급한 대로 

타인이 평가하기에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탈행동으로 규정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Freud 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는 일탈을 자아기능의 결함과 정서적 

부적응에서 나타내는 행위의 표현으로 본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일탈의 원인이 

개인의 출생과 성장 사이에서 인성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김정은(2010)의 논문에서 청소년에게 발생되는 일탈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주를 이루는 것은 자아통제적인 요인과 

가정환경적인 요인, 사회환경(학교생활)적인 요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정환경적인 요인이 청소년 일탈행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청소년이 처음으로 접하는 사회이므로 사회화의 과정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성품을 형성하고 부모로부터 기초적인 규칙을 

인습하고 나아가 사회의 규범을 배워가는 경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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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환경조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정은, 2010). 

심리사회학자인 Erikson(1963)은 청소년기에 자아정체성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인식이 어느 발달 단계보다도 왕성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를 인생의 발달 주기 과업 가운데 핵심적인 시기로 부각시켰다. 이는 곧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을 바른 환경에서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이 절실함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는 발달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과중함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아 

표출의 정도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환경들의 요인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것들을 통제하며 생활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환경과 그 

영향으로 어긋난 자아 표출과 자기실현경향을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하게 되는 

데 그것이 좋은 의미로 발산이 된다면 승화라는 성숙한 기제로 자리잡지만, 

그렇지 않고 미성숙한 기제로 이어진다면 ‘비행’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데 

우리는 그것을 ‘비행청소년’이라고 한다.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비행청소년’들은 일종의 이 사회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란 정형화된 환경들 속에 수많은 제도들을 

받아들이고 학습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정작 자기들만의 자아정체성 확립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더욱이 가정환경의 와해와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일탈 속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근본적인 치료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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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청소년의 시기는 아직은 성인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이기에 청소년 비행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정환경과 예방적인 사회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예방적 정책의 필요성은 어떤 방향으로든 제시되어야 하며 그 

시책으로 인한 청소년 일탈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일탈행동의 종류 

 

① 폭력 비행 

폭력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폭행, 언어폭력, 금품갈취, 괴롭힘, 

성폭력, 사이버언어폭력, 매체폭력, 협박, 상해, 공갈, 강요, 모욕 등 셀 수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들도 같이 발달하여 

갈수록 폭력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요즈음은 사이버언어폭력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② 중독 

- 청소년의 약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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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는 변화의 기복이 심하고 그 기분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우울감이 

많다. 아동기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성인기도 아닌 주변인으로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자아와 주변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혼란스러운 

마음이 약물에 의존하기 쉬운 상황으로 만든다(서상철, 2010). 

생애주기의 정점인 청소년기에 약물 중독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폭력서클에 가담하게 되고, 우울장애와 불안장애가 동반되어 제대로 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완치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해도 때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얻게 될 수도 있어 사회문제로 이어진다. 

-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정보산업의 발달로 2013 년 우리나라 국민의 3590 만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스마트폰 없이는 청소년 문화에 교류할 수 없고 많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내용은 통제할 수단을 잃고 있는 현실이다. 

 

③ 자살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1,2 위를 다투는 통계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청소년의 시기에는 자살에 대한 요인을 개인 내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행각보다는 친구, 가족 구성원, 집단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형태가 자살 행각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특히 가정불화,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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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 고독 등이 자살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로서 그 위험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김영숙, 2014). Glaser(1956)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에게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나타난 우울증의 경우는 겨우 10%미만이었다. 청소년의 

자살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충동조절에 있어서 미흡한 경우나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성과 생활하면서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우했던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에서의 복수심 등이 자살의 중대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살 행위가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의한 것보다는 가족,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분노감, 좌절감, 충동감 등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고 한다(장주영, 2013). 

 

④ 가출 

여성가족부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살펴보면 가출의 주요 요인은 부모의 

가정불화가 26.3%, 부모의 폭행이 13%, 부모의 간섭이 10.3% 등 가정문제가 

59.8%를 차지한다고 한다. 청소년의 가출은 1 차적인 가출에 그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번 가출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곳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과의 연락이 이어지고 그로 인해 또 다시 가출을 하게 된다. 

가출 청소년이 된 것보다 그 가출로 인해 빚어지는 일탈행위(비행, 약물 복용, 

왕따, 성매매, 폭력)등 범죄에 노출되는 정도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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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가출 청소년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⑤ 성 비행 

청소년의 시기에 성에 대한 지식과 개념은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이런 변화에는 청소년의 신체의 발달과 심리적인 정서가 영향을 

주며 문화적인 발전과 정보사회의 보급, 사회적인 환경 등으로 인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내적·외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갈등은 ‘성’적으로 

역기능적인 기류가 되기도 한다. 특히 개인적인 ‘성’ 특성, 가정환경적인 요인, 

학교환경, 사회환경 등은 ‘성’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신기숙, 2003). 

 

⑥ 왕따 

청소년기에는 심리적으로 많은 위축을 경험하면서 성장 과정을 밟는다. 그런 

환경들을 접하면서 때론 좌절하고 전화위복이 되어 목표를 이루는 청소년들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적인 굴레에서 절망하는 청소년들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왕따는 친구들 사이에서 견디기 힘든 비행의 문제 중 하나이다. 연령대가 같은 

친구가 친구를 따돌리면서 생기며, 힘의 논리로 인해서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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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사슬과 같은 체계로 이어졌다. 왕따로 인해 괴롭힘의 정도가 도에 지나쳐서 

피해 학생이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끝내 세상과 이별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문재현, 2012).  

 

3)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① 접촉차이 

Sutherland(1939)가 주장한 ‘사회의 한 부분은 법의 준수와 관련된 가치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다른 부분은 범죄적 가치로 둘러싸여 조직되어 있다. 

차등적 사회조직은 법규범과 관련된 문화적 갈등을 초래한다.’라는 접촉차이 

이론(Theory of Differential Association)에서 주목한 일탈 요인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로서 범죄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친밀한 그룹으로부터 학습하는 사회화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청소년기의 

경우 주변 환경에 특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주위 환경에 있는 가족, 또래친구,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모방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청소년 시기는 사회심리적인 관점에서 사춘기에 진입하게 되면 

가족구성원들과 작고 큰일들로 인하여 빈번하게 갈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갈등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족과 분리하여 홀로 가족 이외의 환경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인간관계 또한 가족에서 또래로 옮겨지게 된다(임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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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시기에 청소년들은 또래문화(정기원, 2007)를 형성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유해매체에 접촉하며 음주와 흡연을 경험하게 된다. 

가정에서 본보기인 부모의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은 청소년들에게 

도덕성과 성장발달에 따른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Sutherland, 

1939), 가정으로부터의 폭력과 가출 그리고 성에 대한 경험을 통하여 학교와 

가정 내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탈행동의 요인으로 발전될 수 

있다(이세경·김영혜, 2011). 

 

② 낙인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에 따른 청소년의 일탈행위 유발은 관련된 연구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Lemert(1967)에 의해 창시된 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서는 ‘왜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나?’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가 일탈행위로 낙인되었는 지가 주요하며 이는 일탈행위를 

저지른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다르거나 벗어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개념을 정했기 때문이다(이선형, 2011). 1 차적 

일탈행위에 의한 사회적 멸시나 차별이 청소년들에게 일탈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경향을 더욱 가중시키고 결과적으로는 2 차적인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홍봉선 등,2007). 선행 연구에 의해서도 일탈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낙인효과는 개인차가 있었지만 청소년들 중 낙인효과가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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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분석한 결과 하위계층이 중산층보다 낙인효과가 더 컸으며(박현수 등, 

2009) 경비행에서 반복적인 일탈을 행하는 청소년들에게서 중비행을 저지르는 

것보다 낙인의 효과가 더 발생하였다(최수형, 2009).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며, 주변사람들에 의한 비공식적인 낙인이 사법기관이나 

학교의 공식적인 처벌보다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에 예방보다 더 큰 영향력을 

보였다.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시기에서는 일탈행위와 관련된 낙인효과는 마치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져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이선형, 2011).  

 

4. 부모의 양육방식과 정서적 문제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할 만한 양육자가 자녀 양육을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말하며, 아동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지, 전귀연, 2014). 즉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 전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이고 내현적인 태도와 행동을 

말한다. 

부모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지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나 

성격뿐만 아니라 지적발달, 정서적인 발달, 행동과 태도에까지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윤영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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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방식 중 ‘애정’은 자녀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자녀의 요구 또한 잘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며 애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한호종, 2015; 이예은, 2012). 

비슷한 연구결과가 나온 연구로 고혜영(2012)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자녀가 부모와 관계가 긴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보고하였으며, 청소년의 자녀를 둔 경우에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방식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애정적인 양육방식은 부모자녀간의 사이에서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만들기 때문에 청소년 자녀의 내현적, 외현적 문제행동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하여 

애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을 때 우울의 수준이 낮았으며(정은선 등, 2007),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외로움, 불안,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덜 

보였다(김정은 등, 2011; Niditch & Varela, 2012).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KCYPS)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감독, 애정,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방임, 학대의 하위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5.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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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울과 일탈행동과의 관계 

Chiles 등(1980)의 연구결과를 보면 비행 집단 중 23%가 우울을 동반하고 

있었고, 청소년기에는 아동기나 성인기에 비해 높은 빈도의 우울과 일탈행동이 

보고됐다(Rutter, Tuman & Lann, 1988; Kazdin, 1985; Moffitt, 1993), Puig-

Antch(1982)와 오경자(1993)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들 중 30%가 행동장애 진단결과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김종주(1990)와 

이길홍(1991)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입시병의 하나로 

우울증을 대표적 증상으로 설명하면서 이러한 우울의 정서적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복합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행동적 부적응을 수반한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의욕상실, 주의집중력의 감퇴, 식욕의 변화, 체중의 변화, 불면증 

그리고 부정적인 대인관계, 부정적 대처행동 등을 수반한다고 하였다. 

이성식(2007)의 연구결과 개인에게 있어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부모와의 낮은 

유대관계, 비행친구는 부모님에 대한 반항이나 호기심에 의한 비행이 지속될 

경우 심각한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여러 선행 연구와 보고들이 

있다. 이은희 등(2000)은 373 명의 남녀 고등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자존감, 

학업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학교폭력 스트레스 등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전반적인 적응이 저하된다고 보고했다. 조성진 등(200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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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명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업에 대한 높은 

부담을 가질수록 우울증의 유병률이 높아지므로 학업스트레스와 부담을 많이 

갖는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신정이 등(2006)이 

832 명의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동료스트레스, 가족갈등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며, 그 결과 학교적응도 저하된다고 했다. 

송광성(1992)의 연구에서는 남자고등학교 학생들은 부적응행동 중 외현적이고 

행동적인 경향 즉 흡연, 음주, 폭행, 소액절도 등을 경험하였으며, 

류경심(1993)은 청소년의 우울증상이 음주, 약물사용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Santrock(198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량집단에 가입하거나 

약물이나 술을 남용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오히려 죄책감을 자극해서 우울증을 

악화시킨다고 하였다(박봉전, 2001). 

김정원 등(199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 일어나는 

인지적 몰락상태가 비행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우울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비행을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Srooufe 와 Rutter(198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우울과 일탈행동은 

뚜렷한 성차를 보이는데 남자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을 외현화하는 경향이 있어 

내적인 불행감을 행동이나 적대감, 공격성 등으로 표현하는 반면, 여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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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우울감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어 우울감이 신체적인 문제나 

자아존중감 저하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하였다 

Aguilar 등(2000)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일탈행동을 보이는 집단은 높은 

우울감과 생활 스트레스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였다. Honfo 등(1999)에서 

청소년의 집단을 요인분석한 결과 학교관련문제와 대인관계가 포함되어 

대인관계 부적응, 부정적 기분과 신체적 증상을 포함한 우울증의 핵심증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Kupulainen 과 Roine(2002)의 연구에서의 요인분석결과 

비효율성/부정적 자기상, 부정적 기분, 대인관계문제/공격성의 5 요인구조로 

구성되었다(김은경, 2005). 박봉전(2001)의 연구결과 청소년의 우울성향이 음주, 

흡연, 폭음정도와 관련 있으며 우울성향이 많을수록 음주량, 흡연량, 폭음 정도 

빈도가 더 잦았으며, 김은경 등(2005)의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과의 

우울증상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청소년 집단에서 외모 등과 같은 부정적 자기상, 

슬픈 기분, 학교관련 문제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왔다. 

Herman-Stahl 과 Petersen(1999)는 417 명의 초등학교 6 학년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생활사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울증과 높은 

상관이 있고, 우울이 가정 및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Caldwell 등(2002)은 579 명의 아프리카계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 높은 불안 수준, 낮은 자존감, 높은 스트레스 등이 

우울과 높은 상관이 있으며 전반적인 생활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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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했다. 최재빈 등(1999)은 572 명의 남녀 고등학생에 대한 연구에서, 

우울성향이 있는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에 비해 학교적응능력이 저하되었으며, 

학업성적도 하위권에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학교 적응을 잘 못하거나 

학업성적이 저하되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울성향에 대한 선별 검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 우울과 일탈행동에 미치는 요인 

청소년의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 인생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심리적, 행동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자율성을 

확립해야 하고 생산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있어서 이러한 개인적인 변화와 

사회에서 기대하는 많은 요구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일탈행동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두 번째로 가정환경은 

인간관계를 맺는 최초의 장이며 개인이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집단이다. 이성은(2007)은 가정의 

무력화, 고립화, 무절제, 참된 애정과 권위의 결여, 핵가족화에 따른 과보호나 

과잉기대, 모친의 경제활동이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낳고 이것이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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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학교는 학생들이 가정 다음으로 접촉하는 중요한 환경으로 가정을 

떠난 학생들이 맨 처음 경험하는 장소이며 학생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사회에의 동화력을 시험하게 되는 곳이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교육은 

시험위주의 지식편중 교욱이 실시되어 학생의 사회성, 정서 따위는 이차적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형편이다. 네번째로, 또래관계에서 반사회적인 또래관계, 

왕따문제, 사회적인 유대감의 결여 등은 청소년의 심각한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환경으로 거주지역의 

유흥업소의 유무정도나 범죄의 간접경험, 빈곤한 거주 환경 등은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기 우울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성적 스트레스, 외모스트레스, 

부모애착, 학교 친구애착, 친한 친구애착, 불안, 자살충동 등으로 나왔다. 

사회인구학적 요인 가운데는 성별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가 

남학생에 비해 우울도가 더 높았다. 스트레스 변인 가운데는 성적스트레스의 

경우 성적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우울도는 높아졌으며 마찬가지로 

외모스트레스도 외모에 대해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우울도는 높았다. 

애착변인으로는 부모애착의 경우 부모애착이 강할수록 오히려 우울도는 

높아졌으며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도는 심하고 자살충동이 

심할수록 우울도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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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양육방식, 학업성취도, 주의집중 사이의 상관관계 

송혜영 등(1996)은 자녀의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인지도가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녀의 학업태도와 사회성에 

간접적으로 동기 유발과 행동 양식 결정에 관여한다고 하였다. 

배장섭(2017)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방식 중 애정, 학대, 주의집중력, 

성취지향적 목표, 삶 지향적 목표 중에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이 애정적인 

양육방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애정적인 양육방식이 자녀의 학습습관에 

영향을 주고 결론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택용(2015)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기의 자녀의 인격형성과 사회성, 

학습동기와 학습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부모의 양육방식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 있어 많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할 학업성취도와 같은 학업적인 요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회현 등(2014)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방식이 중학생 자녀의 주의집중력 

결핍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소은(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을 때 청소년기에 주의집중의 특징, 그중에서 

과제 처리속도, 주의 지속성 등에서의 문제가 컸었다. 김숙령 등(2006)도 

어머니가 거부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을 보인다면 자녀의 주의집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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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행동을 야기한다고 언급하였다.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보일수록 자녀의 

주의집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임은미(1998)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의 학업성취도 사이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이 된 자녀의 학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iditch 등(2012)에 의하면 애정적인 부모의 밑에서 양육된 자녀들은 

정서적인 안정성이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집단은 불안정한 정서를 보이며 

어수선하고 초조한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연구결과로 

류미아(2008)는 부모의 온정과 애정이 낮을 때 주의력 결핍이 더 높았다고 

하였으며, 김소연 등(2008) 역시 주의집중력이 낮은 특징을 가지는 아동의 

부모가 주의집중에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아동에 비해 더 낮은 온정적 ·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것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주의집중과 정서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정서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기에 비해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부모의 양육방식이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 등의 부정적인 양육방식으로 야기된 주의집중력의 

문제는 그 시기에만 일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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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이후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Mullen, Martin & 

Anderson, 1996). 부모의 양육방식이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에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학업 성취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습습관이라던가 

정서적인 문제, 학생의 주의집중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는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최초 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Fishbein & Aizen(1975)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하나의 문화양식으로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자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초기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서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 즉 성격과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정원식, 2000). 특히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의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와 연관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허묘연, 2004; 소선숙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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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청소년의 일탈행위와 정서문제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성별, 성적, 가계의 소득, 부모와의 관계요소와 정서문제와의 

상관관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그림 1> 연구의 모형 

 

첫째, 일탈행위 경험의 변화와 전반적인 정서문제와의 관계를 밝힌다. 

둘째, 일탈행위 정도와 정서문제와의 관계를 밝힌다. 

셋째, 기타 독립변수인 성별, 성적, 가계소득, 부모와의 관계를 밝힌다. 

넷째, 일탈행위 경험의 변화와 각각의 정서문제 유형과의 관계를 밝힌다.  

 

일탈

행위 

정서문제: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성별, 성적, 가계소득, 

부모와의 관계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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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자료원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의 초 4 패널 제 5,6,7 차 

조사표(2017 년 3 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3 개년도(2014∼2016) 5 차(중 2), 6 차(중 3), 7 차(고 1)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1,059 명 여학생 958 명이다.  

 

3. 변수의 선정  

이 연구의 흥미변수인 청소년의 일탈행위는 14 가지로 측정되었으며,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중 하나라도 

해당할 시에 일탈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종속변수는 정서문제 5 가지 주의집중,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로 

측정하였다.  

주의집중의 척도는 ‘칭찬을 받거나 벌을 받아도 금방 다시 주의가 산만해 

진다’,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끝까지 읽지 않는 편이다’, ‘오랫동안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하고 싶지 않다’, ‘연필이나 지우개등 학용품을 잘 잃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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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기울이지않아서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낸다’, ‘공부할 때 차분하게 앉아 

있기 힘들다’, ‘글자를 잘 빠뜨리고 쓰는 편이다’ 등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성은 ‘작은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하루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등 

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증상은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다가 잠에서 깨곤 한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속이 자주 메슥거린다.’, ‘공부를 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입맛이 

없을 때가 있다.’, ‘자주 피곤하다.’, ‘숨쉬기 어려울 때가 있다.’, ‘자주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진다.’ 등 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위축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수줍어한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등 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의 지표는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한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외롭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일이 힘들다‘ 등 

1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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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수는 Likert 4 점 척도로 높은 점수일수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요 독립변수로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측되는 

하위변수는 성별, 성적, 가계소득, 부모와의 관계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4. 분석방법 

첫째, 종단면 데이터 분석하기에 앞서 초 4 패널의 베이스라인 조사년도인 

2014 년 (중 2) 연구대상자의 일탈행동 경험 유무와 인구사회학적 일반적 특성에 

따른 빈도 통계량을 구하였다. 또한 일탈행동 경험 유무를 비롯한 다른 특성에 

따라 표준화된 정서문제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이에 대한 유의성검정을 

위해 분산분석 (ANOVA,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둘째, 두 번의 조사시점 변화에서 (2014→2015, 2015→2016)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를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빈도 통계와 정서문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구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분류된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에 따른 정서문제 점수의 

변화량을 일반화 선형방정식(GE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EE 는 모수의 

분포에 대한 전제로부터 자유롭고 전체 인구집단의 평균 측정치를 산출하는데 

유리한 분석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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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보정변수 간의 강한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구하였다. 전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의 수치가 10 보다 크면 심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2)를 통해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회귀식의 설명력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처리는 SAS 9.4(SAS Institute Inc., Carg,NC, USA).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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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 초 4 패널을 가지고 

2014∼2016 년 3 개년 5(중 2), 6(중 3), 7 차(고 1)의 결과를 가지고 청소년의 

일탈행동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연구이므로 3 개년도의 일탈행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파악했으며, 기술통계방법으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Anova Test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p<0.05)인지를 

확인하였다. 연구대상은 남학생 1,059 명 여학생 958 명이며 2014 년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서문제 점수는 남학생 32.2 여학생 

34.6 점으로 여학생이 더 높았다. 일탈행동 경험이 있는 경우 정서문제 

표준화점수가 39.1 로 없는 경우의 32.5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가 높았으며(남: 32.2, 여: 34.6), 

양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인 경우 높았으며(양부모: 32.9, 한부모: 38.2), 

Univariate 함수를 통한 조사자들의 가구소득 분위로 정서문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위 1 사분위부터 3 사분위까지는 큰 차이가 없다가 

4 사분위에서 높아지는 점수 차이를 보였다. (1 사분위-32.2, 2 사분위-32.9, 

3 사분위-31.6, 4 사분위-36.0)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는 4 사분위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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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문제 점수가 높았으며(1 사분위-28.5, 2 사분위-31.1, 3 사분위-33.6, 

4 사분위-36.8),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정서문제 점수 차이는 유의하게 큰 

차이를 보였다(방임: 매우심각-39.2, 심각-34.6, 보통-28.0) (학대: 매우심각-

41.2, 심각-35.7, 보통-28.3). 이는 청소년기 일탈행동과 성별, 가구소득, 

학업성적,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우울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1>은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5 가지 정서문제 점수를 

표준화해서 보여주며 <별표 1>은 5 가지 정서문제를 개별로 보여준다. 

 

<표 1> Baseline 조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서문제 점수 (2014 년도) 

변수 
Total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 0-100 점)† 

N % 
 

Mean SD p-value 

‡ 총합 2017 100.0 
 

33.3 15.7 

일탈행동 경험 유무 § 
      

있음 254 12.6 
 

39.1 16.0 <.001 

없음 1763 87.4 
 

32.5 15.5 
 

성별 
      

남학생 1059 52.5 
 

32.2 15.6 <.001 

여학생 958 47.5 
 

34.6 15.8 
 

학급 
      

중학교 2 학년 2017 100.0 
 

33.3 15.7 - 

가족구성¶ 
      

양부모 1833 90.9 
 

32.9 15.6 <.001 

한부모 혹은 기타 184 9.1 
 

38.2 16.2 
 

가구 연간 소득 
      

1 사분위 (0~25%) 323 16.0 
 

32.2 15.6 0.001 

2 사분위 (26~50%) 566 28.1 
 

32.9 15.7 
 

3 사분위 (51~75%) 535 26.5 
 

31.6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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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분위 (76~100%) 593 29.4 
 

36.0 15.6 
 

주관적 학업 성취도 
      

1 사분위 (0~25%) 413 20.5 
 

28.5 15.8 <.001 

2 사분위 (26~50%) 408 20.2 
 

31.1 14.8 
 

3 사분위 (51~75%) 387 19.2 
 

33.6 15.4 
 

4 사분위 (76~100%) 809 40.1 
 

36.8 15.5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920 95.2 
 

32.7 15.4 <.001 

나쁨 97 4.8 
 

46.4 16.2 
 

학교적응: 교우관계‖ 
      

좋음 1094 54.2 
 

39.2 13.7 <.001 

보틍 293 14.5 
 

31.3 14.3 
 

나쁨 630 31.2 
 

24.1 15.0 
 

학교적응: 교사관계‖ 
      

좋음 516 25.6 
 

25.2 16.0 <.001 

보통 571 28.3 
 

34.8 14.4 
 

나쁨 930 46.1 
 

36.9 14.7 
 

아버지 학력 
      

대학원 졸업 111 5.5 
 

31.4 15.4 0.743 

4 년제 대학 졸업 794 39.4 
 

32.3 15.9 
 

전문대 졸업 204 10.1 
 

33.0 15.0 
 

고졸이하 779 38.6 
 

34.0 15.6 
 

아버지 없음 129 6.4 
 

38.4 16.1 
 

어머니 학력 
      

대학원 졸업 56 2.8 
 

28.2 14.9 0.505 

4 년제 대학 졸업 652 32.3 
 

32.3 15.4 
 

전문대 졸업 277 13.7 
 

32.9 14.4 
 

고졸이하 938 46.5 
 

34.0 16.2 
 

어머니 없음 94 4.7 
 

38.4 16.1 
 

부모의 양육방식: 방임‖
 
 

      
매우 심각 478 23.7 

 
39.2 15.0 <.001 

심각 823 40.8 
 

34.6 14.8 
 

보통 716 35.5 
 

28.0 15.7 
 

부모의 양육방식: 학대‖
 
 

      
매우 심각 356 17.6 

 
41.2 15.4 <.001 

심각 752 37.3 
 

35.7 14.6 
 

보통 909 45.1 
 

28.3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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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집중 (0-21 점), 공격성 (0-18 점), 신체증상 (0-24 점), 사회적 위축 (0-15 점), 우울 (0-30 점)으로 

구분되는 정서문제의 각 항목의 점수를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켜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다시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킨 점수임. 

‡ 일원분산분석을 통한 정서문제 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값임.  

§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중 

하나라도 해당할시에 일탈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함. 

¶ '양부모'는 '부모+자녀'이거나 '(한)조부모+부모'인 경우에 해당함. '한부모 혹은 기타'는 '한 부모' 혹은 

'(한)조부모' 혹은 '(한)조부모+한 부모' 혹은 '기타'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함. 

‖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 중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 각각 구하고 

3 분위로 나누어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함.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학대 척도 문항 중 '방임', '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을 각각 구하고 3 분위로 나누어 '매우 심각', '심각', '보통'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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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일탈행동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표 2>는 2014 년에서 2015 년 사이와 2015 년에서 2016 년 사이의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에 따른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 차이를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해 

보여 주었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정서문제 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2 번의 변화를 일반화추정방정식분석(GEE)으로 병합하기 전에 각각의 유의성 

검정을 보여주었고 종속변수의 빈도분포 히스토그램을 정규분포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2>로 보여주었다. 파란색선은 정규분포 곡선이며 빨간색선이 실제 

점수분포 곡선인데 일정수준 정규분포 양상을 보였다. 올바른 GEE 분석을 

위해서 종속변수가 정규분포임을 가정하고 선형관계를 본 것이다. 5 가지 

정서문제의 총합은 거의 정규분포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54 

 

<표 2>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와 정서문제 점수 (2014→2015, 2015→2016)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  
Total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 0-100 점)‡ 

N %   Mean SD p-value§ 

2014→2015 1911 100.0   33.1  15.3    

일탈행동 지속 96 5.0   41.4  16.1  <.001 

일탈행동 발생 105 5.5   32.8  15.1    

일탈행동 소멸 143 7.5   34.4  15.6    

일탈행동 없음 1567 82.0   32.5  15.1    

2015→2016 1825 100.0   31.3  15.0    

일탈행동 지속 98 5.4   36.1  13.8  0.004  

일탈행동 발생 166 9.1   33.4  15.5    

일탈행동 소멸 88 4.8   30.4  14.8    

일탈행동 없음 1473 80.7   30.7  14.9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협박 하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성관계','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중 

하나라도 해당할시에 일탈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함. 

‡ 주의집중 (0-21 점), 공격성 (0-18 점), 신체증상 (0-24 점), 사회적 위축 (0-15 점), 우울 (0-30 점)으로 

구분되는 정서문제의 각 항목의 점수를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켜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다시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킨 점수임. 

§ 일원분산분석을 통한 정서문제 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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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표준화된 정서문제 총합 점수 및 유형별 정서문제 점수의 분포 

*모든 조사시점(2014, 2015, 2016)에서의 결과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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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문제의 하위문제별 일탈행동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청소년기 일탈행동과 성별, 가구소득, 학업성적,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정서문제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후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분석(GEE)을 사용하였다.  

일탈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일탈행동을 안 하는 청소년들보다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가 5.62 정도만큼 매우 유의하게 높았으며(β=5.62, P<0.001) 일탈행동을 유발한 

경우에는 p-value 가 0.066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다소 증가폭이 있어 보였다(β=1.58, 

P=0.066). 일탈행동이 소멸한 청소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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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추정방정식 모형(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 

변수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 0-100 점)†  

β SE p-value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 (2014→2015, 2015→2016) ‡       

일탈행동 지속 5.62  1.13  <.001 

일탈행동 발생 1.58  0.86  0.066  

일탈행동 소멸 1.12  0.91  0.216  

일탈행동 없음 Ref.  - - 

성별       

남학생 -4.33  0.51  <.001 

여학생 Ref.  - - 

학급       

중학교 3 학년 1.50  0.34  <.001 

고등학교 1 학년 Ref.  - - 

가족구성¶       

양부모 -2.17  1.84  0.238  

한부모 혹은 기타 Ref.  - - 

가구 연간 소득       

1 사분위 (0~25%) Ref.  - - 

2 사분위 (26~50%) -0.16  0.70  0.825  

3 사분위 (51~75%) -0.88  0.76  0.243  

4 사분위 (76~100%) -0.47  0.85  0.577  

주관적 학업 성취도       

1 사분위 (0~25%) Ref.  - - 

2 사분위 (26~50%) 0.42  0.62  0.496  

3 사분위 (51~75%) 0.85  0.68  0.210  

4 사분위 (76~100%) 3.58  0.68  <.001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Ref.  - - 

나쁨 10.13  1.01  <.001 

학교적응: 교우관계‖       

좋음 Ref.  - - 

보틍 4.80  0.72  <.001 

나쁨 9.42  0.62  <.001 

학교적응: 교사관계‖       

좋음 Ref.  - - 

보통 1.46  0.63  0.020  

나쁨 3.94  0.67  <.001 

아버지 학력       

대학원 졸업 Ref.  - - 

4 년제 대학 졸업 -0.30  1.2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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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졸업 -1.68  1.50  0.261  

고졸이하 -0.91  1.40  0.517  

아버지 없음 2.37  2.16  0.273  

어머니 학력       

대학원 졸업 Ref.  - - 

4 년제 대학 졸업 -1.24  1.68  0.461  

전문대 졸업 -0.32  1.79  0.856  

고졸이하 0.22  1.79  0.902  

어머니 없음 1.08  2.43  0.657  

부모의 양육방식: 방임‖
 
       

매우 심각 2.59  0.67  <.001 

심각 1.02  0.58  0.077  

보통 Ref.  - - 

부모의 양육방식: 학대‖
 
       

매우 심각 7.56  0.76  <.001 

심각 4.37  0.51  <.001 

보통 Ref.  - - 

† 주의집중 (0-21 점), 공격성 (0-18 점), 신체증상 (0-24 점), 사회적 위축 (0-15 점), 우울 (0-30 점)로 구분되는 정서문제의 

각 항목의 점수를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켜 합계를 구하고, 그 합계를 다시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킨 점수임 

‡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중 하나라도 해당할시에 비행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함. 
¶ '양부모'는 '부모+자녀'이거나 '(한)조부모+부모'인 경우에 해당함. '한부모 혹은 기타'는 '한 부모' 혹은 '(한)조부모' 혹은 

'(한)조부모+한 부모' 혹은 '기타'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함. 

‖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 중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 각각 구하고 3 분위로 나누어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함.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학대 척도 문항 중 '방임', '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을 각각 

구하고 3 분위로 나누어 '매우 심각', '심각', '보통'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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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는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가 정서문제의 5 가지 하위문제 각각에 미치는 영향의 

관련성을 일반화추정방정식분석(GEE)을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주의집중은 유의하게(지속 경우) 높았다(지속: β=7.70, P<0.001/ 유발: β=2.90, P=0.011/ 

소멸: β=4.97, P<0.001). 공격성은 유의하게(소멸 경우) 높았다(지속: β=8.12, P<0.001 / 

유발: β=3.10, P=0.001 / 소멸: β=2.02, P=0.042). 신체증상은 유의하게(지속, 유발 경우) 

높았다(지속: β=7.82, P<0.001 / 유발: β=2.12, P=0.091, / 소멸: β=0.59, P=0.650). 사회적 

위축은 차이가 없었는데 아직 사회적 활동이 왕성하지 않은 중 2, 중 3, 고 1 의 나이를 

감안해 보면,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아 나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문항구성: 

부끄럼을 많이 탄다/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수줍어한다/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우울은 유의하게 (지속 경우) 

높았다(지속: β=6.38, P=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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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가 유형별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추정방정식 모형(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 

변수 

정서문제: 주의집중  

(표준화점수:0-100 점)†  

  
정서문제: 공격성  

(표준화점수:0-100 점)†  

  
정서문제: 신체증상  

(표준화점수:0-100 점)†  

  
정서문제: 사회적 위축  

(표준화점수:0-100 점)†  

  
정서문제: 우울  

(표준화점수:0-100 점)†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β SE p-value 

비행행동 경험의 변화 

(2014→2015, 2015→2016)‡ §  
                  

비행행동 O→O 7.70  1.44  <.001   8.12  1.31  <.001   7.82  1.76  <.001   -1.93  1.56  0.215    6.38  2.11  0.003  

비행행동 X→O 2.90  1.14  0.011    3.10  0.96  0.001    2.12  1.26  0.091    -1.27  1.11  0.251    1.06  1.41  0.452  

비행행동 O→X 4.97  1.24  <.001   2.02  0.99  0.042    0.59  1.31  0.650    -1.71  1.16  0.140    -0.26  1.51  0.862  

비행행동 X→X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성별                                       

남학생 -0.41  0.65  0.525    -3.56  0.55  <.001   -6.88  0.76  <.001   -1.13  0.68  0.096    -9.68  0.90  <.001 

여학생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학급                                       

중학교 3 학년 3.01  0.43  <.001   2.59  0.39  <.001   1.95  0.53  <.001   0.74  0.42  0.077    -0.81  0.61  0.185  

고등학교 1 학년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가족구성¶                                       

양부모 -1.84  2.95  0.533    -4.99  2.45  0.042    1.14  2.65  0.667    -1.85  2.72  0.498    -3.34  3.69  0.366  

한부모 혹은 기타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가구 연간 소득                                       

1 사분위 (0~25%)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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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분위 (26~50%) 1.10  0.89  0.216    0.64  0.74  0.384    -1.09  1.07  0.309    0.28  0.92  0.764    -1.71  1.22  0.160  

3 사분위 (51~75%) 0.24  0.98  0.811    -0.11  0.81  0.895    -1.70  1.14  0.137    0.38  1.02  0.711    -3.22  1.33  0.015  

4 사분위 (76~100%) -0.20  1.14  0.858    -0.04  0.89  0.961    -1.94  1.31  0.139    1.23  1.16  0.288    -1.41  1.50  0.347  

주관적 학업 성취도                                       

1 사분위 (0~25%)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2 사분위 (26~50%) 1.86  0.78  0.018    -0.03  0.66  0.958    -0.22  0.95  0.813    -0.05  0.78  0.949    0.54  1.06  0.610  

3 사분위 (51~75%) 2.90  0.90  0.001    0.28  0.73  0.703    0.00  1.03  0.999    -0.04  0.88  0.961    1.13  1.18  0.336  

4 사분위 (76~100%) 5.86  0.91  <.001   1.68  0.74  0.022    2.01  1.05  0.057    3.54  0.88  <.001   4.82  1.21  <.001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나쁨 1.27  1.26  0.315    3.99  1.05  0.000    16.79  1.71  <.001   9.07  1.33  <.001   19.53  1.90  <.001 

학교적응: 교우관계‖                                       

좋음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보틍 3.70  0.90  <.001   4.48  0.78  <.001   3.78  1.11  0.001    5.22  0.96  <.001   6.83  1.28  <.001 

나쁨 8.18  0.82  <.001   9.00  0.70  <.001   8.45  0.97  <.001   8.02  0.87  <.001   13.45  1.12  <.001 

학교적응: 교사관계‖                                       

좋음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보통 2.07  0.82  0.012    -0.52  0.69  0.447    1.08  0.97  0.266    2.73  0.87  0.002    1.96  1.10  0.076  

나쁨 4.17  0.84  <.001   1.07  0.73  0.145    2.64  1.05  0.012    6.79  0.93  <.001   5.04  1.18  <.001 

아버지 학력                                       

대학원 졸업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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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제 대학 졸업 -0.21  1.58  0.896    1.76  1.33  0.187    -1.51  2.08  0.466    0.45  1.52  0.770    -1.96  2.23  0.378  

전문대 졸업 -2.27  1.89  0.229    0.02  1.60  0.988    -3.61  2.45  0.142    -0.51  1.85  0.783    -2.05  2.64  0.439  

고졸이하 -0.06  1.79  0.974    1.14  1.52  0.453    -3.00  2.27  0.187    0.78  1.74  0.652    -3.40  2.50  0.174  

아버지 없음 3.51  3.25  0.280    6.99  2.72  0.010    -0.95  3.30  0.774    1.44  3.16  0.650    0.86  4.21  0.838  

어머니 학력                                       

대학원 졸업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4 년제 대학 졸업 -0.90  2.13  0.673    -2.69  1.90  0.158    0.68  2.93  0.816    -0.21  2.10  0.920    -3.06  2.98  0.303  

전문대 졸업 -0.98  2.30  0.670    -1.26  2.04  0.538    2.58  3.09  0.404    0.21  2.27  0.925    -2.18  3.17  0.491  

고졸이하 0.21  2.30  0.926    -1.20  2.05  0.558    2.98  3.06  0.330    0.56  2.25  0.805    -1.45  3.14  0.644  

어머니 없음 0.83  3.58  0.815    2.62  2.92  0.369    1.59  3.93  0.686    2.56  3.39  0.450    -2.20  4.62  0.634  

부모의 양육방식: 방임‖                                        

매우 심각 1.88  0.84  0.025    1.72  0.73  0.018    2.23  1.06  0.035    1.18  0.87  0.178    5.96  1.25  <.001 

심각 0.32  0.73  0.657    0.13  0.63  0.835    1.16  0.88  0.187    1.39  0.74  0.060    2.10  1.00  0.036  

보통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부모의 양육방식: 학대‖                                        

매우 심각 7.07  0.95  <.001   8.64  0.81  <.001   9.63  1.17  <.001   -0.11  0.96  0.909    12.57  1.39  <.001 

심각 3.10  0.65  <.001   5.02  0.54  <.001   6.83  0.76  <.001   -0.27  0.68  0.685    7.17  0.91  <.001 

보통 Ref.  - -   Ref.  - -   Ref.  - -   Ref.  - -   Ref.  - - 

† 정서문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주의집중 (0-21 점), 공격성 (0-18 점), 신체증상 (0-24 점), 사회적 위축 (0-15 점), 우울 (0-30 점)을 각각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킨 점수임. 

‡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중 하나라도 해당할시에 비행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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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조사 대비 다음조사에서 비행행동 경험의 변화를 의미하며 일반적특성과는 독립적으로 χ2 테스트한 결과 값임.. 

¶'양부모'는 '부모+자녀'이거나 '(한)조부모+부모'인 경우에 해당하고, '한부모 혹은 기타'는 '한 부모' 혹은 '(한)조부모' 혹은 '(한)조부모+한 부모' 혹은 '기타'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함.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 중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 각각 구하고 3 분위로 나누어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함.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학대 척도 

문항 중 '방임', '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을 각각 구하고 3 분위로 나누어 '매우 심각', '심각', '보통'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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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탈행동을 하는 청소년에게서 일탈행동 경험 정도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추정방정식 모형(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 

변수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 0-100 점)†  

N β SE 
p-

value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 (2014→2015, 2015→2016) ‡         

일탈행동 지속 194       

3 개 이상 51 4.71  2.25  0.037  

2 개 56 3.36  2.21  0.130  

1 개 87 Ref.      

일탈행동 발생 271       

3 개 이상 19 6.33  3.60  0.079  

2 개 54 -1.77  2.20  0.422  

1 개 198 Ref.      

* 성별, 학급, 가족구성, 가구 연간 소득, 주관적 학업 성취도, 주관적 건강상태, 학교적응(교우,교사관계), 부모님 학력,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 변수들이 보정된 결과값임. 

† 정서문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주의집중 (0-21 점), 공격성 (0-18 점), 신체증상 (0-24 점), 사회적 위축 (0-15 점), 우울 

(0-30 점)을 각각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킨 점수임. 

‡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중 하나라도 해당할시에 비행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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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는 일탈행동 변화 4 가지 경우를 5 가지 정서문제별로 표현하였다. 

 

 

<그림 3>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가 유형별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추정방정식 모형(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 

* p-value < .05 

† 정서문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주의집중 (0-21 점), 공격성 (0-18 점), 신체증상 (0-24 점), 사회적 위축 (0-15 점), 우울 

(0-30 점)을 각각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킨 점수임. 

‡ 성별, 학급, 가족구성, 가구 연간 소득, 주관적 학업 성취도, 주관적 건강상태, 학교적응(교우,교사관계), 부모님 학력,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 변수들이 보정된 결과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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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 가구소득수준, 학업성적에 따른 일탈행동의 경험의 변화와 정서문제  

<표 6>은 청소년기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가 성별, 가구소득, 학업성적에 따른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일반화추정방정식분석(GEE)을 사용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모두 일탈행동을 계속 한 경우에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남학생 지속: β=5.30, P<0.001 / 여학생 지속: β=7.38, P=0.005). 조사자들의 

가구소득 분위로 정서문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위 1 사분위는 일탈행동을 지속적으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으며(1 사분위 지속: β=5.44, P=0.016) 2 사분위도 일탈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일탈행동이 소멸한 경우에도 약간 유의하게 

높았고(2 사분위 지속: β=8.33, P=0.001 / 2 사분위 소멸: β=3.50, P=0.042) 4 사분위에서도 

일탈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다(4 사분위 지속: β=5.93, P=0.002).  

조사자들의 학업성적 분위로 정서문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상위 1 사분위는 일탈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으며(1 사분위 지속: β=9.39, P=0.001) 4 사분위도 

일탈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일탈행동이 소멸한 경우에도 약간 

유의하게 높았다(4 사분위 지속: β=6.98, P<0.001 / 소멸: β=3.38, P=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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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성별, 가구소득수준, 학업성적에 따른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가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일반화추정방정식 모형(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분석 

변수에 따른 비행행동 경험의 변화  

(2014→2015, 2015→2016) ‡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 0-100 점)† 

β SE p-value 

 성별 

 

남학생 

      

일탈행동 지속 5.30  1.24  <.001 

일탈행동 발생 1.79  1.01  0.075  

일탈행동 소멸 1.35  0.98  0.171  

일탈행동 없음 Ref.  - - 

여학생       

일탈행동 지속 7.38  2.64  0.005  

일탈행동 발생 0.98  1.55  0.527  

일탈행동 소멸 0.20  2.19  0.928  

일탈행동 없음 Ref.  - - 

 가구소득 

 

1 사분위 (0~25%) 

      

일탈행동 지속 5.44  2.26  0.016  

일탈행동 발생 0.55  1.85  0.765  

일탈행동 소멸 1.02  1.83  0.579  

일탈행동 없음 Ref.  - - 

2 사분위 (26~50%)       

일탈행동 지속 8.33  2.39  0.001  

일탈행동 발생 1.72  1.65  0.297  

일탈행동 소멸 3.50  1.72  0.042  

일탈행동 없음 Ref.  - - 

3 사분위 (51~75%)       

일탈행동 지속 1.76  2.04  0.388  

일탈행동 발생 1.04  1.56  0.507  

일탈행동 소멸 -2.26  1.67  0.175  

일탈행동 없음 Ref.  - - 

4 사분위 (76~100%)       

일탈행동 지속 5.93  1.93  0.002  

일탈행동 발생 2.64  1.78  0.139  

일탈행동 소멸 2.47  1.83  0.175  

일탈행동 없음 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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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성적  

 

1 사분위 (0~25%) 

      

일탈행동 지속 9.39  2.80  0.001  

일탈행동 발생 1.99  1.89  0.292  

일탈행동 소멸 3.61  1.92  0.061  

일탈행동 없음 Ref.  - - 

2 사분위 (26~50%)       

일탈행동 지속 2.07  1.99  0.297  

일탈행동 발생 2.09  1.65  0.207  

일탈행동 소멸 -1.54  1.84  0.403  

일탈행동 없음 Ref.  - - 

3 사분위 (51~75%)       

일탈행동 지속 3.98  2.08  0.055  

일탈행동 발생 0.00  1.65  0.998  

일탈행동 소멸 -2.29  1.94  0.238  

일탈행동 없음 Ref.  - - 

4 사분위 (76~100%)       

일탈행동 지속 6.98  1.56  <.001 

일탈행동 발생 1.60  1.57  0.308  

일탈행동 소멸 3.38  1.50  0.024  

일탈행동 없음 Ref.  - - 

* 성별, 학급, 가족구성, 가구 연간 소득, 주관적 학업 성취도, 주관적 건강상태, 학교적응(교우,교사관계), 부모님 학력, 

부모의 양육방식(방임, 학대) 변수들이 보정된 결과값임. 

† 정서문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주의집중 (0-21 점), 공격성 (0-18 점), 신체증상 (0-24 점), 사회적 위축 (0-15 점), 우울 

(0-30 점)을 각각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킨 점수임. 

‡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중 하나라도 해당할시에 일탈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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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변수들 간의 연관성 및 회귀식의 설명력  

<표 7>은 독립변수들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팽창성을 살펴보았으며 10 이상인 

변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3 개 독립변수의 수정결정계수값 

(R2)을 살펴본 바 30%의 설명력으로 확인되었다.  

<표 7>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분석결과 및 회귀식에 대한 수정된 결정계수 (Adjusted R-square) 

변수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 0-100 점)†  

Parameter Estimates 분산팽창 (Variance Inflation) 

절편 (Intercept)   0 

일탈행동 경험의 변화 1.48076 1.07696 

성별 4.35838 1.07353 

학급 -1.73792 1.03766 

가족구성 -0.41357 1.2614 

가구 연간 소득 0.1961 1.42531 

주관적 학업 성취도 -1.20733 1.14608 

주관적 건강상태 -10.29575 1.00894 

학교적응: 교우관계 -4.59231 1.52524 

학교적응: 교사관계 -2.03232 1.33159 

아버지 학력 0.00245 2.23321 

어머니 학력 -0.25586 2.03913 

부모의 양육방식: 방임 1.2736 1.29911 

부모의 양육방식: 학대 3.85609 1.16318 

R-Square 0.3065 

Adjusted R-Square 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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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이 연구는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의 변화에 따른 정서문제의 차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 개년도(14, 15, 16 년도)의 일탈행동 가부의 변화 유형에 

따라 4 가지로 유형화해서 정서화 문제 점수를 비교하였다. 

먼저 일탈행동 변화가 정서문제 점수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KCYPS) 데이터 조사자들 중 2010 년 초 4 패널 남학생 

1,058 명과 여학생 958 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들의 일탈행태 변화를 4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도록 설정하였다. 

독립변수인 일탈행동 유무는 일탈행동이 14 가지 중 한가지라도 있으면 한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인 정서문제는 총합으로 판단하였으며 개개 5 가지 문제를 다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주의집중 문제는 0∼21 점, 공격성 문제는 0∼18 점, 

신체화 증상은 0∼24 ,사회적 위축은 0∼15 , 우울은 0∼30 점을 각각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킨 점수로 비교하였다. 즉, 상대적 비교값이 아니라 100 점 만점으로 변환시킨 

후에 5 개 값을 더하고 다시 5 로 나누어 정서문제의 총크기값으로 측정하였다. 

다른 흥미변수로 '양부모'는 '부모+자녀'이거나 '(한)조부모+부모'인 경우에 해당하고, 

'한부모 혹은 기타'는 '한 부모' 혹은 '(한)조부모+한 부모' 혹은 '기타'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 중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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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총점을 각각 구하고 3 분위로 나누어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학대 척도 문항 중 '방임', '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을 각각 구하고 

3 분위로나누어'매우 심각', '심각', '보통'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추적기간이 3 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의 연구로 일탈행동 변화에 따른 

개인의 정서문제를 장기간 관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일탈행동을 한 

경우 및 계속 안한 경우와 일탈행동을 소멸한 경우 혹은 유발한 경우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있었지만 소멸한 경우와 유발한 경우 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서문제 점수는 기존의 연구들과 모두 일치했다. 

정서문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고, 일탈행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높았으며, 

양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더 높았고, 가구소득의 경우 4 사분위에서 높아지는 

점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른 차이는 방임과 학대의 경우 유의미한 

큰 차이를 보였다. 

일탈행동의 가짓수별 정서문제 영향은 가짓수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는 중요하지 않고 

했다는 사실 자체만이 유효했는데 이는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이 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래애착의 영향을 주로 받게 되므로 친구를 그저 따라하는 것 자체로서 일탈행동을 하게 

됨을 추측하게 한다. 자기주도적인 일탈보다는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 하게 됨으로써 그 

가짓수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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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환경 속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보다 많기때문에 

학교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요인 중 사회적 위축 

및 일탈의 접점인 또래애착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함을 알 수 있다. 

부모, 교사 등의 성인들은 청소년이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평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부모와 교사의 주의 깊은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교사는 청소년이 또래와 건강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품성계발에 도움을 주는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건전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조양진(2019)에 따르면, 긍정적 양육방식이 학업성취도, 주의집중이 학업성취도, 긍정적 

양육방식이 주의집중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학생의 학업성취를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양육방식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박봉석(2010)은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공격성의 상관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감소하였거나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로 인해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보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겠다. 또 차지량(2007)은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불안 및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신체화 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불안이 아동의 신체화 

증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부모양육태도 중 부와 모의 애정-거부적 양육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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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서표현성은 유의하지만 낮은 상관이 있었다. 또 박태연(2019)은 청소년의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과잉간섭적 양육방식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또래애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잉간섭적 양육방식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또래애착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결과는 위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청소년의 우울을 경감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술훈련, 스트레스 대처교육을 

실시하여, 대인관계에서 효율적인 대처방식을 습득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부모, 교사,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구축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업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교사는 

청소년과 함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정서문제 중 사회적 위축문제만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최근 

연구에서 사회적 위축의 정의가 재정리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위축의 정의에 따라 

타당화된 척도가 미흡하여 수줍음 척도를 사회적 위축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였으나 

사회적 위축의 개념을 확대하여 수줍음, 고립, 행동 억제, 과묵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하는 관점(Rubin & Coplan, 2004)에 따라 개발되고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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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의 변화행태가 정서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면에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주의깊게 관심을 쏟아야 

하는 시기임은 자명하다.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특별한 사회구조와 입시환경은 

청소년들의 주의집중력, 공격성, 신체화 증상,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들이 다분하다.  

청소년의 정서문제는 다양한 학교부적응 행동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정서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담을 실시해야하며 심각한 

정서문제를 겪고 있을 경우에는 심층적인 심리검사나 약물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블어 학교 내에서도 청소년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인지적인 개입과 함께 정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정서문제가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1980 년 이전 

청소년 일탈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의 청소년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중상류층 

이상 계층의 청소년 일탈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 일탈을 저지르는 계층이 다양해졌는데 이 

현상은 공부압박으로 인한 사회붕괴가 원인이 되어 중상류층 이상의 청소년이 일탈을 

저지르게 됨을 시사한다. 가정과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일탈행동을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미리 관찰하고 발굴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주도의 정책적 노력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지만 아직도 일탈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을 제도권 아래에서 정신적으로 무장시켜 주고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교육청 등 주도로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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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서비스를 도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교우관계의 

문제해결을 위해 학생들이 학교 상담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자나 

담임교사는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여 교우관계를 개선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교사는 학급의 낮은 지위에 있는 학생을 찾아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상담자와 

연결시켜 주는 등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한다, 일탈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학생의 신상을 평소에 잘 파악하고 일탈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으로 

교정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교사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예방상담과 또래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인관계 향상 등 사회성 

증진과 의사소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정서문제 프로그램으로 안정화된 정서문제가 우리사회에 일탈하는 청소년을 감소시켜 

사회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범사회적인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 쓰여진 자료는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응답자가 방어적인 

태도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 3 자에 의한 

개인면담이나 부모 보고식 설문지를 병행한 조사도구가 개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확한 진단 절차에 따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우울증으로 판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탈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어느 시기에 4 학년 학생들의 5,6,7 차년도 3 개년도 자료만을 

가지고 일탈행동과 정서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기에 두 문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 긴 기간에 걸쳐 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일탈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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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문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일탈행동과 정서문제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탈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위해 정서문제와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정서문제의 변화로 대상학생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다양한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서문제 하위 5 가지 문제 중 주의집중력, 공격성, 신체화증상, 우울의 문제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사회적 위축은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는데, 사회적 

위축을 보이는 학생은 일탈행동으로 이어질 수 없는 성격적 특성이 반영되어 나온 

결과인지 행동패턴에 대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 하겠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인 문제이기에 가정과 학교, 사회 전체가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방법 

을 강구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때 우리 모두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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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Baseline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형별 정서문제 표준화 점수 (2014 년). 

변수 

Total 

  정서문제: 주의집중 

(표준화 점수: 0-

100 점)†  

정서문제: 공격성 

(표준화 점수: 0-

100 점)†  

정서문제: 신체증상  

(표준화 점수: 0-100 점)†  

정서문제: 사회적 

위축 (표준화 점수: 

0-100 점)†  

정서문제: 우울 (표준화 

점수: 0-100 점)†    

N %   Mean SD p-v 

‡ 

  Mean SD p-v 

‡ 

  Mean SD p-v 

‡ 

  Mean SD p-v 

‡ 

  Mean SD p-v 

‡ 총합 2017 100.0   40.1  18.0    27.2  16.0    33.5  22.2    29.0  17.4    36.9  27.4  

비행행동 경험 

유무 § 

  
                                          

있음 254 12.6    47.8  19.1  
<.00

1 
  34.4  16.8  

<.00

1 
  40.7  22.5  

<.00

1 
  29.5  17.9  

0.57

9  
  43.3  29.2  

<.0

01 

없음 1763 87.4    39.0  17.5      26.2  15.6      32.5  22.0      28.9  17.3      36.0  27.0    

성별                                             

남 1059 52.5    40.8  18.1  
0.62

8  
  26.8  16.0  

0.00

1  
  31.7  21.6  

<.00

1 
  28.2  17.8  

0.01

1  
  33.5  26.2  

<.0

01 

여 958 47.5    39.2  17.7      27.7  16.0      35.6  22.8      29.9  16.9      40.6  28.2    

학급                                             

중 2 2017 100.0    40.1  18.0  -   27.2  16.0  -   33.5  22.2  -   29.0  17.4  -   36.9  27.4  - 

가족구성¶                                             

양부모 1833 90.9    39.6  17.9  
0.00

2  
  26.8  15.8  

0.00

1  
  33.0  22.0  

<.00

1 
  28.6  17.3  

0.00

1  
  36.3  27.0  

0.0

01  

한부모 혹은 

기타 
184 9.1    44.4  18.1      31.3  17.5      39.4  23.5      32.8  17.7      43.0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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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                                             

1 사분위 

(0~25%) 
323 16.0    38.1  17.8  

0.05

1  
  25.4  16.0  

0.01

0  
  33.2  21.1  

0.04

4  
  27.7  17.2  

0.00

4  
  36.3  25.9  

0.0

02  

2 사분위 

(26~50%) 
566 28.1    39.7  17.9      27.6  16.1      33.1  22.2      28.3  16.9      35.9  26.6    

3 사분위 

(51~75%) 
535 26.5    39.3  18.0      25.8  15.6      31.2  22.1      27.7  17.8      33.9  28.0    

4 사분위 

(76~100%) 
593 29.4    42.2  17.9      29.1  16.1      36.2  22.7      31.6  17.2      40.8  27.9    

주관적 학업 

성취도 
                                            

1 사분위 

(0~25%) 
413 20.5    34.5  18.7  

<.00

1 
  24.2  16.2  

<.00

1 
  30.0  21.7  

<.00

1 
  23.9  17.0  

<.00

1 
  29.9  25.2  

<.0

01 

2 사분위 

(26~50%) 
408 20.2    37.2  17.1      25.1  15.0      31.2  21.6      28.1  16.9      33.9  25.8    

3 사분위 

(51~75%) 
387 19.2    40.7  16.1      27.3  15.7      33.7  21.5      29.7  17.5      36.8  27.9    

4 사분위 

(76~100%) 
809 40.1    44.0  17.9      29.8  16.2      36.4  22.8      31.7  17.1      42.0  28.0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920 95.2    39.9  18.0  
0.17

9  
  26.9  15.9  

0.00

5  
  32.7  21.7  

<.00

1 
  28.4  17.1  

<.00

1 
  35.5  26.5  

<.0

01 

나쁨 97 4.8    43.6  17.8      32.5  17.6      50.4  25.0      41.4  17.3      63.8  29.8    

학교적응: 

교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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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음 1094 54.2    45.4  15.7  
<.00

1 
  32.5  14.0  

<.00

1 
  38.8  20.7  

<.00

1 
  33.6  15.2  

<.00

1 
  45.8  26.0  

<.0

01 

보틍 293 14.5    37.6  16.4      24.4  15.6      32.6  22.7      28.8  16.6      32.9  24.6    

나쁨 630 31.2    31.9  19.1      19.4  15.9      24.7  21.8      21.2  18.4      23.3  24.8    

학교적응: 

교사관계‖ 
                                            

좋음 516 25.6    31.6  20.0  
<.00

1 
  21.1  16.6  

0.00

9  
  25.8  22.2  

<.00

1 
  22.1  18.7  

<.00

1 
  25.5  26.5  

<.0

01 

보통 571 28.3    41.1  16.0      28.4  15.1      35.5  21.8      29.5  15.5      39.5  25.4    

나쁨 930 46.1    44.1  16.3      29.9  15.3      36.6  21.5      32.5  16.6      41.6  27.2    

아버지 학력                                             

대학원 졸업 111 5.5    44.4  17.8  
0.57

4  
  24.7  15.4  

0.22

5  
  34.1  20.7  

0.83

5  
  27.3  16.3  

0.85

4  
  33.9  26.8  

0.2

73  

4 년제 대학 

졸업 
794 39.4    41.4  18.1      26.6  16.0      32.2  21.9      27.9  17.1      35.8  27.1    

전문대 졸업 204 10.1    39.0  16.3      26.0  14.7      33.4  23.4      29.4  17.3      37.5  27.8    

고졸이하 779 38.6    38.8  18.0      28.0  16.4      33.8  22.0      29.6  17.7      37.0  27.2    

아버지 없음 129 6.4    37.0  18.2      29.9  16.0      39.7  24.1      33.3  17.1      44.6  29.2    

어머니 학력                                             

대학원 졸업 56 2.8    32.0  18.5  
0.04

3  
  23.6  17.7  

0.17

9  
  28.7  20.8  

0.54

1  
  25.2  16.2  

0.77

8  
  31.3  23.5  

0.9

45  

4 년제 대학 652 32.3    38.3  17.5      26.0  15.2      32.9  21.5      27.9  17.1      36.2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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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전문대 졸업 277 13.7    39.2  15.2      26.9  14.4      33.4  21.8      28.3  16.3      36.8  26.4    

고졸이하 938 46.5    41.4  18.6      27.7  16.5      33.7  22.9      29.8  17.7      37.3  27.8    

어머니 없음 94 4.7    45.8  19.6      33.8  18.1      39.2  22.4      32.6  18.6      40.7  31.6    

부모의 양육방식: 

방임‖
 
 

                                            

매우 심각 478 23.7    44.9  16.7  
0.00

2  
  31.6  15.4  

0.00

2  
  39.5  21.7  

<.00

1 
  32.8  16.4  

0.16

3  
  47.0  28.2  

<.0

01 

심각 823 40.8    41.6  17.1      28.3  15.4      34.7  21.4      30.0  16.5      38.2  25.8    

보통 716 35.5    35.1  18.6      23.0  16.0      28.2  22.4      25.3  18.3      28.6  26.1    

부모의 양육방식: 

학대‖
 
 

                                            

매우 심각 356 17.6    47.1  17.5  
<.00

1 
  35.1  15.8  

<.00

1 
  42.4  21.7  

<.00

1 
  31.5  17.2  

0.01

7  
  49.9  29.7  

<.0

01 

심각 752 37.3    42.0  16.8      28.9  14.8      36.2  21.4      31.0  16.4      40.5  25.6    

보통 909 45.1    35.7  17.9      22.7  15.6      27.9  21.6      26.4  17.9      28.8  25.2    

† 정서문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주의집중 (0-21 점), 공격성 (0-18 점), 신체증상 (0-24 점), 사회적 위축 (0-15 점), 우울 (0-30 점)을 각각 100 점 만점으로 표준화시킨 점수임. 

‡ 일원분산분석을 통한 정서문제 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값임.  

§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성관계', '성폭행이나 성희롱', '돈을 걸고 도박 게임하기' 중 하나라도 해당할시에 비행행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류함. 

¶ '양부모'는 '부모+자녀'이거나 '(한)조부모+부모'인 경우에 해당하고, '한부모 혹은 기타'는 '한 부모' 혹은 '(한)조부모' 혹은 '(한)조부모+한 부모' 혹은 '기타'로 응답한 경우에 해당함. 

‖ '학교적응'은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 중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 각각 구하고 3 분위로 나누어 '좋음', '보통', '나쁨'으로 구분함.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학대 척도 

 문항 중 '방임', '학대'에 해당하는 문항의 총점을 각각 구하고 3 분위로 나누어 '매우 심각', '심각', '보통'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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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looked at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their emotional problems according to gender, household income and grades 

to see the differences in their influence on the bottom five problems of 

emotional problems in order to analyze how they affect emotional issues 

according to changes in deviant behavior in adolescence.  

The study used data from the 5th (2014), 6th (2015), and 7th(2016) panels of 

the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and analyz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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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ely into the cases where 1,059 male and 958 female students continued 

deviant behavior as of 2014 and continued to do so. In 2010, the data values 

were categorized as males and females, followed by year-to-year changes 

with the Lag Function, an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ANOVA were 

performed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nd their scores of emotional problems. In order to determine the impact of 

deviant behavior on the level of emotional problems, a Generalized Estimate 

Equations (GEE) was used and the relative influence of each variable was 

estimated by β, and GEE analysis was conducted again to analyze the 

influence of deviant behavior changes on the emotional problems of different 

groups. All statistical analyses used the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NC, USA) program.  

Looking at the existence of deviant behavior experience between 2014 and 

2016, the standardized score for emotional issu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32.5 for those without deviant behavior at 39.1. The standard score for 

emotional issu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adolescents who did not 

perform deviations by 5.62 times (β=5.62, P<0.001, ref=none), and in some 

cases the p-value was not significant at 0.066(β=1.58=P0.66). It was not 



98 

 

significant for adolescents who did or did not perform deviantly. Considering 

the age of middl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high grades for 

attention, aggression, physical symptoms, and depression, the result is that 

they have not been given many opportunities, given the age of middle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yet to be active in social 

activities. If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continued to deviate from each 

other, the score for standardization of emotional issues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comparing emotional problem scores with the income quintile 

of the surveyors, it was significantly higher when deviating from the top one, 

two, and four quadrants. When comparing emotional problem scores with 

academic scores, the top 1st and fourth quartile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deviant behavior. Looking at the differences in the standard score of 

emotional problems according to the number of deviant behaviors, we found 

that it was meaningful to us that the number of deviant actions was not 

important, except for those that were unintentionally different, which can be 

inferred by imitating the behavior of friends in peer cultures. When 

comparing emotional problem scores with the researchers’ academic scores, 

the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top 1 and 4 dec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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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is process, we identified the existence of deviant behavior and 

the causality of scores of emotional problems according to changes. Our 

society is under intense stress during adolescence due to the highly 

competitive college entrance exam environment and the intense pursuit of 

academic performance, bullying and violence among peers, and in the 

meantime, deviant behavior can occur due to the desire to belong to peer 

culture, so we should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with various approaches to 

improving youth peer relationship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hich reveals 

differences in emotional problems caused by changes in deviant behavior, 

will contribute to effective policy training that can prevent the occurrence of 

deviant behavior that can alleviate attention, aggression, physicalization 

symptoms, depression and social contraction of adolescents in adv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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