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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연구

본 연구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

인 기능을 확인하고 확인된 기능들 간의 계를 비교·검토하는 데에 목 이

있다. 산업사회의 각박한 실 속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가 심각해

지고 더 나아가 이들의 재비행 문제가 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비행청

소년의 재비행 문제는 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인 범죄자의 삶

을 살게 된다는 데에 그 요성이 있다.이러한 에서 재비행의 험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험요인들과 이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보호요

인들을 확인하고,확인된 각각의 요인들에 해 어떠한 방식으로 그 향을

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확인하기 해 생태학 분류를 기반으로 각각 심리 요

인,부모요인, 래요인,학교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연구의

구체 인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첫째,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각각의 험

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에 투입하여 재비행에 한 각 요인들의 독립 인 기

능들을 확인하 다.둘째,확인된 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심으로 험

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보호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

호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하 다.셋째, 험

요인들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보호요인이 매개함으로써 험요

인의 직 인 향을 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하 다.

분석 자료는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사이에 보호 찰의 개시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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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기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을 조사 상으로 하 다.2012년 2월말을

기 으로 최종 수거된 설문지를 통해 주요 심리사회 요인들을 측정하 고,

이후 2012년 9월 18일자를 기 으로 조사 상 비행청소년의 찰기간 동안의

재비행 여부 재비행까지의 기간을 악하 다. 계 기간의 조를 받아

악된 최종 으로 380명을 분석에 포함시켰다.자료분석은 생존분석의 다변

량 분석모형인 Cox의 비례 험모형을 활용하 고,통계 로그램은 SPSS

19.0,AMOS19.0,그리고 R2.15.2를 사용하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주효과모델을 통해 확인된 험요인과

보호요인에는 심리 요인들로서 우울,부정 자존감,낮은 자기통제력 요인

이 유의하게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

요인 에서는 부모지지가 유의하게 재비행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래 요인 에서는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학교 요인 에서는 학교에서는 징계경험이 재비행의 험

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타 통제변인 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

비행의 험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살펴보면 부정 자

존감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

으로 연령,학교 징계경험,낮은 자기통제력의 순으로 나타났다.둘째,유의하

게 확인된 험요인인 우울,부정 자존감,낮은 자기통제력에 해 보호요

인인 부모지지가 각각의 험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험요인들의 재비

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유의

하게 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셋째,마찬가지로

각각의 세 가지 험요인들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에 해 보호요인인 부모

지지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부정 자존감만이 부분 으로 매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기타 유의도는 높지 않지만 의미가 있거나 통제변수들 에

서 유의하게 나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통계 유의도는 높지

않지만 래지지의 경우 재비행의 험율을 어느 정도 낮추는 기능을 하 으

며,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상 으로 보호 찰과 1개월이내의 소년원송

치 처분을 함께 받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비행의 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범죄경력이 많아질수록 재비행의 험율은 유의하게 낮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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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론 ·실천 ·정책 함의를 갖는다.

분석결과 유의하게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우울,부정

자존감,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먼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일 되게

제시하고 있는 심리 험요인들에 한 요성을 뒷받침 하는 결과이며,

둘째,본 연구에서 제시한 낙인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을 경험 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 연구결과이다.마지막으로 심리 험요인들 각각에 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의 인과 계를 경험 으로 검증하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경우 다른

비행청소년과는 다르게 부모지지 요인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재비행의

험을 부분 으로 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령-등 이론에

서 제시하는 인생과정에의 환 계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와 그에 따른 이론 함의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

비행에 한 개입에 있어 유용한 실천 함의를 지닌다.비행청소년의 재비

행에 한 개입에 있어 특정 수 의 험요인 만이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수 에서의 복합 인 향력을 동시에 고려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

여주었다.특히 개입과정에서 다양한 수 들 에서 그들의 심리 역에

한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한 보호요인들 에서 부모지지

에 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행청소년에

한 공식 개입이 정부기 을 심으로 그들에 한 지도감독 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기존의 보호 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의

극 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는 개입통로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해서는 형사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교정 장에서의 과다한 업무에

한 조정을 바탕으로 효과 인 개입을 지향하는 조직문화로의 변화가 요구

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이거나 방하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인 함의를 갖는다.첫째,기존의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형사사법정책의 방향이 사회통제 을 기반으로 하 다



- iv -

면,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다양한 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에 해 동

시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책 수립을 한 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둘째,특히 본 연구에서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난 부모지지에 해 그들을 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 장치

를 마련해야 한다.셋째,이와 같은 제도를 효과 으로 정착시키기 해서는

련 문가들이 공식 으로 형사사법체계 내로 투입되어 구체 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실 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최일선에

서 비행청소년을 하는 보호 찰 공무원들에 한 문 인 훈련과 보수교

육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주요어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재비행의 험율, 험요인,보호요인,생

존분석

학 번 :2007-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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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제 1 문제제기

청소년기에 겪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사회 어려움들은 그들이 아동기에

서 성인기로의 환 에서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경

험들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오늘날의 청소년들은 물질 가치를 우선시하

는 산업사회의 각박한 실 속에서 인간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통 인

가족의 사회화 기 으로서의 기능이 변동됨에 따라 그들에 한 가족 성원들

로부터의 따뜻한 배려와 심이 차 어들게 되었다.이에 따라 자신이 처

한 환경에 정 으로 응하지 못한 결과로서 청소년 비행과 같은 외 화된

문제행동들이 차 우리사회에서 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청소년 비행

의 경우 기에 개입을 통해 범죄행동에 한 차단이 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으로 가정해체와 같은 보호기제의 약화 등으로 가

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제도

보완 기제 역시 부족한 상황이므로,어쩌다 실수로 비행을 지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범죄자의 길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범죄통계(사이버경찰청,2012)에 의하면 2011년을 기 으로 소년범죄

자의 수는 체 104,063명으로 2008년의 123,044명 이후로 지속 으로 감소하

다가 2010년에 이후부터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소년범의 재범

률은 2010년의 35.5% 이후로 2011년에는 24.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2011년을 기 으로 살인·강도·강간·방화 등의 강력범죄의 경우 미성

년자의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체 범죄의 1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그들의 비행 내용은 더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문제에 한 심각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Wolfgang,Figlio,andSellen,1972).첫째,만성 으로 계속해서 비행을

지르는 비행청소년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은 수의 비행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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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르는 비행이 체 비행청소년들이 지르는 비행 건수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다.둘째,그들은 더 이상 체포나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

지 않는다는 이다.셋째,결국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어 성인기에 이르러서

는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이다.

청소년의 비행 문제의 심각성에 한 사회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응으로 연구자들의 심이 증가하고 이를 학문 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다

양한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 비행 련 이론들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행에 한 국가의 정책 응차원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련 기 들을

심으로 그들의 비행 련 특성들에 한 치료 개입 로그램과 방책,그

리고 재비행을 측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사회 사정도구들의 개발에 심

을 가지게 되었다.

통 으로,청소년 비행에 한 이론 근들은 그들의 비행행동에

한 원인론 근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청소년의 비행행동의 가능성을 증

가시키는 험요인들에는 주로 청소년 개인의 신경심리학 인 문제나

(Hawkins,Herrenkohl,Farrington,Brewer,Catalano,and Harachi,1998;

Moffitt,Lynam,and Silva,1994;Seguin,Phil,Harden,Trembly,and

Boulrice,1995;TremblyandLeMarquand,2001),아니면 환경 차원에서

가정(DerzonandLipsey,2010;WassermanandSeracini,2001)이나 학교

(Herrenkohl,Hawkins,Chung,Hill,and Battin-Pearson,2001;McCord,

Widom,andCrowell,2001;ResnickandBurt,1996), 래친구(Lipseyand

Derzon,1998;McCord,etal.,2001),기타 지역사회(Herrenkohl,etal.,

2001;McCord,etal.,2001)와의 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특성들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근은 재비행 가능성을 측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Kazdin,Kraemer,Kessler,

Kupfer,andOfford,1997),그에 따른 방 근에도 도움을 수 있다

(Farrington,2000;Hawkins,Herrenkohl,Farrington,Brewer,Catalano,and

Harachi,1998).

한편 험요인들과 비행가능성과의 깊은 련에도 불구하고,모든 청소년

들의 비행행동을 반드시 인과 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인식 하에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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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보호요인이다(Rutter,1985).즉,비행청소년들 에서 비행행동을 그

만두게 하는 데에는 어도 부분 으로는 험요인의 향을 수정하고,완화

시키는 기능을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

다. 한 험요인 심의 근만으로는 개인차를 유발하는 변수를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으로 청소년의 비행에 있어 측의 모호성이 존재하

며,이로 인해 개인별 개입의 해결책 제시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이재 ·

이상철,2008).그 결과 험성 사정과 청소년의 사회 기능수행의 특정

역에 보호요인의 개념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행동과

련하여 보호요인을 고려하는 연구는 그들의 향후 재비행 행동을 더 잘 리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UrlichandCoid,2011).

실제로 많은 종단 연구들을 통해 약물 사용과 비행,폭력,그리고 학교

도탈락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한 측요인으로서 다양한 험

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이 확인됨에 따라(Dryfoos,1991;Hawkins,Catalano,

andMiller,1992;Hawkinsetal.,1998;LipseyandDerzon,1998;Loeber

andStouthamer-Loever,1987;MrazekandHaggerty,1994),수많은 험요

인들에의 노출과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과의 강한 인과 계가

드러나게 되었다(Bry,McKeon,andPandian,1982;Newcomb,1995;Pollard,

Hawkins,andArthur,1999;Rutter,1979).따라서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의

시작과 유지 등을 하게 측하기 해서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폭넓

게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Arthur,Hawkins,

Pollard,Catalano,andBaglioniJr.,2002).

청소년 비행에 한 방과 개입 략으로서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고

려하는 근이 험요인을 동반한 그들의 행동들을 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데에 매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Hawkinsetal.,1992;Mrazek

andHaggerty,1994;SlobodaandDavid,1997;Durlak,1998),실제로 미국의

경우,정부 차원에서도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방 욕구 사정 도구

에 심 인 구성요소로서 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KansasDepartmentofSocialandRehabilitationService,1996;Officeof

NationalDrug ControlPolicy,2000;Washington State Departmen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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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andHealthServices,2001).

특히,보호요인과 련된 부분의 연구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상으로

보편 이거나 선택 인 방 로그램과 련한 변수들을 규명하는 데에 목

을 두고 수행되어져 왔거나(Blum andIreland,2004;Borowsky,Hogan,and

Ireland,1997;Fitzpatrick,1997;Henrich,Brookmeyer,andShahar,2005;

Lodewijks,deRutter,and Doreleijers,2010;Reese,Veram Simon,and

Ikedka,2000),청소년의 발달 맥락을 고려하여서 수행되어져 왔다(Pettit,

2004;Resnick,2000).이와 같은 근은 결국 비행과 같은 청소년의 외 화된

문제행동에 한 조기 규명을 통해 나 에 그들의 비행이나 범죄행동을 방

하며,청소년들은 아직까지 발달과정 에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 보호

요인들의 향에 해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비행 청소년들이 향후 성인기에 지르게 되는 범죄를 방하거나 억제

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무엇인지에 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

는데,이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보호요인의 본성 혹은 기능에 한 합의가 존

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즉,보호요인이 단순히 험요인의 부재

를 의미하는지(Costa,Jessor,andTurbin,1999), 는 험요인의 반 편을

의미하는지(Webster, Martin, Brink, Nicholls, and Middleton, 2004;

Hawkins,Catalano,and Miller,1992;White,Moffitt,and Silva,1989;

Kandeletal.,1988),아니면 보호요인이라는 독립 인 개념이 존재하는 것인

지(Rae-Grant,Thomas,Offord,andBoyle,1989)에 한 해석들이 나눠지는

상황이다.이 게 다양한 논의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폭넓게 수용되는 개념

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먼 보호요인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험요인과

련하여 거울의 양면이라는 보다는 비행과 련한 양자 간의 계에서

서로 그 크기를 달리하는 개념이라는 표 이 하며(Farrington,1992)하다.

한 보호요인은 비행의 발생가능성을 여주는 데에서 험요인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된다(Rutter,1985,1990).이러한 을

견지하는 논의가 갖는 장 은 보호요인의 개념을 비행과 련한 양자 계

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계를 통계 인 다변량 분석을 통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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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이다(Stouthamer-Loeberetal.,1993).

이러한 장 을 바탕으로 개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흐름

으로 구분된다.첫 번째 흐름은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

호요인이 독립 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이는지에 한 연구(양종국·

김충기,2002;이상균,2008;CarrandVandiver,2001;Stouthamer-Loeber,

Loeber,Farrington,Zhang,Kammen,andMaguin,1993)이다.이들 연구의

특징은 각각의 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연구모형에 투입하여 새로운 향

요인들을 규명하거나 다른 변수들의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자가

심 있는 요인들의 독립 인 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다.

두 번째 연구의 흐름은 보호요인이 험요인과 상호작용을 하여 재비행

에 미치는 험요인의 향을 완충하는지 살펴보는 연구(이재 ·이상철,

2008;최윤정·이시연,2006;한상철,2010;Jessor,Bos,Vanderryn,Costa,and

Turbin,1995;Lodewijks,Ruiter,andDoreleijers,2010)이다.이와 같은 연구

는 독립 인 각각의 향뿐만 아니라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에

한 보호요인의 기능에 해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 이 존재한

다.

마지막으로,세 번째 연구의 흐름은 보호요인이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

치는 향력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지를 검증한 연구(Fitzpatrick,1997)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장 은 첫째, 통 인 험요인과 비행과의 직 인 인

과 계가 간에 다른 변수가 존재하여 그 계를 일부 설명하는지를 구

체 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다.둘째, 험요인과 비행 간의 직 인 인

과 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개요인의 확인을 통해 험요인과 비

행 간의 계를 새롭게 규명함으로써 개입에 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는 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세 가지 연구의 흐름들이 갖는 각각의 장 들을 동시

에 확인함으로써 비행청소년에 한 개입의 을 구체화하고 하려는 시도

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기존에 선행연구들 에서는 이들 세 가지 분석틀

에 두 가지 분석틀을 서로 비교한 연구(Dekovic,1999;UllrichandCoid,



- 6 -

2011)는 존재하지만,이 모든 세 가지 분석틀을 모두 고려하여 험요인과 보

호요인의 기능을 심층 으로 분석한 연구는 김순규(2006)의 연구1)외에는 거

의 없다.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과 보호요인

과의 계에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기 해서는 지

까지 이루어진 이론 분석 모형의 흐름을 동시에 고려하여 함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구체 으로 첫 번째 연구의 흐름에서 사용된 분석틀

을 통해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경험 으로 규명하면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독립 인 기능을 확인한다.

즉,두 번째 분석틀에서는 앞선 첫 번째 분석틀을 통해 확인된 각각의 험

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이용하여 과연 보호요인이 험요인과 상호작용을 통

해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이는지를 확인한다.세 번째 분석

틀에서는 확인된 험요인이 재비행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

니라 동시에 간에 보호요인에 향을 미치고 다시 이 보호요인이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것인지,혹은 험요인이 재비행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간에 보호요인을 통해서만이 그 향을 미치는지 등을 확인한다.

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을 통해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

체 인 기능을 경험 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과 련한 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의 특징은 부분의 보호요인에 한 연구는 재비행이

갖는 심각성에 비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보다는 상 으로 기존의 통 인 비행이론을 심으로 일반 인 청소

년의 비행을 설명하려는 차원에서의 연구가 더 많다는 것이다.부언하면,일

반 청소년의 비행으로의 진입에 한 방 차원에서의 근도 요하지만 이

미 비행청소년이 된 청소년들로 하여 다시 원래의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

는 기제에 심을 갖는 것 역시 요하다는 것이다.청소년의 비행에 한

응 차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비행청소년들을 상으로 형사사법체계에 속한

다양한 기 들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에 한 실천 근을 하고 있는 민간

1)김순규(2006)의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연구 에서 응유연성과 같은

응 산물에 련된 연구이지만,다양한 에서 논의되는 이론 모델들에 한 설명

이 상 으로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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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에서 재비행 측 사정과 각종 치료 개입 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재비행에 한 체계 인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은 다음과 같다.먼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은 어느 특정 험요인의 인 향을 받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근본

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여 그들 간에 서로 향을 주고받은 결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다(Jones, Harris, Fader, and Grubstein, 2001;

Wasserman,Keenan,Tremblay,Coie,Herrenkohl,Loeber,andPetechuk,

2003;White,Moffitt,Earls,Robins,andSilva,1990).다음으로,이러한 개입

과정에서 다양하게 공통 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어느 특정 역에 치우친

개입보다는 그를 둘러싼 다양한 체계 역에 한 개입이 좀 더 효과 이라

는 이다(AndrewsandBota,1998;Thompson,2000;Borum etal.,2003;

DolanandRennie,2008;Lodewijksetal.,2008).

한편,비행청소년에 한 형사사법체계의 궁극 인 지향 은 크게

사회통제를 목 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안 과 일반 청소년으로서의 삶을 목

으로 하는 재활로 구분될 수 있다(KurtzandLinnemann,2006).이는 비행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니고 있는 변화의 가능성을 사회가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그 두 가지 지향 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가 바로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소년보호 찰제도이다.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은 보호 찰 으로부터의 법 제약 하에 교정시설에 수용된 비

행청소년들보다는 상 으로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반 사회로

의 원활한 복귀를 목표로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에 한 개입 즉,소년보호 찰의 기본 목표는

다수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로그램들과 같이 그들을 감독하는 것

이며,이를 통해 그들의 재비행의 가능성을 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경우 우선 으로 담당 보호 찰 공무원들이 법

인 지도감독을 통해 공식 인 험 사정 단계를 거쳐 악된 험요인들과

의 계를 정리하게 하고 해당 체계들과의 을 강제 으로 억제함으로써

재비행의 험성을 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Humphrey and P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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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Wilkinson,1992).구체 으로는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집 보호 찰

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program)이나 자감시 로그램

(ElectronicSupervisionProgram)등을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에 약간의 제약

을 가함으로써 재비행의 험성을 통제하고 있다.그런데 보호 찰 상 청소

년에 한 보호 찰 공무원의 궁극 인 업무는 그들에 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건 한 일상생활로의 사회복귀를 목 으로 하는 재활 업무도 존재한

다는 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이는 사회통제를 지향하는 보호 찰

의 경우 상자들의 규정 반의 결과에 따른 보호 찰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

는 것과 상응하는 반면에,원조를 지향하는 소년보호 찰의 경우 그 폐지의

목소리가 상 으로 덜하다는 연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Clear and

Latessa,1993;Fulton,Stichman,Travis,andLatessa,1997).게다가 집 보

호 찰 제도가 보호 찰 상자의 범죄행동을 억제하지 못한다거나(Petersilia

andTurner,1991), 상자에 한 지도감독의 수 이 보호 찰과 같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치료 로그램의 효과성을 유의하게 향상시키지 못한

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Mackenzie,Rowning,Skroban,and Smith,

1999).따라서 비행청소년에 한 보호 찰 의 업무 지향 에서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할 은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에 해 다시 재비행을 지르

지 못하도록 직 으로 통제를 가하는 방법뿐만 아니라,그들로 하여 일

반 청소년의 삶을 살도록 원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부언하면,소

년보호 찰 상자들에 해서도 일반 비행청소년에 한 이론 는 실천

차원에서 논의되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논의가 동시에 고

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해서 다양한 험요인

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좀 더 체계 인 분석을 통해 그들이 각각 재비행

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제로서 작용하는지에 한 경험 검토가 요구

된다.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 사정도구의 개발뿐만 아니라 개입 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기 자

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서 험요인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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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한 상호 계를 주목하 다.즉,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

행청소년 개인의 심리 요인과 범죄 련 요인뿐만 아니라,가족 련 요인,

래 련 요인,그리고 학교 련 요인 등 그를 둘러싼 다양한 생태체계

요인들 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면서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한 그러한 향의 속성을 통해 드

러난 험요인과 보호요인에 해 좀 더 구체 으로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

치는 향을 어떠한 보호기제를 통해 일 수 있게 되는지를 확인하 다.부

언하면,보호요인의 기능이 다양한 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비행에

미치는 향에 해 완충효과를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매개함으로써 그 향력을 이는지를 확인하 다.

정리하면,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그들을 둘

러싼 다양한 체계들 에서 보호 찰 기간 동안에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함과 동시에 확인된 각각의 요인들 간의 계를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심으로 비교·검토

하고자 하 다.

제 2 연구목

구체 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

복하고자 하 다.첫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과 보

호요인은 독립 으로 그들의 재비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는지

확인한다.즉,비행청소년이 겪는 심리 요인과,가족요인, 래요인,그리고

학교 요인 등이 각각 재비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비행청소년의 다양한 생태 요인들이 재비행의 험성을 증가시

키거나 감소시키는 데에 독립 으로 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그러한 요인들이 미치는 향력의 정도를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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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보호요인이 험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재비행에 한 험요인의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한다.

즉,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하여서 확인된 보호요인이 험요인과의

계의 방향이나 크기에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이를 통해, 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해 동일 차원에서 함께 원인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재비행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완충효과를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보호요인이 험요인과 재비행 간의

인과 계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이를 통해 분석

하고자 하는 험요인이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이

간기제로 작용하여 그 향을 분산시키는 기능을 하는지,아니면 보호요인

의 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험요인이 직 으로는 재비행에 향을 미치

지는 않지만 보호요인에게 향을 미치고 이러한 향이 간 으로 재비행

에 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목 을 달성하게 되면 궁극 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

의가 가능하게 된다.즉,본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

과 보호요인의 세 가지 기능들을 경험 으로 비교하여 종합한 결과를 바탕으

로 그들에 한 개입의 을 삼고 이에 한 이론 ,실천 ,그리고 정책

함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비행청소년을 연구 상으로 하는 경우 보통 비행의 범주를 상

으로 경미한 지 비행이나 법 차를 덜 필요로 하는 경비행에 한해서 확

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분석 자료에 한 연구자의 근가능성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에 한 근성의 한계를 극복

하여 기본 으로 형사사법 인 단을 요하는 구체 이며 객 으로 확인가

능한 비행을 지른 보호 찰 상 청소년들을 연구 상으로 삼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본 연구에서 이와 같이 형사사법 인 단을 요하는 비행에

심을 갖은 이유는 지 비행의 경우 성인기에 이르러서 범죄와의 련성이

은 것에 비해,본 연구에서 심을 갖는 상 으로 형사사법 단이 요구

되는 심각한 비행의 경우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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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TracyandKemp-Leonard,

1996;Wolfgangetal.,1972).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첫째,비행청소

년의 재비행에서 보호요인의 기능을 살펴보기 해 서베이 조사와 련 기

의 신뢰성 있는 행정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기존 자기보고식 서베이

조사의 단 을 극복하고 조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 다는 데에 큰 의의를

둔다.

둘째,기존의 청소년의 비행과 련된 연구들의 부분은 그들의 비행행

동을 설명하려는 목 으로 연구자가 각자 심이 있는 변수들을 간에 인과

계를 설명하려는 정도의 시도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본 연구는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보호 찰 상 청소년으로 결을

받은 실제 비행청소년들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는 이다.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이 보호 찰 기간 동안에 실제로 재비행의 험성을 높

거나 낮추는 기능을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고 그들 간의 향력의 정

도를 비교·설명하고자 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 이러한 노력과 동시

에 통해 궁극 으로는 그들의 인생과정에서의 환 을 맞이하게 하는 계기

로서 기능하는 요인이 존재하는지,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며,어떠한

기제를 통해 재비행의 감소를 설명하게 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넷째,본 연구에서는 조사 상인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이 보호 찰

을 개시하면서 연구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찰 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의

재비행 여부 기간을 확인하는 조사방법을 채택하 다.이러한 조사방법이

갖는 장 은 종래의 자기 보고식 비행여부를 묻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조사기간을 두고 재비행 여부 기간을

확인하는 일종의 종단 연구를 실시하 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비행청소년들에

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이론 함의를 제공하고,그들을 상으로 하는

치료 개입이나 험사정을 목 으로 하는 계기 의 형사사법 정책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그리고 비행청소년 련하여 다양한 실천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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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이는 것에 궁극 인 심을 가지고

험요인과 보호요인,그리고 재비행과의 계에서 각각의 험요인과 보호

요인의 기능을 비교·검토하는 데에 목 이 있다.재비행과의 계에서 험요

인의 기능이 재비행의 험을 이는 기능을 하는지,보호요인의 기능은 단

순히 독립 인 기능을 하여 재비행의 험을 이는 기능을 하는지,아니면

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험요인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에 한 완

충기능을 하는지, 는 험요인과 재비행과의 계를 매개하는지를 밝힘으

로써 궁극 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이거나 방하기 한 주요 개입

지 을 찾는 데 기여하게 된다. 한 부가 으로 이 과정에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경험 으로 확인하게 됨으로써 규명

된 각각의 요인들에 한 치료 는 방 함의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제 3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

호요인의 기능을 살펴보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

은 각각 독립 으로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기능을 하는가?

[연구문제 2]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서 보호요인은 험요인들과 상호작

용을 통해 험요인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가?

[연구문제 3]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서 보호요인은 험요인과 재비행 간

의 인과 계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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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 배경 선행연구의 검토

제 1 재비행 련이론

1.낙인이론

통 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련한 이론 논의들은 비행의 원인을 어

디에 두는 가를 심으로 크게 개인 심 원인론과 사회학 원인론의 두 가

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김 호 외,2009).먼 ,개인 심 원인론은 비행

행동의 원인을 당사자인 청소년 개인에 두는 것으로서,이는 다시 비행청소

년이 갖고 있는 생물학 속성들을 비행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들과

(Buchanan,Eccles,andBecker,1992;Fishbein,Lozovsky,andJaffe,1989;

HutchingsandMednick,1977;Kretschmer,1921;Lange,1931;Lombrosso,

1876),그가 갖고 있는 심리 인 속성들(Abrahamsen,1944,Aichorn,1935;

Glueck and Glueck,1950;Greening,1997;Hare,1980;Hickey,1973;

Kohlberg,Kauffman,Scharf,andCarlson,1986;Lochman,1987)이 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론들이 존재한다.

두 번째 차원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청소년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특성에 두기보다는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환경에 두는 사회학 원인론들이

다.즉,개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환경의 차이로서 비행을 설명하려는 이론들

을 의미하며,이는 다시 크게 네 가지 으로 구분될 수 있다.첫 번째

은 비행의 원인을 청소년이 사회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좌 과 긴장,화,울

분 등에 두는 긴장이론이다(Agnew,1992,2001;Mazerolle and Piquero,

1997;Merton,1938;PaternosterandMazerolle,1994).두 번째 은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환경이나 주변에서 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부터 규범과 가치를 습득하고 그 가치와 태도에 따라 행동하면서 비행을

지르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들이다(Akers,1985;BurgessandAkers,1966;

Cloward and Ohlin, 1960; Cohen, 1955; Glaser, 1956;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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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Sutherland,1939).세 번째 은 사회통제이론으로서 기존의 비행원인

론 에서 벗어나 비행을 지르지 않는 청소년들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

러한 특성들이 비행 행동을 통제하는 요인들을 살펴본 연구이다(Shaw and

McKay,1942;Reckless,1961;Hirschi,1969).마지막으로는 낙인이론과 갈등

이론가들의 시각으로 비행청소년 당사자보다는 비행에 한 사법기 의 응

과 비 에 주목하여 이러한 것이 당사자들에게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지에 심을 두는 이다(Becker,1963;Quinney,1977).

특히,본 연구에서는 에서 기술된 이론들 에서 먼 ,네 번째 에

포함되는 낙인이론에 심을 갖는다.낙인이론은 사회가 개인에게 반응하는

방식과 개인이 사회에 반응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기

본 제로 한다.따라서 경찰과 법원 등과 같은 공식 사회통제 기 이나 가

족이나 친구,이웃으로부터 받는 낙인이 비행행동을 양산하고 지속하게 만든

다는 것을 주장한다.

낙인이론에서는 기본 으로 청소년의 가벼운 일탈행 에 한 사회의 낙

인으로 인해 결국 그들을 심각한 비행으로 이끌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을

강조한다(Lemert,1951,1967).즉,처음에 청소년기에 지를 수 있는 일탈

행동에 해 사회로부터의 공식 ․비공식 낙인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는

이 까지의 사회 지 와는 비교되지 못할 정도의 새로운 비행청소년 혹은

잠재 범죄자로서의 지 를 얻게 되어 이 의 지 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지

속 인 재비행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Beck,1963).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

행청소년으로서 낙인이 형성된 청소년들은 이후 부정 인 자아가 형성되고

이 게 형성된 부정 자아정체성으로 인해 재비행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을 강조한다(Lemert,1951;Tannenbaum,1936).

이와 같은 을 고려해 볼 때에 본 연구의 목 에서와 같이 비행청소년

의 재비행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계를 설명하는 데에

심 있는 경우 낙인이론은 청소년들의 비행의 개시와 지속 즉,재비행을 설

명하는 데에 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경험 으로 재비행을 지속

하는 청소년과 그 지 않은 청소년들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는 장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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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인 결과

들을 나타내고 있으나(Palamaraetal.,1986;KaplanandJohnson,1991),자

아존 감과 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처벌을 받은 청소년들이 반드

시 부정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ThomasandBishop,

1984)과,비행의 결과로서 낙인이 형성된다는 것은 보편 으로 인정되고 있지

만 그러한 낙인의 결과로 비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Wellford,

1975;SmithandPaternoster,1990)도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한 추가 인

경험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본 연구에서는 낙인이론의 을 바탕으

로 처음으로 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미 법원으로부터 보호 찰 상 청

소년이라는 결을 받은 후 가족과 래,학교선생님 등으로부터 비행청소년

이라는 공식 인 사회 낙인을 부여받아 형성된 부정 자아존 감이 어느

정도이고,그것이 과연 재비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검토함으로써 낙인이론의 용에 한 타당성을 경험 으로 검토하고자 하

다. 한 환경 차원에서도 를 들면,학교 련 요인의 경우 일단 학교로

부터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을 받게 되면 학교로부터의 차별 인 우로 인해

그들은 거기에 맞는 행동들 즉,학교 부 응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부정 결과물을 낳게 된다(Lemart,1951).이에 본 연구에서는 낙인 이후에

학교에서의 생활상이 어느 정도이고,그것이 과연 재비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 으로 검토함으로써 낙인이론의 용에 한 타당성을

경험 으로 검토하고자 하 다.

2.자기통제이론

자기통제이론(self-controltheory) 는 범죄의 일반이론(the general

theoryofcrime)의 기본 제는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일반 으로 범죄행동을

설명한다는 것이다(GottefredsonandHirschi,1990).이 이론을 구성하는 기

본 요소에는 범죄를 지르려는 상 경향성인 범죄성(criminality),실제

범죄행동을 지른 것인 범죄(crime)가 있다.이 에서 범죄성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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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자기통제력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의 원인

이 된다는 것이다.즉,자기통제력이 범죄를 지르게 되는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 이 되므로,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범죄를 지르려는 가능

성 즉,범죄성이 증가하게 되고,반면에 자기통제력이 높은 사람은 범죄를

지를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그런데 이 까지의 범죄이론들 에서 범죄성

향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범죄를 지르게 되어 그들이 일반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임을 강조하던 이론과는 다르게,이 이론에서는 범죄성향을 결정

하게 되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부모의 비효과 인 아동 양육행동으로부터 발

생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효과 이지 못한 자녀 양육환경 즉,자녀에

한 하지 못한 애착형성,자녀의 행동에 한 하지 못한 수 의 부모

감독,부 한 훈육 등의 배경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된 아동의 경우 자기

통제력을 하게 갖지 못한 채 성장하면서 범죄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Goode,2008).

따라서 자기통제이론에서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매우 요하게 여

겨 부모의 어떠한 역할이 자기통제와 련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내용이 주류

를 이루었다.이러한 자기통제력과 상 계에 있는 가족 리(family

management)요인으로는 우선 으로 부모 감독(Pratt,Turner,andPiquero,

2004; Hope, Grasmick, and Pointon, 2003; Cochran, Wood, Sellers,

Wiilkerson,andChamlin,1998)과 부모와의 애정 계나 여(Wrightand

Beaver,2005)등이 있다.결국,부모와의 정 는 친사회 계를 형성

하는 청소년일수록 외부의 사회 맥락에 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신들

의 행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자기통제 바램(self-controldesire)을 갖게 되

어 비행행동을 지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Tittle,Ward,andGrasmick,

2004).

그럼에도 이 이론이 갖는 한계 이 있다(김 호 외,2009).먼 ,이론에

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부모 감독,훈육 등의 가족 리 련 요인만이 자기

통제력과 주로 련되는 것이라는 이다.실제로는 모델링이나 사랑,부모의

지지,비공식 통제 등의 요인들도 그들의 자기통제력에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나 이에 한 추가 인 경험 연구가 요구된다.두 번째 한계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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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론에서 제로 하는 부모만이 자기통제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는 이

다.이러한 은 자기통제력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요한 곳은 가정

이라고 으로써 학교와 같은 공식 인 사회화 기 에서 이루어지는 자기통

제력의 발 을 고려하지 않아 결국 청소년의 비행에서도 학교의 향이 고려

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한계 을 지닌다. 한,

Gottfredson과 Hirshi(1990)는 이 이론에서 자기통제력 뿐만 아니라 범죄에

한 기회요인 즉,범죄를 지르기 용이하도록 하게 하는 구조 인 조건 혹

은 한 기회를 갖게 되어야만 범죄를 지르게 된다는 주장을 하 다.결

국,낮은 자기통제력을 갖고 있더라도 한 기회요인을 갖지 못한다면 범

죄를 실행에 옯기기 어려우며,반 로 자기통제력이 높은 청소년은 같은 기

회 요인을 갖는다고 해도 미래에 한 합리 사고로 비행을 하지 않게 된다

는 것이다.이와 같은 기회요인에는 순수하게 범죄를 지를 수 있는 기회의

수(Longshore,1998),부모의 감독수 (이성식,2005),비행친구 수(김선 ,

2007)등의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통 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선행연구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측하는 강력한 험요인으로 밝 졌을 뿐만

아니라Vazsonyi,Wittekind,Belliston,and Van Loh,2004; Vazsonyi,

Pickering,Junger,andHessing,2001;Carrolletal.,2006;Schreck,1999),

다양한 계층과 범죄의 종류를 포 할 수 있는 험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Thompson,1993).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그들의 재비행의 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그리고 부모의 지지와 같

은 부모와의 계 정도에 따라 향력이 변화하는지를 검토하 다. 한 비

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자기통제력의 향을 살펴보기 해서는 기회요인

에 한 고려가 요구되는데,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감독수 과,비행친구의

수 등을 기회요인 변수로 삼아 자기통제력에 한 통제변수로서 역할을 하도

록 연구모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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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학습이론들

사회학습이론들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자신과 가장 한 주변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한 가치와 태도에 심을 가진다.사회학습이론들

에서 가장 표 인 이론인 차별 이론(differentialassociationtheory)에

서는 비행청소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Sutherland,1939).이 이론은 개인이 자신과 상호작용하는 소규모의 친 집

단 내에 속한 사람들의 과 기 를 취하게 됨에 따라 인간은 끊임없이 변

화한다는 상징 상호작용주의 근에 기반한다(Cooley,1902;Mead,1934).

특히 청소년기에는 사회화의 주요 기제가 가족에게서 래 계로 옮겨감에

따라 청소년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들의 가치 이나

법에 한 태도 등에 의해 주로 향을 받는다.따라서 비행청소년들은 비행

친구와의 을 통해 그들이 법 반에 한 호의 인 기술이나 태도,합리

화 등을 학습하게 된다고 본다.그리고 이 게 학습된 내용들이 청소년들에

게 자연스럽게 내면화됨으로써 비행을 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Matuseda,1982;MatusedaandHeimer,1987).따라서 그 이후에는 비행친

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법 반 행 를 일삼아 반복 으로 비행

을 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차별 이론 이후에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하 는데 그

에서 사회학습이론(sociallearningtheory)은 차별 이론과 차별강화이론

(differentialreinforcementtheory,BurgessandAkers,1966)의 개념을 연결

하여 비행청소년은 자신의 비행행동에 한 강화의 학습과 더불어서,주의

사람들의 강화경험도 찰하여 학습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모방하게 됨을 강

조한다(Akers,1985).

사회학습이론을 경험 으로 연구한 연구들에서는 공통 으로 래 계를

주요 비행의 원인으로 본다. 를 들면,비행의 기에는 비행청소년에 한

사회 통제 기제의 약화나 사회 기능수행 등의 문제로 상 으로 경미한

비행을 지를 수 있지만,그 이후에는 비행을 지르게 되면서 알게 된

래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심각한 비행을 지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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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993;이성식,1999).특히 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보호 찰 상 비행

청소년과 같이 상 으로 심각한 비행을 지른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통해

차별 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 등과 같은 사회학습이론들이 보다 설득력 있

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어(Matsueda,1982;Elliot,Huizinga,and Ageton,

1985) 래와 련하여 그들의 재비행을 설명하기에 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4.연령-등 이론(Age-gradedtheory)

통 인 청소년비행 련 연구들은 부분 비행의 원인에 한 근을

심으로 이루어져왔다.그 지만 이러한 근은 비행청소년들이 과거에 어

떠했으며,언제 비행을 시작했는지,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이유로

비행을 하게 되는지 혹은 비행을 지속하거나 단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한 설명을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1990년 에 들어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면서 등장한 연구들은 청소년비행에 해 발달

(developmentalview)을 가진다는 공통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비행과

련하여 비행의 시작,지속,그리고 종결에 해 심을 가지고 있다.청소년

비행에 한 발달 의 주요 성과는 비행에 한 다차원 근이 필요

함을 밝 낸 것과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해서는 통합 인 근이 요구된

다는 것을 강조한 이다(SchmallegerandBartollas,2008).

청소년 비행에 한 발달 을 견지하는 입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구별되는 입장이 존재한다(SiegelandWelsh,2008).하나는 생애과정

(lifecourseview)을 주장하는 연구들로서 이들의 공통 인 견해는 비행 행

동이 개인 특성들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에 의해 향을 받는 역동 인

과정이라는 것과,청소년들의 반사회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은 그 사

람의 생애에 걸쳐 극 으로 변화된다고 보는 입장이다(GlueckandGlueck,

1934;Hawkins and Catalano,1996; Loeber,Wung,Keenan,Giroux,

Stouthamer-Loeber,SampsonandLaub,1993;Moffitt,1993;Thorn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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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VanKammen,andMaughan,1993).다른 하나는 잠재 특성

(latenttraitview)으로서 인간의 발달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생애에 걸쳐서

안정 이고,변화하지 않으면서 남아있게 되는 주 특성(mastertrait)에 의해

통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따라서 이들 견해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인

생 과정을 살아감에 따라 그 특성이 그 사람의 행동을 지시하면서 언제나 변

하지 않고 유지된다고 보는 이론이다(GottfredsonandHirshi,1990;Rowe,

Osgood,andNicewander,1990;WilsonandHerrnstein,1985).이러한 주 특

성은 생애 끝까지 지속되므로,비행 행동의 발 혹은 단이 개인 변화보

다는 비행 기회와 같은 외 인 강제력에 의해 더 많이 향을 받게 된다고

보는 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보호 찰 결을 받은 청소

년들이 보호 찰 기간 동안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로

하여 재비행의 험을 이게 하는지에 심을 가지므로 비행에 한 발달

견해 에서 과거에 형성된 성향 외에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의 환경의

변화를 강조한 생애 과정 모델을 심으로 논하고자 한다.이는 생애과정 이

론에 따른 근이 비행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에,보호 찰 결 혹은 보호

찰과 련된 비행 행동이라는 생애의 환 사건 이후 가정에서 부모와의

계변화 특히,부모지지의 정 인 변화나,학교생활 혹은 친구 교사와

의 계의 변화 정도가 그들의 보호 찰기간 동안의 비행의 단 혹은 지속

에 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는 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이다.

생애과정 에서는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환 들

이 질서를 가지고 순차 으로 발생할 것이라 기 되며,인생의 주요 환시

기에서 겪는 혼란은 지 까지의 인생을 괴할 수 있으며,궁극 으로는 범

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본다.사회경제 문제나 가족의 역기능 인 문제 때

문에 험에 처한 청소년들은 이러한 힘든 환 시기 동안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다.더욱이 이러한 혼란이 인생 기간 동안에 축 되어 아동기 는

청소년기에서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며,어떤 경우에는 청소년 개

인의 인생 궤도의 혼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Giordano,Cernkovich,andRudolph,2002).다른 한편으로는 인생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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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환이 평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비행 행

동을 지르려는 경향성은 안정 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하지도 않은 발

달 과정이 된다.즉,비행청소년들이 겪는 정 인 인생 경험은 그들로 하

여 비행을 그만두게 하며,부정 인 경험은 반 로 자신들의 행동을 지속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을 구성하는 이론들 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론 에 하나인 연령-등 이론(Age-gradedtheory)(Sampson

andLaub,1993)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른 생애과정 이론인 Moffitt(1993)

의 이론의 경우 비행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가족의 역기능 상황을 경험함

과 동시에 반사회 행동 성향을 갖게 하는 심각한 신경심리 문제들을 가

지고 있어서 낮은 언어능력과 과잉행동으로 고통을 당한 아이들이 문제행동

을 하게 되는 것이며,그 결과 성장기에 주변 사람들과의 계나 학교 응의

실패,취업실패,비행친구와의 등으로 결국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

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지르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이와 같은 에서 볼

때에 Moffitt의 이론이 기본 으로 아동기 시 의 문제행동 성향을 주요한 청

소년의 비행원인으로 강조하면서도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사회 요인을 강

조한 은 SampsonandLaub(1993)의 연령-등 이론과 유사하다.그러나

Moffitt의 이론이 비행청소년을 청소년기 한정 비행청소년(Adolescent-limited

offenders)와 생애과정 지속형 비행청소년(Lifecoursepersistentoffenders)로

구분하여 비행의 단과 지속의 을 심으로 특성을 설명하면서 특히,

생애과정 지속형 비행청소년(life-coursepersistentoffenders)에 을 둔

반면에,Sampson과 Laub(1993)의 연령-등 이론의 경우 상 으로 비행

청소년들의 사회 유 계 형성을 통한 비행의 단에 좀 더 심을 가진

에서 차이가 있다.

Sampson과 Laub(1993)의 연령-등 이론에서는 비행청소년들에게 그들

로 하여 범죄와 연루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그들의 범죄성향을 강

화하거나 확 하게 하는 비행 경력에서 소 환 이라고 하는 요한 인생

사건들이 존재함을 주장한다. 한,GlueckandGlueck(1934)의 연구를 재분

석하면서,비행행동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심지어는 만성 인 비행 경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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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람조차도 인생에서 나 에 발생한 사건들에 의해 향을 받을 수 있음

을 발견하 다.이 게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서 연령-등 이론의 가장

요한 기여는 비공식 인 사회통제를 산출하고,청소년들이 성장해서 성인기

에 들어감에 따라 그들로 하여 비행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삶의 사건들이

존재함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즉,어려서부터 문제성향을 지닌 비행청소년

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장하면서 주 사람들과의 계나 학교,직업과 같

은 사회 유 를 회복,강화,형성하게 된다면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환

이 되어 비행이 단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2) 결국 Sampson and

Laub(1993)의 연령-등 이론은 Hirshi(1969)의 사회유 이론을 종단 으로

악했다는 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연령-등 이론에 한 경험 검토는 험요인으로서의 생애사건이 비행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부분이다.즉,부모의 이혼이

나 별거여부(Siegeland Welsh,2010;신 숙,2003)가,혹은 재혼 여부

(AmatoandKeith,1991)등의 가족 내부의 인생사건과,부모나 교사로부터

의 언어 ․신체 폭력 경험(Agnew,2001),학교 생활에서의 불만족스러운

경험 등의 가족 외부의 사건이 여기에 속한다.반면에,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범죄를 단한 은이(18～25세)들을 상으로 범죄를 단하게 만든 인생의

환 을 조사한 연구(Hughes,1998)에서는 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부모지

지를 포함한 비행청소년에 한 배려와 존 , 정 인 역할모델,숙고의 기

간 등이 그들의 범죄를 단하게 만든 설명 요인임을 제시하 다.

일반 으로 비행청소년들이 11～13세 때와 같이 상 으로 어린 나이에

최 로 비행을 지르게 된 경우에(Williams,Ayers,andArthur,1997),이후

고등학교 시기까지에 이르는 청소년기라는 인생의 환 시기가 그들의 발

달 경로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한 시기가 된다(Morrison,Robertson,

Laurie,andKelly,2002).비록 청소년기에 비행 친구와의 교류가 압도 으로

2)SampsonandLaub(1993)의 연구에서는 실제 비행청소년에게 있어서 요한 인생의

환 을 직업 경력과 결혼 생활의 두 가지를 제시하 다.즉,비록 법률 반의 사실이 있

다할지라도 고용주가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한다면,청소년들은 비

행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다. 한,성인되어서 자신을 지지하고 지탱하게 해주

는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러한 청소년들도 역시 비행을 그만두게 된다고 주장하

다(Orbuch,House,Mero,andWebster,1995;LillardandWaite,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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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반사회 행동에 향을 미친다 할지라도,이러한 환 시기에 보

호요인의 기능은 특히 요하며(Rutter,1994),특히 부모의 지지를 통해 형성

된 부모와의 친 한 계는 비행친구와의 계가 그들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조 하는 기능을 한다는 에서 반드시 고려되어 한다(Brendgen,

Vitaro,andBukowski,1998).

한편,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은 형사사법체계를 거치면서 사회 지

지의 약화 는 해체를 경험하게 된다.일반 으로 사회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과 응에 요한 변수로서 비행행동의 감소를 돕는 역할을 한다(Zigler

Taussing,andBlack,1992).본 연구에서는 연령등 이론의 을 바탕으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이 본 사건과 련하여 공식 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 찰 결과 같은 인생의 과정을 어도 2년간 지속 으로 경험하게 되

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에 주목하 다.이 기간 동안에 보호 찰 상 비

행청소년들의 부모나 보호자는 의무 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심을 갖도록

유도되며,그러한 심을 계기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사회 지지를 경험하게 된다. 한 비행친구로부터의 지지나 유 역시 비

행을 지속,혹은 단시키는 요한 요인이 된다(Longshore,Chang,Hsieh,

and Messina,2004;Paternosterand Brame,1997;Simons, Johnshon,

Conger,andElder,1998).그리고 비록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이라 할지라

도 보호 찰 공무원의 지도감독 하에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함으로써 교사로

부터의 정 인 지지의 수 이 높아지게 된다면,이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

어서 요한 환 이 되어 재비행의 험을 이는 데에 정 향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론에 한 경험 연구를 진행하 다.

물론,연령등 이론에서 언 하는 생애과정에서의 환 사건의 개념이

실제 으로는 좀 더 구체 으로 에 띄는 인생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시

했을 뿐만 아니라,그러한 인생사건이 좀 더 긴 찰기간을 요구하는 것이므

로 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보호 찰 상 청소년들에게 그 로 용할 수

는 없는 한계 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그러나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은

그들의 인생과정에서 보호 찰 결을 시작으로 보호 찰 시 에서 부모나

래 그리고 학교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가 이들에게 생애 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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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어도 보호 찰 기간 동안에 재비행의 험을 이게 되는지를 경

험 으로 검토하고자 하 다.

제 2 청소년비행의 험요인과 보호요인

1.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개념 구분

1) 험요인의 개념 구분

청소년의 비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 향력이 커지자 이에 한 심

이 더 커지게 되었고,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과 련된 요인

들에 해 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그 결과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기여하는

다수의 향요인들이 밝 지게 되었다.즉, 련 연구자들은 심각하고,폭력

이며,만성 인 비행행동은 다수의 험요인들의 존재와 직 으로 련

되며(Cottle,Lee,and Heilbrun,2001;Hawkins,Herrenkohl,Farrington,

Brewer, Catalano, Harachi, and Cothern, 2000; Loeber, Farrington,

Stouthamer-Loeber,Moffitt,andCaspi,1998),반 로 다수의 보호요인들의

존재가 청소년들 사이에서의 반사회 행동의 가능성을 인다는 것을 제시

하 다(Hanna,2001;Werner,1993,2000).

청소년 비행에서 험요인의 개념은 비행행동의 인과 계 설명하면서

그들의 범죄 행동을 특성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등장하게 되었다.비록 험요인에 한 개념이 그것이 용되는 맥락에 따

라 다르게 존재하지만, 험요인의 포 인 개념은 비행이나 반사회 행동

과 같이 부정 인 결과와 련이 있거나 그것을 측하는 내·외 향요인

혹은 조건들로 정의할 수 있다(DeMatteoandMarczyk,2005). 험요인에

한 다른 정의에서는 험요인을 한 개인이 평균 인 다른 사람들에 비

해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만한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특성 변인으로

정의한다(Poalland,Catalano,Hawkins,andArthur,1997).따라서 비행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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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들이 험요인을 많이 가지게 될수록 청소년들은 더 많은 반사회 행동에

연루된다고 할 수 있다(Hanna,2001;Hawkins,etal.,2000;Loeber,etal.,

1998).

험요인의 종류와 련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 진 분류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첫째,Andrew andBonta(1998)가 제안한 분류로 험요인

을 정 인 험요인(static risk factors)과 동 인 험요인(dynamic risk

factors)으로 분류한 것이다.정 인 험요인은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고,

형 으로 역사 인 맥락을 지닌 변수들과 인구학 인 변수들이 해당된다.

역사 인 맥락을 지닌 변수들에 로는 최 범죄연령,체포횟수 등이 있으며,

인구학 변수에는 성별과 인종 등이 있다.이들 변수들의 경우 비록 개념상

으로는 개입과정에서 직 으로 다루게 되는 요인들이 아니지만,비행청소

년들의 재비행을 측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반 로,동 인 험요인들의

경우 수정가능한 요인들로서 흉기에의 근용이성,물질 남용,비행친구들,그

리고 기타 정신과 장애 등이 포함된다.동 인 험요인들은 직 인 개

입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비행청소년들을 상으로 하는 가장 효

과 인 개입 략은 주로 이들 동 인 험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는 그 향

을 감소시키는 데에 을 둔다.결국,변화가능하고 험과 련된 비행청

소년들의 특성들에 을 둔 개입 노력들은 그들의 반 인 험수 을 효

과 으로 감소시키게 된다(Heilbrun,1997).

두 번째 험요인의 분류방법은 범죄학 험요인(criminologicalrisk

factors)과 임상 험요인(clinicalriskfactors)으로의 구분이다(Manahanet

al.,2001;WesselyandTalyor,1991).범죄학 험요인은 이 의 범죄경력,

아동기의 부정 인 경험,가난한 이웃들 등과 같이 반사회 인 행동과 련

이 있는 형사사법 련 문헌들에서 규명된 요인들을 의미한다.임상 험

요인들은 정신과 증상들,분노,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반사회

행동과 련된 것으로서 주로 정신과 치료 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확인된 험요인들을 말한다.이러한 분류는 비록 양자 간에 약간의 겹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존재하지만, 험사정(riskassessment)과 개입에 한

다학문 근(multidisciplinaryapproach)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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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 분류는 Kashani,Jones,Bumby,andThomas(1999)가 제안한 다

차원 심리사회 분석틀(multidimensionalpsychosocialframework)에 의한

범주들이다.즉,이들은 험요인뿐만 아니라 보호요인들을 성별·연령과 같은

개인 /기질 요인,체포력·학력과 같은 역사 요인,노숙여부·사회 지지

와 같은 맥락 요인,그리고 정신과 진단명·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임상

요인으로 각각 분류하 다.이러한 분류는 다차원 이고 역을 심으로 한

분류라고 할 수 있으며,고 험군에 속한 비행청소년들에 해 포 인

방 개입방법의 개발에 기 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Monahan,etal.,

2001).

마지막 분류방법은 생태학 모델에 기반한 다수 분류 근(multilevel

classificationapproach)이다.이와 같은 근에서는 다차원 심리사회 분

석틀과 마찬가지로 험요인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을 개인,가족, 래,지역

사회 요인으로 구분하 다(Bronfenbrenner,1979).생태학 모델의 기본

제는 개인이 복잡하고 상호 련된 맥락들의 네트워크 내에서 기능한다는 것

이다.그리고 그러한 맥락들이 험수 에 독립 인 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이다.따라서 생태학 모델에서는 개인에게만 을 두기 보다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고려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태학 분류 을 수용하여 험요인에 한 구분을 생태학 모

델에 기반하여 구분하 다.

먼 ,개인수 의 험요인으로서 특히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과 같은

심리 인 문제는 직 으로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한 요인이다(곽 주·문

은 ,1993;권지은,1998;김헌수·김 실,1997;양종국·김충기,2002;Arthur,

etal.,1997;CongerandPeterson,1994;Goosby,2003).청소년의 비행은 청

소년의 심리상태나 주변환경과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즉,청소년들의 경우 기분이 우울할 때에 우울 감정을 해소하기 한

처행동으로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CongerandPeterson,1994).특히 우울

의 경우 부 한 가족 계나 낮은 학업성취와 같은 심리사회 역에서

험요인들의 발달을 가져오게 하는 정서 ·행동 문제들을 반 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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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DHHS,2001).

청소년기의 우울은 그들이 겪는 흔한 심리 문제이지만 일반 으로 청

소년이 겪는 우울과 비행과의 계에 한 논의는 둘 에 어느 요인이 선행

하는지에 따라 논의가 구분될 수 있다.즉,비행이 우울의 발생에 향을 미

쳐 비행청소년의 경우 우울의 수 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결과(Biederman,

Faraone,Mick,andLelon,1995;Rohde,Lewinsohn,Seeley,1991)와 우울이

비행에 선행하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자의 경우 비행으로 인해 이차

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발달 실패 경험( :유능감의 결여,타인으로부터의

부정 반응, 래 거부,부모자녀 갈등,학업 실패 등)이 우울에 한 험요

인으로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Capaldi,1991,1992).반면에 후자는 우울이

비행에 선행한다는 경험 연구결과와 함께,우울이 비행에 선행하여 우울에

한 치료 개입을 통해 비행의 감소를 보 다는 연구(Puig-Antich,1982;

Kovacs,Paulaukas,Gatsonis,andRichards,1988)등이 있으나 이에 해서

는 아직 설득력이 있는 이론 모델이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의 수 이 재비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경험 으로 분석함으로써 재비행을 측하는 험요인이 되는지

를 확인하 다.

두 번째로,비행청소년이 겪는 자아존 감의 하 문제 역시 비행의 험

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고려되지만,자아존 감과 비행 간의 계에 한

논의에서도 어느 것이 선행하는지에 한 논의가 일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다.즉,한편에서는 자아존 감이 비행과 부 인 상 계가 있다고 주장하거

나(Finn,Stott,and Zarichny,1988;Jessor etal.,1995;Puhak,1995;

Rosenberg,Schooler,Schoenbach,1989),비행청소년들이 그 지 않은 청소

년보다 자아존 감이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Waller,1992).다른 연구

에서는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폭력을 행사하게 되거나(Baumeister,Smart,

andBoden,1996),비행청소년들이 자아존 감이 높을수록 비행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조아미,1999). 한,심지어는 청소년의 자아존 감

과 비행은 의미 있는 상 이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유 남,1987;

KingandFularczyk,1981).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낙인이론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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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미 자신의 비행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를 경험하여 보호

찰 받고 있는 경우,상 으로 보호 찰 기간 동안에는 비행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자아에 한 가치가 낮을 것으로 상된다.따라서 형사사

법단계를 겪으면서 외부로부터 받은 낙인으로 인해 낮아진 자아존 감이 그

들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연구 모델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개인의 심리 험요인으로 자기통제력이 있다.자기통제력은

자기통제이론(GottfredsonandHirshi,1990)에 근거한 표 인 험요인으로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한 양육을 받지 못한 결과로 인해 범죄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기통제력이 약해지게 되고,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

는 상황을 래하게 됨으로써 범죄를 지르게 된다는 것이며(Lipseyand

Derzon,1998),여기에 범죄의 기회요인에 따라 상황이 진되거나 제지될 수

있다는 설명에 근거한 험요인이다.본 연구에서도 보호 찰 상 비행청소

년들이 범죄유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자기통제력이 약하여 이 의 비행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비행을 지르게 될 것이라 가정하여 연구 모

델에 포함시켰다.

그밖에 개인수 의 배경변인으로 조기연령에서의 폭력행동,반사회 신

념과 태도,폭력에 한 호의 인 태도(Hawkinsetal.,2000),성별,범죄경력

등이 있다.특히,최 비행연령의 경우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설명하는 요

한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Moffitt(1993)는 신경계통 상의 이상 징후나 가정

에서의 부 한 양육의 향으로 어린 시 부터 문제행동과 비행을 하게 된

청소년의 경우 심각한 비행을 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에 이르기까

지 계속해서 범죄를 지르게 된다고 주장하 다.반면에,상 으로 늦은

시기에 즉,청소년기에 문제행동을 시작하게 된 청소년들은 성인기에 이르러

서는 비행을 단하게 된다고 보면서,최 범죄연령을 재비행의 요한 측

요인으로 보았다.3) 한 비행청소년의 향후 범죄성을 가장 잘 측하는 요인

으로 범죄경력이 있다.청소년 기에 반복 으로 문제행동을 지른 청소년

3)Moffitt(1993)는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면서 청소년기에 심각한 비행을 보이고 성

인이 되어서도 범죄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을 life-course

persistentantisocialbehavior이라고 하 으며,반 로 청소년기에만 잠깐 지르게 되

는 비행 행동을 adolescent-limitedantisocialbehavior라고 명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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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으로 기에서도 반사회 행동을 지르게 될 것이며,나아가 성

인이 되어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WiesnerandWindle,2006).

다음으로,비행청소년의 가족 수 에서의 험요인에는 아동학 와 방임,

낮은 수 의 부모 여,가족 내에서 높은 수 의 감과 갈등,그리고 공

격성,부모의 범죄성향,가족 갈등,부 한 부모의 감독 등이 있다(Carson

and Butcher,1992; Kumpfer and Alvarado,2003; Melton,Petrila,

Poythress,andSlobogin,1997;Grisso,1998;Monahanetal.,2001).

세 번째로,비행청소년의 학교 련 험요인에는 학업실패,빈번한 결석

(Hawkinsetal.,2000)등이 있으며,Resnick과 Burt(1996)의 연구 결과에 의

하면 학교에 한 낮은 동기가 비행의 험성을 측하는 가장 요한 요인

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로, 래 련 요인에는 통 으로 언 되는 바와 같이 비행행동

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됨에 따라,비행 행동이 비행청소년으로 하여 비행 래를 선택하게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왔다(GleuckandGleuck,1950;Hirshi,1969).그러나 최

근에 와서는 그러한 어울림을 통해 더 오랫동안 범죄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Dishion,McCord,and

Poulin,1999;Thornberry,Lizotte,Krohn,Farnworth,andJang,1994).경험

으로는 일탈 인 래들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높은 수 의 비

행행동과 반사회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eenan,

Loeber,Zhang,Stouthamer-Loeber,andvanKammen,1995),바람직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사회 으로 격리되거나 철회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폭력과 같은 비행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HHS,2001).

이상과 같이 청소년 비행에서 험요인에 한 연구는 결국 제한된 인력

과 산 범 내에서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심으로 청소년비행 방 로그램을 강화하는 데에 매우 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한, 험요인에 한 연구는 특정 집단에 속한 청소년들이 자신들

만의 고유한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비행을 지르게 된다는 것을 규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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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함으로써, 련 로그램들로 하여 좀 더 효율 이며 효과 으로 개

입의 표 을 설정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2)보호요인의 개념 구분

비행청소년에 한 험요인 근은 범죄성향, 독,의존 등의 문제행

동의 궤 상에 있는 비행청소년들을 기술하는 데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비

행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유용하다.그러나 이러한 험요인들에 한 이

해만으로는 동일한 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비행을 지르지 않는 개인

들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을 발달 으로 이해하기

해서는 이러한 험요인에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비행 간의 계를 설명해

수 있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면서 등장한 보호요인에 한 이해가 요구된

다.

보호요인의 개념은 응유연성과 발달정신병리 분야의 기 연구자들에

의해 규명되었다(CowenandWork,1988;Rutter,1985;Werner,1989).이들

에 의하면 보호요인은 스트 스 보호막(stressshield)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부정 인 결과로부터 높은 험성을 가진 아동들을 보호하는 요인을 말한다.

Garmezy(1985)는 보호요인이란 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에 부정 인

향력을 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 으로 문제 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정의하 다.따라서 청소년 비행과 련하여서 보호요

인이란 험요인이 청소년의 성장에 부정 으로 작용하는 향을 최소화시켜

비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erner,1994).

본 연구에서는 험요인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생태학 모델을 기반으

로 청소년의 비행과 련된 보호요인들을 구분한다.선행연구들로부터 밝

진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요인과,가족요인,학교요인 는 지역사회요인,친구

요인을 포함하는 환경요인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Arthur,Pollard,Hawkins,

and Catalano,1997; Bogenschneider,1996; Butcher,2000; Gore and

Eckenrode,1996;Pollard,Hawkins,andArthur,1997;Sharkey,2003;권지

은,1998;김장 ,1998;양종국·지용근,2002;유성경·이소래,2001).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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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는 보호요인과 련하여 일반 인 분류를 시도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

이 한다(Cowen,1985;Garmezy,1985;Rutter,1985).

먼 ,개인요인은 주로 청소년 개인의 내 특성을 의미한다.선행연구들

을 통해 밝 진 청소년 비행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에서 개인요인에는

책임감,자기효능감,자아정체감,독립성,자율성,높은 지능, 정 성격,자

신감,문제해결능력 등이다(Arthur,etal.,1997;Butcher,2000;Garmezy,

1993;GoreandEckenrode,1996;Sharkey,2003;권지은,1998;김장 ,1998;

양종국·지용근,2002;유성경·이소래,2001).

다음으로 가족요인의 경우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속한 환경 내에서 가

장 빈번하게 마주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환경일 뿐만 아니라,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인성과 사회성을 개발을 통해 사회화를 진할 수 있는

사회체계이기도 하므로 보호요인 에서 가장 요한 기능을 한다.특히,본

연구의 상인 보호 찰 상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이미 비행행동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결을 받아 보호 찰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가

족요인이 비행행동 이 뿐만 아니라 이후에 겪는 추가 인 심리사회 인

험요인들의 에 해 보호기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근거리에

있는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 진 가족요인에는 부모지지,가족응집력,부모-자

녀 계의 친 도,가족 응력,부모의 감독,부모의 애정,부모의 규칙,신뢰

감,온정성,의사소통 등이 있다(김동일·최수미·홍성두,2007;김장 ,1998;양

종국·지용근,2002;유성경 2000;Arthur,et al.,1997;Butcher,2000;

Garmezey,1993;Sharkey,2003).

본 연구에서는 특히 부모와 자녀 간의 계에 심을 가진다.이는 부모

와 자녀 간의 계가 비행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 청소년의 건 한

발달과 사회화에 필수 인 제조건이기 때문이다.부모와 자녀 간의 계

는 다른 가족 련 보호요인인 부모의 감독 는 훈육과는 다르게(김용석·

박명숙,2000;김 호·안호용·김선애·김선업,2002;김희화,2003; Galambos,

Baker,andAlmeida,2003;Provini,2003;SmithandStern,1997),부모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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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 간의 정서 이고도 내면 인 교감의 형태를 갖는다.즉,부모의 감독 는

훈육은 부모가 자녀의 특정 행 에 해 감독을 하거나 잘못을 하 을 경우

에 벌을 주기도 하고 잘하 을 경우에는 상을 주는 등 직 인 반응을 통하

여 자녀를 직 으로 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좋은 부모-자녀 간의 계

는 설사 부모가 구체 인 상황에서 에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모를 떠

올리며 부모가 나의 이러한 행동에 하여 그동안 어떻게 해주었고,그럼 나

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어 그들의 행동을 간

으로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김 호 외,2009).경험 으로는 이러한 간 인

통제가 직 인 통제에 선행하며(Patterson,1992;RankinandWells,1990),

부모와 자녀 간의 정 인 계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에 요한 기능

을 한다는 것이 밝 졌다(Arthur,etal.,1997;Bogenschneider,1996;Pollard

etal.,1997;Stouthamer-Loeber,Loeber,Farrington,Zhang,vanKammern,

andMaguin,1993).

부모와 자녀 간의 계는 실제 으로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를 통

해 드러난다.이는 부모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지지를 통해 청소년들은

부모의 의지를 지각하게 되고,결국 부모와의 내면 인 의사소통 가능해짐에

따라 부모와의 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경험

으로도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지지는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다

(BarnersandFarrell,1992;Butcher,2000;Dumka,Roosa,andJackson,

1997;SearchInstitute,1998;권지은,1998;김동일·최수미·홍성두,2007;김

호·김순 ,1995;양종국·지용근,2002;유성경,2000).특히,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지지는 청소년의 우울과는 부 인 상 계를 보이며(Dumont and

Provost,1999;Printz,Shermis,andWebb,1999;Smokowski,1998),비행행

동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Buysse,1997;MacNeil,

Stewart,andKaufman,2000).

결과 으로,부모지지는 이미 범법행 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유죄 결을 후 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청소년에

한 책망보다는 정서 이거나 심리 이거나 혹은 물질 이든지 그것이 어떠

한 형태이든 각자 가족이 처한 상황에 맞게 정 인 모습으로 지지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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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며,이를 통해 궁극 으로는 다시는 범죄를 지르지 않게 하려는 마

음을 갖게 된다.청소년의 입장에서도 보호 찰이라는 힘든 기간을 보내면서

부모가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러한 지지가 힘

이 되어 주어진 기간 동안에 재비행하지 않고 보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비행청소년의 재비

행을 이는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세 번째 보호요인은 학교 지역사회 요인이다.청소년의 경우 가족을

제외하고 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향을 받으면서 보내는 사회환경이 바로 학

교와 지역사회이다.이곳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규범 인

사회의 규칙을 학습하고 청소년 나름 로의 사회 유 계를 형성하게 된

다.따라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한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부분의 연구들

은 청소년과 학교와 지역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정 인

상호작용 양상들을 보호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선행연구들을 통해 밝 진

학교 지역사회 요인에는 교사의 지지 내지 심,교사와의 계,학교에

한 정 인 생각과 성향, 정 인 학교 경험,학업에 한 태도,친사회

여의 기회 내지 그에 따른 보상,돌보는 이웃과 학교환경 등이 있다(권

지은,1998;김동일·최수미·홍성두,2007;노성호,1993;양종국·지용근,2002;

유성경,2000;지승희,2001;Arthur,etal.,1997;Butcher,2000;Search

Institute,1998).

네 번째 보호요인은 래 친구요인이다.청소년에게 있어서 친구는 가족

을 제외하고 청소년들이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 가운데 학교나 지역사회라는

지리 ·공간 환경체계와는 다른 형태로 가장 많이 상호작용하는 요인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교류를 통해 공식 인 사회 유 계 뿐만 아

니라 정서 유 계를 맺을 수 있는 요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한 이러

한 유 계를 통해 장차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인 사회성을 키울 수 있게 된다.

래 계와 비행과의 계를 설명한 표 인 이론은 사회학습이론

에서 본 차별 이론(SutherlandandCressey,1974)이다.이 이론에 의

하면 청소년들은 비행을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래 친구들과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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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자신의 비행을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을 수용하게 되

면서 그들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고,그 결과 비행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비행을 질러 본 경험이 있는 비행청소

년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비슷하고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

고,이 게 비행하는 친구와 하는 것이 비행경력을 유지시키고 확장시킨

다는 Thornberry와 Krohn의 연구(1997)가 이를 뒷받침해 다.이와 같은

에서 비행친구와의 은 과거에 지른 비행의 결과이자 미래에 나타날

재비행 행동의 원인이 된다(Thornberry,1987,1996).따라서 만일 비행청소

년들이 일반 친구들과의 을 하는 계기가 생기게 되고 그들의 행동과 가

치 들을 학습할 기회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이들과의 유 계가 생기게 된

다면,비행청소년들은 그들의 재비행 행동을 이거나 지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4)선행연구를 통해 밝 진 친구 련 보호요인에는 친구의 지지,친구

와의 애착, 래의 수용도, 래의 기능모델 등이다(김선희,2001;김장 ,

1998;유성경,2000;이애령,2003;서정아,2005;Arthuretal.,1997).특히,

래 친구들 에서 비행행동과 무 한 삶을 사는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통해

비행청소년은 같은 세 의 친구들로부터 로와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그

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들의 친사회 가치 이나 통 인 생활습 을 학습

하게 되고 결국 재비행의 험으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일반 으로 가족이나 래,학교 선생님과 같이 사회 지지를 보내 수

있는 사회 지지원으로부터의 사회 지지를 지각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

트 스 장면에서 청소년들의 비행과 같은 외 화된 문제행동을 차단하는 보

호요인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그 결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스트 스 상

황에서 사회 지지가 높을수록 비행,약물 등의 외 화된 문제행동을 상쇄

시키거나 일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CohenandWills,

1995;Davey,Eaker,Walters,2003;DumontandProvost,1999),이들로부터

의 사회 지지의 지각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행동에 해 보호요인으로서

4)실질 으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은 가족과 학교외의 야간 시간에는 외출 지 조

치로 인해 이 에 비행행동과 연루되어 사귀었던 친구들을 집과 학교 외의 지역에서는

하게 될 기회가 이 보다 상 으로 어들게 되고 오히려 부모님과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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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기능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즉,비행청소년의 경우 이미 범죄를 경

험하고 죄에 한 낙인으로 인해 심리사회 기능수 이 낮은 상태에서 부모

나 보호자와 같이 실 으로 청소년과 가장 친 하고 근 한 환경으로부터

정 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될 때에 재비행 행동의 험이

감소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정리하면,일반 으로 어도 보호 찰 기간 동안에 비행청소년들은 부모

와, 래,그리고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은 비행청소년들이 실 으로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은 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험에 처한 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을 둘러싼 환경 외부 체계의 변화에 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Dryfoos,1990),비행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사회 지지원들이 자신의 재

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해 수 있다고 단하게 된다.그리고

교사로부터 사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되면,비행청소년들은

재의 결과를 가져오게 한 다양한 험요인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찰을 받는 기간 동안에 재비행을 지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2.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보호요인의 기능

보호요인의 기능은 탄력성 혹은 응유연성(resilience) 련 연구들을 통

해 확인 할 수 있다.5)연구자들은 스트 스를 유발하는 요인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성공 으로 응한 아동들이 보이는 유능감(competence)에 을

두면서,연구자들은 험요인에 완충하는 기능을 하고,문제행동에 연루될 가

능성을 감소시키며,성공 인 청소년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을 규명

하 다(CowenandWork,1988;Rutter,1985;Werner,1989).

5)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연구는 연구 분야에 따라 부 응 산물과 탄력성과 같은 응

산물에 한 연구로 양분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 에서 비행과 같은 부정응

인 산물에 련된 연구들를 심으로 보호요인의 기능들을 살펴보았다.그밖에 응유연

성에 한 연구에서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주요 연구에는 Luthar(1991),

Hernandez(1993),그리고 박 선(1998)의 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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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인의 구체 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Dignam and West,1988;

Wheaton,1986).첫째,보호요인은 직 으로 역기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둘째, 험요인과 상호작용을 하여 험요인에 따른 역기능 인 결과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한다. 셋째, 험요인이 보호요인과의 매개 사슬

(mediationchain)을 통해 역기능의 원인이 되는 작용을 할 때에,이러한 매

개 사슬을 붕괴시키는 기능을 한다.마지막으로, 험요인의 기발생을 방지

하는 기능을 한다.이러한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요성은 그것들이 경험

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규명함에 따라 해당 기능에 따른 개입 략

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는 데에 있다.

보호요인의 개념은 성공 인 처를 가져오는 응 인 변화라는 개념으

로부터 등장한 것이며,그 보호 과정이 오래 지속되는 속성들이나 경험들이

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몇 가지 핵심 인 환 과 련이

있다. 한,보호요인의 기능 개념인 보호 기제(protectivemechanism)는 과

거에는 험했었던 인생의 과정이 응 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커지

는 것과 함께 정 인 방향으로 변화될 때에 사용되는 개념이다(Rutter,

1990).

이러한 보호요인의 개념을 바탕으로 경험 으로 밝 진 청소년의 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 련 연구의 동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첫째는 통 인 비행원인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의미한다.이들에는 주로 과연

어떠한 요인이 비행을 일으키는 데에 향을 미치는지 혹은 비행을 방지하는

데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이러한 연구의 특징은

험한 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의 비행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규명한 후 각각의 향력을 차이를 독립 으로 비교하는 연구

이다. 구체 으로는 개념 으로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동일한 차원

(dimension)에 놓고 분석에 투입되어 각각의 계를 비교함과 동시에 심

있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에 한 독립 인 향력을 확인하는 것이다.6)

한,그 바탕에는 어떤 한 요인이 험요인이거나 보호요인인지를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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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개념을 연속선상에 놓고 보았을 때에 어느 부

분이 강조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이 존재한다(Kandel,et.al.,1998;

White,Moffitt,andSilva,1989).7)부연하건데, 험요인과 보호요인이라는

것이 서로에 해 반드시 거울의 양면일 필요는 없으며,청소년의 재비행과

같은 부정 인 결과와의 계에서 크기가 다른 정도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깔

려 있다(Farrington,1992).8)

한편,이러한 형태의 개념 분석틀을 아동 청소년 련 발달정신병리

학 분야의 에서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증

감에 따른 비행 는 문제행동의 변화에 심을 가지고 Garmezy,Masten,

and Tellegen(1984)이 가정한 보호요인의 작동 기제 보상 모델

(compensatorymodel)과 같은 성격을 띤다.이 모델에서는 스트 스 요인과

같은 험요인이 보호요인과 함께 결과를 측하는 데에 부가 으로 연합하

여(combiningadditively)작용하는 것으로 본다.즉,개인 속성(보호요인)을

통제할 때에,종속변수인 유능감이 스트 스의 수 과 함께 부정 으로 공변

하게(covariate)되며,역으로 스트 스를 일정하게 할 때에,유능감은 개인

속성의 크기와 정 으로 공변하게 된다.따라서 이 모델에 따르면,개인에

따라 심한 스트 스의 결과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강 에 의해 응되거나 보

상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청소년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 련 연구동향은 보

호요인은 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6)이를 다른 에서 해석해 본다면 재비행을 하는 집단과 하지 않는 집단을 구분하는

특성 요인을 규명하는 모델로 정의할 수 있으며,그러한 에서 Luthar(1993)는 이를

주효과 모델(maineffectmodel)로 명명하 다.

7) Wheaton(1985)의 연구에서 이를 종속변인에 한 보호요인의 독립 인 억제효과

(independentdeterrenteffect)모형으로 제안하 다.

8)그밖에,비행의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개념을 양극단의 개념으로 살펴본 연구에는

Sameroff,Bartko,Baldwin,Baldwin,andSeifer(1998)의 연구가 있다.그들의 연구에서

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개념을 연속선상의 양극단으로 보고 ‘험요인의 축 모델

(thecumulativeriskmodel)’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험요인의 정 인 측면을 보호

요인으로 보고 이를 역시 축 모델로 변환한 후 청소년들로부터 정 인 결과물을

측하 다.이 모델의 기본 제는 측변수로서 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독립 으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하게 결합한 형태의 측변수들이 좀 더 강력하게 청소

년들의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Jessor,Bos,

Vanderryn,Costa,andTurbin,1995;SmallandLuster,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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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buffering)혹은 조 (moderating)한다는 을 심으로 한 연구의 흐

름들이다.이는 청소년들의 재비행의 험성에 한 사정 과정에서 그 험

성을 단함에 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모두 포함시킴에도 불구하고,보호

요인들이 험요인들과의 계가 아직까지 모호하고,보호요인들이 어떻게

상 되며,그리고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경험 연구가 부족하다

는 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호요인의 조 효과와 련된 이론 모델에는 먼 ,Garmezy,Masten,

andTellegen(1984)이 제안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작동기제 련하여 제

안한 면역 모델(immunitymodel)이 있다.이 모델에서는 종속변수인 응에

해서 스트 스와 개인 속성 간의 계가 조건부 이어서,개인 속성이

변수로서의 스트 스의 향을 약화시키거나 증폭시키는 조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따라서 특정한 개인 속성 는 보호요인이 존재할 때에,스트 스

의 변이(variations)는 이러한 속성들이 없을 때보다는 응의 질이라는 유능

감(competence)의 변이에 덜 강하게 반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 Wheaton(1985)의 연구에서도 스트 스와 처 자원(coping

resources)에 한 상호작용 효과(interactive effects)와 부가 효과

(additive effects)에 한 논의들에 기반하여(Cleary and Kessler,1982;

Finney,Mitchell,Cronkite,andMoos,1984;House,1981;Kessler,1983),스

트 스-완충 모델(stress-bufferingmodels)을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이와 같

은 형태가 두 가지 형태의 스트 스-완충 모델 에서 상호작용 효과 완충

모델(interactive-effectbufferingmodel)에 해당하고,스트 스와 사회 지지

간의 계에 있어서 디스트 스(distress)에 미치는 스트 스의 향이 사회

지지가 높아질수록 유의미하게 약화될 것임을 주장하 다.

이와 비슷하게 조 효과 모델은 정신보건과 스트 스와의 계와 련된

연구에서 형 으로 사용되는 조 인 모델링 근 방법들 에 하나로도

제시되었다(EnselandLin,1991;Pearlin,1989).Fitzpatrick(1997)은 이 모델

을 청소년의 싸움과 같은 건강을 해치는 행동(health-compromising

behavior)에 용하여 각각의 험요인들이 매우 높고,보호요인들이 낮거나

부재할 때에 청소년들은 좀 더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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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는 청소년의 비행을 측하는 데에서 험요인과 비행간의

계를 보호요인이 매개하는지에 한 연구들이다.즉,이 모델에서는 비행에

한 험요인의 향이 보호요인에 의해 매개됨을 제안한다.부언하건데,보

호요인의 매개모델은 험요인들이 보호 요인의 기제를 약화 는 감소시킴

에 따라 험요인들이 비행과 같은 문제행동들에 해 직 이고도 정 인

(positive) 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결과 으로 험요인은 보

호요인들을 경유하여 비행에 간 이고도 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Fitzpatrick,1997).

한,매개모델은 Wheaton(1985)의 연구에서도 스트 스와 처 자원에

한 상호작용 효과와 부가 효과에 한 논의들에 기반하여(Clearyand

Kessler,1982;Finney,Mitchell,Cronkite,andMoos,1984;House,1981;

Kessler,1983),두 가지로 제시된 스트 스-완충 모델 부가 효과 완충

모델(additive-effectbufferingmodel)의 형태로서 제시된 것이다.이 모델에

서는 스트 스의 효과를 억제하는 처 자원이 일반 으로 스트 스의 증가

에 의해 동원되며,결과 으로는 스트 스의 체 인 인과 향을 약화시

키게 됨을 주장한다.따라서 처 자원의 효과는 조건부 이지 않으며,사회

지지와 같은 처 자원이 스트 스의 수 과는 독립 이게 된다. 한,스

트 스와의 계는 정 인 계가 되므로,스트 스의 증가에 의해 동원된

처 자원에 한 생각과도 일 됨을 보여 다.9)결국,스트 스가 사회 지

지와 같은 처 자원을 증가시키게 되고,그 결과로 사회 지지가 스트 스

의 향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다.

부가 효과 완충모델을 상호작용 효과 완충모델과 비교해보면 먼 ,

부가 효과 완충모델은 처 자원의 억제 기능이 스트 스의 모든 수 에

걸쳐 동일하게 용되지만,주로 조 변수로서 기능을 하는 처 자원의 경

우는 그러하지 않다.즉,상호작용 효과 완충모델에서는 효과의 부가 이지

9)실제로,Wheaton(1985)은 이와 같이 험요인인 스트 스와 보호요인인 처 자원 간의

계가 정 (positive)이어야 한다는 것은 그가 제안한 스트 스의 부가 효과 완충모델

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요함을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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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배수 인(multiplicative)특성 때문에,스트 스가 증가함에 따라 조 변

수의 향으로 인해 종속변수인 디스트 스의 감소가 형 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계를 설명하는 연구의 분석틀은 크게

종속변인에 한 보호요인의 독립 인 억제효과를 살펴보는 모형과,보호요

인의 조 효과와 매개효과 모형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먼 ,주효과모

형은 보호요인의 독립 인 억제효과 모형으로서 험요인의 종속변인에 미치

는 향과는 독립 으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보호요인이 종

속변수에 미치는 향을 설명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 모형인

조 효과 모형은 보호요인이 험요인과의 상호작용으로 부정 인 결과를 완

충시키지만 험수 에 따라 보호요인에 미치는 향력이 다름을 설명하는

모형이다(Fraser,Richman,andGalinsky,1999).10)마지막으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모형은 보호요인이 험수 의 높고 낮음에 상 없이 정 인 결

과를 이끌어 낸다는 것으로(Corapci,2001), 험요인으로 인한 부정 인 결과

를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는 모형을 말한다.

3.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보호요인의 기능 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서 험요인과 보호요인과의 계

설정을 통해 보호요인의 기능을 확인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다.

먼 ,종속변인에 한 보호요인의 독립 인 억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들

은 심 있는 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독립변수들로 투입하여 각각의 향

력의 크기를 비교한 연구들이다.Sameroff(2000)는 심 있는 보호요인이 이

미 규명된 험요인의 반 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재비행을 감소시키는 기

10)이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만일 험요인의 수 이 낮을 경우이다.즉, 험수 이

최소수 인 경우에는 보호요인의 기능을 고려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에 해

Wheaton(1985)은 험요인과 종속변인과의 계가 실제로 선형 계이기만 한다면, 험

요인의 한 단 증가의 향은 그것이 높아짐에 따라 낮은 수 의 험요인의 향과

동일하게 된다고 말한다.결국 조 된 험요인의 향은 동일하고,보호요인이 동원된

정도도 동일하며, 체 인 인과 향에서의 감소도 동일하게 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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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 으며,Stouthamer-Loeber등의 연구(1993)에서는

비행과 련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부모로부터의 스트 스

는 주로 험요인으로 작용한 반면에,부모의 감독과 훈육 그리고 부모-자녀

간의 계는 험요인 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으로도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HogeandAndrew의 연구(1996)에서는 남성일수록,연령이 낮을수

록,가족구조와 련된 문제와 가족 계와 련된 문제가 재비행의 험요소

로 작용한 반면, 정 인 래 계,높은 학업 성취도, 계당국에 한 정

인 반응,그리고 여가 시간의 효과 인 이용 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kovic(1999)의 연구에서도 남성이며,연령이 어릴수록,그

리고 일탈행동을 하는 래와의 교류가 험요인으로 나타났고,부모

래와의 애착이 보호요인으로서 외 화된 문제행동의 유의미한 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로,보호요인의 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행동을 조 하

게 됨을 검증한 연구들로,Jessor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5)에서는 험요

인과 보호요인의 모델링(cumulativemodeling)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에서 보호요인의 기능을 조 효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Lodewijks,

deRuiter,and Doreleijers(2010)의 연구에서는 사건사 분석(eventhistory

analysis)을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폭력 련 재범 지에서 보호요인의 조 효

과를 고 험집단과 험집단으로 구분하여 검증하 다.Dekovic(1999)의 연

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외 화된 문제행동과 내면 인 문제행동으

로 구분하여 각각의 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다 회귀분석을 통해 향

요인들을 규명하 으며, 모델을 사용하여 각각의 문제행동들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 간의 조 효과를 검증하 다.

보호요인의 조 효과에 한 국내의 연구로서 이재 ·이상철(2008)의 연

구에서는 개인수 의 험요인들이 조직이나 지역사회수 에 있는 외 보호

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 험도에 미치는 향이 달라짐을

검증하 다. 한 청소소년기 비행친구의 향에 한 보호요인의 조 효과

를 성별에 따라 종단 으로 살펴본 박 선·이상균의 연구(2008)에서도 자존

감,부모와의 애착,부모의 지도감독 등의 개인 가족체계의 보호요인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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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친구집단과의 교류를 통한 부정 향을 조 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빈곤청소년의 심리 인 문제라는 험요인이 보호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을 감소시키는지를 살펴본 최윤정·이시연(2006)의 연구에서도 모의

감독과 가족의 지지라는 보호요인이 비행의 감소를 가져오는 조 효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경험 연구로서,

Fitzpatrick(1997)는 이 모델을 청소년의 싸움과 같은 건강을 해치는 행동

(health-compromisingbehavior)에 용하여 연령집단별로 각각의 보호요인

들의 기능이 커질수록 부정 인 결과가 어들게 됨을 검증하 다.특히,

Jessor등의 연구(1995)에서는 험요인과 문제행동과의 계에서 보호요인의

조 효과에 한 종단 연구로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 간의 조 효과와 각 단계에서 험요인과 보호요인,문제행동의 발

달 변화를 살펴보았다.1차 분석에서는 보호요인이 험요인의 향을 조

하고,문제행동의 변화에 요한 측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

만,2차 분석에서는 보호요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행동에 한 향력

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문제행동에 여하는 청

소년이라도 그들이 보호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면,이러한 보호요인이 그 단

계에서만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향력

은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 다.따라서 이는 곧

보호요인이 매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을 가능 해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겠다.

보호요인의 매개기능을 검증한 국내 연구로서,청소년들의 심리내 인

험요인과 문제행동과의 계를 환경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통해 검증한

김동일 외(2007)의 연구에서는 가족 련 보호요인과 학교 련 보호요인들은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내 인 험요인과 이들의 문제행동 사이의 계를 부

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과 탄력성에 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이상 의 연구(2007)에서도 보호요인이 청소

년의 탄력성에 미치는 가정폭력의 부정 인 향을 완 매개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이를 통해 보호요인이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사슬에서 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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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 험고리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11) 박 선

(1998)의 연구에서는 빈곤청소년의 험요인과 학교 탄력성(resilience) 는

학교 응유연성과의 계에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데,학교탄

력성에 미치는 험요인의 부정 향을 보호요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탄력성은 다시 보호요인과 험요인에 향을

미쳐서 보호요인의 향은 증가시키고, 험요인의 향은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에,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이론 모형과 실증 분석 결과는 일 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즉,기본 으로 험요인

은 비행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다.

그러나 보호요인의 기능의 경우 비행행동과 같은 부정 인 결과에 미치는

향을 심으로 살펴볼 때에 단순히 재비행 행동에 해 독립 으로 그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아니면 독립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청

소년의 재비행을 완충시키지만 험수 에 따라 보호요인에 미치는 향력이

다름을 설명하는 것인지, 는 보호요인이 험수 의 높고 낮음에 상 없이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는지에 한 비교

검증을 통해 한 이론 모형을 선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 3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

련 선행연구

1.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험요인

11)김동일 외의 연구(2007)와 이상 의 연구(2007)의 결과에서는 동일하게 Wheaton(1985)

이 기본 으로 제시한 stress-buffering모델이 아닌 험요인과 보호요인과의 계가

부 인 계인 모델로 설명하고 있으며,Wheaton(1985)의 연구에서는 이를 기타 모델에

포함시켜서,보호요인이 재 이고 설명 인 변수로서 기능을 하는 모델로 설명하고 있

다.즉,보호요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한 험요인의 간 효과가 총 효과와 같은 방향

으로 작용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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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비행이 갖는 문제들 에 요한 은 그들이 보여주는 비행의

추세가 군가에 의해 제지되지 않는다면 향후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이다.그들이 발을 들어놓은 비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속

으로 범죄의 인생과정에 놓이게 되어 다시 일반 시민으로서의 평범한 일

상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측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일은 매우 요하다(Loeber, Farrington, and

Waschbusch,1998; Stouthamer-Loeber,Loeber,Wei,Farrington,and

Wikström,2002).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측요인에는 그들이 향후 재비행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험요인들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들로 구분되며

(Cottle,Lee,andHeilbrun,2001;LöselandBender,2003),이들을 확인함으

로써 재비행에 한 방과 개입에 함의를 얻게 된다.특히,범죄 행동을 지

속하는 것을 방하고 재비행의 심각성을 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비행청소년들에게서 보여지는 구체 인 험

요인들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Mulder,Brand,Bullensandvan

Marle,2011).

먼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된 주요 험요인들을 확인하는 데에는

크게 이론 을 기반으로 하여 확인된 요인들을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용

되는 재범 측 도구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방법과 경험 인 연구결

과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먼 ,이론 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론들이 언 된다(Watt,Howells,andDelfabbro,2004).첫

번째는 범죄 경향 이론들로서 범죄행 를 지를 가능성에 있어서 비행청소

년 개인들 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이다(GottfredsonandHirschi,

1990).범죄의 경향성에 있어서 개인 변이는 인생 기에 형성되며 이후에

인생과정에 걸쳐 안정된 상태로 남아 있게 됨으로써 비행청소년의 지속 인

범죄성을 가장 잘 측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Loeber,1990).물론 이러

한 개인들 간의 차이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한 설명은 학자들 마다 다

르게 주장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서 공통 으로 지 되는 개인

요인은 최 비행연령(WiersonandForehand,1995;Cain,1998;Carachand

Lecesett,1999;GanzerandSarason,1973) 범죄경력(Dean,Brame,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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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quero,1996;Dembo,Turner,Chin,Schmeidler,Borden,andManning,

1995;TolletandBenda,1999)과 같은 개인의 범죄 련 요인과 낮은 자기통

제력 요인이다.특히,다양한 재범 측 도구들을 통해 확인된 것은 다양한 개

인 련 변수들 에 비행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은 다른 범죄 련 요인들

보다 재비행을 더 잘 측하는 변수라는 것이다(Andrews,Wormith,and

Kiesling,1985;McGurk,Gough,Wenk,andRozynke,1965;Peterson,Quay,

andCameron,1959).

반면에 두 번째 이론인 사회통제 이론에서는 개인 안정성에 한 사회

요인들의 요성을 언 하면서 가족 성원과의 계의 질이라든지,학교에

한 헌신과,구조화된 여가 활동에의 참여 등과 같은 요인들을 시한다

(Hirschi,1969;SampsonandLaub,1993).경험 으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클수록 비행청소년이 재비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anzerandSarason,

1973;Hoge,AndrewsandLeschied,1996),학교 련 변수들 에서는 낮은

지능과 학업 성취가 재비행을 측하는 주요 변수로 나타났다(Blumstein,

Farrington,andMoitra,1985;Cymbalistry,Schuck,andDubeck,1975).

마지막 세 번째 이론은 사회학습이론으로 개인과 사회 요인 둘 다를 포

함한다.사회학습이론에서는 청소년들이 범죄 행동에 연루되는 것은 그러한

행동에 한 보상과 비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한다(AndrewsandBonta,

1998;HogeandAndrews,1996).즉,보상에 한 인식이 가족 래들로

부터의 보상과 처벌과 같은 사회 요인들뿐만 아니라 반사회 행동에 한

학습의 역사나 태도와 같은 개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언 되는 재비행에 한 주요 측 요인은 다음과 같다.먼

비행 래들이 있는 경우는 일반 래들이 있는 것보다 재비행의 험이 훨

씬 더 크며(Hogeetal.,1994;Katsiyannis,andArchwamety,1997;Shields,

andWhitehall,1994;Tollett,andBenda,1999),비행청소년의 반사회 인 태

도가 재비행을 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Shields and Whitehall,

1994;Andrewsetal.,1985).

이와 같은 이론 에서 논의되는 주요 재비행 측요인들이 요한

이유는 이들 요인들을 재비행 험 사정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서 비행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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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재비행에 한 향후 개입과 리를 지도하는 데에 타당한 도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된 주요 요인을 확인하는 다른

방법은 경험 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재비행 측 요인들을 검토하는 것

이다.이 방법의 주요 장 은 반드시 이론 으로 근거하지는 않지만 수많은

경험 검증 결과를 통해 확인된 재비행 측 요인이라는 것이며,이들이 실

제 형사사법 체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재비행 사정 도구의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먼 비행청소년 당사자와 련된 변수들 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최 비행연령 요인이 재비행과 직 으로 연

됨을 보이고 있다(Demboetal.,1991;GanzerandSarason,1973;Hanson,

Henggeler,Haefele,andRodick,1984;WiersonandForehand,1995). 한

부모로부터의 학 나 방임으로 인한 가정에서의 분리 경험 역시 재비행의 주

요 측 요인이다(MooreandArthur,1989).심리 요인들 에서는 특히

우울과 같은 임상 진단 련 변수가 재비행을 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

시되고 있다(McManus, Alessi, Grapentine, and Brickman, 1984;

Puig-Antich,1982).개인 련 변수에서 마지막으로,자기통제력 련 변수

로 사용되는 충동성은 그들의 재비행을 측하는 주요 험 요인으로 지지되

었다(SpellacyandBrown,1984).

다음으로 가족 련 요인으로서는 부모의 약물남용(NiarhosandRouth,

1992;Rutter and Giller,1984)이나 부모의 범죄행동(Huesmann,Eron,

Lefkowitz,and Walder,1984;Osborn andWest,1979),아동학 (Alfaro,

1981;Kazdin,1995),부모의 양육기술 부족(Mulder,etal.,2011),가족갈등

(GanzerandSarason,1973;Hoge,Andrews,andLeschied,1996)등이 주요

재비행 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 가족 구조와 련해서 부모의 이혼

(GanzerandSarason,1973)이나 사망(Wadsworth,1979)과 같은 결손 가족

형태나 낮은 수 의 정서 온화함(BendaandTollet,1999;Conger,Nepple,

Kim,andScaramella,2003;Hoeveetal.,2008)등이 주요 측 변인에 포함

된다. 래 련 요인으로는 래로부터의 거부나 래의 일탈(Bendaand



- 47 -

Tollet,1999),범죄행동을 하는 친구와의 (Mulder,Brand,Bullens,and

vanMarle,2011)등이 재비행을 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

로,학교 련 변수들 에서는 잦은 무단결석(Cymbalisty,Schuck,and

Dubeck,1975;Wooldredge,Hartman,Lateessa,andHolmes,1994)요인이 재

비행의 주요 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2.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멈추게 하거나 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보호요인

의 경우 험요인과 같이 이론 에서 직 으로 논의되는 경우는 사회

통제이론을 제외하고는 거의 논의되는 바가 없다.이는 비행청소년들에게 행

해지는 구체 인 치료 개입 략의 목표가 주로 구체 인 재비행 험요인

들에 해 설정되었을 때에 가장 잘 방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Andrewsetal.,1990;SchumacherandKurz,2000).그럼에도 불구하고 비

행청소년의 재비행에서 보호요인에 한 고려가 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Rogers,2000).첫째,재비행에 한 부정확한 측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

분 보호요인을 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며,둘째,비행을 그만두게 하

는 것과 련된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잠재 으로는 보호요인을 강화하

는 개입의 설계에 요하기 때문이다.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제지하는 기능을 하는 보호요인들 에서 개인

련 요인에는 건강한 자아 과 자아존 감 등이 있다(CarrandVandiver,

2001;Dryfoo,1990).다음으로 재비행의 방에 있어서 일반 으로 고려되는

필수 요인으로 가족 련 요인들이 있다.특히 가족성원들로부터의 강한 정

서 지지는 이 까지의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성공 인 성인 궤도를 경험하

기 해 필요한 가장 요한 욕구이며(Unruh, Povenmire-Kirk, and

Yamamoto,2009),친사회 인 부모로부터의 강한 사회 지지는 재비행

지의 유의미한 측요인이 된다(Lodewijks,deRuiter,andDoreleijers,2010).

한,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그 지 않은 가족보다 재비행을 덜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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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AndrewsandLeschied,1994).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방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가장 많이 활용되며 요한 기능을 하는 사회체계

는 가족이며,이는 그들에 한 치료 개입 로그램들에서 확인된다. 를

들면,비행청소년을 재비행을 방하거나 이고자 실시되는 치료 개입의

한 형태로서 다체계 치료(Multi-Systemic Therapy, MST, Henggeler,

Mihalic,Rone,Thomas,andTimmons-Mitchell,1998)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지속 인 범죄행동을 방하는 데에 가족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uey,

Henggeler,Brondino,andPickerell,2000).그밖에 가족을 기반으로 하는 비

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방이나 억제를 목표로 개입하여 그 효과가 검증

된 로그램에는 가정방문 로그램(Home Visitation, Rivera and

Farrington, 1995)과 기능주의 가족치료(Functional Family Therapy,

Alexanderetal.,1998)등이 논의되고 있다.

세 번째로 재비행에 한 보호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학교 련 요인이

다. 재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

재비행을 덜하게 되며(Jacobs,1990;KahnandChambers,1991),특히 학업

성 이 오르게 되는 경우가 비행청소년으로 하여 재비행을 하지 않게 하는

련 주요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KatsiyannisandArchwamety,1999).마지

막으로 래 련 재비행 보호요인의 경우 상 으로 재비행 측 요인보다

는 게 연구된 것을 알 수 있는데,재비행 이후 치료 개입과정을 통해 기

존의 비행친구들과의 교류의 감소 정도가 재비행 행동의 감소를 측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Huey,Henggeler,Brondino,andPickerell,2000).

정리하면,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과 련된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과 련된 연구들에 비해 상 으로 으며,그에 련한 주

요 변수들은 비행청소년들을 상으로 하는 다양한 치료 개입 로그램들

과 측 도구들에 한 검증 결과들을 통해 정리된 내용들이 부분이다.

기본 으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련 요인의 경우에서도 일반 인 청소년

의 비행과 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생태학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다수

분류 근의 형태가 동일하게 용되었으며, 우선 으로는 재비행을 측할

수 있는 험요인들을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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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면,먼 본 연구에서 심을 가지는 비행청소년의 우울의 경우에

는 비행청소년의 임상 진단 련 변수들과 재비행 측과의 계를 살펴보

는 과정에서 확인된 개념으로 다양한 진단 련 변수들 에서 유의미하게

재비행을 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비행청소년의 부정 자아

존 감의 경우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이론 에서 낙인이론

의 내용을 반 하는 주요 변수로 그들의 재비행을 측하는 요인으로 선정되

었다.특히,재비행의 련 험요인 에서 비행친구와 마찬가지로 양자 간

의 인과 계에 한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

구에서의 경험 인 검증을 통해 이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 다.세 번째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자기통제이론 이후 일 되게 논의되는 주요 험요인으로

부분의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측 도구들에서 포함되는 주요 측 요인이

다.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검증된 주요 재비행 측

요인인 낮은 자기통제력에 한 경험 검증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련 주요 측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 다.

다음으로 부모지지와 련된 재비행 련 연구는 주로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치료 개입 로그램에서 논의되고 있다.즉,비행청소년에

한 개입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장 인 한 사회체계인 가족을 통해 개입가

능한 략들을 통해 그들의 재비행을 이거나 지하게 하는 기능들이 검증

되었다.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는 정 인 지지가 재비행을 지시키는

주요 보호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와 비록 비행청소년이라는 잘못된 인생과정

에 발을 들여놓았다 할지라도 부모지지를 통해 정 계가 형성됨을 계기

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환 이 될 수 있다는 이론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그들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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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소년보호 찰제도

1.소년보호 찰제도의 의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에 들어서면서 사회과학 행동과학의 이론은

범죄자들을 상으로 하는 교정학 분야로까지 그 용 범 를 확 하게 되었

다.그 결과 교정시설들은 종래의 범죄자들을 단순히 격리하여 그들에게 반

성을 강요하던 장소로부터 범죄자들이 지니고 있는 범죄성을 치료하기 한

장소로 변화되었다(김근식,2001).이와 더불어 통 인 형사정책 로그램

의 한계로 지 되는 교정시설의 부작용에 한 논의들(Hylton,1981;Ohlin,

Coats,andMiller,1977)과 그에 따른 안으로 지역사회 내 교정 처우에

한 강조가 논의되기 시작하여(McAllister,Bottomley,andLeibling,1992),오

늘날의 범죄자들에 한 근의 방향을 지역사회로 환하게 되는 계기가 되

었다.

범죄자에 한 지역사회 내의 처우의 기본 제는 범죄 비행이라는 것

은 범죄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실패 해체로 인한 증상으로 본

다는 것이다(Johnson,1974).따라서,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자에

한 교정 처우는 그 가족 간의 유 계의 회복이라든지,교육 기회의 유지

등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지역사회 내

교정 처우 로그램은 범죄자들에게 사회 통제 의미로서의 로그램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로 통합하여 살기 해 필

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기능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표 인 지역사회 내 교정 처우의 가 바로 보호 찰제

도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은 소년보

호 찰 상자로 분류되며,그들이 비행을 질 을 때에 교정시설에 구 하

는 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

원인 보호 찰 이 직 지도·감도 원호를 하거나,사회 사나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 한 사회복귀를 진하고 재비행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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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호 찰제도 하에 있는 비행청소년 상자를 말한다(법무부,2012).

2.소년보호 찰제도의 구성

소년보호 찰제도는 1988년 소년법의 제3차 개정을 통해 보호 찰처분을

단기보호 찰과 보호 찰처분으로 구분하 으며,동시에 사회 사,수강명령

을 함께 처분내릴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 다.보호 찰 상 청소년들

이 법원으로부터 결을 받는 보호처분의 구성은 소년법 제3 보호처분에서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항에서 구분되어 있다.보호처분의 종류에는 크게

열 가지로 구성된다.첫째,보호자 는 보호자를 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탁,둘째,수강명령,셋째,사회 사명령,넷째,보호 찰

의 단기 보호 찰,다섯째,보호 찰 의 장기 보호 찰,여섯째,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탁,일곱째,병원,

요양소, 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탁,여덟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아홉째,단기 소년원 송치,마지막으

로 장기 소년원 송치로 구성된다. 한,제32조 제2항에는 제1항의 10가지 처

분들 상호 간에 그 부나 혹은 일부는 병합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도 기본

으로 장기 보호 찰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이 추가 으로 수강명령이나 사

회 사명령,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시설감호 탁 등의 처분을 법원으로부

터 결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이와 같은 청소년들을 상으로 하는 보호처분의 집행을 해 법무

부의 범죄 방정책국 보호 찰과 산하에 2010년 1월 1일을 기 으로 국에

16개 보호 찰소와 40개 보호 찰지소,5개 보호 찰심사 원회,1개 치추

앙 제센터를 두고 있다(법무부 범죄 방정책국,2012).보호 찰 상 비

행청소년들이 법원으로부터 결받은 보호 처분의 성실한 이행을 해 보호

찰 공무원들은 장에서 보호 찰 기간 동안에 그들의 재비행을 방하기

한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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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찰 공무원의 업무 내용 에는 보호 찰 처분의 반을 방지하기

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하에 있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가족과 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Siegeland

Welsh,2010).이는 성실한 보호 찰 처분의 이행을 보호자인 부모와의 교류

를 통해 비행청소년이 원활하게 자신의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데에 목

이 있다. 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경우 어도 보호 찰 기간 동안

에는 늦은 밤에 외출 지 등의 법 인 제한 조치를 통해 조건부 이지만

재비행의 험성을 차단하기 해 비행친구와의 교류 등에 해 일정 정도의

제한을 받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만일 보호 찰 상 비행청소

년들이 를 들면,부모나 친사회 인 래 혹은 교사로부터 받는 정 지

지의 정도에 따라 그들의 겪는 심리 험요인들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이미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실천 장에서는 그들의 재비

행 방지를 해 다양한 차원의 방 노력들이 논의되고 있다(Fraser,1996).

즉,이는 보호 찰 공무원이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방지를 해

사회통제 차원에서 보호 찰 처분의 수를 목 으로 하는 지도감독도

요하지만,기존의 통 인 재비행 험요인에 한 차단은 물론이거니와 청

소년으로부터 가장 근거리에 있는 부모를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체계와의

정 인 상호작용과 같은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근이 필수 으로 제되

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환경체계

와의 정 계형성에서 비롯된 사회 지지와 같이 환경 보호요인을 바

탕으로 하는 방 개입이 어도 보호 찰 단계에서 비 있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비행청소년들과는 다르게

보호 찰 상 청소년들의 경우 수용시설에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부모

나 어도 보호자로 인정되는 자로부터의 보호와 함께 거주하게 한다.그 결

과 비행에의 연루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사회 기능수행을 이어나가도록 유

도하기 때문에 이들 부모나 보호자의 역할이 요할 수밖에 없다. 한 부모

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도 비행청소년들이 형사사법 차를 경험하는 것을 목격

하면서 이 보다는 자녀와의 계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그들에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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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따라서 보호 찰 공무원의 경우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하여 체계

으로 구분하여 재비행을 측하고 개입의 내용들을 향력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 별로 정하여 체계 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된 바를 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과 연

구가설을 수립하 다.

제 5 연구모형 연구가설

지 까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행동에서 험요인과 보호요인에 한 각

각의 개념 종류,그리고 험요인과의 계를 통해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다.본 연구에서는 험요인과의 계에서

보호요인의 기능에 을 두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 으며,이에 따

라 연구모형도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따라 구분하여 설정하 다.

먼 ,<연구모형 1>은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미

치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독립 인 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한 연구

모형이다.즉,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험요인과 보호요인이

각각 재비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직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이

러한 목 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해 우울과 자아존 감,그리고 자기통제력 등의 심리 요인과,부

모감독,가족구조,부모지지 등의 가족요인,비행친구수와 래지지 등의 래

요인,그리고 학업수 과 도탈락,그리고 교사지지 등의 학교 요인 등이 각

각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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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요

우울

 감

낮  통

가  요

모감독

가

모지지

재비행 험

또래 요

비행 수

래지지

학교 요

학업수

도탈락

사지지

                                                           통 변수

<그림 1>연구모형 1

[연구문제 1]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험요

인과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1]은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

을 규명하는 여러 선행연구들 에서 심리 요인과,가족 요인, 래 요인,

그리고 학교 요인과 련된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려는 연구들을 바

탕으로 설정된 질문이다.먼 ,심리 요인의 경우 비행청소년의 우울의 수

이 높을수록,자아존 감이 낮을수록,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김지

은,1998;민수홍,1996;윤옥경,1987,김선 ,2007)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정 인 련이 있을 것이라는 제에서 확인하고자 하 다.다음으로 가족

련 요인으로 부모감독 수 이 낮을수록,가족구조가 해체된 경우에,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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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지가 낮을수록 재비행의 험율은 높아질 것이라는 제에서 시작된

연구문제이다(GenzerandSarason,1973).다음으로 래 련 요인으로 비행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래지지가 낮을수록 재비행의 험율은 높아질 것이

라는 제에서 시작한 연구문제다(Hogeetal.,1994).마지막으로 학교 련

요인으로 학업수 이 낮을수록, 도탈락 경험이 있는 경우에,그리고 교사지

지가 낮을수록 재비행의 험율은 높아질 것이라는 제에서 시작된 연구문

제다(Blumsteinetal.,198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심리 요인 우울과

자아존 감,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둘째, 래 련 요인 에서는 비행친구의

수가 셋째,부모 련 요인으로 부모감독이,가족해체를 경험한 가족구조가

넷째,학교 련 요인으로 학업수 과 도탈락 경험이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험요인으로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 부모, 래,그

리고 교사로부터의 사회 지지가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율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이를 통해

기존 모델의 이론 타당성을 경험 으로 검증하고자 하 으며,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1-1.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험요인은 재비행의 험율을

높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심리 요인,가족

요인, 래 요인,그리고 학교 요인 등에서 설정한 각각의 험요인들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검토하기

한 연구가설이다.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비행에 있어서 정책 으로나 혹은 실천 장에서

생태체계 맥락의 험요인과 보호요인 동시에 고려하는 근이 우선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험 으로는 개인 수 에 한 근이 강조되고 있다

(Barton,2011). 를 들면,비행청소년의 심리 요인 우울의 경우 우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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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간의 인과성에 한 연구에서 두 요인 에서 선행요인을 규명하는 것

에 심을 가지며 비행이 우울의 발생에 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보다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Biderman,Faranoe,Mick,and Leon,1995;

Rohde,Lewinshon,andSeely,1991). 한,청소년의 우울과 비행과의 계

를 종단 으로 악한 연구에서도 이 의 우울 경험이 다음의 비행에 유의미

한 인과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주 ·오경자,2011)에 따라 본 연구에

서도 비행청소년들이 우울이 재비행의 험율에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자 하 다.

다음으로,자아존 감은 범죄와 큰 상 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청

소년의 비행을 측하는 매우 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진다(Smelser,1989).

청소년의 자존감과 청소년의 비행간의 계를 설명하는 자아강화이론

(self-enhancementtheory,Kaplan,1980)에서는 부정 인 자아존 감이 높거

나 혹은 자아존 감이 낮은 청소년은 비행에 여할 가능성이 높고,이러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해 비행을 지르게 된다는 것이다.그리고 이와는 반

로 비행과 높은 자존감 간의 련성을 지지하는 연구(Baumeisteretal.,

2000;Salmivalli,2001;Connoretal.,2004)나,비행이후 자존감의 변화가 없

다는 연구(WellsandRankin,1983;McCarthyandHoga,1984)도 있는 상황

이지만,범죄행동과 낮은 자존감과의 계가 더 지지되고 있다(Gondolf,1985;

Long,1990;Toch,1993;Donnellanetal.,2005;WebsterandKirkpatrick,

2006).이에 비행청소년의 자존감과 재비행 간의 인과 계에 한 경험

인 검토가 추가 으로 요구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형사사법 차를 거치

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사회 ․공식 통제와 낙인을 경험한 비행청소년의

부정 자아존 감이 재비행의 험율을 높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검증

하고자 하 다.

비행청소년의 심리 요인 자기통제력은 가정의 성장환경으로부터 길

러지며 하지 못한 양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자기통제력을 제 로 갖지 못

하게 되어 비행을 지르게 된다는 자기통제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를 경험

으로 연구한 선행연구(Vazsonyi,Pickering,Junger,and Hessing,2001;

Carrolletal.,2006;Schreck,1999)를 바탕으로 세운 가설이며,자기통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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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요한 고려 요인인 범죄에 한 기회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가족 요인 가족해체는 가족구조의 부정 변화로서 비행의

원인이 된다(Bowlby,1951;Andry,1960;Rutter,1981).특히 부모의 이혼이

나 갈등으로 인한 별거와 같은 원만하지 못한 결혼생활은 범죄유발 요인으로

서 작용한다(Kolvin,Miller,Fleeting,andKolvin,1988;McCord,1982).청소

년 비행에 있어서 가족해체의 향에 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망보다는 이혼이나 별거에 의한 가족해체와 비행 간에 강한 상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WellsandRankin,1991),본 연구에서도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가족구조의 해체가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험요인으로서 기능하는지를 경험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가족 요인 부모감독은 청소년의 비행을 측하는 요한 가족 요인

에 하나이다(LoeberandStouthamer-Loeber,1986;RileyandShaw,1985;

SynderandPatterson,1987;Utting,Bright,andHenricson,1993).즉,부모

가 느슨하고 질 으로 좋지 않은 형태로 청소년들을 감독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비행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부모감독 요인은 다양

한 가족 요인 에서 미래의 범죄를 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Robins,1979.),본 연구에서도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다.

래요인 비행친구수는 래와의 교류 정도를 측정하기 한 것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요한 요인이다(Cairns,Cairns,Neckerman,

Ferguson, and Gariepy, 1989; Elliott, Huizinga, and Menard, 1989;

Farrington,1991;Huang,Kosterman,Catalano,Hawkins,and Abbott,

2001).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도 비행친구

수가 많을수록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

다.

연구가설 1-2.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보호요인은 재비행의 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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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심리 요인,가족

요인, 래 요인,그리고 학교 요인 등에서 설정한 각각의 험요인들과는 달

리 비행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의 지지 요인들 에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재비행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한 연구가설이다.이러한 가설의 기본 제는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의

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 합리 으로 처하려는 노력들

에 해 강화를 제공하는 강한 외부 원조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Farrington,1994;Hawkins,Catalano,andBrewer,1995;Hawkins,etal.,

1992;Hawkinsetal.,1999).

를 들면,첫째,부모의 지지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고,자녀의 마음속에 자신이 근본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부

모에 의해 한 인간으로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

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Rollins and Thomas,

1979). 한 부모의 지지는 자녀로 하여 자신이 돌 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고 지를 갖게 하여 의사소통과 책임을 갖는 가족이라는 조직망 속

의 구성원이라는 믿게 하는 정보라고 정의하면서,특히 청소년기의 가족으로

부터의 지지가 자아존 감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문제행동의 유발을 막

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Cobb,1976).부모지지에 한 이러한 정의와 기능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비행청소년들이 보호 찰이 개시되면서 경

험하는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그들의 재비행의 험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둘째,친구로부터 얻는 지지 특히 친사회 인 래로부터 받는 정 인

지지는 청소년들의 비행을 조 하는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Laheyetal.,1995;Mindle,1992;Robins,1991;WernerandSmith,1992),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도 보호 찰이 시작되는 시

에서의 래지지의 수 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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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셋째,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지지는 개 비행청소년을 상으로 하

는 학교 차원의 개입 로그램의 내용으로부터 확인될 수 있다. 부분의 학

교 차원의 개입 로그램에서는 교사 훈련이 포함된다(Hawkins,VonCleve,

andCatalano,1991;Hawkinsetal.,1992).교사를 상으로 하는 훈련의 내

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첫째,비행청소년에게 분명하게

지도와 기 감을 갖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훈련시킨다.둘째,비행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행동에 해서는 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공한다.셋째,

비행청소년들이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친사회 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에 해 훈련하게 된다(Hawkins,Doueck,and

Lishner,1988).이 과정에서 맨 먼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교사로부터

의 정 인 지지라고 할 수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

소년이 학교의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가 재비행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

는지를 경험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다음으로,[연구모형 2]에서는 재비행에 한 보호요인이 험요인과 상

호작용을 통해 재비행 험율의 감소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자 한다.이러한 목 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 1]을 통해 유의미하

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각각의 험요인들이 역시 [연구모형 1]로

부터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보호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비

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지를 살

펴보고자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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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험요

우울

 감

낮  통

가  험요

모감독

가 해체 

재비행 험

또래 험요

비행 수

학교 험요

학업수

학 징계

                              

보 요

모지지

래지지

사지지

                                                           통 변수

<그림 2>연구모형 2

[연구문제 2]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서 보호요인은 험요인들과 상호작

용을 통해 험요인의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한 보호요인의 기능은 비행행동의 발생가능성을

이는 것이다.따라서 보호요인이 조 변수로서 제시될 때에 험요인에 작

용하여 험요인의 부정 향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한다(Hernandez,1993).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심리 요인,가족 요인, 래 요

인,학교 요인 에서 [연구모형 1]에 한 분석결과를 통해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험요인들에

해 역시 [연구모형 1]의 분석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재비행의 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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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보호요인이 각각의 험요인들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험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를 들면,일반 으로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제시

된다.즉,부모로부터 받는 사회 지지의 수 이 높을수록 비행에 참여할 가

능성이 낮아지며,우울 등의 심리 문제와 부 인 상 계를 보이면서,

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행동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는 선행

연구(양종국·김종기,2002)를 근거로 부모지지의 완충효과 기능을 검증하게

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된 분석모델의

이론 타당성을 살펴보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 다.

연구가설 2-1.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험요인은 보호요인의 수 이

높아질수록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은 낮아질 것이다.

연구가설 2-1은 [연구모형 1]을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유

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심으로

각각의 험요인의 향에 해 보호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지를 검토하고 설정된 연구가설이

다.

를 들면,심리 험요인 에서 우울과 부정 자존감,그리고 자기

통제력이 유의미한 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나고,보호요인 에서는 가족 요

인인 부모지지가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고 가정해보자.이를 토 로 심리

험요인 에서 비행청소년이 겪는 우울은 이 의 비행 사건으로 인한 결과

라는 제 하에 그러한 우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부모지지가 낮춰주는

지를 살펴보게 된다.자아존 감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비행과 어떠한 계가

존재하는지에 해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즉,비행청소년의 경우 형사사

법 차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공 기 과의 을 통해 부정 인 향을 받

아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는 논의(Long,1990;Toch,1993)를 바탕으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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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자존감의 하에 따른 재비행의 험율에 한 향을 부모지지가

낮춰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의 경우에도,성

장환경에서의 부 한 양육환경으로 인해 범죄기회 상황에서 그 유혹을 이

기지 못하고 통제력이 낮아 범죄를 지르게 된다는 자기통제이론

(GottefredsonandHirshi,1990)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낮

은 자존감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부모지지가 낮춰주는지를 확

인하 다.

마지막으로,[연구모형 3]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보호요인이

험요인과 재비행과의 계를 매개하여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

자 한다.이러한 목 을 가지고 [연구모형 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험요인들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역시 [연구모형 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보호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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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요

우울

 감

낮  통

가  요

모감독

가 해체 

재비행 험

또래 요

비행 수

학교 요

학업수

학 징계

                              

보 요

모지지

래지지

사지지

                                                          통 변수

<그림 3>연구모형 3

[연구문제 3]비행청소년의 보호요인은 험요인과 재비행 간의 인과 계

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가?

청소년의 비행에 한 보호요인의 기능에서 매개효과의 기능을 보인다는

것은 각각의 험요인들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즉, 험요인이 직 으로 재비

행에 온 하게 향을 미치는 것인지, 는 험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험요인이 미치는 향에 매개요인이 미치는 향을 합한 것

인지,아니면 험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지

만 매개요인이 포함되었을 때에 비로소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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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zpatrick,1997).

연구가설 3-1.보호 찰 상 청소년의 보호요인은 험요인이 재비행 기

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매개함으로써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

연구가설 3-1은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에 하여 [연구모형 1]로부터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각각의 험요인들이 그들의 재비

행에 미치는 향력을 역시 [연구모형 1]로부터 확인된 보호요인이라는 매개

변수를 심으로 악하기 해 경험 으로 수립된 연구가설이다.즉,각각의

험요인들이 직 으로 재비행에 온 하게 향을 미치는 것인지, 는

험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험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에

직 으로 미치는 향과 보호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합

한 것인지,아니면 험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에 직 인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보호요인이 포함되었을 때에 비로소 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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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방법

제 1 조사 상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 사이에 보호 찰 개시를 시작

한 장기보호 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12)을 조사 상으로 하 다.13)설문조사

시 인 2012년 1월말을 기 으로 표집은 국에 걸쳐 41개 지역에 있는 할

보호 찰소 지소에서 리하고 있는 보호 찰청소년들을 상으로 가능한

모든 수의 표본을 표집하 다.2012년 2월말을 기 으로 최종 수거된 설문지

를 통해 악된 조사 상 비행청소년의 인원은 474명이었다.이후 2012년 9

월 18일자를 기 으로 조사 상 비행청소년의 찰기간 동안의 재비행 여부

재비행까지의 기간을 악하기 해 련 기 의 조를 받아 악한 결

과 최종 으로 380명을 분석 상에 포함시켰다.14)

제 2 변수의 정의 측정

1.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

수는 크게 심리 요인,가족 요인, 래 요인,그리고 학교 요인 모두 네 가

12)소년법에서 보호 찰처분을 받는 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는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의 용을 받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법률 제13조)되어 2년 동안

보호 찰을 결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가리킨다.

13)일반 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면 크게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거나 보호

찰 결을 받은 보호 찰 상 청소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본 연구의 목 상 실

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해 추 가능한 상자들인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만

을 상으로 선정하 다.

14)설문지를 받은 474명 에서 실제 분석 상이 380명으로 어든 이유는 설문지에 기입

한 상 청소년의 id와 실제 행정기 에서 자료를 받아 입력한 id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가 부분이었으며,기타등의 이유로 인해 락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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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구분된다.

1)심리 요인

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비행청소년의 심리 요인 에 첫째,우울이

다.비행청소년들은 우울과 같은 심리내 인 상태가 커질 경우 그러한 우울

한 감정을 해소하기 해 직 인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설

명을 배경으로 한 개념이다.15)여기에서는 최 비행 이후 혹은 재의 범죄

건과 련하여 우울을 소 하여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불가피하게 조

사시 재의 우울을 측정하게 된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지

역사회 역학조사용으로 미국 국립정신보건 연구원에 의해 개발된 Centerfor

EpidemiologicStudiesDepressionScale(CES-D)16)을 국내의 실정에 맞게 번

역 표 화되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조맹제·김계희(1993)의 CES-D 한

국어 을 사용한다.CES-D의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우울척도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우울증상의 빈도에 따라 우울증상을 4단계의 수

으로 측정하며,증상의 심각도는 각 문항마다 0 (극히 드물다;일주일 동

안 1일 이라),1 (가끔 있었다;일주일 동안 1일에서 2일간),2 (종종 있었

다;일주일 동안 3일에서 4일간),3 ( 부분 그랬다;일주일 동안 5일 이상)

까지로 측정되며,총 은 0 에서 60 이 된다.이 총 이 우울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된다(Radloff,1977;조맹제·김계희,1993).한국의 경우에는

정 감정을 극 으로 반응하는데 한 항감이 있어서 변별력이 떨어

지므로 한국어 CES-D에서는 정 상태를 질문하는 문항을 3문항으로

축소하 고,순서도 5번,10번 15번으로 바꾸었으며, 정 상태를 질문하는

문항의 수는 역으로 채 된다(조맹제·김계희,1993).미국을 비롯한 외국에

서는 통 으로 우울증상군을 감별하는데 한 단 (cutoffscore은 16

15)Conger,J.J.,Psterson,A.C.(1994).Adolescentandyouth.New York.Harperand

Row Publishers;Ritakallio,M.,Kaltiala-Heino,R.,Kivivuori,J.,Luukkaala,T.,and

Rimpela.(2006).Delinquency and the profile ofoffences among depressed and

non-depressedadolescents.CriminalBehaviorandMentalHealth,16,100-110.

16)RadloffL.S.(1977).TheCES-D scale:A self-reportdepressionscaleforresearch

onthegeneralpopulation.AppliedPsychologicalMeasurement,1,3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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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고(Roberts,Lewinson,andSeeley, 1990),우리나라에서는

16 이상이 가장 효과 으로 가능한 우울증상군(possible depressive

symptoms)을 별할 수 있고,25 이상이 가장 DSM-V의 주요 우울증에

응하는 명확한 우울증상군(definitedepressivesymptoms)을 선별할 수 있

는 단 으로 본다(조맹제·김계희,1993;조성진 외,2001).17)조맹제·김계희

(1993)의 연구에서 일반인 군을 상으로 보고된 신뢰도 계수 Cronbach‘sα

값은 각 문항들 간에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울 척

도의 신뢰도 계수의 값은 .91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둘째,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심리 변인으로서

우울과 함께 선정한 독립변인은 부정 자존감이다.자아존 감은 청소년들

이 자신의 비행에 한 법 낙인을 비롯한 공식 ,비공식 낙인으로 인해

자신에 한 가치감과 자부심 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그 과정 안에서

자아존 감이 낮아져 재비행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설명을 배경으로 하

는 개념이다.18)우울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비행 이후 는 재 범죄

건과 련하여 자아존 감을 소 하여 측정하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 하

므로 불가피하게 조사시 재의 자아존 감을 측정하게 된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안창규(1990)의 잠재 비행청소년의 조기진단 검사의 표 화

를 한 연구에서 사용한 결과문항들 자아존 감 부분을 사용하 다.자존

감 척도는 Likert5 척도로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최 20 에

서 최고 100 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이

다. 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부정 자존감

을 측정하기 해 측정된 변수를 역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 다.본 연구에

서 측정된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의 값은 .89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비해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 변수이다.이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에 기여하는 가정과 학교 기 으로부터 한 자기통제력을 기르지 못하게

17)신승철 외 8인(1991)의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들을 상으로 용하여 단 을 24 으

로 제시하 으며,조명제·김계희(1993)의 연구에서는 주요 우울증 진단군을 상으로는

25 ,지역사회 역학용으로는 21 으로 제시하 다.

18)윤옥경(1987).법 낙인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존 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이화여

석사학 논문;강세 (1986).형사처벌에 따른 사회 반응에 한 소년범의 지각형

태,연세 석사학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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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재비행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어 다시 비행을 지르게

된다는 일반이론(Gottfredson,andHirshi,1990)을 근거로 재비행의 측요인

이 된다는 경험 연구들을 바탕으로 수립된 독립변수이다(Hawkins,1995;

Smith,Lizotte,Thornberry,andKrohn,1995).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 행동을 측정하기 하여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력 척도와 김 숙(1998)의 자기통제평정척도를 참고

로 하여 남 미(1999)가 청소년을 상으로 재구성하고 이계원(2001)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 다.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장기 만족추구 정도

에 한 10문항과 즉각 만족추구 정도에 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기 만족 추구 경향은 보다 집 력이 있고 행동하기 에 생각하며,욕구

를 지연시킬 수 있고 효율 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즉각

만족추구 경향은 충동 이고 자신 주로 생각하며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

는 경향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 척도로 ‘ 아니다(1 )’부터 ‘매우 그 다(5 )’까지 평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범 는 20 에서 100 까지다.즉각 만족추구

경향을 나타내는 10개 문항(3,5,6,7,9,14,16,17,18,19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

다. 수가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것을 나타내며,자기 통제력이 높다

는 것은 즉각 이고 일시 인 충동에 좌우되지 않고 인내심이 강하며 목표

지향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남 미(1999)의 연구에

서 .78이었으며 이계원(2001)의 연구에서는 .74가 제시되었다. 한 본 연구의

목 에 맞게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을 측정하기 해

측정된 변수를 역코딩하여 분석에 포함하 다.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기통제

력 척도의 신뢰도 계수의 값은 .81로 나타났다.

2)부모 요인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가운데

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부모요인 에 하나는 첫째,부모감독이다.부모감

독 요인은 자녀의 행동반경에 한 반 인 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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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구와 있는지,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 자녀의

활동과 친구 계에 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Parkeand

Slaby,1984;HetheringtonandParke,1986),가족과 련된 험요인으로 청

소년의 비행을 측하는 가장 요한 험요인(Hawkinsetal.,2000;Loeber

etal.,1998)이자 보호요인(김 호 외,2002;Hirshi,1969;Pettitetal.,2001;

Raietal.,2003) 에 하나이다.부모의 지도감독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

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상으로 부모의 기능을 측정하도록 개발된 허묘연

(1999)의 척도 에서 부모감독에 해당하는 4문항을 사용한다.문항은 4 식

Likert척도로 구성되며,문항별 수는 각각 아니다 1 에서 매우 그

다 4 으로 구성된다.선행연구에서 신뢰도인 Cronbachα 값은 .78로 나타났

으며,척도의 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감독의 정도 높은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모감독 요인에 한 척도의 신뢰도 값(Cronbach'sα)은

.83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가족 구조 요인은 청소년의 비행을 측하는 주요 요인이다(Ganzer

andSarason,1973;Wadsworth,1979).이를 확인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 사실혼(동거)상태를 기 으로 청소년과 이혼,사별,별거

인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험율을 비교하고자 하 다.19)

마지막으로,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가족 련 변

인은 부모의 지지이다.이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낮은 청소년보다 비행

에 참여할 가능성이 다는 선행연구의 설명을 배경으로 한 개념이다.20)특

히 본 연구에서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의 지지에 심을 갖는 이유는 법원에서

도 부모의 지지가 보호요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제하에, 실 으로 보

호 찰 결을 받은 청소년들의 경우 어도 부모 내지 어도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단되는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에 한해 법원으로부터 보호 찰

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21)

19)가족구조는 부모님의 결혼상태, 재 동거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 으나, 재 동거인

변수의 경우 결혼 상태 변수와의 상 계가 매우 높게 나타나(-.852)실제 분석에서는

부모의 결혼상태 변수만을 연구모형에 포함하 다.

20)양종국·김종기(2002). 게서;유성경(2000). 게서.

21)실질 으로 이를 단하기 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청소년들에 한 결을 내리

기 에 실제의 범죄사실을 악하기 해 보호 찰 공무원으로 하여 비행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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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를 측정하기 해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 지지척도를 근간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양순승(1999)이 사용한 것을

사용한다.가족지지 척도는 정문항 12개,부정문항 13개 총 25개로 구성되

며,각 문항은 비행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지의 정도에 한

질문으로서 ‘ 그 지 않다’1 부터 ‘매우 그 다’5 으로 응답하는 5

Likert척도를 사용한다.부정문항들은 역환산하여 계산하며, 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 지지 척

도의 신뢰도 계수의 값은 .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래 요인

세 번째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래요인

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에서 비행친구들의 수와

래로부터의 지지를 포함하 다.경험 으로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요한 측변수가 됨을 밝힌 많은 연구들(노성호,2006;이성식,

2007;정기원,2007;탁수연,2004;Agnew,1991;ElliotandMenard,1996;

Lansford,etal.,2003;PaternosterandBrame,1997;Simons,Wu,Conger

andLorenz,1994)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비행친구 수와 래지지를 래요인 련 독립변수로 설정하 다.본 연구에

서 비행친구들의 수에 한 측정은 조사 상자의 자기기입식 보고를 통해 확

인하게 된다. 한, 래로부터의 지지의 개념은 래친구들로부터 받는 도움

항목의 측정의 경우 Dubow와 Ullman(1989)의 사회 지지 지각 평가척도와

Harter(1985)가 개발한 아동용 사회 지지 척도(SocialSupportScalefor

children),그리고 Cohen과 Hoberman(1983)이 개발한 인 계 지지 평가지

(InterpersonalSupportEvaluationList)를 참고하여 개발한 김명숙(1994)연

구와,이경주·신효식(1997)의 연구에서 이를 검증하여 사용한 래의 지지에

해당하는 5문항을 사용한 김종국(200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활용

하여 측정하 다.척도의 수가 높을수록 래로부터 지지가 높은 것으로

가정을 방문 하여 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에 한 법 단에 참고하고 있다.이와 같은 제도를 결 조사 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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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선행연구(김종국,2007)를 통해 드러난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α 값

은 .84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측정된 래 지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의 값

은 .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4)학교 요인

마지막으로,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학교 련 요인으로 학업수 과 학교 도탈락경험 유무,그리고 교

사로부터의 지지를 선정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학교 련 요인들 에서 학

업수 의 경우 학업수 이 낮을수록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Hirschi,1969;KellyandBalch,1971;KrohnandMassey,1980;Polk

andShafer,1972;Wiatrowski,Griswold,andRoberts,1981),이는 사회계층

과 계없이 비행에 유의미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Polk,

Frease,andRichmond,1974;RhodesandReiss,1969)본 연구의 분석모형

에 포함시켰다.본 연구에서 학업수 의 측정은 조사 상자의 자기기입식 보

고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다음으로 학교 도탈락 경험의 경우 연령,인종,

학교 학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높은 범죄 발생률과 유의미하게 련이 있

음이 확인되었다(Thornberry,Moore,& Christenson,1985). 한 Lochner&

Moretti(2002)의 연구에서도 학교를 도탈락 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한 경우

가 약 3.4% 정도의 수감(imprisonment)감소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학교 련 험요인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 다.

한편,비행청소년들이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 역시 비행청소년의 비행행동

에 미치는 요한 보호요인으로서 기능을 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설정되었다(Davey,Eaker,and Walters,2003;Luthar,Cicchetti,and

Becker,2000;MastenandCoatsworth,1998).본 연구에서 교사로부터의 지

지에 한 측정은 Dubow와 Ullman(1989)이 아동의 사회 지지 지각을 측

정하기 해 개발한 사회 지지 평가척도(the SocialSupportAppraisal

Scale, SSASS)와 청소년의 인간 지지평가를 해 Cohen과

Hoberman(1983)이 제작한 theInterpersonalSupportEvaluationList(I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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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번안하고 성 혜(1993),윤혜정(1993),김명숙(1994)의 연구내용을 근거

로 하여 한미 (1996)이 검증한 사회 지지 지각 척도 교사의 지지항목

에 해당하는 여덟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한다.문항은 5 식 Likert척도로 구

성되며,문항별 수는 각각 그 지 않다 1 에서 정말 그 다 4 으로

구성된다.선행연구(한미 ,1996)를 통해 드러난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

α 값은 .83로 나타났다.본 연구에서 측정된 교사지지 척도의 신뢰도 계수의

값은 .87로 높게 나타났다.

2.종속변수

1)재비행의 정의

엄격한 의미에서 재비행은 청소년이 최 비행 이후 다시 지르는 비행

으로서 지 비행과 범법비행 양자 모두를 포함하는 행동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하나,본 연구에서는 지 비행의 경우 실제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한계로

제외되고,범법비행을 찰기간까지 지른 경우만을 포함하 다.이와 같은

이유는 재비행을 지른 청소년들을 표집하기 하여 추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실 인 어려움 때문에 지 비행의 측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와,범

법비행의 경우 재비행 여부에 한 분명한 기 을 갖는다는 을 감안하여

조사 상 청소년들이 분류심사원 혹은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이후에 보호

찰 기간 동안에 범법비행을 하고 다시 해당기 으로부터 유죄로 확정 결을

받은 경우만을 재비행으로 본다.22)이에 한 확인은 보호 찰소의 행정망을

이용하여 담당자가 정리해 자료를 통해 하게 되며,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22)재범과 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재범에 한 조작 정의를 체포,유죄 결,구 일자

등 여러 기 을 사용하고 있다(SpohnandHolleran,2002).본 연구에서는 피고인 는

피의자는 유죄 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재비행의 개념을 정의하 다.여기에서의 유죄 결의 내용에는 형선고 결 뿐만 아니라

형면제 결과 선고유 결을 포함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 련 기록의 경우 검

사로부터 기소유 나 선도유 등의 결을 받는 경우에도 재비행과 범죄경력,최 비행

연령 등 다른 범죄기록 련 변수에서 유죄 단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그러나 이 경

우에는 해당 재비행으로 인한 범죄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 에서 발생하는 재체포일

기 (Maltz,1984)보다는 오차가 더 커진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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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변수들 외에 나머지

변수들의 내용을 확인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2)재비행까지의 기간

본 연구에서 사건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이며,종속변수는 본 연구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보호 찰 명령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이 보호 찰이

시작된 이후 재비행까지 걸리는 기간이 측정되며 이는 계기 의 조를 받

아 확인된다.재비행까지 기간은 분류심사원 혹은 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후

보호 찰을 신고하여 보호 찰이 실제로 개시된 날짜를 기 으로 하여 재비

행으로 다시 법원으로부터 유죄 결을 받은 날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종

속변수인 재비행 기간으로 본다.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에 보호 찰 개시를 시작한 청소년들을 상으로 2012년 9월 18일

까지를 찰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에 확인된 재비행 일자를 심으로

재비행까지의 기간으로 정하여 분석하 다.

3.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 에 독립변수를 제외한 변인들을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통제변수로 설정하 다.먼 ,개인수 에서는 기본 인 범죄 련 배경

변인으로 성별,연령,최 비행연령23),범죄경력,본 건과 련한 보호 찰처

분의 내용 등이며,이는 보호 찰소의 행정망을 이용하여 담당자가 정리해

자료를 통해 악된다.특히,보호 찰처분의 내용은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의 결정의 내용을 반 한 내용이며,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처분만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기 으로 여기에 사회 사나,수강명령,혹은 사회 사와 수강

23)본 연구에서는 최 비행연령 범죄경력의 경우에도 기 언 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

라 법원으로부터 유죄 결을 받은 경우만을 고려하여 해당 변수의 내용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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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동시에 처분 받은 경우,혹은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1개월 이내의 소

년원송치 보호시설에 감호 탁을 보호 찰과 동시에 받은 경우로 구분된

다.이와 같은 변수들이 분석에서 갖는 의미는 보호 찰 처분별로 재비행 억

제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에 있다.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범죄

련 배경변수들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한

정 인 험요인들로 나타났다(FarringtonandHawkins,1991;Flanneryand

Williams,1999;Heilburn,1997,1999;OJJDP,1999;Tolan,1987).

래 련 통제변인으로는 비행을 지르지 않는 비비행친구들의 수를

측정하 다.이는 일반친구들과의 교류의 정도를 설명하는 변수이며 비행친

구들과의 교류의 정도를 통제하기 하여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학교 련 통제변수로서 교육수 과 무단결석 경험의 유무,

그리고 징계 경험의 유무 등을 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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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정의

독

립

변

수

심리

요인

우울
1=극히드물었다(1일이하/주),2=가끔있었다(1~2일/주),

3=종종있었다(3~4일/주),4= 부분그랬다(5일이상/주)

부정 자존감
1. 그 지않다,2=그 지않다,3=보통이다,

4=그런편이다,5=매우그 다

낮은

자기통제력

1. 그 지않다,2=그 지않다,3=보통이다,

4=그런편이다,5=매우그 다

가족

요인

부모감독 1= 아니다,2=약간아니다,3=약간그 다,4=매우그 다

부모결혼상태
1=결혼,2=동거(사실혼),3=별거,4=이혼,5=사별,

6=기타(재혼)

부모지지
1. 그 지않다,2=그 지않다,3=보통이다,

4= 체로그 다,5=매우그 다

래

요인

비행친구수 몇 ~명

래지지
1. 그 지않다,2=그 지않다,3=보통이다,

4= 체로그 다,5=매우그 다

학교

요인

학업수 1=하,2= 하,3= ,4= 상,5=상

도탈락 유무 1=없다,2=있다.

교사의 지지
1. 그 지않다,2=그 지않다,3=보통이다,

4= 체로그 다,5=매우그 다

통제변수

성별 여자=0,남자=1

연령 만 ~세

최 비행연령 만 ~세

범죄경력 1=본건을 포함한 범,2=본 건을 포함한 2범,……

비비행친구수 몇 ~명

교육수
1= 졸이하,2- 학 퇴,3= 재,4= 졸,5=고퇴,6=고재,

7=고졸

무단결석경험 1=없다,2=있다

징계유무 1=없다,2=있다.

<표 1>주요 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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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분석방법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혹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재

비행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험요인들에 쉽게 노출된다. 한 일단 그러

한 요인들에 노출되면 그들의 재비행 험성은 매우 높아지게 된다.그리고

재비행 험성은 얼마나 빨리 혹은 천천히 재비행이 발생하는가에 한 시간

에 따른 변화정도로 악될 수 있다.24)특히,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이

비행 험에 노출되어 이미 비행행동으로 보호 찰 결을 받아 사회에 복귀

한 이후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계에 향을 받아 얼마나 빨

리 혹은 천천히 재비행을 지르게 되는가를 악한다.이러한 을 가능

하는 분석방법이 사건사 분석(eventhistory analysis) 는 생존분석

(survivalanalysis)이다.생존 분석은 연구자가 심이 있는 주제가 어떤 사

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duration)의 형태로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 이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통계 분석방법이다.생존분석의 장 은 본 연구의 자

료수집 과정에서와 같이 조사 상자의 추 조사 기간이 서로 다를 때에 유효

하게 모형에 추 조사 기간이 다른 상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이다 (송

경일·안재억,1999).

생존분석은 특정 시 까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에 한 분

포인 생존확률분포(distributionofsurvivalprobability)와 과거에 사건을 경

험하지 않은 경우에,사건이 특정 시간에 발생할 확률을 나타내는 험확률

분포(distributionofhazardrate)에 기 하며,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험

확률분포는 특정시 ( :일,월,년 등)의 기까지 재비행을 지르지 않았

던 비행청소년이 특정 일자에 재비행을 지를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생존분석을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하는 본 연구는 종단 연구로서 보

호 찰을 받고 있는 비행청소년들의 찰기간 동안의 주별 재범률을 측정하

24)이러한 근의 유용성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분석 상들을 선정하여 일정기간 내에 처

음부터 종결시 까지 추 하여 재비행여부를 악하는 것이 요구되지만 실 으로는

특정 조사기간을 선정하여 그 기간을 심으로 회고 으로 기간을 선정하 기 때문에

분석 상자들의 시작 을 동일하게 통제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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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들의 재비행 여부뿐만 아니라 어느 시 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의 시간 확률 분포를 도식화 할 수 있는 Kaplan-Meier방법(Kaplanand

Meier,1958)을 이용하여 험률의 변화를 기술 으로(descriptively)분석하

다. 한,이러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해 다변량 생존분석(multivariatesurvivalanalysis)을 용하 다.다변량

생존분석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종속변수인 비행청

소년의 재비행 기간에 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와의 상 계를 분석하는 통

계기법이다.따라서 생존분석에서는 찰단 가 어떤 시 에서 상태가 환

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 까지의 기간 즉,생존시

간(survivaltime)에 을 두고 환이 일어날 가능성 즉 재비행 기간까지

의 험율에 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정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분석 방법을 사용하 다.

1.주효과 모형 분석

먼 체 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relativehazardratio)에

향을 미치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을 확인하고 그 정도를 악 해 주효과25)

모델을 설정하 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생존분석 모형 가운데

가장 표 인 Cox의 비례 험모델(Cox proportionalhazard model,Cox,

1972)을 사용한다.Cox의 비례 험모델은 연구의 측정 기간 동안에 모든 시

에 걸쳐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을 지를 험(hazard)이 비례 이라고 가

정한다.즉,생존기간이 특정한 분포함수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고도

재비행 기간에 한 독립변수들의 향을 추정할 수 있게 해 다.무엇보다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독립변수가 생존기간 동안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

을 정확하게 악하고자 사건의 발생기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교란변수

25)주효과(maineffect)는 개 다른 변수들의 값을 에 연구자가 심 있는 특정 변수가

미치는 일정한 효과를 의미한다(CramerandAppelbaum,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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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oundingvariable)의 향을 히 보정(adjust)함으로써,다른 독립변수

들의 상호 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재비행 기간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독

립변수들을 선정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독립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일 경우

각각의 기 범주에 비하여 다른 범주를 경험할 상 험도(hazardratio)를

계산할 수 있으며,독립변수가 연속형일 경우 독립변수의 단 량 변화에 따

른 험도의 퍼센트 변화 즉, 험율로서 해석된다(Allison,1995).Cox의 비

례 험모델의 기본모형은 [수식 1]과 같고,이를 이용한 연구 모델의 분석을

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 패키지 로그램인 IBM SPSSSTATISTICS19를

주로 이용하 고,필요에 따라 AMOS19.0,R(i3862.15.1)을 이용하 다.

hi(t)=[h0(t)]
exp(β1X1+ β2X2+ β3X3+ …… + βpXp) [수식 1]

h0(t):기 선(baseline)에서의 험(hazard)

hi(t):개체 i의 시간 t시 에서의 험(hazard)

X1…… Xp:공변량

β1…… βp:공변량의 회귀계수

2.조 효과 모형 분석

두 번째로,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가 단순히 종속변수에 미치는 인과

계를 설명하려는 주 효과모델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계가 약화되거나 강

화되는 조건들을 구체화함으로써 그들 간의 인과 계를 더 잘 설명하려는 제

3의 변수 즉,조 변수를 설정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 다. 를 들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2-1과 같이 낮은 자존감이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부모의 지지라는 조 변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소되는지를 검증하기 한 분석방법이다.

이러한 조 효과의 분석은 일반 으로 다 회귀(multipleregression)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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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고자 하는 측변수와 조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곱셈항

(productterm)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가능하며(Cohen,1968;Allison,1977),

그러한 상호작용 효과의 유의미함은 상호작용항을 계 으로 투입하기 과

후의 카이제곱(χ2)검증을 실시함으로써 확인하게 된다.

Cox의 비례 험 모델의 경우에도 상호작용 효과를 추정하려면 다 회귀

분석과 마찬가치로 두 변수의 곱을 새로운 공변수로 하여 모델에 투입하게

된다.이와 같은 상호작용항에 한 유의성 검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루어진다.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모델과 투입한 후의 모델 간의 우도비

(liklihoodratio)카이제곱(χ2)통계량('-2LL')의 차이를 이용한 우도비 검증

(liklihoodratiotest)을 실시함으로써 상호작용항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게 된

다.즉,두 모델 간에 근 으로(asymptotically)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우

도비 카이제곱 통계량 차이가 유의미하게 되면 투입 후의 모델이 서로 유

의미하게 다른 모델이라고 결론지어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델이 유의미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박재빈,2006).본 연구에서는 Cox모델을 이용한 분

석에서 제공하는 우도비 검증 결과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포함한 모델의 통계

유의미함을 단하고자 한다.

한편,상호작용항을 구성할 때에 투입되는 측변수와 조 변수의 값으로

원자료의 값을 그 로 입할 경우 다 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며,추정치의

왜곡과 검증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Cohen,1978;Pedhazur,

1982;Darlington,1990).이 경우 변수에 한 평균 심화(mean-centering)나

표 수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경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다(SmithandSasaki,1979;Marquaedt,1980;Tate,1984;AikenandWest,

1991).본 연구에서도 범주 변수를 제외한 측변수,조 변인,통제변수를

평균 심화를 실시한 변수로 환하여 다 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다(박 선·이상균,2008).26)

AikenandWest(1991)는 상호작용 효과가 실제로 어떠한 조건에서 즉,

26)특히,연속변수가 아닌 Likert척도를 사용한 서열변수의 경우에도 해당 변수의 값이 0

인 경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분석에서는 평균 심화된 변수로 변환하여 투입하게

된다(AikenandWest,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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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의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때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사후 으로 확인

(posthocprobing)하기 해 간단한 그래 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제안

하는데,이 때에 보통 조 변수의 ±1표 편차의 값을 입하여 확인하게 되

며(CohenandCohen,1983),연구모형에서 설정된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

식을 독립변수의 값에 하여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결국 새로운 회귀계수를

지닌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항과 나머지 편항으로 구성되는 단순회귀식으로

변환된다.이후에 궁극 으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향이 실제로

조 변수의 값에 따라 유의미하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하기 해 를 들면,

조 변수의 +1표 편차를 단순회귀식에 입했을 때의 기울기 값의 차이에

한 t검증을 통해 확인된다.27)

3.매개효과 모형 분석

마지막으로,본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계하는

일련의 인과 계에서 간 역할을 함으로써 그 두 변수가 서로 어떻게 그리

고 왜 련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변수 즉,매개변수를 확인하는 분석을 실

시하 다.매개변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 계에 련되어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의 원인이 되고,그 매개변수가 다시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계를 설명하는 변수를 말하며,결국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

에 미치는 향을 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된다(MacKinnon,

2008;BaronandKenny,1986).이와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매개효과에 한

분석방법은 일반 으로 매개모델 도표(mediationmodeldiagram)를 심으로

구성한 세 개의 회귀식을 이용하여 분석하게 된다(MacKinnon,2008;.

Mackinnon,Warsi,andDwyer,1995;Sobel,1982)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Cox의 비례 험 모델과 같은 다변량 생존

27)결과 으로,이 게 구한 t-통계량의 값은 결국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회귀식에서 그 상

호작용항 회귀계수에 한 t-검증의 통계량 값과 동일하게 된다.따라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다는 의미는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한 향이 조 변수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AikenandWest,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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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맥락을 가진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기존의 매개효과 분석과는 다르게 몇

가지 고려사항이 존재한다.즉,일반 매개효과를 분석할 때에 가정하게 되는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이고,잔차의 분산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OrdinaryLeastSquares(OLS)추정법에 의한 회귀식의 추정이 가능하게 되

고 그 결과 매개효과의 추정치를 계산하게 되는데,생존분석의 경우 종속변

수가 특정 사건의 발생하는 시간이 되므로 그 잔차의 분산이 일반 으로 정

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KleinandMoeschberger,1997;Allison,1995)는 문

제가 있다.

일반 인 회귀식에서 매개효과 혹은 간 효과의 추정치를 구하는 분석방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계수 차이법(thedifferenceofcoefficients

method,c-c')즉,총효과(c)에서 직 효과(c')를 빼는 방법(JuddandKenny,

1981)과,계수 곱셈법(theproductofcoefficientsmethod,a*b)즉,매개변수

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a)와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를 동시에 고려한 다 회귀식에서 매개변수의 회귀계수(b)간의 곱으로 구

하게 된다(BaronandKenny,1986).

Cox의 비례 험모형을 가지고 매개효과를 분석을 실시한 최 의 연구

(TeinandMacKinnon,2003)에서는 시뮬 이션을 통해 표본 수를 늘려가면

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계산된 매개효과에 한 추정치를 구하는 시도를 하

다. 이후에 생존분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Tein and

MacKinnon(2003)이 사용한 매개효과 분석 방법 계수 곱셈법(theproduct

ofcoefficientsmethod)을 Cox비례 험 모형에 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WallerandDuBois,2004)가 있었으나 그 수가 매우 었으며,이에

한 추가 인 검증이 시도된 결과 기존의 방법을 사용하기 해서는 몇 가지

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VanderWeele and

Vansteelandt,2010;VanderWeele,2011).즉,첫째,종속 변수와 매개 변수가

연속변수이고 상호작용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둘째,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모두에게 향을 미치는 교란변수(confoundingvariable)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미치는 교란변수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일반 회귀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추정방법에 의한 계산을 하여도 된다는 것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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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되었으며,이러한 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Cox비례 험 모형에서의

일반 인 매개효과 분석을 용한 분석이 가능하다(Lange,Vansteelandt,and

Bekaert,2012).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주어진 조건을 제로 하여 통 인

매개효과의 분석모델(MacKinnon,2008;MacKinnon,Lockwood,Hoffman,

West,andSheets,2002)을 Cox비례 험 모형에 용하여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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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결과

제 1 연구 상의 일반 특성

1.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

본 연구의 조사 상인 비행청소년들은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에 보호

찰 개시를 시작하여 본 연구의 연구 상이 된 380명의 인구사회학 특성

에 한 기술 통계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 ,비행청소년들의 성별을 살펴보면,남자가 339명(89.2%)으로 여자보

다 더 많았다.청소년들의 연령분포는 고등학교 연령 인 만16∼18세가 321

명(84.5%)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는 만13∼15세가 55명(14.5%)로 많았

다.연구 상자들의 범죄 련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로서 먼 ,최 비행연령

의 경우 학교 연령 인 만13∼15세가 288명(75.8%)으로 가장 많았으며,다

음으로 만16∼18세가 91명(23.9%)의 순이었다.

범죄경력의 경우 본 건을 포함해서 3∼5범이 133명(25.0%)으로 가장 많

았으며,다음으로 범인 경우가 102명(25.8%)이었으며,다음으로 2범이 95명

(25.0%)의 순이었다.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상자들의 찰기간(duration)의

경우 9개월 이상이 149명(38.4%)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6개월∼9개월

이내가 129명(33.9%)이었고, 1개월 이내,1∼3개월 이내,6개월 이내의 지속

기간의 경우 모두 합해서 105명(27.7%)이었다.연구 상자들의 보호처분의 내

용은 보호 찰과 사회 사명령,그리고 수강명령을 동시에 처분받은 청소년

들이 123명(32.4)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보호 찰과 1개월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상들이 75명(19.7%),보호 찰과 사회 사명령을 받은 청

소년들이 72명(18.9%)의 순이었다.

다음으로,연구 상 청소년들의 가족구조 련 특성을 살펴보면,먼 부

모의 결혼상태의 경우 부모님이 결혼한 상태인 경우가 161명(42.4%)으로 가

장 많았으며,이혼한 경우가 158명(41.6%)으로 다음을 차지했으며,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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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개인

특성

성별
여자 41 10.8

남자 339 89.2

연령

만 13~15세 55 14.5

만 16~18세 321 84.5

만 19세이상 4 1.1

최 비행연령

만 12세 이하 1 0.3

만 13~15세 288 75.8

만 16~18세 91 23.9

<표 2>연구 상의 인구사회학 특성

사별이 각각 동일하게 21명(각 5.5%)으로 나타났다. 한 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가 양친 모두인 경우가 222명(58.4%)이었으며,그 지 않은 경우

가 158명(41.6%)이었다.

학교 련 특성으로는 먼 ,교육수 의 경우 고교 퇴가 114명(30.3)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학교 퇴가 64명(16.8%), 졸이 63명(16.6%)의

순이었다.학업성 은 하가 141명(37.1%)이었으며,다음으로 하가 139명

(36.6%)의 순이었다.학교에서의 도탈락한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

다고 응답한 상자들이 197명으로 197명(51.8%)으로 그 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재학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본 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에서

는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242명(63.7%)으로 더 많았다. 한 학교에서

무단결석을 한 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85명

(75.0%)으로 그 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래 련 특성으로 비행을 지르지 않는 친구의 수를 물어

본 결과 10명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7명(33.4)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

으로 4∼5명이 74명(19.5),2∼3명이 57명(15.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없다

고 응답한 경우는 36명(9.5)이었다. 한,비행친구의 수에 한 조사 결과 2

∼3명이 111명(29.2%),4∼5명이 58명(15.5%),10명 이상이 41명(10.8%)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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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범죄경력

범 102 25.8

2범 95 25.0

3~5범 133 25.0

6~9범 42 11.1

10범이상 8 2.1

지속기간

(duration)

1개월이내 22 5.8

3개월이내 41 10.8

6개월이내 42 11.1

9개월이내 129 33.9

9개월이상 149 38.4

처분내용

보호 찰 44 11.6

보호 찰+사회 사 72 18.9

보호 찰+수강명령 43 11.3

보호 찰+ 사+수강 123 32.4

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75 19.7

보호 찰+시설감호 탁 23 6.1

가족

특성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161 42.4

동거(사실혼) 9 2.4

별거 21 5.5

이혼 158 41.6

사별 21 5.5

기타(재혼) 10 2.6

동거인
양친부모 222 58.4

비양친 158 41.6

학교

특성

교육수

졸이하 23 61.1

학교 퇴 64 16.8

재 40 10.5

졸 63 16.6

고퇴 114 30.0

고재 54 14.2

고졸 22 5.8

학업수

하 139 36.6

하 141 37.1

71 18.7

상 24 6.3

상 5 1.3

도탈락
없음 183 48.2

있음 197 51.8



- 86 -

구분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징계
없음 138 36.3

있음 242 63.7

무단결석
없음 95 25.0

있음 285 75.0

래

특성

비비행친구수

없음 36 9.5

1명 11 2.9

2~3명 57 15.0

4~5명 74 19.5

6~9 44 11.6

10명이상 127 33.4

무응답 31 8.2

비행친구수

없음 102 26.8

1명 20 5.3

2~3명 111 29.2

4~5명 59 15.5

6~9 21 5.5

10명이상 41 10.8

무응답 26 6.8

2.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는 주요 변수들에 한 기술 통계치는 <표 3>

과 같다.먼 ,연구 상 개인특성을 나타내는 주요변수들의 기술 통계치는

다음과 같다.비행청소년들의 평균연령은 16.99세이며,연령범 는 최소 13세

에서 최 20세이다.청소년들의 주요 심리내 변수들의 경우,우울의 평균

값은 32.05 으로 나타나 외국의 기 인 16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 인

25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값의 범 는 20∼74 이다.자아존 감의 평

균값은 3.46 으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최소값은 1.15 이고

최 값은 4.90 이다.자기통제력의 경우 평균값은 3.27로 나타났으며,값의

범 는 1.75∼4.80 이다.연구 상 비행청소년들의 범죄 련 변수들로서 최

비행연령의 경우 평균연령은 14.86세로 나타났으며,최소연령은 은 12세 최

18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범죄경력의 경우 평균 으로 3.08범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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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범 는 본건을 포함해서 범에서부터 18범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연구 상 청소년들의 찰기간은 평균 216.17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최

소 1일 최 29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재비행을 지른 비행청소년

들의 경우 생존기간이 평균 106.92일로 나타났으며,최소 1일 최 279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의 경우 부모지지는 평균값이 3.71로 나타났으며,최소 1.40에서

최 5.00의 범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감독은 평균값이 2.81로 상

으로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범 는 최 1.00

에서 최 4.75 이다.

학교 특성의 경우 교사지지의 평균값은 3.42 으로 나타났으며,최소 1.00

최 5.00 의 범 를 보 다.교육수 의 경우 평균 4.13 으로 략 으

로 ‘졸’수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범 는 최소 1 최 7 이었다.학업

성 은 평균 1.99 으로 략 ‘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범 는 최소 1

최 5 이었다.

래 특성의 경우 래지지의 평균값은 3.98 으로 척도의 평균값을 통해

산출된 변수들 가장 높은 수를 보 으며,범 는 최소 1 ,최 5 이

었다. 래 친구들 에서 비행을 하지 않는 친구들의 수의 평균인원은 9.66

명이었으며,최소인원은 0명,최 인원은 130명이었다.반면 비행친구들의 수

는 평균인원이 3.79명이었으며,최소인원은 0명,최 인원은 60명이었다.

자료의 정규성은 왜도와 첨도값은 기 으로 악하 다.분석에 포함되는

변수 연속변수들의 왜도 첨도를 살펴본 결과,비비행친구들의 수와 비

행친구들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왜도와 첨도를 나타내는 지수의

값이 각각 3과 10미만으로 비교 정규분포에 가깝게 분포한다고 할 수 있

다(Kline,2005).따라서 비비행친구수와 비행친구수의 경우 측치를 자연로

그로 변환하여 연구모형에 투입하 다.

한편,비비행친구수와 비행친구수 변수의 경우 체 사례 수에서 각각 31

개(8.2%)와 26개(6.8%) 으며 이러한 결측치의 체계 발생 여부를 단하기

해 각각의 변수들의 결측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나머지 이에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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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독립변수들로 투입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

각 실시하 다.분석결과 각각의 결측치 유무 변수에 유의미하게 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분석모델에서는 결측치 유무 변수를 제외하

다. 한 이들을 제외하고 연구 모형을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다 체된 값

을 분석에 포함시켜 분석할 것인지를 단하기 해 각각의 모델을 모두 각

각 Cox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측요인의 향력,통계도 유의도 등

의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수에 해 추정된

모수치가 편의될 가능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가정되며,이에 본 연구의 연구

모형에서는 다 체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 다.

결측값에 한 체방법으로 결측값을 가진 변수의 값이 연속 인 다변

량분포를 하고 해당 변수의 어느 사례에서도 결측값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

정 하에 실시되는 다 체(multipleimputation)방법을 사용하 다.본 연구

에서는 다 체방법 에서 결측값의 형태가 단조 형태(monotone

missing-valuepattern)를 지닌 회귀 체법(regressionimputation)을 사용하

다(Rubin,1987).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모수 회귀분석방법인 회귀

체법(Lavori,Dawson,andShera,1995;Rubin,1987)은 결측 체가 필요한

연속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체가 요구되는 두 가지 요인들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단되는 연 요인들을 즉,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독립변수들

과 통제변수들을 회귀 체법의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을 만들어 체에

활용하는 방법이다(박성 ·김성수·황 식,2011).본 연구에서 다 체방법에

독립변수로서 투입된 연 요인들에는 우울,자존감,자기통제력 등의 심리

요인과,부모감독,가족구조,부모지지 등의 가족 요인, 래지지의 래 요인,

그리고 학업수 ,학교징계,교사지지,무단결석, 도탈락경험,교육수 등의

학교요인들을 포함시켜 회귀모형을 구성하 다.다 체방법은 심지어 측

자료가 정규성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체 방법을 통해 정규성 모델

을 용하는 것이 지지되었다(Shafer,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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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평균(표 편차) 최소값 최 값 왜도 첨도

개인

특성

우울 32.05(10.56) 20 74 1.30 1.79

부정 자존감 3.46(0.64) 1.15 4.90 -0.08 0.12

낮은 자기통제력 3.27(0.44) 1.75 4.80 0.37 1.01

연령 16.99(1.34) 13 20 -0.12 -0.61

최 비행연령 14.86(1.03) 12 18 0.86 0.25

범죄경력 3.08(2.32) 1 18 2.12 6.77

찰기간(duration) 216.17(90.18) 1 292 -1.16 -0.19

생존기간(survivaltime) 106.92(72.42) 1 279 -.37 -0.96

가족

특성

부모감독 2.81(0.73) 1.00 4.75 -0.16 0.03

부모지지 3.71(0.65) 1.40 5.00 -0.11 -0.47

학교

특성

교육수 4.13(1.64) 1 7 -0.27 -0.89

학업수 1.99(0.96) 1 5 0.81 0.14

교사지지 3.43(0.77) 1 5 -0.01 -0.17

래

특성

비비행친구수 9.66(13.93) 0 130 4.43 26.87

비행친구수 3.79(5.86) 0 60 4.58 31.56

래지지 3.98(0.79) 1 5 -0.54 0.05

<표 3>주요변수의 기술 통계치

3.변수들 간의 상 계수

주요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 계수의 값은 <표 4>와 같다.분석결과 변

수들 간 다 공선성을 의심할 정도의 높은 상 계수 값은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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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최

비행

연령

처분

내용 우울

부정

자존감

낮은

자기

통제력

결혼

상태

부모

지지

부모

감독

래

지지

비비행

친구수

비행

친구수

교육

수

학업

성취

학교

징계

무단

결석

도

탈락

교사

지지

성별 1

연령 -.034 1

최 비행연령 -.089 .621** 1

처분내용 -.090 -.021 .010 1

우울 -.107* .030 .068 .012 1

부정 자존감 .081 -.015 -.065 .018 -.506** 1

낮은

자기통제력
.001 .085 .038 -.003 -.310** .504** 1

결혼상태 -.193** -.057 -.119* .068 .063 -.091 .055 1

부모지지 .065 -.010 -.078 .057 -.327** .519** .327** -.089 1

부모감독 .117* .075 .008 .043 -.192** .312** .183** -.080 .371** 1

래지지 -.026 .014 -.046 .113* -.279** .433** .250** -.062 .351** .223** 1

비비행친구수 .005 .009 .022 .014 .083 -.136** -.037 -.023 -.071 .085 -.225** 1

비행친구수 -.010 .173** .116* -.070 -.049 .006 .141** -.117* .046 .170** -.061 .393** 1

교육수 .085 .423** .374** -.055 -.092 .071 .115* -.136** .033 .058 -.043 .049 .106* 1

학업성취 .039 .062 .086 -.007 -.072 .150** .095 .004 -.001 .050 .062 -.111* .007 .065 1

학교징계 -.016 -.009 -.019 .008 -.015 -.025 -.157** -.140** -.102* -.043 .026 .024 -.059 .015 -.130* 1

무단결석 -.142** -.049 -.062 .006 .166** -.215** -.198** .189** -.156** -.183** -.103* .034 -.152** -.156** -.153** .196** 1

도탈락 -.186** .089 .111* .064 .047 -.073 -.054 .098 -.053 -.100 .013 -.070 .019 -.129* -.013 -.035 .192** 1

교사지지 .061 -.044 -.069 .019 -.208** .342** .263** -.054 .300** .235** .320** -.047 .060 .009 .154** -.071 -.235** -.072 1

<표 4>주요 변수 간 상 계

주)***p<.001,**p<p.01,*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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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사례의 특성

1.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사례의 일반 특성

2011년 12월과 2012년 1월에 보호 찰 개시신고를 한 비행청소년들의 사

례를 2012년 9월 18일까지 추 한 결과,<표 5>와 같이 찰 기간(duration)

내에 재비행이 130명(34.2%),나머지 도 단된 사례가 250명(65.8%)으로 나

타났다.이와 같은 수치는 외국에서 보고하고 있는 일반 인 비행청소년의

재범율은 약 20～55%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Archwamety and

Katsiyannis,2000;OJJDP,2006;Snyder,1996).그러나 우리나라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범율이 2011년을 기 으로 11.4%로서 최근 3년 간 계속해

서 10% 의 재범율를 보이는 것을 고려해 볼 때에(법무부,2012),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상당히 높은 수 으로 나타나 조사 상자들에 한 지속 인

심이 요구된다.

재비행 발생 여부 빈도(명) 백분율

재비행(event) 130 34.2

도 단((censored) 250 65.8

체 380 100.0

<표 5>재비행 발생 사례건수

연구 상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발생까지의 평균 생존기간은 106.9일이

었으며, 앙값은 98.0일이었다.이들의 생존기간에 한 구간별 빈도는 <표

6>과 같다.특히,생존기간이 1개월 이내,1∼3개월 이내,그리고 3∼6개월 이

내의 생존기간을 갖는 청소년들 105명의 경우 그 빈도 값이 <표 2>에서의

찰기간(duration)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보호 찰이 개시된 후

6개월 이내 찰된 사례의 총합이 체 찰기간 내에서는 27.7%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은 도 단된(censored)사례가 아니라 모두 재비행을 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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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사례이며, 체 재비행을 지른 비행청소년의 약 8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기간(survivaltime) 빈도(명) 백분율(%)

1개월이내 22 16.9

3개월이내 41 31.5

6개월이내 42 32.3

9개월이내 24 18.5

9개월이상 1 0.8

<표 6>재비행 청소년들의 생존기간 분포

2.주요 변수별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사례분포

주요 변수별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사례수에 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지를 검토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연구 상 청소년의 연령별로 재비행 발생 사례분포는 유의수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재비행을 지른 비행청소년

의 경우 만16∼18세가 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일 연령집단에서 재비행 비

율은 오히려 만13～15세 집단이 58.2%로 더 높았다.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는 고등학교 학생 연령 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재비행을 지른다는 것

과,나이가 상 으로 어릴수록 재비행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통 으로 범죄경력이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의 강력한 측요인

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재비행 발생 사례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범죄경력이 재비행까지의 기간과

발생을 동시에 고려하는 재비행의 상 험율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재비행의 발생 사례 에서 생존기간(duration)이 1∼3개월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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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보호 찰 기간이 시작되면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 상 청소년의 16.9%가,3개월 이내에는 48.4%,6개월 이내에는

80.7%가 재비행을 지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찰기간이 6개월 이내에

에는 도 단 사례가 측되지 않았으며,모두 재비행을 지른 것으로 나

타났다.그리고 6개월 이후에는 기간별로 재비행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드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에 추후 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 으로 기간별

재비행의 험율에 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재비행의 발생에 한 사례분포에서 교육수 의 경우 고등학교

퇴가 26.2%, 학교 졸업과 학교 퇴가 모두 동일하게 18.5%를 차지하면

서 높게 나타났으며,동일 교육수 별로 재비행 비율을 살펴보면 졸을 제

외하고 체 으로 학력이 낮아질수록 집단별 재비행 집단의 비율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수 과 재비행 발생 사례분포 간의 차이는 유의수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다섯째,교육수 의 비슷한 결과로서 재비행 발생 사례분포 역시 유의수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학교징계 경험이 있는 경우가 73.1%로 없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학교징계 경험이 있는 집단 내에서 재비행 비율이 그 지 않은 집단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교육수 과 함께 고려해 볼 때, 반

으로 학교나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징계 경험이 재비행의 사례발생과 련

이 있으며,특히 <표 4>의 상 계 분석을 통해 교육수 이 낮아질수록

도탈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두 변수에 한 추가 인

분석을 통해 각각의 재비행 험율에 한 정확한 향력의 차이에 한 비

교가 요구된다.

여섯째,재비행이 발생한 사례 무단결석에 따른 재비행 비율은 유의수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무단결석의 경험은 83.1%로 경험하

지 않은 사례의 16.9%보다 훨씬 더 많았고,무단결석이 있는 집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재비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경우 학업

도탈락과 무단결석은 학교에서의 응실패의 지표 에 하나로 표시되는 낮

은 학업성취도와 련되어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Mag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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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재비행발생유무

χ2
도 단(%) 재비행(%)

개인

특성

성별
여자 31(75.6) 10(24.4)

1.969
남자 219(64.6) 120(35.4)

연령

13~15세 23(41.8) 32(58.2)

18.054***16~18세 223(69.5) 98(30.5)

19세이상 4(100.0) -

최 비행연령

12세이하 1(100.0) -

3.86513~15세 182(63.2) 106(36.8)

16~18세 67(73.6) 24(26.4)

범죄경력

범 69(67.6) 33(32.4)

1.862

2범 63(66.3) 32(33.7)

3~5범 89(66.9) 44(33.1)

6~9범 25(59.5) 17(40.5)

10범이상 4(50.0) 4(50.0)

찰기간

(duration)

1개월이내 - 22(100.0)

288.792***
1∼3개월이내 - 41(100.0)

3∼6개월이내 - 42(100.0)

6∼9개월이내 105(81.4) 24(18.6)

9개월이상 145(99.3) 1(0.7)

처분내용

보호 찰 32(72.7) 12(27.3)

3.538

보호 찰+ 사 51(70.8) 21(29.2)

보호 찰+수강 25(58.1) 18(41.9)

보호 찰+ 사+수강 81(65.9) 42(34.1)

보호 찰+1개월이내

소년원송치
46(61.3) 29(38.7)

보호 찰+시설감호 탁 15(65.2) 8(34.8)

<표 7>주요변수별 재비행 사례분포

andLoeber,1995;Thornberry,Lizotte,Krohn,Farnworth,andJang,1991)

추가 인 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계 설정 이를 반 한 련 변수들 간

의 실질 인 향력의 차이에 한 검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비행친구 수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비행친구 수에서는 재비행이 발생한 사

례 2∼3명인 경우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없음이 22.0%,10명이상인

경우도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체 으로 비행친구가 있다고 응답

한 집단들을 살펴보면 비행친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일 집단내에서 차지하

는 재비행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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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재비행발생유무

χ2
도 단(%) 재비행(%)

가족

특성

결혼상태
결혼·동거(사실혼) 114(67.1) 56(32.9)

.220

별거·사별·이혼 136(64.8) 74(35.2)

동거인
양친 145(65.3) 77(34.7)

.053
비양친 105(66.5) 53(33.5)

학교

특성

교육수

졸이하 5(21.7) 18(78.3)

28.747***

학 퇴 40(62.5) 24(37.5)

학교재학 27(67.5) 13(32.5)

학교졸업 39(61.9) 24(38.1)

고등학교 퇴 80(70.2) 34(29.8)

고등학교재학 39(72.2) 15(27.8)

고졸 20(90.9) 2(9.1)

학업성

하 87(62.6) 52(37.4)

2.987

하 98(69.5) 43(30.5)

47(66.2) 24(33.8)

상 16(66.7) 8(33.3)

상 2(40.0) 3(60.0)

학교징계경험
없음 103(74.6) 35(25.4)

7.538**

있음 147(60.7) 95(39.3)

도탈락경험
없음 119(65.0) 64(35.0)

.091
있음 131(66.5) 66(33.5)

무단결석경험
없음 73(76.8) 22(23.2)

6.875**

있음 177(62.1) 108(37.9)

래

특성

비비행친구수

없음 22(61.1) 14(38.9)

8.681

1명 8(72.7) 3(27.3)

2~3명 32(56.1) 25(43.9)

4~5명 46(62.2) 28(37.8)

6~9명 36(81.8) 8(18.2)

10명이상 77(60.6) 50(39.4)

비행친구수

없음 74(72.5) 28(27.5)

19.300**

1명 17(85.0) 3(15.0)

2~3명 68(61.3) 43(38.7)

4~5명 40(67.8) 19(32.2)

6~9명 7(33.3) 14(66.7)

10명이상 21(51.2) 20(48.8)

주)***p<.001,**p<p.01,*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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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카이제곱 검증 결과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이 발생한 사례와 그

지 않은 사례는 연령, 찰기간(duration),교육수 ,학교징계경험,무단결

석 경험,비행친구수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먼 ,재비행이 발생한 사례에서 청소년의 연령이 16∼18세인 고등학교

시기의 연령 가 가장 많았고,그 에서 재비행을 지른 경우가 약 31%정

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찰기간에서는 재비행 발생한 사례 에서

체의 80.7%가 보호 찰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비행을 지른 것으

로 나타났다.셋째,교유수 에서는 고등학교 퇴가 가장 많았으며, 학교

재학인 경우가 가장 었다. 한, 학교 졸업을 제외하고 체 으로 학력

이 낮아질수록 동일 집단 내에서 재비행을 지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재비행이 발생한 경우 그 지 않은 사례에 비해 학교징계 경

험이 더 많았다.뿐만 아니라 학교 징계 경험이 있을수록 재비행을 지르는

비율이 그 지 않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다섯째,재비행이 발생한 경

우 그 지 않은 사례에 비해 무단결석 경험이 더 많았다.학교 징계 경험과

마찬가지로 무단결석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보다 재비행을

지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재비행이 발생한 사례

에서 비행친구수가 2∼3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1명인 경우가 가장 었

다. 한 비행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가 매우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

체 으로 비행친구수가 증가할수록 재비행을 지르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요 변수별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사례수에 한 분포의 차이

에 한 검증 결과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발생과 련 있는 요인에 한 정

보를 제공해주지만,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주요 요인들 간의 향력의 차

이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따라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된 요인들을 분

석에 모두 포함하여 재비행을 설명하는 것이 요구되며,이는 추후 Cox비례

험 모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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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비행청소년의 보호 찰 기간과 재비행 간의

계 :생존함수의 추정

본 연구에서 생존분석의 의미는 비행청소년들이 보호 찰을 시작한 날로

부터 재비행에 이르는 시간,즉 생존시간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러한

생존분석의 기술 분석(descriptivesurvivalanalysis)기법에는 먼 , 통

인 방법으로서 개시일로부터 재비행 발생까지의 시간을 설명하고,재비행

의 발생 비율이 높은 기간과 생존확률의 계산을 통해 시간 확률의 변

화정도를 알 수 있게 되는 생명표 분석법(lifetablemethod,Cutlerand

Ederer,1958)이 있다.그런데 이러한 생명표법은 추 기간을 몇 개의 구간으

로 나 어 고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상자가 고정된 시간 간격 사이에 있게

되면 상자의 찰시간에 한 정보를 잃게 되는 문제 이 생기게 된다.

한,표본이 어느 정도 커야 한다는 제와 확률론에 근거한 통계학

이론 개가 부족하다는 한계 이 지 된다.따라서 이에 한 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두 번째 방법인 Kaplan-Meier 추정치에 의한 분석법

(Kaplan-Meiermethod 는 productlimitmethod)이다.이 방법은 Kaplan

andMeier(1958)가 제안한 비모수 생존함수의 추정방법28)으로서 생존함수

의 추정시 확률론에 입각할 뿐만 아니라, 도 단된 사례를 분석에 포함하

여 각 개체의 생존시간만 알려져 있으면 표본의 크기에 구애되지 않고 분석

이 가능하다(박재빈,2006).마지막,세 번째 방법은 넬슨-알 법(Nelson

Aalenmethod)이다.이 방법은 표본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에 용할 수

있는 분석기법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 인 생명표법의 단 을 보완하

면서 등장한 Kaplan-Meier법을 사용하여 생존함수에 한 분석을 통해 생존

함수를 설명하고자 한다.

28)비모수 추정방법은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방법 에서 생존자료에서의 생존시간이 어

떤 알려진 특정 분포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혹은 모집단의 생존기간에 한

분포를 모를 때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생존기간에 미치는 요인들의 향을 평가하는 방

법을 의미한다(송경일·최종수,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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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생존함수

Kaplan-Meier법(1958)은 찰된 생존기간을 찰시간이 짧은 순서에서

긴 순서로 크기순으로 다시 배열한 후 생존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다.즉,

생명표법이 일정한 구간으로 찰시간(duration)을 나 후 각 구간에서의

비행청소년들이 재비행을 지르지 않게 되는 생존확률을 계산하는 반면,

Kaplan-Meier법은 재비행이 발생할 때마다 생존확률을 계산하게 된다. 한

도 단된(censored) 상자도 찰기간이 N번째에 재비행 사건이 발생한

상자의 찰기간보다 길었다면,이는 N번째 재비행 사건이 발생한 시 인

t까지는 분명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29)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생존율 계산에 반 되게 된다.그러나 반 로,N번째 재비행 사건이 발생한

상자보다 찰기간이 짧았다면 재비행을 지르지 않는 생존에 미치는

향이 없으므로 N번째 재비행 사건이 발생한 시 에서는 생존율 계산에

서 제외되며 다음 사건이 발생한 기 에서 재비행의 생존율 계산에 기여하게

된다.

Kaplan-Meier법에서 생존함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S(t)=∏t
i=1[(n-1)/(n-i+1)]

Ci [수식 2]

S(t):시간 t에서의 추정된 생존함수

∏t
i=1 :t보다 작거나 혹은 같은 시 에서 모든 상자의 생

존시간을 곱해 것

t:시간(본 연구에서는 day)

n:표본의 체 상자의 숫자

Ci:상수(0=event 는 uncensoredcase,1=censoredcase)

<그림 4>는 비행청소년들의 찰기간 동안에 보인 생존함수에 한 그

29)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생존자료를 계수과정(countingprocess)라고 부르며,이를 수식

화하여 시간 t에 한 임의의 확률 함수(arandom functionoftimet,N(t))로 표시될

수 있다(Brémaud,1981;Jacobsen,1982;FlemingandHarrington,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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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를 나타낸다.보호 찰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일주일도 안되어서 첫 재

비행이 발생하 으며 이 시기까지의 생존율은 0.987이었고 총 5명이 재

비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34주차까지의 생존율은 약 0.671이었는

데,이 시기까지 비행청소년들은 도 단된 사례를 보이지 않고 체 130명

의 재비행 청소년들 에서 총 125명의 청소년들이 이 시기까지 재비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최종 으로는 40주차에 재비행의 발생이 완료되었으

며 이때까지의 생존율은 0.655이고 이후의 사례들은 모두 도 단된 것

을 알 수 있다.

<그림 4> 찰 기간별(주별) 생존율 곡선

다음으로,주요 변수의 범주별로 찰 기간동안에 생존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일반 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나타내는 비행친

구수의 범주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표 8>에서와 같이 비행친구

수의 범주 에서는 비행친구가 6~9명인 경우가 생존기간이 약 23.6주로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며30)가장 짧은 것으

30)KM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의 범주에 따른 하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는 통계 방

법은 SPSS에서는 Log-Rank검증,Breslow 검증,Tarone-Ware검증을 제공하며,본

연구의 비행친구수 하 집단 에서는 6~9명 집단과 10명이상 집단만이 세 가지 검증

방법 모두에게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0 -

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10명이상인 경우가 약 28주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는 본 연구의 조사 상인 보호 찰 상 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의 수가 어

도 6~9명인 경우에 가장 이른 시간에 재비행을 지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

고,10명이상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재비행을 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MeansforSurvivalTime

비행친구수_범주 Estimate Std.Error
95% ConfidenceInterval

LowerBound UpperBound

없음 34.373 1.316 31.793 36.953

1명 37.400 2.491 32.517 42.283

2~3명 32.369 1.323 29.776 34.963

4~5명 34.167 1.656 30.921 37.412

6~9명 23.619* 3.284 17.182 30.056

10명이상 28.073* 2.334 23.499 32.647

Overall 32.572 .744 31.113 34.030

<표 8>비행친구수 범주에 따른 생존율의 비교

<그림 5>비행친구수 범주에 따른 생존율 곡선

두 번째,비행청소년의 범죄경력의 범주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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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9>에서와 같이 범죄경력의 범주 에서는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생존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하 범주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비록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지만,범죄경력

이 3~5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체 으로는 범죄경력이 많아질수록 보호 찰

상 청소년들은 좀 더 이른 시간에 재비행을 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MeansforSurvivalTime

범죄경력_범주 Estimate Std.Error
95% ConfidenceInterval

LowerBound UpperBound

1범 33.595 1.333 30.982 36.209

2범 33.017 1.428 30.218 35.816

3~5범 33.678 1.144 31.435 35.921

6~9범 30.446 2.387 25.766 35.125

10범이상 29.250 5.168 19.120 39.380

Overall 33.039 .708 31.652 34.426

<표 9>범죄경력 범주에 따른 생존율의 비교

세 번째,보호 찰처분의 범주에 따른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 표

10>에서 나탄 바와 같이 보호 찰처분의 범주 에서는 유의수 p<.05에

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생존율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하 범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지만,보호

찰처분만을 받은 집단이 가장 생존율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보호 찰과 사회 사명령을 함께 받은 집단이 길었으며,보호 찰과 수강명

령을 함께 받은 집단이 가장 이른 시간에 재비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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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sforSurvivalTime

처분내용 Estimate Std.Error
95% ConfidenceInterval

LowerBound UpperBound

보호 찰 35.486 1.841 31.878 39.095

보호 찰+ 사 33.458 1.644 30.236 36.681

보호 찰+수강 31.047 2.134 26.863 35.230

보호 찰+ 사+수강 33.399 1.230 30.989 35.809

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32.120 1.609 28.967 35.273

보호 찰+시설감호 탁 31.783 3.166 25.576 37.989

Overall 33.039 .708 31.652 34.426

<표 10>보호 찰처분 범주에 따른 생존율의 비교

2.비례 험모형의 기본가정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사용된 Cox의 비례 험

모형 분석의 경우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Cox모형을 이용한 분석의 기본가정

들을 충족하는지에 한 추가 인 검토가 요구된다.첫 번째 가정은 투입된

변수들에 한 상 험율(relativehazard)혹은 험 비율(hazardratio)

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이다.이 가정을 검증하는 방법에는

통 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첫째 방법은 연구자가 선행연구 등을 통해

시간에 따라 변할 것으로 측되는 요인을 strata혹은 factor로 선정하여 해

당 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 범주들의 생존곡선을 그려 각각의 곡선들이

차이가 차 으로 증가하게 되면 비례 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단한

다.두 번째 방법은 역시 의심되는 변수의 하 범주로 구분하여 LML(log

minuslog)survivalplot을 그려 으로써 LML곡선에서 하 범주 간의 곡선

사이에 일정하게 수직하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어떤 특정한 다

른 수치를 가지는 상자의 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하다고 할 수 있

으며 이는 곧 비례 험 가정을 충족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임의 으로 단한 변수들을 각각 투입하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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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성을 검증하는 통 인 근방법과는 다르게,<표 11>과 같이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동시에 투입하여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를 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Kolmogorov-Smirnov 검증과 Cramer von Mises 검증

(MartinussenandScheike,2005)을 실시함으로서 확인하 다.투입된 변수들

에 한 시간불변성 검정 결과 모든 변수들이 유의수 p<.05에서 p-value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결과로 볼 때 첫 번째 가정을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

다.31)

31)제시된 Kolmogorov-Smirnov검증과 CramervonMises검증은 통계패키지인 R을 이

용한 Cox모델 분석에서 제공되는 검증방법이다(Lin,Wei,andYing,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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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olmogorov-Smirnovtest CramervonMisestest

Kolmogorov-Smirnov

검정 통계량
p-value

CramervonMises

검정 통계량
p-value

개인

특성

성별 18.300 0.102 2,290.00 0.203

연령 3.660 0.392 55.50 0.677

최 비행연령 5.860 0.137 383.00 0.135

범죄경력 0.915 0.766 3.95 0.880

처분내용 :

보호 찰+ 사
15.300 0.448 1,850.00 0.496

처분내용 :

보호 찰+수강
20.600 0.091 3,140.00 0.156

처분내용 :

보호 찰+ 사+수강
15.600 0.570 1,330.00 0.696

처분내용:보호 찰

+1개월이내소년원입소
13.100 0.659 1,140.00 0.708

처분내용:

보호 찰+시설감호 탁
16.500 0.567 2,420.00 0.494

우울 0.564 0.208 1.25 0.502

부정 자아존 감 12.400 0.475 785.00 0.646

낮은 자기통제력 8.290 0.566 479.00 0.601

가족

특성

결혼상태 6.820 0.566 435.00 0.385

부모지지 3.800 0.921 112.00 0.865

부모감독 6.060 0.154 241.00 0.281

래

특성

래지지 6.630 0.324 221.00 0.542

ln비비행친구수 1.330 0.442 14.10 0.447

ln비행친구수 1.860 0.148 30.80 0.166

학교

특성

교육수 4.130 0.254 87.90 0.462

학업성취도 3.090 0.757 56.70 0.813

학교징계경험 12.100 0.144 798.00 0.320

무단결석경험 15.200 0.106 1,590.00 0.184

도탈락경험 5.110 0.904 97.30 0.984

교사지지 8.830 0.059 777.00 0.075

< 표 11 > 투입변수들의 시간-불변성 검증(Testfortime invariant

effects)

두 번째 가정은 험 함수와 투입된 공변량 사이에는 서로 log-linear

계가 있다는 가정이다.이러한 가정은 [수식 1]의 양변을 ln함수로 변형하게

되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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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된 독립변수인 공변량과 험함수 간의 log-linear 계의 확인은 1에

서 Cox-snell잔차로부터 계산되는 martingale잔차값과 해당 공변량 간의

그래 상에서 y축인 martingale잔차값의 0을 심으로 수평 으로 분포하

여 직선으로 보이게 되면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단하게 된다. 를 들면,

<그림 6>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평균 심화된 연령변수와 martingale잔

차 간의 계를 살펴보면,martingale잔차값의 0을 심으로 략 으로

칭 선형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모형에서는 독립

변수인 공변량과 험함수 간의 log-linear 계에 한 선형성 가정을 만족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연령과 martingale잔차 간의 산 도 분석

Cox비례모형 분석의 마지막 가정은 모형의 합성(goodnessoffit)검

정 가정이다.이는 잔차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본 연구에서는 확장된

Cox-Snell잔차 분석법을 사용하여(송경일·최종수,2007)잔차분석을 실시하

으며,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y축에는 Cox-Snell잔차에 로그값을 취한 것

에 음수를 붙인 것(Ri=-logS(t))으로 비례모형을 기 로 추정된 험을

의미한다.그리고 x축에는 Kaplan-Meier법에서 추정된 생존함수 즉, 생

존함수의 추정치로 구성된다.이에 x축과 y축을 이루는 값이 45도의 직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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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이면 비례가정을 충족하여 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단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합시킨 결과는 < 그림 7>과 같으며,

정확하게는 45도를 보이지는 않고 그 보다 작은 각도를 유지하지만 략 으

로 세 번째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림 7>확장 Cox-Snell잔차분석을 통한 합성 검증

3.비례 험모형의 매개효과 검증을 한 기본가정 분석

구체 인 매개효과 분석에 들어가기 에,본 연구에서 생존분석에서 매

개효과를 검증하기 해 사용한 Cox의 비례 험 모델을 이용한 분석방법이

통계 으로 타당한 방법인지를 검증하기 한 제 조건들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Lange,

Vansteelandt,andBekaert,2012).먼 ,연구모형에서 사용한 자료의 종속

변수와 매개 변수가 연속변수이고 상호작용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

건은 분석 모형을 통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독립변수와 종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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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모두에게 향을 미치는 교란변수(confoundingvariable)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미치는 교란변수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검

증하 다.특히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된 공변량 에서 몇 가지 주요

변수를 선정하여 두 가지 조건 즉,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향을

미치는 교란변수가 있는지,그리고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모두에게 향을 미

치는 교란변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표 12> ～ <표 15>에서와 같

이 실시하 다.

먼 ,<표 12>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서 독립변수인 우울과

종속변수인 험함수를 함께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두

변수에 공통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래지지와

교육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투입변수 Estimate S.E.

우울 <--- 래지지 -2.921 .714***

우울 <--- 교육수 -.745 .354*

험함수 <--- 성별 -.117 .052*

험함수 <--- 연령 .079 .017***

험함수 <--- 범죄경력 .024 .008**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수강 -.135 .064*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 사+수강 -.118 .053*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144 .057*

험함수 <--- 부모감독 .075 .023***

험함수 <--- 래지지 .050 .022*

험함수 <--- 교육수 .037 .011***

험함수 <--- 무단결석 -.109 .038**

<표 12>교란변수 검증 :우울과 험함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주)***p<.001,**p<.01,*p<.05

두 번째,<표 13>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서 독립변수인 자존

감과 종속변수인 험함수를 함께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에 공통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감

독과 래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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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투입변수 Estimate S.E.

부정 자존감 <--- 부모감독 -.159 .041***

부정 자존감 <--- 래지지 -.262 .039***

부정 자존감 <--- 교사지지 -.128 .040**

험함수 <--- 성별 -.117 .052*

험함수 <--- 연령 .079 .017***

험함수 <--- 범죄경력 .024 .008**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수강 -.135 .064*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 사+수강 -.118 .053*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144 .057*

험함수 <--- 부모감독 .075 .023***

험함수 <--- 래지지 .050 .022*

험함수 <--- 교육수 .037 .011***

험함수 <--- 무단결석 -.109 .038**

<표 13>교란변수 검증 :부정 자존감과 험함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주)***p<.001,**p<.01,*p<.05

세 번째,<표 14>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서 독립변수인 낮은

자기통제력과 종속변수인 험함수를 함께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

한 결과,두 변수에 공통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

는 래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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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변수 독립변수 Estimate S.E.

낮은 자기통제력 <--- 래지지 .120 .032***

낮은 자기통제력 <--- ln비행친구수 .020 .009*

낮은 자기통제력 <--- 교사지지 .111 .032***

험함수 <--- 성별 -.117 .052*

험함수 <--- 연령 .079 .017***

험함수 <--- 범죄경력 .024 .008**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수강 -.135 .064*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 사+수강 -.118 .053*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144 .057*

험함수 <--- 부모감독 .075 .023***

험함수 <--- 래지지 .050 .022*

험함수 <--- 교육수 .037 .011**

험함수 <--- 무단결석 -.109 .038**

<표 14>교란변수 검증 :낮은 자기통제력과 험함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주)***p<.001,**p<.01,*p<.05

마지막으로,<표 15>에서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서 매개변수인 부

모지지와 종속변수인 험함수를 함께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두 변수에 공통 으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모감독과 래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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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 투입변수 Estimate S.E.

부모지지 <--- 부모감독 .266 .044***

부모지지 <--- 래지지 .179 .042***

부모지지 <--- 교사지지 .135 .042**

험함수 <--- 성별 -.117 .052*

험함수 <--- 연령 .079 .017***

험함수 <--- 범죄경력 .024 .008**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수강 -.135 .064*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 사+수강 -.118 .053*

험함수 <--- 보호처분: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144 .057*

험함수 <--- 부모감독 .075 .023***

험함수 <--- 래지지 .050 .022*

험함수 <--- 교육수 .037 .011***

험함수 <--- 무단결석 -.109 .038**

<표 15>교란변수 검증 :부모지지와 험함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

주)***p<.001,**p<.01,*p<.05

이러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검증에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변수들,즉 래지지,교육수 ,부모감독의 변수는 이 후의 매개효과 분

석 모델의 통제변수에서 제외시킨 후 분석을 실시하 다.

제 4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발생을 최소화기 한 가장 효과 인 개입방법은

이들의 반복 인 비행행동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방하는 것이라고 제할

때에,재비행의 험성에 응하기 해서는 재비행의 발생과 련된 비행청

소년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이해하고 향후 그것을 측하는 데에 사용되어져

야 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 본인을 포함하여 그들을 둘러싼 다

양한 환경 요인들이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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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향력을 설명하고 요인들 간의 계를 정립하고자 하 다.

1.재비행의 험요인과 보호요인간의 계:주효과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험요인과 험율을 낮

춰주는 기능을 하는 보호요인들을 확인하기 해 [연구문제 1]을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먼 ,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비

행청소년의 우울과 자존감,그리고 자기통제력 등의 심리 요인과,부모감독,

가족구조,부모지지 등의 부모 요인,비행친구수, 래지지 등의 래 요인,

그리고 학업성 ,징계경험유무,그리고 교사지지 등의 학교 요인이 각각 비

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32)분

석 결과는 Cox의 비례 험모형을 이용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 으며 그 결과

가 <표 16>에 나타나 있다.먼 다양한 공변수들이 투입된 모형의 합성

을 검증하기 해 실시된 우도(likelihood)검증(test)은 변수들이 투입되기 이

의 -2LL(loglikelihood)와 투입된 후의 -2LL간의 차이를 χ2검증을 통해

검증한 결과 유의수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최소한 모집단의 회귀계수는 0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험율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에서 첫째,심리 요인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울의 경우 평균값에서 1단 씩 증가할 때마다 재비행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의 험율(hazardsratio)은 1.021배씩 혹은 2.1%씩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5).부정 자아존 감의 경우 평균값에서 한 단 씩 증가

할 때마다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은 1.867배씩 혹은 86.7%씩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1).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평균값에서 1단 증

32)이를 해 본 연구에서 공변량의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데에 사용한 통계패키지 로그

램은 SPSS이며,SPSS에서는 Breslow 근사법(Breslow’sapproximation,Breslow,1974)

을 이용하여 도 단된 생존자료에 한 공분산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공변량의 회

귀계수를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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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할 때마다 재비행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의 험율은 1.745배씩 혹

은 74.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가족 요인들의 경우,부모지

지 변수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지

지는 평균값에서 1단 씩 증가할 때마다 재비행이 걸리는 기간의 험율은

0.673배씩 감소하거나 혹은 32.7% (0.673-1=-0.327)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p<.05).세 번째, 래 요인 에서는 재비행이 걸리는 기간의 험율에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학교 요인 에서도 재비행이 걸리는 기간의

험율에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를 해결하기 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

을 수립하고 험요인으로 설정된 요인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보호요인으로 선정된 요인이 재비행의 험율

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다.‘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험요인은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할 것이다’라는 연구가설 1-1

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인 심리 요인,가족 요인, 래 요

인,그리고 학교 요인들이 각각 재비행에 있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를 검토

하기 한 가설이며,검증 결과 연구가설 1-1은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부분 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비행청소년의 심리 험요인들은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재

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를 구체 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먼 ,우울의 경우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비행청소년들

이 겪는 심리 문제 에 하나인 우울과 비행행동 간의 계를 상 계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이들 간의 인과 계를 밝히게 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즉,비행과 우울 간의 인과 계에 한 선행연구들 에서 비행으로

인해 이차 으로 겪게 되는 부정 경험들이 우울에 한 험요소로 작용하

며,그것이 원인이 되어 재비행을 지르게 된다는 선행연구(이주 ·오경자,

2011;ByesandLoeber,2003)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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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비행청소년의 부정 자존감의 경우에도 재비행의 험율을 높

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존에 자존감과

비행 간의 인과 계의 방향성에 한 논의 에서 이미 비행청소년이 된 경

우 주변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자신에 한 부정 자존감이 증가하게 됨

으로 인해 재비행을 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낙인이론 주장하는 연

구들(Long,1990;Toch,1993;Donnellan,Trzesniewski,Robins,Moffit,and

Caspi,2005;WebsterandKirkpatric,2006)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다.

세 번째,비행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 역시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존에 낮은 자기통제

력이 청소년 비행의 측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김선 ,2007)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이 받는 부모지지의 경우 재비행의

험을 일 수 있는지에 한 것을 확인하 으며,검증 결과 연구가설이 유

의수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비행청소년의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의 재비행의 험율을 이게 된다는 선행연구들(Kumpferand Alvarado,

2003;Melton,Petrila,Poythress,andSlobogin,1997)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주 효과모델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본 연구에서 설정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심리 요인,가족 요인, 래 요인,그리고 학교 요인들

등의 독립변수들 에서 우울과 낮은 자존감,낮은 자기통제력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험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효요인의 경우 부모지지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재비행에 미치

는 향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울이

높아질수록,부정 자존감이 높아질수록,자기통제력이 낮아질수록 재비행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험율이 증가하며,부모의 지지는 재비행에 이르는 기간

까지의 험율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설정된 변수들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

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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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범죄 련 배경 변수로서 성별의 경우 유의수 p<.05수 에서는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의 재비행 험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연령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나이가 많을수

록 재비행의 험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 연령의 경우

평균값에서 한 단 씩 증가할 때마다 재비행이 발생할 때가지 걸리는 기간의

험율은 0.736배씩 감소하거나 혹은 26.4%(0.736-1=-0.264)씩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p<.01).

셋째,범죄경력은 범죄경력이 쌓일수록 재비행의 험율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이는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구체 으로는 범죄경력의 경우 평균값에서 1건씩 증가할 때마다 재비행

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의 험율은 0.911배씩 감소하거나 혹은 8.9%

씩(0.911-1=-0.089)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넷째,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의 처분내용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비록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보호 찰과 더불어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 명령을 동시에 받은 청

소년은 보호 찰 명령만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재비행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까지의 험율은 약 1.905배 혹은 90.5%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p<.1).

마지막으로 학교 련 요인으로는 학교징계 경험만이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 으로는 학교징계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경험이 있는 집단은 재비행이 걸리는 기간의 험율이 1.751배 혹은 75.1%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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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B Wald Exp(B)

독립

변수

심리

요인

우울 .021 4.774* 1.021

부정 자존감 .632 9.733** 1.881

낮은 자기통제력 .562 6.416* 1.754

부모

요인

부모감독 -.124 .797 .884

가족구조(기 :결혼

사실혼)
-.063 .108 .939

부모지지 -.396 5.172* .673

래

요인

비행친구수 -.063 2.339 .939

래지지 -.037 .085+ .964

학교

요인

학업성 .090 .860 1.095

징계유무(기 :없음) .569 7.081** 1.767

교사지지 .147 1.224 1.159

통제변수

성별(기 :여성) .640 3.342+ 1.896

연령 -.302 7.969** .736

최 비행연령 .003 .000 1.003

범죄경력 -.096 5.638* .909

처분내용(기 :보호 찰) 4.801

보호 찰+ 사 .254 .439 1.289

보호 찰+수강 .599 2.335 1.821

보호 찰+ 사+수강 .289 .704 1.335

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645 3.110+ 1.905

보호 찰+시설감호 탁 .286 .352 1.331

비비행친구수33) -.001 .001 .999

교육수 -.106 2.538 .900

무단결석(기 :없음) .395 2.199 1.484

도탈락경험(기 :없음) -.024 .016 .976

Δχ2=108.164***

<표 16>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

주)***p<.001,**p<.01,*p<.05,+p<.1

33)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비행친구수와 비비행친구수의 경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변수에 모두 자연로그(ln)값으로 처리하여 정규성을 확보한 후에

분석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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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비행 험요인에 한 보호요인의 조 효과 기능:조 효

과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주효과모델에서 투입된 보호요인들 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하게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지지라는 조 변수가 마찬가지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세 가지 험요인 즉,우울,부정 자아존 감,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향을 완충시키는지를 확인하기 해 각각의 상

호작용항을 구성하여 세 번에 걸쳐 분석을 실시하 다.이 과정에서 부모지

지라는 상호작용항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부모지지에 한 세 개

의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투입하는 분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투입되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에 한 평균 심화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주효과

변수들과 세 개의 상호작용항들 간의 다 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Lance,1988).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인 분석모델들을 설정하

여 독립변수들과 보호요인 간의 개별 인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하 다.

[연구문제 1]에서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험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주는 요인을 확인

함을 목 으로 한다면,[연구문제 2]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기간까지

의 험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험요인들의 향을 보호요인들이

조 하는지,조 한다면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이를

해 수립된 연구가설 2-1은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험요인은 보호요

인의 수 이 높아질수록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낮아질 것이다’이

다.구체 으로 규명된 각각의 세 가지 험요인에 하여 부모지지라는 보

호요인의 조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요인으로 규명된 우울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해 부모지지가 완충하는 기능을 함으로

써 우울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어드는지를 확인하 다.분석

결과는 <표 17>에 제시되어 있다.먼 ,연구모델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모델과 투입한 후의 모델 간의 우도비 검증(liklihoodratiotest)결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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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한 실제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울과

부모지지의 상호작용항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

의 험율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지 않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결과 으로 우울과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 간의 인과 계가

부모지지 정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다.즉,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의 지지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험요인

인 우울이 그들의 재비행이 미치는 기간까지의 험율을 감소시키는 완충효

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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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델2

B Wald Exp(B)

독립변수

우울 .020 4.070* 1.020

부정 자아존 감 .631 9.688** 1.880

낮은 자기통제력 .561 6.381* 1.752

부모지지 -.392 4.837* .676

상호작용항 우울*부모지지 -.001 0.010 .999

통제변수

성별(기 :여성) .645 3.331+ 1.906

연령 -.306 7.939** .736

최 비행연령 .000 .000 1.000

범죄경력 -.095 5.622* .909

처분내용(기 :보호 찰) 4.795

보호 찰+ 사 .253 .434 1.288

보호 찰+수강 .601 2.342 1.828

보호 찰+ 사+수강 .287 .694 1.333

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642 3.080+ 1.901

보호 찰+시설감호 탁 .287 .355 1.333

결혼상태(기 :결혼 사실혼) -.064 .110 .938

부모감독 -.123 .782 .884

래지지 -.036 .082 .965

ln비비행친구수 -.001 .001 .999

ln비행친구수 -.063 2.348 .939

교육수 -.106 2.545 .899

학업성 .090 .852 1.094

학교징계(기 :없음) .571 7.082** 1.770

무단결석(기 :없음) .397 2.209 1.487

도탈락경험(기 :없음) -.023 .013 .978

교사지지 .147 1.221 1.158

Δχ2=.010n.s.

<표 17>우울의 향에 한 부모지지의 조 효과

주)***p<.001,**p<p.01,*p<.05,+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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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요인으로 규명된 부

정 자존감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해 부모지지가 완충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부정 자존감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어드

는지를 확인하 다. 분석 결과는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먼 ,상호작용

항의 투입으로 인해 모형의 합성을 단하는 기 인 우도 검증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즉,낮은 자존감과 부모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의

험율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지 않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의 지지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험요인인 낮은 자존감이 그들의 재비행이 발생하는 기간까지의 험율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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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델2

B Wald Exp(B)

독립변수

우울 .022 5.594+ 1.023

부정 자아존 감 .648 10.420* 1.911

낮은 자기통제력 .554 6.201* 1.739

부모지지 -.446 6.105* .640

상호작용항 부정 자존감*부모지지 .185 1.022 1.204

통제변수

성별(기 :여성) .636 3.319+ 1.889

연령 -.320 8.423** .726

최 비행연령 .041 .068 1.042

범죄경력 -.099 5.953+ .906

처분내용(기 :보호 찰) 5.035

보호 찰+ 사 .287 .556 1.332

보호 찰+수강 .634 2.594 1.885

보호 찰+ 사+수강 .311 .816 1.365

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674 3.363+ 1.963

보호 찰+시설감호 탁 .339 .491 1.404

결혼상태(기 :결혼 사실혼) -.053 .074 .949

부모감독 -.126 .835 .882

래지지 -.057 .201 .945

ln비비행친구수 -.000 .000 1.000

ln비행친구수 -.063 2.332 .939

교육수 -.106 2.547 .899

학업성 .098 1.010 1.104

학교징계(기 :없음) .553 6.644* 1.738

무단결석(기 :없음) .390 2.157 1.477

도탈락경험(기 :없음) -.026 .017 .975

교사지지 .174 1.022 1.204

Δχ2=1.102n.s.

<표 18>부정 자존감의 향에 한 부모지지의 조 효과

주)***p<.001,**p<p.01,*p<.05,+p<.1

세 번째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요인으로 규명된 낮

은 자기통제력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해 부모지지

가 완충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낮은 자기통제력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

에 미치는 향이 어드는지를 확인하 다.분석 결과는 <표 19>에 제시되

어 있다.먼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모형의 합성을 단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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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모델2

B Wald Exp(B)

독립변수

우울 .020 4.597* 1.020

부정 자아존 감 .625 9.522** 1.868

낮은 자기통제력 .647 8.114** 1.910

부모지지 -.432 6.090* .649

상호작용항 낮은 자기통제력*부모지지 .437 2.773 1.547

통제변수

성별(기 :여성) .665 3.581+ 1.944

연령 -.317 8.443** .729

최 비행연령 -.015 .010 .985

범죄경력 -.095 5.503* .910

처분내용(기 :보호 찰) 4.126

보호 찰+ 사 .277 .522 1.319

보호 찰+수강 .548 1.961 1.730

보호 찰+ 사+수강 .294 .731 1.342

보호 찰+1개월이내소년원송치 .629 2.974+ 1.876

보호 찰+시설감호 탁 .283 .346 1.327

결혼상태(기 :결혼 사실혼) -.054 .080 .947

부모감독 -.112 .642 .894

래지지 -.011 .008 .989

ln비비행친구수 -.003 .005 .997

ln비행친구수 -.061 2.171 .941

교육수 -.100 2.263 .905

학업성 .057 .323 1.058

학교징계(기 :없음) .571 7.168** 1.770

무단결석(기 :없음) .374 1.982 1.453

도탈락경험(기 :없음) -.039 .039 .962

교사지지 .132 .0966 1.141

Δχ2=2.610n.s.

<표 19>낮은 자기통제력의 향에 한 부모지지의 조 효과

인 우도 검증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실제 연구모형에서 투입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역시 유의수 p<.05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결과 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모의 지지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험요인인 낮은 자기

통제력이 그들의 재비행이 발생하는 기간까지의 험율을 감소시키는 완충효

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주)***p<.001,**p<p.01,*p<.05,+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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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비행 험요인에 한 부모지지의 매개효과 기능:매개효

과모델 분석

[연구문제 3]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련성을 설명하는 매개변수를

확인하기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각의 험요인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이르는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보호요인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하

다.이를 검증하기 한 부모지지 매개효과의 기본 분석모형은 <그림 8>

과 같다.조 효과모델과 동일하게 주효과모델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험

요인인 우울,부정 자존감,낮은 자기통제력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해 보호요인으로 규명된 부모지지가 매개하는지를 각각 분

석하 다.이를 해 각각의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회귀계수 값을 추정한 결

과가 <표 20>에 요약되어 제시되었다.

                                                    e2

                      a      

매개변수: 

M           b

독립변수: 

X                          c'                     

변수: 

Y

                                                       e3

                           Y = i1 + cX + e1

                           Y = i2 + c'X + bM + e2

                           M = i3 + aX + e3

<그림 8>매개효과 모델

첫째,<표 20>의 우울에 한 부모지지의 매개효과를 추정한 [모델 1]에

서는 총효과의 추정값()은 0.02254(0.00895)로 나타났으며,이는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정된 직 효과(')는

0.02175(0.00923)이며,이는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그리고 매개변수의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0.44317(0.16909)으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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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수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매개변수인 부모

지지를 종속변수로 놓고 우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우울의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0.00478 (0.00320)이었으나,유의수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검증결과,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제로서 와 값이 기본 으로 모

두 통계 으로 유의미해야 한다는 조건 에서(Mackinnon,2008),a경로의

추정 회귀계수 값인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옴에 따라,본 연구

에서 수립된 가설 3-1은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우울이 비행

청소년의 재비행까지 걸리는 기간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해 부모지지

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비고
우울(s.e.) 부정 자존감(s.e.) 낮은 자기통제력(s.e.)

c경로 0.02254(0.00895)* 0.83924(0.17401)*** 0.48458(0.21424)*

매개변수:

부모지지

c'경로 0.02175(0.00923)* 0.65739(0.19487)*** 0.54204(0.21678)*

b경로 -0.44317(-0.44317)* -0.44317(0.16906)** -0.44317(0.16906)**

a경로 -0.00478(0.00320)n.s. -0.41916(0.05918)*** 0.11053(0.07055)n.s.

매개효과(ab) - 0.18576* -

<표 20>매개효과모델의 추정치

주)***p<.001,**p<.01,*p<.05

두 번째 연구가설 3-2는 부정 자아존 감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이

르는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부모지지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수립된 가설이다.이를 검증하기 해 각각의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회

귀계수 값을 추정한 결과가 <표 20>의 [모델 2]에 요약되어 제시되었다.추

정된 총효과()는 0.83924(0.17401)로 나타났으며,이는 유의수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추정된 직 효과(')는 0.65739(0.19487)

이며,이는 유의수 p<.0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그리고 매

개변수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0.44317(0.16906)으로 이는 유의수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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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매개변수인 부모지

지를 종속변수로 한 독립변수 자존감의 회귀계수 값(a)을 추정한 결과 회귀

계수의 추정값()은 -0.41916(0.05918)이었으며,유의수 p<.0001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검증결과,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최소 제로서 와 값이 모두 통

계 으로 유의미해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함에 따라,추정된 총효과()는

0.83666이고,직 효과(')는 0.65258,매개변수의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0.44644,그리고 자존감의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0.41658이므로 매개변수

인 부모지지의 매개효과는 ()()이고 그 크기는

0.18576((-0.41916)*(-0.44317)=0.18576)이다. 한,(')≠ 0이거나 ()()≠

()이고 ()()<()이므로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고 있다.즉,부모지지는 부

정 자존감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한 매개효과는 0.18598이다.

한,매개효과의 통계 유의성 검증을 해 sobel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므로 검증 결과 H0:()()=0이라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부정 자아존 감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

에 미치는 총효과(c)는 약 131.46%(=exp(0.83924)-1)씩 증가하는데,여기에

직 효과(c')가 약 92.97%(=exp(0.65739)-1) 으며,부모의 지지로 인한 매

개효과가 약 20.41%(=exp(0.18576)-1)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

제로 부모지지를 투입하게 되자 부정 자존감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

에 미치는 향은 자아존 감의 평균값에서 한 단 감소할 때에 131.5%에서

93%로 어드는 것을 38.5%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을 매개할 경우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보호요인인 부모지지를 통해 재비행의 험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으로 보호요인이

험요인을 매개하여 험요인으로 인한 부정 결과에 향을 미친다는 선

행연구와 일치한다(Smokowiski,Reynolds,andBezrucko,1999;Cron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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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Cunningham,2004;김순규,2006).한편 <표 20>의 [모델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부정 자아존 감이 증가할수록 는 자아존

감이 낮아질수록 부모의 지지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에(a경로),보호 찰 상 청소년의 부모는 오히려 철회하는 모습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이러한 연구결과는 Wheaton(1985)이 제시한 매개

효과모델 에서 기타 모델에 해당하며,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계가

서로 반 인 경우에 해당되는 연구결과이다.즉,보호요인인 부모지지를 통해

종속변수인 재비행의 험율에 한 부정 자존감의 간 효과가 총 효과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모델을 의미한다(김동일 외,2007;이상 ,2007).

세 번째 연구가설 3-3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이르

는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부모지지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수립된 가설이다.이를 검증하기 해 각각의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회

귀계수 값을 추정한 결과가 <표 20>의 [모델 3]에 요약되어 제시되었다.총

효과의 추정값()은 0.48458(0.21424)로 나타났으며,이는 유의수 p<.05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직 효과(')는

0.54204(0.21678)이며,이는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그리고 매개변수의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0.44317(0.16906)으로 이

는 유의수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표 20>의 [모델 3]에서 경로계수인 a값은 매개변수인 부모지지를 종속변수

로 한 독립변수 우울의 회귀계수 값을 추정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결과이다.

분석결과 자존감의 회귀계수의 추정값()은 0.11053(0.07055)이었으나,유

의수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검증결과,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한 제로서 와 값이 기본 으로 모

두 통계 으로 유의미해야 한다는 조건 에서(Mackinnon,2008),a경로의

추정 회귀계수 값인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옴에 따라,본 연구

에서 수립된 가설 3-3은 지지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낮은 자기통

제력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까지 걸리는 기간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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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지가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험요인과 보호요인 기능 비교 분석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에 투입함으로써 재비행의 험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모형을 구성하 다. 한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를 가지고 다음

과 같이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비교·검토하고자 하 다.첫째, 험

요인의 기능과 련하여 주효과모델에서 가정된 다양한 험요인들이 재비행

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 다.둘째,보호요인의 기능과

련하여서는 세부 으로 먼 ,주효과모델에서 가정된 다양한 보호요인들이

독립 으로 재비행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 다.다음으

로, 험요인에 함께 독립변수와 동일한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재비

행의 험율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확인하는 조 효과 모델을 검토하 다.마

지막으로,보호요인의 기능이 독립변수와 동일한 차원에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험요인이 독립 으로 온 하게 재비행의 험율에 향을 미치는

지 혹은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력이 매개요인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력으로 분산되어 향을 미치는 것인지,아니면 해당 험요인이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로 인해 간 으

로 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 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연구모형을 수립하여 궁극 으로는 어떠한 분석모형에서 험요인과 보호요

인의 기능을 합하게 설명하는지를 경험 으로 검토하는 데에 궁극 인 목

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1-1와 1-2,연구가설 2-1,그리고 연구가설

3-1을 검증하기 해 각각 연구모형을 통해 분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

구모형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효과모델을 통해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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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험요인에는 심리 요인인 우울,

부정 자존감,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 변수만이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난 보호요인에는 부모 변인인 부모지지만이 유의미하게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험요인으로 확인된 우울,부정 자존감,그

리고 낮은 자기통제력 변수들에 해 보호요인인 부모지지 요인의 기능을

심으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검토하 다.

먼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한 주효과모델에서는 우울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

치는 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즉,우울이 평균값에서 1단 증가할 때마

다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은 2.1%씩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주효과모델을 통해 확인된 험요인인 우울이 역시 보호요인으

로 나타난 부모지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는지를 검토한 결과 유의수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보호요인인 부모지지는 비행청소년의 우울이 재

비행의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우울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매개요인인 부모의 지지와 함께 분산되어 향을 미치는 것인지 혹은

우울이 직 으로는 재비행에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부모지지를 받게 되

자 재비행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분석 결과 우울

이라는 독립변수가 높아질수록 부모의 지지가 증가하는가를 검토하는 경로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의 기능이 지지되지 못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의 보호요인의 경우 우울이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이는 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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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통계 으로 유의한 완충효과와 매개효과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우울의 감소를 한 직 인 개입모델이 요구

된다고 할 수 있겠다.따라서 우울은 부모지지라는 외 인 보호요인보다는

비행청소년이 갖고 있는 다른 심리내 인 지지 자원들에 한 근을 고려하

는 개입모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부정 자존감에 한 부모지지의 기능에 한 연구모형 부정

자아존 감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 다.분석 결과 부정 자존감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

간까지의 험율에 유의수 p<.01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

는 두 번째 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즉,부정 자아존 감이 평균값에

서 1단 증가할 때마다 재비행의 험율은 88.1%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 자아존 감이 보호요인으로 규명된 부모지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는지를 검토하

다.분석결과 유의수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에 따라 부모지지는 부정 자존감이 재비행의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정 자존감이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

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보호요인으로서 매개요인인 부모지지와 함께

분산되어 향을 미치는 것인지 혹은 부정 자존감이 직 으로는 재비행

에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부모지지를 받게 되자 재비행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 다.분석결과 부모지지는 유의수 p<.05수 에서 통

계 으로 유의미하게 부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부정

자존감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의 일부를 부모지지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간 으로 재비행의 험율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것이다.구체 으로는 부정 자존감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의

체 인 크기는 약 131.46%인데,여기에 부정 자존감이 직 으로 향

을 미치는 크기는 약 92.97%이며,부정 자존감이 부모지지로 인한 매개효

과의 크기는 약 20.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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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지지라는 보호요인은 부정 자존감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의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해 부정 자존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험요인의 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의 기능보다는 부정 자존감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부분 으로 여함으로써 험요인과 재비

행 기간까지의 험율 간의 인과 계에 기여하는 매개효과의 기능이 더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에 한 부모지지의 기능에 한 연구모형에

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유의수

p<.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낮은

자기통제력이 평균값에서 1단 증가할 때마다 재비행의 험율은 75.4%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이 보호요인으로 규명된 부모지지와의 상호작

용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감소시키는지를 검토하

다.분석 결과 유의수 p<.05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에 따라 부모지지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재비행의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

는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

에 미치는 향이 매개요인인 부모지지와 함께 분산되어 향을 미치는 것인

지 혹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직 으로는 재비행에 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부모지지를 받게 되자 재비행에 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 다.

분석 결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부모지지에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경로

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기능이

지지되지 못하 다.

따라서 부모지지라는 보호요인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해 어떠한 통계 으로 유의

미한 기능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의 향상을 한 직 인 개입모델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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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함의

제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을 감소시키고 방

하기 한 근본 인 목 을 가지고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증가시키거

나 감소시키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과,이 게 규명된

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심으로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보

호요인이 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소시키는지,혹은 보호요인의 투

입으로 인해 험요인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한 직 향이

어드는지를 확인함으로서 궁극 으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

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들을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먼 ,생존분석에 한 반 인 기술 분석결과로 체 연구사례 가운데

34.2%인 130명이 재비행을 하 으며,보호 찰을 시작한지 34주차인 약 8～9

개월 이내에 130명 125명이 재비행을 함에 따라 이후부터는 생존곡선이

거의 완만해지면서 재비행의 발생은 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모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 째,주효과모델에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독립 인 기능을 검토하

다.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향을 미치

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이론 인 검증뿐만 아니라 실제 개

입을 한 실천 ․정책 개입의 함의를 주게 된다는 에서 의미 있는 일

이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을 개시하는 시 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들의 재비행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과의 계를 살

펴보았다.

분석결과,우선 으로 유의수 p<.05에서 독립변수들 에서는 심리

요인인 우울,낮은 자아존 감,낮은 자기통제력과 부모요인 에서는 부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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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기타

범죄 련 배경 요인 에서는 연령과 범죄경력 등이,학교 련 요인 에서

는 학교징계 경험만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주요 요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

째,심리 요인 에서 우울과 부정 자존감,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재

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부모 요인 에서는 부모지지 변수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재비행 기간

까지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해 나머지 역별로 확인된 주요

요인들의 기능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범죄 련 요인들

가운데,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들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p<.1). 한,연령이 높아질수록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은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범죄경력이 많아질수록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

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보호 찰 처분과 련해서는

보호 찰처분을 기 으로 보호 찰에 1개월이내 소년원송치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오히려 상 으로 재비행 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1). 래 특성 에서는 래의 지지가 평균에서 한 단 증가할수록 재

비행의 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1).마지막으로,학교 요인

에서는 학교징계를 받은 비행청소년이 그 지 않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재비

행 기간까지의 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보호요인의 완충효과 기능을 검토하 다.이를 해 주효과모델

을 통해 확인된 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심으로 험요인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보호요인이 험요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 다. 험요인에 한 완충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보호요인

에 한 개입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분석결과,우울과,부정 자존감,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 모두는 각각 부모지지와의 독립 인 상호작용을 통

해 재비행의 험율을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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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보호요인의 매개효과기능을 검토하 다.보호요인을 투입으

로 인해 험요인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한 직 향이 어드

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보호요인이 포함되었을 때 해당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이 없거나 혹은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이 어들게 하

는 기능을 하는지를 검증하 다.분석 결과,우울과 낮은 자기통제력을 제외

하고 부정 자존감만이 부모의 지지가 포함되었을 때에 부정 자존감이 재

비행에 미치는 험율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부모

지지는 부분 매개효과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본 연구에서 심이 있는 독립변수들 에서는 심리 요인들

이 모두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 요인 에서 부모지지는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낮추는 기

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확인된 주요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계를 크게 상호작용모델과 매개효과모델을 구성하여 각각의 험요인과 보

호요인의 기능을 심으로 살펴본 결과,우울과 낮은 자기통제력에 해서는

부모지지가 조 효과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고 독립 인 주효과만을 보이

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낮은 자존감에 해서는 부모지지

가 상호작용을 통한 완충효과를 보이기보다는 매개효과를 통해 재비행에 미

치는 험율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논의

본 연구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을 상으로 그들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비교·검토함으로써 하는 각각의 기능을 설명

하는 데에 목 이 있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연구모형을 통해

각각의 모형에서 제시하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설명하고 그 결과

를 바탕으로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제시하고자 하 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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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재비행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확인 기능 분석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

과 련하여 첫 번째 연구모형은 [연구문제 1]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된 각각의 역별 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이 재비행 기

간까지의 험율에 독립 으로 어떠한 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

하기 한 주효과모델이다.분석결과,독립변수들 에서 우울,낮은 자존감,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으로 구성된 심리 요인들과 부모 요인 에서 부모

지지만이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리 요인으로 먼 우울 수 이 높을수록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

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는 이미 비행을 경험한 청소

년들의 경우 비행을 경험함으로서 겪었던 다양한 발달 실패 경험이 우울의

수 을 높이게 되고(Capaldi,1991,1992)이것이 다시 비행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이주 ·오경자,2011;ByesandLoeber,

2003). 한 재비행의 험을 사정하는 도구의 내용 에서 주요 정신과 진

단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한 진단들 에서 우울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의 결과((McManus, Alessi,

Grapentine,andBrickman,1984;Puig-Antich,1982)를 뒷받침해주는 경험

인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낮은 자존감의 경우에도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결과는 비행청소년 개인 수 의

험요인들 에 하나임을 주장하는 선행연구(Jessor,Bos,Vanderrynm Costa,

andTurbin,1995)의 결과와 일치하는 일 된 연구결과이다. 한 부정 자

아존 감의 경우 형사사법체계를 거치면서 비행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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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하가 문제가 되어 결국 재비행의 험이 높아지게 된다는 낙인이론

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낮은 자기통제력 역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낮

아 충동을 조 하지 못하게 되어 비행을 지르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LipseyandDerzon,1998).특히 비행청소년들이 지속 으로

비행을 지르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고 험

군에 속하는 경우 성인이 되기 이 부터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에

해 집 인 개입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험군에 속하게 되는 비행청

소년들이 갖는 특성 에 하나가 바로 낮은 자기통제력 즉,충동 인성을

보인다는 에서 요한 측요인이 된다. 한 자기통제이론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경우 그들이 범죄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별다른 범

죄의 기회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 의 범죄 경험으로 인

해 자기통제력이 약해져 있으므로 다시 재비행을 어렵지 않게 지르게 된

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그들의 재비행을 측

하는 주요 험 요인으로 지지된 선행연구(SpellacyandBrown,1984)의 결

과를 뒷받침하는 경험 연구 결과이다.

마지막으로,부모지지는 다른 변수들의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

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는 통 인 가족 련 보호요인 연구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Durlak,1998;FraserKirby,and Smokowsky,2004;

Stouthamer-Loeberetal.,2002;WernerandSmith,2001;Wiliamsetall.,

2004),부모지지가 재비행을 지르게 되는 험에 놓여 있는 비행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재비행을 지르지 않는 행동을 설명해주는 요인이라는 주장을 뒷

받침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즉,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계의 질과,온

정,그리고 지지 계를 포함하는 부모로부터의 사회 지지는 재비행의

험에 처한 청소년들로 하여 재비행을 지하게 하는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효과모델의 분석 결과 에서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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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가정하여 분석에 포함된 나머지 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의 기능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먼 ,범죄 련 배경 요인들 에서 성별의 경우 여성보

다는 남성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

은 결과는 통 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하여 공통 으로 언 되는

바와 같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재비행의 험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

(Vermeriren,de Clippele,Schwab-Stone,Ruchkin,and Deboutte,2002;

Vermeiren,Schwab-Stone,Ruchkin,deClippele,andDeboutte,2002)와 일

치한다.다음으로 연령의 경우 조사 상 비행청소년의 연령이 평균값에서 1

단 씩 증가할수록 재비행기간까지의 험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 으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범죄를 지르

게 될 가능성이 어들게 되며(Farrington,1986;HirschiandGottfredson,

1983),심지어는 범죄를 지른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 덜 범죄를 지르게 된다는 선행연구(CohenandLand,1987;Gottfredson

andHirschi,1986)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먼 ,부모 련 요인들 에서 선행연구(Loeber and Stouthamer-

Loeber,1986;SynderandPatterson,1987;Utting,Bright,andHendricson,

1993;Robins,1979)에서 부모 련 험요인 항목으로 공통 으로 지 되는

요인들 에 하나인 부모감독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상 으로 부모의 지지와는

다르게 정서 인 측면보다는 훈육 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모 감독의 경우 보

호 찰 청소년들이 법원으로 결을 받고 보호 찰 공무원으로부터 물리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부모나 보호자의 통제 인 태도를 받아들

이는 것이 재비행에는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단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 구조 역시 비행청소년의 지속 인 비행에 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 에 하나이지만(Wassermanetal.,2003),본 연구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이는 본 연구에

서 가족구조의 해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이유가 이혼인 것을 나타난 을

감안할 때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혼율의 증가를

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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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요인들 에서는 래지지만이 통계 유의도가 높지는 않지만

(p<.1)재비행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지지와

마찬가지로 래지지는 래를 선호하며 의존하는 행동이 증가하게 되는 청

소년기에 부모지지 못지않게 요한 사회 지지원으로 작용한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의 비행과 련하여 언 되는 친구요

인들 가운데 친구의 지지를 공통 으로 강조하는 논의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장 ,1998;박 선,1998;유성경,2000;김선희,2001;이애령,

2003,Athur,etal.,1997).청소년기의 친구 계는 이 시기에서 가장 요

한 거집단이었던 부모의 인 향을 벗어나 친구들과의 계형성을 통

해 새로운 행동규범을 형성하고, 인 계의 수립,사회성 발달 등을 가져오

게 하는 새로운 거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따라서 격하게 세상에

한 시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일반 청소년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친구들과 달리 형사사법 체계를 경험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처지를 이

해해주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지지를 제공해 수 있는 래들로부터의 지

지를 통해 한 상황 단 처방식을 학습함으로써 재비행의 험을

일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행연구(Elliott,Huizinga,and Ageton,1985;Farrington,

1986)를 통해 험요인으로서 일 되게 논의되는 친구와의 교류를 본 연구에

서는 비행친구나 비행을 하지 않는 친구 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 으나,분

석결과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이

미 비행을 지른 비행청소년의 경우 형사사법 차를 거치면서 주변 친구들

과의 계가 어느 정도 정리될 수는 있기 때문에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

에 해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 선행연

구를 통해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측하는 래 련 주요 요인으로는

지 되는 래로부터의 거부나 래의 일탈(BendaandTollet,1999),범죄행

동을 하는 친구와의 (Mulderetal.,2011)등이 확인되었다.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과 련되어

래와의 교류는 그들의 재비행 험율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에 따라,이는 래와의 교류가 재비행을 측하는 래 련 주요 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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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래친구와의 교류 특히 비행친구와의 교류를 비행친구수를

범주로 구분하여 하 집단별로 재비행 기간까지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

과에서는 체 으로 비행친구의 수가 어도 6명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며 생존기간이 그보다 은 집단들에 비해 통계 으로 유의

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를 볼 때에 단일 변수

로서 순수하게 비행친구수가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살

펴보면 비행친구의 수가 6명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는 상 으로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 으로 학교특성 요인들 에서 비행을 측할 수 있

는 험요인들로 규명된 무단결석 경험을 비롯하여,기타 통제변수로 교육수

,학업성취도,학교징계,학교징계 경험 등의 변수들을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 다.분석 결과,학교징계 경험만이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경험 있는 경우 그 지 않은 경우보다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즉,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

의 학교징계 경험은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험요인인 것으

로 나타났다.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나 문제행동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 등이 비행의 험요인으로서 작용할 뿐만 아니라

(MaguinandLoeber,1996),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주요 측 변인이라는

선행연구(Funk,1999)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이는 학업에는 심이 없고 학

교에서의 문제행동이나 심각한 비행으로 인해 경찰서나 형사사법 기 에 자

주 가야하는 일이 생기고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은 청소년의 경우

에 재비행 험율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범죄 련 변수들 에서 비행청소년들이 보호 찰을 처분을 받은

내용들에 한 변수들을 더미변수로 투입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체 으로 보호 찰처분 내용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한 주된 개

입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보호 찰만을 받은 비행청소년

들을 기 으로 보호 찰처분에 더해서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처분을 함께 받

은 청소년들의 경우 통계 으로 유의도는 높지 않게 나타났지만(p<.1),오히



- 138 -

려 그들에 비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즉,보

호 찰처분과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처분을 함께 받은 보호 찰 상 비행청

소년의 경우는 다른 비행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상 으로 한 범죄를 지

른 보호 찰 상 청소년들에게 상징 으로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용되는 처

분임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보호 찰 처분만을 받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이다.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부분의 재비행을 지르는 비행청소년들이 지니는 범죄 련 특

성과 일치한다.즉,비행청소년들은 그들이 지르는 비행의 심각성으로 인해

형사사법 당국으로부터 받는 처벌의 강도가 클수록 재비행을 가능성이 높다

는 선행연구(TracyandKempf-Leonard,1996;Wolfgang,Figlio,andSellin,

1972)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이다.

마지막으로,보호 찰 상 청소년의 보호 찰 기간과 재비행과의 계를

생존함수의 추정을 통해 기술 으로(descriptively)분석한 결과,보호 찰 개

시일로부터 약 34주차에 이르러 찰기간 내에 재비행을 지른 체 보호

찰 상 청소년 130명 에서 124명이 재비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행친구수의 범주에 따른 생존기간을 분석한 결과 비행친구수가 6∼

9명인 보호 찰 상 청소년들이 타 집단에 비해 가장 빠른 기간에 재비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으며,10명 이상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다음

으로 보호 찰 상 청소년들의 범죄경력에 따른 재비행 기간의 분포를 살펴

본 결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범죄경력이 3∼5범

인 집단이 상 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재비행을 지르지 않고 남아있

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체 으로는 범죄경력이 증가할수록 재비행에 이르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보호 찰처분 범주에 따른 재

비행에 이르는 기간별 분포를 비교한 결과 역시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지만,상 으로 죄질이 경미하여 보호 찰 처분만을 받은 비행청소

년 집단이 상 으로 가장 오랜 기간동안 재비행을 지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보호 찰과 수강명령을 동시에 처분받은 집단이 가장 빨리 재비

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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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비행 험요인에 한 부모지지의 조 효과 기능 분석

보호요인의 기능 에서 상호작용모델이 갖는 의미는 험요인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험요인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완충하

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으며,이는 곧 보호요인의 개념과도 연

결된다.즉,보호요인은 단순히 험요인의 부재나 연속선상에서의 반 의 개

념을 의미하기 보다는 험한 상황에 놓여있을지라도 보호요인이 험요인의

향을 조 하여 부정 결과에 미치는 향을 이는 기능을 하는 요인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이론 분석틀을 반 하여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먼 확인하고,[연구문제 2]와 같

이 이를 통해 규명된 부모지지라는 보호요인을 우울,자존감,그리고 자기통

제력이라는 험요인과의 상호작용항을 구성하여 각각의 재비행 험율에 미

치는 향을 완충하는지를 검토하 다.분석결과,부모지지라는 조 변수는

우울,자존감,그리고 자기통제력 어느 변수도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퉁계 으로 유의미하게 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 구성한 험요인들의 경우 부모지지라는 보호요인과는 직 으로 상호

작용을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한,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의 성격에 기여한

바에서 부모 지지와 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환경 변수들의 향을 받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34)

먼 ,비행청소년이 겪는 우울의 경우 부모지지 뿐만 아니라 이 에 부모

로부터의 부정 계형성이나 부 한 훈육 등의 문제라든지 는 교사나

래로부터 받은 차별 우나,학교에서의 실패 경험 등의 복합 인 요인

들이 원인이 되어 재의 우울 수 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본 연구에

서 가정한 부모지지와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34)다른 한편으로 사회 지지 변수의 조 효과에 한 조 효과 검증에서 고려될 수 있는

은 Komproeetal.(1997)의 연구와 Jasinskaja-Lahtietal,(2007)의 연구에서 공통 으

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부모로부터의 사회 지지에 한 비행청소년의 이용가능성에

한 인식과 실제로 이용 여부를 구분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선행연구와 달리 유의미하

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이라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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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행청소년이 겪는 우울의 경우,이를 스트 스 과정모델의 에서 본

다면 이 에 이미 비행과 같은 인생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스트 스원이

되고,다양한 사회 지지와, 처기제,그리고 자신의 삶에 한 지배력

(mastery)와 같은 스트 스 처 자원 등의 향을 받은 결과로서 생긴 것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에(Pearlin,Menaghan,Lieberman,andMullan,1981;

Pearlin,1999),보호 찰 기에 형성되어 있는 비행청소년의 우울은 본 연구

에서와 같이 부모지지라는 외 자원으로 인한 조 효과 보다는 오히려 자존

감이나 자기통제력과 같은 내 자원에 의해 조 되는 것으로 상할 수 있

다.

비슷하게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에,비행청소년의 자아존 감

의 경우에도,형사사법 차를 거쳐 자신에 한 부정 자아정체감을 형성

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그러한 자존감의 형성에 기여한 상들이 부모로부터

의 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받은 낙인에서 비

롯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 연구에서 보호 찰을 시작하면서 부모로부터의

지지가 비행청소년의 자존감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자기통제력 역시 부모지지와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자기통제력의 경우 통 으로 일반이론에서 주장

하는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부모로부터의 양육 패턴

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것이지만,본 연구에서와 같이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미하지 않게 나온 은 비행청소년이 재비행을 지르게 된 상황에서의 자

기통제력은 래 지지와 같은 다른 외부의 환경 요인에 의해 더 향을 받

을 것으로 상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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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비행 험요인에 한 부모지지의 매개효과 기능 분석

보호요인의 기능에 한 다른 모델은 부정 결과에 미치는 험요인

의 향이 보호요인의 기제에 의해 매개되는 것이다.이를 통해 험요인의

향이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통해 간 으로 부정 결과에 향을 미치

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이론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도 [연구문제 3]에서와 같이 우울,자존감,그리고 자기통제력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에 해 부모지지라는 매개요인이 작용을 하여 궁극

으로 재비행의 험율을 이는 기능을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 다.

분석결과,첫째,우울의 경우 부모지지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

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비

행청소년의 우울이 부모의 지지와 음의 상 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인과 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성립되지 않은 결과에 기인한다.즉,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우울이 부모지지를 유의미

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이 부모로터 받는 사회 지지요

인은 우울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인과 계에서 매개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자존감의 경우 부모지지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미

치는 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비행청소

년의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재비행의 험율에 직 으로 부정 향을 미

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보호요인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침에 따라 결국,부

정 자존감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은 부모지지라는 요인이 매개

할 때에 어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며,이를 통해 부모지지를 통

해 부정 자아존 감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특히,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의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즉,부정 자존감이 증가할수록 부모지지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일반 으로 청소년의 자존감은 부모

지지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연구결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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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er,2002), 한 부모지지가 낮아질수록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에,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자존감의

경우 그들에 한 부모의 방기(放棄)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즉,비행

청소년이 형사사법체계의 과정을 거쳐 사회로부터 받은 낙인으로 인해 자존

감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부모가 지지를 덜 보이게 되고,이것이 결국 그들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

이다.따라서 보호 찰 상 청소년의 부정 자존감에 한 부모지지의 방

기효과를 좀 더 살펴보기 해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계를 좀 더 구체 으

로 밝힐 수 있는 성격을 지닌 를 들면,부모 자녀 간의 애착,의사소통 등

과의 계에 한 추가 인 논의가 요구된다.

세 번째,낮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부모지지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결과

는 비행청소년의 낮은 자기통제력이 부모의 지지와 음의 상 계에 있음에

도 불구하고 양자 간의 인과 계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성립되지 않은 결

과에 기인한다.즉,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아짐에도 불구하

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부모지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

에 매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이 부모로터 받는 사회 지지요인인 부모지지의 경

우 낮은 자기통제력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인과 계에서 매개기능

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재비행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 분석

본 연구의 목 은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험율을 높이거

나 낮추는 기능을 하는 다양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검토하고,확인된 각

각의 험요인들에 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에 미치는 향을 상호작용

을 통해 이는 기능을 하거나 는 매개효과를 통해 이는 기능을 하는지

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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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목 으로 한다.이를 해 먼 ,주효과모델을 통해 심리 요인,가

족 요인, 래 요인,학교 요인과 같이 다양한 험요인과 보호요인들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 다.분석 결과 독립

변수들 에서 심리 요인들만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

을 하는 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주효과모델을 통해 험요인

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심리 요인인 우울,자존감 그리고 자기통제

력,이상의 세 가지 험요인들에 해 보호요인인 부모지지가 어떠한 기능

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분석결과,부모지지는 우울,자존감,자기통제력 등

의 독립변수의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 으로 재비행의 험율을 낮

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래 요인과 학교 요인 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모형에서는 첫 번째 연구모형인 주효과모델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각각의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

는 향을 부모지지라는 보호요인이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는지를 확인하

다.분석결과,보호요인인 부모지지는 우울,낮은 자존감,낮은 자기통제력이

라는 험요인과는 모두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상호작용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행청소년 개인이 겪는 심리 문제인 우울,낮은 자

존감,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의 변수들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력을 부모지

지라는 보호요인이 완충하는 기능을 하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

다.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 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본 연구에서 심을 가진 험요인들과 보호요인 간에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보호요인이 재비행

과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낮은 수 과 높은 수 의

험요인들에게 동일하게 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Hoge and Andrews,1996).35)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Rae-Grant,Thomas,Offord,andBoyle(1989)에 의해 보고된 바와 유사한 결

35)이러한 기능을 하는 요인에 해 Luthar(1991)와 Mastenetal.(1988)는 보호요인이라는

용어 신에 보상 변수(compensatoryvariables)라는 용어를 제안하 다.



- 144 -

과를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연구모형으로서 마찬가지로 주효과모델에서 유의미하게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부모지지 요인이 우울,낮은 자존감,낮은 자기통제력

이라는 험요인들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계를 각각 매개하는 기능

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낮은 자존감 요인만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자아존 감이 낮아질수록 부모의 지지가 높아지

고,이에 따라 재비행의 험율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부모지지

요인이 매개변수로 추가할 경우 낮은 자존감 요인이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

는 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부모지지라는 보호요인을 매개변

수가 확인되는 경우에 낮은 자존감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보다 잘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이며,보호요인인 부모지지를 통해 재비행의 험율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양한 험요인과 보호요인들 에서 심

리 요인인 우울,낮은 자존감,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은 재비행 기간까지

의 험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험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부모지지 요

인만이 다른 변수들의 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 으로 재비행 기간까

지의 험율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이와 같은 분

석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요인인 부모지지의 기능은 험요인이 우울과 자기통

제력인 경우에는 별 다른 기능을 하지 못하고,독립 인 주효과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험요인이 낮은 자존감인 경우에는 매개효과모델 만이

유의미하게 보호요인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 함의

1.이론 함의

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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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요인의 기능을 확인하고자 하 으며,다음과 같은 이론 함의를 갖는다.

첫째,재비행의 험율에 향을 미치는 심리 요인들 에서는 부정

자존감,낮은 자기통제력,그리고 우울의 순으로 향력이 높게 나타났다.이

러한 연구결과는 비행청소년에 한 재비행의 험을 측하거나 개입을 하

기 해서는 개인의 심리내 인 문제들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한 실증 증거가 될 수 있다.분석 결과를 이론 에서 각각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먼 부정 자존감의 경우 비행청소년들이 형사사법체계를

거치면서 경험하게 되는 자존감의 하가 결국 그들의 재비행의 험을 증가

시키게 된다는 낙인이론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하고 할 수 있다.그리고 낮

은 자기통제력의 경우 한편으로는 비행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성장과정을 통

해 형성된 부정 결과로서 자기통제력이 약해짐에 따라 비행청소년이 되고

이들이 다시 범죄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에 주변에서 범죄의 기회요인으로

부터 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재비행을 하게 된다는 자기통제이론을 뒷

받침하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행동에 연루되는

경향에 있어서 개인별 차이를 강조하는 범죄 경향 이론들에서 강조되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지속 인 재비행을 측하는 주요 변인임을 지지하는 연구 결

과라고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우울의 경우 경험 으로 이미 비행을 경험한

비행청소년의 경우 그들의 재비행에 한 치료 개입의 결과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재비행을 측하는 주요 변인이 됨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다.

다음으로 가족 요인들 에서는 부모지지 요인만이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을 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부터의 정 인 지지 역시 재비행

을 측하거나 개입모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한 실증 근

거가 된다.비행청소년들은 비행을 지름으로 인해 형사사법체계를 거치면

서 자신의 인생과정에서 그들의 인생 궤도에 구체 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이때에 부모지지라는 보호요인에 한 개입을 통해 이것이

그들의 인생과정에서 환 이 되어 재비행의 험을 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연령등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하여서 주효과모델을 통해 확인된 각각

의 험요인과 련되어 본 연구에서 심을 가진 요인 특히,우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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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보호요인인 부모의 지지와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

을 이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이러

한 결과는 통 으로 비행과 련된 경험 연구들이 부모지지와 같은 보호

요인의 기능을 강조하기 해 우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고하는 선행연구

들과는 다른 결과이다.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본 건과 련하여

보호 찰을 시작하는 시 에서 보고되는 우울을 이 단계에서 경험한 다양

한 인생사건과 이에 한 부정 결과에 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하는 처

자원들 간의 향을 반 한 결과라고 본다면,보호 찰 시 에서의 부모지지

는 우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이는 조 변수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 스트 스 과정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오히려 우울과 같은 부정 심리 결과물은 오히려 내 자원인 자아존

감이나 자기통제력 등의 내 처자원이나 다른 외부 환경과 같은 외

처자원의 성격을 지닌 보호요인들이 완충효과를 보일 것으로 상된다.

셋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하여서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각각 비

교하여 상 향력을 비교한다든지 혹은 험요인과 보호요인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연구 는 험요인

과 재비행과 련해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각각 존재하

지만,본 연구에서와 같이 세 가지 연구모델을 한꺼번에 비교하여 각각의 연

구결과를 토 로 보호요인의 기능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다.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 기법 Cox가 제안한 비례 험 모형을 사용하여 재비

행 발생에서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 다. 한 궁극 으로는

세 가지 연구모형에 한 분석을 통해 밝 진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하 다.특히, 통

으로 Cox의 비례 험 모형을 이용한 연구방법의 경우 주효과모델과 상호

작용효과 모델에 한 분석은 이미 알려져 있는 분석방법이지만,본 연구에

서 사용한 매개효과모델의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연구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즉,본 연구는 Cox의 비례 험모형을 이용하여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한 들을 극복하고 생존분석에서의 매개효과의 분석을 시도한 최 의 연구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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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만성 으로 재비행을 지르는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그들이 지닌

독특한 특성들이 존재함을 확인함으로써 재비행을 설명하는 경험 연구로서

이론 기여를 설명하는 것도 요하지만,본 연구에서 부모지지라는 보호요

인의 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재비행을 지르는 청

소년들이 보이는 상 으로 드러나 보이는 문제가 사실은 그와 련된 다양

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 있으므로 단순히 드러난 특정 요인 하나에 한

근 보다는 그와 련된 다수의 맥락 요인들과의 계를 밝 내는 것이

요하다는 것이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함의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연구의 흐름을 따른 경험 연구라는 데에 의

미가 있다.

마지막으로,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국내의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련 연

구가 그들의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자료의 신뢰성에 한 한계

이 제기되는 것과 달리 설문조사와 함께 주요 변수들의 경우 객 이고 공

신력 있는 행정기 의 자료를 병행하여 분석에 실제로 투입하여 사용함으로

써 경험 연구의 기본 제인 조사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문제를 극복

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2.실천 함의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련 요인을 규명하는 근본 인 목 은 그것이

정 이든 혹은 부정 이든 그들이 처해 있는 개인 인 요인뿐만 아니라,가

족, 래,학교 등의 환경 인 향 요인들을 우선 으로 고려함으로써 재비

행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이러한 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

을 수 있는 실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의 발생에는 어느 한 수 에서의 험요인만이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 에서의 복합 인 향력을 고려한 상

태에서 특정 험요인이나 보호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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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 개입을 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드러난 비행청

소년의 재비행의 감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 그 기제에 한 극 인 개

입은 우선 으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을 선별하는 작업에 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비행을 방하는 데에 효과 일 것이다.

둘째,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그들의 심리 요인들이었다.심리 험요인들은 보호

찰이 개시되는 시 에서 재비행과 련하여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이 갖

는 심리 험요인들이 갖는 의미는 법원으로부터 보호 찰 결을 받은 후

에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 험요인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이

다. 한 보호 찰 시 에서 보인 험요인들의 향은 그것들은 단순히 재

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이 의 다양한 심리사회 험요

인들로부터의 받은 향이 함께 반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험요인들에 해 극 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경험 으로

도 청소년의 비행과 련하여 험요인과 보호요인 가운데 개인 수 의 심리

문제들이 핵심 임을 제할 때(Barton,2011;MietheandMeier,1994),

비행청소년이 겪는 심리 험요인들에 한 심이 우선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부모지지라는 보

호요인의 기제에도 불구하고 재비행의 험율에 미치는 향이 유의하게 조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우울과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험요인에 한

집 개입이 요구된다.

셋째,본 연구에서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기간까지의 험율

에 한 보호요인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드러난 부모지지에 한 심이

극 으로 요구된다.그러나 실 으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억제하는

도구로서 가족체계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을 만큼 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된 연구에서는 보호요인으로서 부모의

기능과 련해서는 다른 청소년의 발달 결과물에 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의 기능에 한 논의보다는 상 으로 게 논의되고 있다.이는 통 인

청소년 비행이론들에서 가족의 기능이 주로 그들의 비행에 요한 향을 미

치기는 하지만 상 으로는 래의 향이 더 요하다는 논의들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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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여진다(FarringtonandLoeber,2000;Keenanetal.,1995;Hirshi,

1969).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보호요인의 용을 통해서

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이는 것이 일부분이지만 실증 으로

검증되었으므로 험요인에 한 우선 인 개입도 물론 요하지만 부모지지

와 같은 보호요인에 한 개입에 더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 실

으로 형사사법체계나 련 민간기 에서 가장 빈번하게 용되는 개입체계가

바로 비행청소년 개인의 심리내 역에 한 치료 근뿐만 아니라 바로

부모에 한 근이라고 할 수 있다.경험 으로도 비행청소년에 한 개입

로그램에서는 비행청소년 개인의 심리내 인 변화를 목표로 할뿐만 아니라

부모에 한 개입을 포함시켜 그들의 재비행을 억제하려는 시도는 흔히 발견

될 수 있으며 이에 한 타당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어 있다(Alexanderetal.,

1998;KumperandAlverado,1998;Henggeleretal.,1998;Reese,Vera,

Simon,andIkeda,2000;RiveraandFarrington,1995).

본 연구의 조사 상의 경우 반 이상인 55.2%의 경우 부모가 결혼상태

가 이혼·별거·사별 등이었으며,약 42% 정도는 재 양친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에,보호 찰 공무원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

과 함께 일하는 문가들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한 청소년들의 응에 해

먼 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부모로부터의 엄격한 훈육보다는 정 이고

극 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이와

같은 노력은 실 으로 재 비행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부모에

한 극 인 개입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인데,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

들의 부모나 보호자들을 상으로 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자녀와의 구

체 인 면담시간을 정해 담당 공무원이나 문성을 갖춘 상담 자원 사자를

원조를 받아 자신의 자녀들에게 정 인 사회 지지를 주는 방법을 교육받

고 그에 따른 개입 과정을 련 종사자들이 수시로 검하는 노력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넷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이기 해서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에 한 극 인 개입과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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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본 연구에서 밝 진 험요인들 에서 를 들면,두 가지의 험요

인을 갖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 발생의 험은 단순히 그 두 가지 험

요인의 향력을 합한 결과가 아니라 그 이상의 향력을 가진 결과로 나타

낼 수 있기 때문에,특정 역에 치우친 개입만으로는 한계를 갖게 될 것이

다.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뿐만 아니라 련된 선행 연구(Fraser,2004;

Herrenkohl,Aisenberg,Williams,andJenson,2011;JensonandHoward,

1999)에서 공통 으로 의미하는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역별

혹은 체계별 험요인은 단순히 특정 역에서의 험 상황에 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요인들 간의 상호작

용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다양한 역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

근이 요구된다(JensonandFraser,2006).

특히,외국에서는 효과 인 청소년의 비행 방 로그램의 구성요소로서

보호 찰에서의 지도감독과 비행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맥락을 동시

에 고려하는 것이 핵심 인 요소로 간주되는 것처럼(Lipsey,1992;Howell,

1995)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하지만

실 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를 담할 수 있는 교정사회복지사

제도가 미비하여 형사사법 차 속에 포함되어 있거나 교정시설이나 지역사회

에 거주하는 실제 비행청소년에 해 공식 혹은 직 으로 개입할 수 있

는 통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경찰단계에서부터 교정시설에서의 출소 후

나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에 해 개입할 수 있는 경우는 각 기 으로부터

탁받은 일부 련 기 에서만이 제한 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36)

더구나 이들의 개입도 시간 제한 이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생태학

즉,부모나 래,학교를 포함하는 다양한 근이 실 으로 불가능한 상황

이다.

본 연구의 조사 상인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경우 보호 찰 처분을

통해 강제 으로 사회 사명령이나 수강명령과 같은 로그램을 통해 개입을

36)물론,수용시설이나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경우 일부는 퇴소 후나 가출소 기간 동

안 혹은 보호 찰 기간 동안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운 하는 그룹홈을 통해 몇 가

지 기본 인 사회복지 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으나,이 역시 포 인 개입을 하기에는

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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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여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이 역시 시간제한 인 한계를 갖는다.따라

서 어도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보호 찰소

지소를 심으로 직 인 로그램 운 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서 별

도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들에게 극 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

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을 합리 으로 재 소에 배치시켜 기능하게 하는

효율 인 사례 리 근이 요구된다.즉,보호 찰공무원이 통 으로 실

시해왔던 업무로서 보호 찰 상 비청소년들을 상으로 재비행을 지르지

않도록 규칙사항을 수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지도감독은 직 인

사례 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여기에 어도 월 1회 보호 찰소로 찾아

오는 비행청소년들을 상으로 성과나 실 주의 개입보다는 보호 찰 처

분의 원래의 의도에 맞게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지역사회의 가용한 자원을

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문제 역별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문

원조 네트워크의 개발,연계,조정 방법을 극 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하는 간 사례 리 방법의 제공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다.연구의 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고 보호 찰 상 청소년이 지니는 환경 특

성을 반 하여 부모의 지지가 그들의 재비행을 이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간 사례 리의 방법에서 우선 으로 이용이 가능한 자원

인 부모를 포함시켜 련 문가와 함께 그들을 포함하는 원조 자원 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기간별 험율과 재비행 분포는

해당 실천가들에게 집 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에 한 정보를 제공해 다.

보호 찰 개시 후 재비행을 지른 비행청소년들 부분이 약 34주 이내에

재비행을 지른 것으로 나타나 보호 찰 개시 후 지속 인 지도감독과 그

외 인 개입을 통해 재비행 방지를 한 극 인 노력이 요구된다.즉,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들의 경우 비교 이른 시기에 빠르게 재비행을 지르

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을 상으로 하는 집 인 지도감독을 포함한 문

보호 찰 련 개입 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지 까지 제시한 다양한 실천 함의를 실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용하기 해서는 기존의 비행청소년들과 련된 형사사법체계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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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문화에 한 변화가 요구된다.외국의 련 문헌들을 통해 지 되는

형사사법체계 장에서 볼 수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Hemmelgarn,

Glisson,andJames,2006).먼 ,기존에 형사사법체계 조직 내에 존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부정 조직 문화로서 반복되는 사법처리 차에 따른 수동

이며 방어 인 문화가 존재한다.즉,과 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소진 상

역할 갈등,그리고 업무 스트 스로 등으로 사례 계획 개입 로그램

에 한 천편일률 근 방식과 같은 부정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다.다음으로 이러한 기존의 형사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부정 조직 문화

를 바꾸기 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첫째,비행

청소년에 한 시각의 변화를 제로 그가 지니고 있는 강 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이를 해서는 보호 찰 공무원의 역할에 한 명확한 제시

가 조직차원에서도 기본 으로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둘째,보호 찰

조직 차원에서 담당 보호 찰 공무원으로 하여 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방하기 해 부모의 지지와 같은 무형의 인 자원들을 필수 으

로 그리고 극 으로 개발·이용하는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이

바 어야 한다.셋째,효과 인 사례 리 체계를 구축하기 한 방안을 극

으로 마련하는 노력이 역시 조직 내에서 우선 인 개입 략으로 추진되어

야 한다.비록 외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보호 찰 상 청소년과 련하여

련 형사사법체계의 운 원칙에 해 이러한 변화 노력들이 조직차원에서

수반된다면,기존에 조직에서 궁극 인 성과로서 추진되고 있는 재비행의 감

소뿐만 아니라,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겪는 부정 인 조직문화도 어느 정

도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arton and Butts,2008;Barton,

Mackin,andFields,2008;Butts,Bazemore,andMeroe,2010;Kurtzand

Linnemann,2006).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 특히 보호 찰 장에서

도 이와 같은 내용에 한 용가능성을 타진해보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3.정책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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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서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규

명하고 보호요인의 구체 인 기능을 살펴보는 연구는 비행청소년들이 향후

성인범죄자로의 길을 어들 가능성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에서 형사정책 으로 그리고 청소년과 련한 반 인 정책 차원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지닌다.즉,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된 요인들 에서

험요인은 억제하고 보호요인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비행청소년 련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그리고 정책 반응들의 결과

로서 형성된 다양한 련 정책들이 실제 장에서 비행청소년들을 상으로

하는 각종 개입 로그램과 서비스들이 의도한 바 로 경험 으로 제공되는

지에 한 일련의 평가 과정 한 요구된다.

비행청소년에 한 정책 근은 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고려할 때에

포함된 다양한 생태학 들에 한 주의를 요구하게 된다.즉,단순히 어

느 한 가지 요인에 한 근보다는 그러한 요인에 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

락 요인들에 한 종합 인 고려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 본 연구에서

고려된 바와 같이 비행청소년이 겪는 개인의 심리 험요인들의 경우에도

단순히 개인의 심리 험요인에 한 치료 근도 요하지만 그와 련

된 다양한 환경 요인 특히 보호 찰을 받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보호 찰

공무원의 지도감독에 더하여 비행청소년 련 종사자들과 함께 실 으로

개입 가능한 사회환경인 가족 차원에서 부모의 정 인 지지를 이용하여

근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이 요구된다.부모지지를 구체화하기 한 같이 몇

가지 제도 방안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다양한 험요인들에

한 개입뿐만 아니라 보호요인들에 한 극 인 개입을 하기 해서는 다양

한 생태학 요인들에 한 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 방안

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따라서 다양한 생태학 요인들에 한 근을 기반

으로 하는 새로운 청소년 형사사법정책 모델의 도입 가능성에 한 면 한

검토를 선행한 후에 최소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용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정

책수립의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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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보호 찰 상 비행청소년이 보호 찰 개시교육을 받으러 기 에 방

문하러 오게 될 때에 반드시 부모나 혹은 보호자들을 상으로 별도의 교육

을 받게 하는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물론 보호 찰 명령을 수하기

한 보호자의 기본 교육은 제공되고 있지만,여기에 더해 단순히 집에서의

감독을 한 교육뿐만 아니라 동시에 보호 찰 결이나 개시를 계기로 청소

년 자녀에게 부모나 보호자로 하여 사회 지지를 제공해주도록 독려하는

제도 근이 요구된다.구체 으로는 부모지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익히기

해 보호 찰 개시교육 때에 동반 참석하는 부모나 보호자를 상으로 하는

문가가 수행하는 사회기술훈련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보호 찰 기간 동

안 담당 공무원의 격주간 혹은 월별로 정기 인 검을 통해 부모지지 련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천의 제도화가 가능하다.그 게 된다면 보호 찰 의

지도감독과 부모 지지의 제공을 통해 보호 찰을 받는 비행청소년들에게 가

정에서 부모와의 계 회복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재비행 방지를 한 한

채 과 당근의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셋째,부모의 지지가 효과 으로 제공되기 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부모

와 자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 못한

의사소통 형태로 인해 부모자녀 간의 계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무 가까

워 어른과 아이의 역할이 구분되지 못하는 것 역시 역기능 인 의사소통 형

식이므로,직 으로 부모의 지지를 제공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과 병행하

여 하고 바람직한 자녀와의 의사소통 계를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교육 역시 필요하다. 실 으로 비행을 지르는 자녀에게 화를 통해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고 싶어도 그 구체 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재의 모

습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면 이에 한 극 인 개입 역시 요구된다.그러나

담당 보호 찰 공무원이 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업무 으로 처리하기에

는 실 인 업무 부담으로 인해 실 이 어려울 경우 검증된 외부의 실천

문가들이 공식 으로 보호 찰 체계 내에 투입되어 구체 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실 인 제도화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본 연구에서와 같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험요

인으로서 비행청소년이 겪는 심리 요인들이 재비행에서 요하게 고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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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요인임을 제할 때에,이에 한 극 인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보호 찰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이들의 심리 험

요인들에 한 개입은 실 으로 보호 찰 처분 수강명령 로그램을 통

해서만이 근가능한 상황이다.따라서 련 정부부처 차원에서는 보호 찰

의 지도감독의 내용을 범법사항에 한 반이나 법사항의 수를 강조

하는 것뿐만 아니라,보호 찰 공무원에 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법을 익

히게 하는 지속 인 훈련과 보수교육을 통해 법 집행자로서의 문성과 임상

개입 능력을 고루 갖추도록 유도하는 제도화 방안이 요구된다.

제 4 후속 연구를 한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첫째,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한 측정기 상을 법원으로부터 유죄 결을 받았

거나 지명수배를 받은 비행청소년으로 한정하 다.이와 같은 자료의 처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나,실질 으로 비행청소년의 경우

경찰서로부터 입건되어 검사에게 기소처분을 받지 않고 각종 유 처분을 받

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죄는 인정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제공하

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를 재비행 사례에서 제외시켰음을 의미한다.

한 실제 재비행을 하 는데도 법원의 결이 늦어져 본 연구에서 재비행 사

례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도 역시 제외되었기에 재비행까지의 기간에 한

시간 오차가 존재하는 한계를 지닌다.이러한 오차를 이기 해 취하는

연구방법으로 경찰서의 입건일 혹은 재체포일을 기 으로 재비행 기간을 산

출하는 방법을 용할 수 있다.

둘째,본 연구의 주된 분석방법으로 사용된 생존분석의 다변량 분석기법

인 Cox의 비례 험모형의 경우 청소년의 재비행에 미치는 향을 일반 인

회귀분석의 원리를 거의 로 이용할 수 있어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그러

나 Cox모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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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제한 들에 한 검증을 한 후에 사용되어야 하는 한계 을 지닌다.

따라서 좀 더 정확한 모형의 검증을 해서는 좀 더 일반 인 분석방법으로

여겨지는 Aalen의 부가 험모형(additivehazardmodel,1980,1989)을 이용

한 다변량 분석기법을 용하여 여기에 Counterfactual의 원리를 바탕으로

(Pearl,2001)생존분석의 매개효과모델에 인과 추론방식(Rubin,1974)을

용한 분석방법(LangeandHansen,2011)이 요구된다.

셋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한 분석을 좀 더

면 하게 조사하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보호 찰의 개시 시 에서 몇 가지

요인들의 향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찰기간이 종료되는 시 에서 재

측정함으로써 보호 찰 기간 동안에 심 요인들의 변화가 그들의 재비행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그들을 상으로 측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더욱이 재비행을 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재의 보호

찰 체계에서 벗어나 추 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에 본 연구의 한계 으로

남게 된다.

넷째,본 연구는 일반 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련된 외국의 연구에서 주

로 발견되어지는 요인들 에서 이웃이나 지역사회 요인들이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실 인 자료수집의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연구결과

를 얻기 해서는 좀 더 다양한 환경 요인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다섯째,보호 찰 상 청소년의 경우 공식 인 차로서 설문조사의 내

용이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로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좀 더

많은 요인들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포함시킨 변수들

외에 생되는 다양한 교란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본 연구가 갖는 한계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후속연

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의 찰기간은 약 10개월 미만으로 선행연구에 비해 매우

짧다.따라서 보다 많은 사례를 상으로 장기간 사례를 추 하여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재비행의 발생 험율과 변화양상을 비교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재비행에 한 정의와 분석단 를 다양화하여 재비행 발생의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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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즉,경찰서에서의 체포일을 기 으로 하여 재비행

발생의 험율을 비교해보고,본 연구에서와 같이 분석단 를 주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찰기간을 늘린다는 제 하에 월별로 달리하여 추정하는 시도

를 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된 좀 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이는 실질 으로 재비행의 험율에 향을 미치는 험

요인과 보호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분석을 어

렵게 만드는 교란변수를 확인하고 통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를 들면,부

모 련 변수로서 부모와의 애착,부모의 훈육 정도,부모의 반사회 성향,

개인변수로서는 공격성,자기주장성,문제해결기술,지역사회요인으로 지역의

빈곤율,지역사회의 규범 등의 변수들을 포함시키는 포 인 연구가 요구된

다.

넷째,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이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언한 바와

같이 특정 변인에 한 근보다는 험요인과 보호요인 간에 서로 향을

주고받는 계이므로 가능하면 개입을 해 포 인 근이 요구되지만,

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수 에서 재비행 감소를 해 개입이 가능한 최 의

서비스 유형과 그에 따른 각 유 기 간의 역할 배분에 해서는 좀 더

문 인 연구가 요구된다.

다섯째,본 연구의 목 은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재비행의 험을 이는 기능을 하는 부모지지라는

보호요인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다.그러나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해

서 궁극 인 목 을 재비행 기간이나 여부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 기능수행을 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제할 수 있다.따라서 동일한 고 험 상황에도 반복되는 재비행의 인생 과

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인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 비행청소년과 재비행을

지르지 않고 일반 사회에 응에 성공하는 비행청소년들 간의 차이를 구체

으로 설명하는 응유연성 에서의 논의가 추가 으로 요구된다.

여섯째,본 연구의 목 에서와 같이 부모지지라는 보호요인의 기능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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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한 다른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효과

모델을 확장하여 반복사건의 분석(recurrenteventanalysis)이 요구된다.더

욱이 본 연구의 조사 상들의 경우 상 으로 단기간 동안의 조사기간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재비행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향후 그들이

얼마나 빨리 혹은 얼마나 많이 반복 으로 재비행을 지르는지 그리고 재비

행이 반복되는 기간 동안에 최 재비행 이후 각각의 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향력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각각의 그 추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에 한 추가 인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학 함의뿐만 아니라 비행

청소년 련 형사사법 정책 인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일곱째,선행연구를 통해 비행청소년의 재비행과 련된 험요인과 보호

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각각의 향 요인들을 투입하여 개별 인 향력의 차이를 고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부분의 경우 이와 같은 험요인들과 보호요

인들 간의 서로 향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제하에서는 각각의 향력에

해 가 치를 부여한 상태에서 통합 인 인덱스를 구성하여 살펴보는 연구

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물론 그러한 통합 인 인덱스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선행되어야 할 독립 인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여덟째,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재비행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모

든 종류의 재비행을 동일하게 포함시켜 분석하 다.향후 연구에서는 재비행

에 한 종류를 구분하여 동종 재비행과 이종 재비행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시도를 통해 형사정책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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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을 자세히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

목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만일,부모님이 안계시면 다른 가족성원들

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지에 해 답해주세요)

No 내용 그 지
다

체
그 지

다

보통
다

체
그 다

매우
그 다

1
내 모님(가 )  내가 사랑과 돌  고 
다고 게 해 다.

2
내 모님(가 )  내가 취한 행동  고 그
지 공 하게 평가하지 는다

3
내 모님(가 )  내가 필요하다고 하  
리 큰 돈 라도 마 해 다.

4
내 모님(가 )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가  

는 재  해주지 는다.

5
내 모님(가 )  내가 하고 는 에 심

 가질 수 도  나  하고 는  
해 다

6
내 모님(가 )  내가 함께  감  

게 해 다.

7
내 모님(가 )  나   잘 들어주지 
는다

8
내 모님(가 )  울  없  경할 만
한 사람  니다.

9
내 모님(가 )  신  직  도움   수 
없  는 다  사람  보내 라도 도 다.

10
내 모님(가 )  내가 마  놓고 믿고 지할 
수 는 사람들  니다

11
내 모님(가 )  내가 잘했  (  결과  
얻었  ) 찬  지 는다

12
내 모님(가 )  나  격  해 주
지 는다.

13
내 모님(가 )  슨 든 가(보상)  
라지 고  다해 나  도 다

14
내 모님(가 )  내가 어 운 상 ( )에 

쳐도  해결해  수 는  시
해 주지 는다

15
내 모님(가 )  할 가  마다 
나  해 시간  내주어 해 다

16
내 모님(가 )  항상 나  에 심  갖고 
걱 해 다.

17
내 모님(가 )  내가 몰랐  사실  워 
주고 실하게 해 다.

18
내 모님(가 )  내가 결단  내리지 못하고 
망   결단  내릴 수 도  극  주거
나 용  주지 는다.

19
내 모님(가 )  내가 실  해하고 사
생 에 잘 할 수 도  건 한 충고  해
주지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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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내용 그 지
다

체
그 지

다

보통
다

체
그 다

매우
그 다

20
내 모님(가 )  내가 필요  하는 건  

 언 라도 빌 다.

21
내 모님(가 )  나  견  해주고 

다.

22
내 모님(가 )  나에게 생   원  
찾 내는  도움  는 보  공해 다.

23
내 모님(가 )  내가 병들어 게 어도 나

  신해주지 는다.

24
내 모님(가 )  내가  언짢 해도 나

 해하 고 하지 ,  시켜주
고 하지도 는다.

25
내 모님(가 )  내가 어떤 택  해 만 할 

 합리  결  내릴 수 도  언해 주
지 는다.

◆ 다음은 귀하의 부모님 혹은 가족성원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한 내용입니다.어린 시 부터 지 까지의 기억을 되살려서,각 문

항을 자세히 잘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V”표 해주시기 바

랍니다.

No 내용
 

니다

간 

니다

간 

그 다

매우

그 다

1
우리 모님(가 )  내가 과후에 어 에 가는지 

고 계 다.

2
우리 모님(가 )  내가 시간  어떻게 보내는지 

고 계 다.

3
우리 모님(가 )  내가 에 어 에  시간  보

내는지 고 계 다.

4
우리 모님(가 )  내가 출할 경우 언  돌

지 고 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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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의 상태에 한 질문입니다.그와 같은 일

들이 이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해주십시요.(해당 번호

에 “V”표)

1.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이하

2.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일에서 2일간

3.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일에서 4일간

4. 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이상

No 지난 주 간 나는 1 하 1~2 3~4 5 상

1
평 에는 지  들  고 귀찮

게 껴 다.
1 2 3 4

2 고 싶지 고, 식욕  없었다. 1 2 3 4

3
어  가 도 다 하 라도, 나  울 한 

 떨쳐 릴 수가 없  것 같 다.
1 2 3 4

4 슨  하든 신  집 하 가 힘들었다 1 2 3 4

5 비  잘 지냈다. 1 2 3 4

6 상당  우울했다 1 2 3 4

7 모든  담하게 껴 다. 1 2 3 4

8   담하게 껴 다. 1 2 3 4

9
지 지  내 생  실 작 라는 생각  

들었다.
1 2 3 4

10
어도 보통 사람들 만큼  능  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1 잠  쳤다.(잠  루지 못했다.) 1 2 3 4

12 움  다. 1 2 3 4

13 평 에 비해 말수가 었다 1 2 3 4

14 상에  는 듯한 움  다. 1 2 3 4

15 큰 만 없  생 했다. 1 2 3 4

16 사람들  나에게 차갑게 하는 것 같 다. 1 2 3 4

17 갑  울  나 다. 1 2 3 4

18 마  슬 다. 1 2 3 4

19 사람들  나  싫어하는 것 같 다. 1 2 3 4

20 도 지  해 나갈 엄 가 나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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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살펴보기 한 질문입니다.각 문

항에 해 그 게 느끼는 정도를 “V”표기하여 주십시요.

No 내용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다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지 나 신  별  가 게 여

지 다.

2 체  나는 나 신에 해 만 한다.

3 나는 남에게 랑할 것  별  없다.

4
나는 나 신  실 라고 껴질 가  

다.

5 나에게는  미래가 고 나는 실하다

6
나는 남과 비 해 보   라고는 하

나도 없다.

7 나 신  쓸모없는 재라고  가 다.

8 나는 다  사람들처럼 겁고 행복하다.

9 나는 내가 하는 에 해 만 하지 는다.

10
나는 우리 학 (학원 는 직장)에  가 

다

11 나는 모님  사랑  고 다.

12 나는 학 에 잘 하는 편 다.

13 나는 나  주장  잘 하지 는 편 다.

14
모님  나에 해 상당한  하고 계신

다.

15
나는 요한  할  개 실 하는 경향  

다.

16
공  하다가  어 우  쉽게 포 해 린

다.

17
가  나 닌 다  사람  었  하는 생각

 든다

18 나  장래  해 워  것  많다

19  들  나보다 리하다

20 생님  나  착하다고 생각하지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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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가 자신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한 질문입니다.각 문

항에 해 그 게 느끼는 정도를 “V”표기하여 주십시요.

No 내용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다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가 지켜보지 도 해진 규 나 

지시  잘 다.
1 2 3 4 5

2
나는 트러지지   어  할  차

  수 다.
1 2 3 4 5

3
나는 다  들  하는 나 동에 쑥 

어들어 참견하거나 해한다.
1 2 3 4 5

4
나는 수업시간 나 어떤  할 에 잘 집

한다.
1 2 3 4 5

5
나는 들  수업시간에 하거나 다  

들과 하는 도 에 순  없  어든다.
1 2 3 4 5

6 나는 하게  하다가 실수  많  한다. 1 2 3 4 5

7
나는 하고 싶  나 갖고 싶  건  

 시 하거나 가지  한다.
1 2 3 4 5

8
나는  하  에 항상 생각   하고 

행동한다.
1 2 3 4 5

9
나는 들과 같  거나 공동 작업  할 

에 다 거나 잘 싸운다.
1 2 3 4 5

10
나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라도 지 그 

에 집 한다.
1 2 3 4 5

11
나는   했  나 꾸지람  들어 

감  상했  에 감  하 고 한다.
1 2 3 4 5

12
나는 내게 주어진 과 가 어 워도 쉽게 포

하지 는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사  다고 생각한다.(나는 생각  

 하는 편 다)
1 2 3 4 5

14 나는 말보다 주  다. 1 2 3 4 5

15
나는 지  당장 거운 라도 나 에 해

는 라  하지 는다.
1 2 3 4 5

16
나는 다  사람에게 피해가 는 라 할지

라도 내게   한다.
1 2 3 4 5

17 나는 하고 싶  말  참  수가 없다. 1 2 3 4 5

18
나는 새   시작할 에는 열  내지만 곧 

하  싫어진다.
1 2 3 4 5

19 나는 작  에도 쉽게 한다. 1 2 3 4 5

20 나는 스릴과 모험보다는  도모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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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평소에 하는 행동들에 한 내용들입니다. 재나 지난 1

년 이내에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하 는지를 해당하는 빈칸에 “V”표기하여

주십시요.

No 내용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다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말다툼  주 한다. 1 2 3 4 5

2 나는 랑  많  한다. 1 2 3 4 5

3 나는 남에게 못되게 다. 1 2 3 4 5

4 나는 롭다고 느낀다. 1 2 3 4 5

5 나는  운다. 1 2 3 4 5

6
나는 다  사람  심  고 한

다.
1 2 3 4 5

7 나는 내 건  잘 린다.(망가뜨린다) 1 2 3 4 5

8
나는 다  사람  건  잘 린다.(망가

뜨린다)
1 2 3 4 5

9 나는 러 죽 고 해 본  다. 1 2 3 4 5

10 나는 학 에  생님  말  잘 듣는다. 1 2 3 4 5

11
나는 해 는    지 고도 지 

게 생각한다.
1 2 3 4 5

12 나는 다  사람에게 시샘  잘한다. 1 2 3 4 5

13 나는 내가 나  행동  할  다. 1 2 3 4 5

14 나는 스스  벽해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나는 도 나  사랑하지 는다고 다. 1 2 3 4 5

16 나는 남들  나  해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7 나는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8 나는 다  사람들과 싸움  많  한다. 1 2 3 4 5

19
나는  사람들  얘 하는 나  들과 

어울  다닌다.
1 2 3 4 5

20 나는  는 것  한다. 1 2 3 4 5

21 나는 다  사람들  잘 다.

22 나는 신경질  주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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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께서 래의 친구들과의 계에 해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답하는 문항입니다.각 문항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o 내용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다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1 나  들  나  한다.

2 내 생각 나 말  들  잘 들어 다.

3 나는 내 들과  도움  주고 는다

4
내가 어 울  격 해  수 는 들  

다

5 들  나  잘 해해 다.

◆다음은 학교 선생님에 해 귀하께서 느끼는 바를 답하는 문항입니다.각

문항들을 잘 읽고 해당되는 칸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학원의 선생님이나 는 직장의 상사들과의 계에 해 느낀

바를 답해주세요)

No 내용 그 지

다

그 지

다

보통

다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우리 생님과 매우 한 것 같다.

2 우리 생님  나  잘 도 주시는 것 같다.

3 나는 생님과 하 가 어 운 것 같다. 

4
우리 생님  내  별  요하게 여

는 것 같지 다.

5 우리 생님  나  하시는 것 같다.

6 우리 생님  나에게 심  많 신 것 같다.

7
내가 프거나 내게 슨  생  우리 

생님  나  걱 해 주시는 것 같다.

8
우리 생님  나  요한 사람  해 

주시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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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귀하의 일반 배경에 한 질문입니다.잘 읽고 물음에 답해주세요.

1)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① 등학교 졸업 ② 학교 퇴 ③ 학교 졸업 ④고등학교 퇴

⑤ 고등학교 졸업 ⑥기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귀하의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결혼 ② 동거(사실혼)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기타_____________

3)귀하는 재 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해당하는 번호에 모두

표시하세요.

① 엄마 ② 아빠 ③ 조부모 ④ (외)조부모 ⑤ 친척

⑥기타_______________

4)귀하는 범법행동을 하지 않는 일반 친구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명

5)귀하는 범법행동을 하는 친구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명

6)귀하의 학교 성 은 어떠했습니까?

① 하 ② 하 ③ ④ 상 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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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귀하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본 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8)귀하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이틀 이상 안 나간 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 습니다.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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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ffunctionsofriskand

protectivefactorsofjuvenile

probationersonrecidivism

WonhongMin

DepartmentofSocialWelfare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epurposeofthepresentstudyistoidentifyfunctionsofriskand

protective factors on recidivism among juvenile probationers and

ultimately examinetheidentifiedrelationshipsamong thesefunctions.

Juvenile delinquency is one ofthe serious socialproblems in the

modern industrialized society.Especially,issuesrelated to recidivism

havedrawnmoreattentionsasacriticalsocialproblem.Recidivism of

juveniledelinquentscarriessignificanceasthey mightlead livesof

adultoffenderswithoutappropriateintervention.Inthisrespect,itis

necessarytoidentifyriskfactorsthatmightplayaroleto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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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sofrecidivism aswellasprotectivefactorsthatmightcarryouta

functiontodecreaserisksofrecidivism.Furthermore,theexamination

offunctionsofeach defined factorto reduceitseffectsshould be

required.

Forthispurpose,thecurrentresearchincludedpsychologicalfactors,

parentalfactors,peerfactorsandschoolfactorsbasedontheecological

classificationinordertoidentifyfunctionsofriskandprotectivefactors

onrecidivism ofjuvenileprobationers.Theframeworkofanalysisis

specified as follows.First,after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edonrecidivism,weresimultaneouslyincludedinthemodelfor

theanalysis,theexaminationonwhatriskandprotectivefactorsmight

functiontorecidivism respectivelywasperformed.

Second,among identified risk and protective factors,this study

investigated the function ofprotective factors which moderates the

influenceofriskfactorsonhazardratioofrecidivism.Third,itwas

examined whether the effects of risk factors on hazard ratio of

recidivism aremediatedbyprotectivefactorsandthustheeffectofrisk

factorsonitisreducedbythemediatingeffectofprotectivefactors.

Dataforthecurrentstudywerecollectedfrom thelong-term juvenile

probationerswhowereplacedonprobationfrom Decemberof2011to

Januaryof2012.Majorsocio-psychologicalfactorsweremeasuredwith

thefinalsurveydataasofFebruaryof2012.Later,recidivism status

anddurationbetweenthefirstandthefollowingdelinquentbehaviors

were observed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amo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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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asofSeptember,18th in 2012.With thecooperation of

relatedagencies,atotalof380caseswereemployedfortheresearch

analysis.Cox’s proportionalhazard model,a multivariate analysis

modeling ofsurvivalanalysis,was conducted,using the statistical

packagesSPSS19.0,theAMOS19.0software,andR2.15.2.

Themajorfindingsofthecurrentresearchareasfollows.First,risk

factorsandprotectivefactorsidentifiedassignificantinthemaineffect

modeling are as follows.For the psychologicalfactors,depression,

negativeself-esteem,and low self-controlcontributetoincreasethe

hazardratioofrecidivism amongjuvenileprobationers.Amongparental

factors,parentalsupportwasfoundtoreducehazardratioofrecidivism

atastatisticallysignificantlevel.Anypeerfactorswerenotfoundto

besignificantlycontributedonhazardratioofrecidivism amongjuvenile

probationers.Amongschoolfactors,theexperienceofdisciplinaryaction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hazard ratio of

recidivism.Asforcontrolvariables,ageofjuvenileprobationers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hazard ratio ofrecidivism.The research

findingsidentifiednegativeself-esteem asthepredictorofrecidivism

withthestrongestexplanatorypower,followedbyage,theexperience

ofdisciplinaryactionfrom school,andlow self-control.

Second,thecurrentresearchattemptedtoinvestigatethecapacityof

theidentifiedprotectivefactorofparentalsupporttobufferagainstthe

influenceofidentifiedriskfactorsi.e.,depression,negativeself-esteem,

and low self-controlon hazard ratio ofrecidivism.However,the

moderatingeffectofprotectivefactorsontheassociationbetween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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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cale ofrisk factors and hazard ratio ofrecidivism was not

observed.

Third,thepresentstudy examinedwhethertherelationshipbetween

threeidentifiedriskfactorsandrecidivism amongjuvenileprobationer

are mediated by parentalsupportrespectively.The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diating effect was found only for negative

self-esteem.

Analysisresultsthataremarginallysignificantbutmeaningfulaswell

asresearch findingsofsignificantcontrolvariablesareobserved as

follows.Peersupportwasfoundtoreducehazardratioofrecidivism

althoughitsstatisticalsignificancewasnothighenough.Malesrather

thanfemalesaswellasjuveniledelinquentswhowereputonprobation

withatransferringdetentioncenterawithinamonthtreatmentwere

more likely to have higherhazard ratio ofrecidivism ratherthan

probationonly.Also,asthecriminalhistory ofjuvenileprobationers

wasincreased,hazardratioofrecidivism wassignificantlydecreased.

Basedontheresearchfindings,thepresentstudycarriessignificant

implicationsfortheoryaswellassocialwelfarepracticeandpolicy.As

a result of analysis, the identification of depression, negative

self-esteem,andlow self-controlassignificantcontributingfactorson

hazardratioofrecidivism supportstheimportanceofpsychologicalrisk

factors in line with findings of previous literature. Second, as

demonstratedinresearchfindings,stigmatheoryandself-controltheory

whichwereemployedasconceptualframeworkofthecurrentresearch

wereempiricallyvalidated.Lastly,thefindingsofthecurrent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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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consistentwithpreviousstudieswhichempiricallyinvestigatedthe

causalrelationship between respectivepsychologicalrisk factorsand

recidivism among juvenile delinquents.Furthermore,as forjuvenile

probationersdifferentfrom generaljuveniledelinquents,parentalsupport

functionsasaprotectivefactorto lowerhazard ratioofrecidivism

partially,which indicatesthepossibility oftransitionaleventoflife

coursesuggestedbyage-gradedtheory.

The research findings of the current study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forintervening in recidivism among juvenileprobationer.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term of the intervention for

recidivism ofjuvenile delinquents,the intervention thattakes into

accountcomprehensive effects offactors atmulti-levels should be

required,becausetheparticularlevelofrisk factors werehaveno

significantinfluence.Especially,psychologicalintervention wasto be

consideredasthepriorityamongvariousaspects.Also,asforprotective

factors,parentalsupportrequiresanattention.Furthermore,underthe

current circumstance that the official intervention for juvenile

delinquentsadolescentsismainlypracticedbyprobationofficersasthe

form ofsupervisionintheprobationoffices,theinterventionchannel

thatallowsactiveinterventionofsocialworkersshouldbearranged.To

doso,changesoforganizationculturetowardtheeffectiveintervention

areencouraged,based on thecoordination ofenormousworkload of

correctionalfiledinthecriminaljusticesystem.

Basedontheresearchfindingsofthecurrentstudy,implication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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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ofreducing orpreventing recidivism juvenile delinquents are

discussedasfollows.First,thedirectionofthepresentcriminaljustice

policyforjuveniledelinquentsisbasedonthesocialcontrolperspective.

Thus,asthefindingsofthisstudyindicated,theinstitutionalmeasures

which take simultaneously into accountvariou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should be arranged.Furthermore,applicability ofdesigning

policies should be examined through a pilot project.Second,the

research results of identifying parental support as a significant

protective factorsuggesteducation programs forparents should be

arrangedataninstitutionallevel.Third,inordertosetuptheproposed

system effectively,the ways thatroles ofrelated experts should

officiallybedelineatedinthecriminaljusticesystem andmayprovide

theconcretehelpshouldarranged.Finally,strategiesforinstitutionalized

professionaltrainingandon-the-jobtrainingforprobationofficerswho

interactdirectlywithjuveniledelinquentsonthefrontlineshouldbe

required.

Keywords:JuvenileProbationer,Hazardratesofrecidivism,Risk

Factor,ProtectiveFactor,SurvivalAnalysis

StudentNumber:2007-3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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