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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손 선 옥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주목한 연구 문제
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이 된 자녀의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더불어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
를 탐색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서울아동패널 조
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
년 시기에 조사된 3차 자료, 중학교 3학년 시기 조사된 6차 자료와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 조사된 7차 자료를 연구 모형에 반영하였다. 
연구 대상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설문조사에 참여한 1,345쌍이다. 연
구 문제와 가설의 검증은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 하였으며,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 검증은 팬텀변수를 활용하였고, 부트스트랩을 통해
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성별 차이는 다중집단분석방법을 활용하였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이루어진 부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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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자녀의 긍정 발달인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
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이후 발달 성과에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긍정
적인 행동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발달 자산이 된다는 것을 규명하였
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 이루어진 부모의 양육행동은 중학교 3
학년이 된 자녀의 유대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
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 관여는 중학교 3학년이 된 자녀의 부(父)유대
와 모(母)유대를 증진시켰으며, 부모의 참여기회와 보상이라는 양육행
동은 모(母) 유대를 증진시켰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동일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
이 확인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자녀의 유대감이 없이는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의 유
대감 증진을 가능하게 하는 양육행동을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교육관여가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
를 발견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 관여가 자녀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역량은 학교 적응과 학교 과제를 수
행해내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적절한 교육적 관심과 
지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는 결과이다. 교육 관여는 단순히 사교
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한 부모의 지원과 
지지적 행위이기 때문에 자녀의 일과 생활과 또래관계 등을 자연스럽
게 알게 되고 도와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부모가 해야 할 양
육행동으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대
감과 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부, 모, 
또래와 학교 유대감과 역량이 긍정 발달인 친사회적 행동과 부정 발
달인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부(父)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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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와 학교 유대가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켰으며, 학교 유대가 공격
적 행동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관여가 긍정발달인 친사회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부(父)유대와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효과 유의도가 확
인되었으며, 역량의 매개효과가 부(父)유대의 매개효과보다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이 성별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여부를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성차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 중 주목할 만한 경로는 교육관여가 역량
에 이르는 경로에서 나타났으며, 이 경로는 성별로 동일하게 유의하
게 나타났지만, 특히 여학생에게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부모의 교육관여가 친사회적 행
동을 설명하는데 역량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성별 집
단에서도 동일하게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 역량이 
긍정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발달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흥미로운 점은 유대감이 청소년의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
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부유대가 긍정 발달인 친사회적 행
동을 증진시켰으며, 여학생의 경우 학교 유대가 긍정 발달인 친사회
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부정발달인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 유대감이 발달 성과를 결정짓
지만, 성별로 그 효과와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전략은 성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급변하는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
년의 발달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긍정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방향을 논의하
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고
려한 개입의 방향을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기 유대감과 역량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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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제어 : 부모의 양육행동, 유대감, 역량, 긍정과 부정발달, 성별차이 

학  번 : 2011-3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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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그동안 청소년 발달 연구는 부정 발달을 하는 이유와 원인을 규명
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줄이고, 긍정 발달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에 초
점을 두어 왔다(Block, 1971; Phelps et al., 2007). 문제 행동을 하
지 않는 청소년은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일까란 질문은 문제 행동을 하
는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루어지는 연구들은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곧 긍정 발달인 상
태로 이해한다(Guerra & Bradshaw, 2008; Sibereisen & Lerner, 
2007). 

청소년기 부정 발달 산물로 가장 많은 논의가 된 주제는 공격적 행
동이다(Coie & Dodge, 1998). 청소년기 공격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확대해야 하는 발달 과업의 도전으로, 낮은 학교 적응과 비행 행동의 
예측 요인이고, 성인기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Monhan & Booth-LaForce, 2015). 이런 이유로 공격적 행동은 청
소년기 대표적인 부정 발달 산물로 논의되어 왔다(Dodge, Coie, &　
Lynam, 2008; Coie & Dodge, 1998). 

공격적 행동으로 비롯되는 학교 내 또래관계 문제는 여전히 증가하
고 있다. 이렇게 공격적 행동의 문제가 경감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한 
실증적 연구 결과들은 공격적 행동의 경감은 공격적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공감과 긍정적 대처 양식에 초점을 둘 필요성을 
설명한다(Flay et al., 2001; Li et al., 2011; Chapman, Buckley, 
Sheehan & Shochet, 2013). 이러한 논의들은 공격적 행동을 줄이
려는 노력은 문제 행동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예방할 수 없기 때문
에 더 이상 공격적 행동을 줄이려는 접근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다(Lerner, 2017; Durlak, 2013). 공격적 행동을 설명하는 다
양한 요인들이 밝혀졌지만, 왜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는 원인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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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한계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발달 성과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서 비롯된다. 발달은 긍

정과 부정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다차원적 특성을 통해서 이
해되어야 한다(Belgrave, Byuyen, Johnson & Hood, 2011; Luthar 
et al., 2000). 발달 성과를 단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면 제한된 이해만
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발달의 다차원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lkire, 2002). 예를 들면,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단일 개념으로는 사
회적 관계의 상호작용에 대한 상세한 과정과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
다. 하지만 사회적 유능성을 긍정과 부정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보다 
상세한 발달적 측면을 고려하면 청소년기 사회적으로 유능한 관계를 
맺는 특성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좌현숙, 2010). 

사회적 관계의 긍정과 부정적 성과는 공감(empathy)능력에 따라 
결정된다(Eisenberg & Miller, 1987; Hapson,1984; Marini, et 
al.,2006). 높은 수준의 공감 능력은 또래 수용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
을 반영하지만, 낮은 공감 능력은 또래 거부로 연결되는 행동 특성인 
공격적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낸다. 즉,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다차원적 개념의 적용은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설명하는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Marini, et al.,2006; Eisenberg & Miller, 1987). 

이 두 가지 행동은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긍
정과 부정 발달 산물이지만, 그동안 논의는 단편적인 접근과 논의가 
지배적이다(Carlo et al., 2012; Rutten, Schugenel, Dirks, Stams, 
Biesta, & Hoeksman, 2011; Gruse & Davidov, 2010).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의 개별적 접근은 청소년기 발달 과정을 종합적으
로 이해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Kokko et al., 2006). 

공격적 행동과 같은 부정 발달을 보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부모에게서 시작된다. 부모로부터 경험하는 유대감 형성 과정
이 발달 성과를 예측한다는 논의는 청소년기에도 부모의 중요성을 강
조한다(정소희, 2007; Cattrello, 2000).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은 사회유대이론(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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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ing theory)을 통해서 청소년이 문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를 가장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Krohn & 
Massey, 1980; Wiatrowski et al., 1981). 사회통제이론은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문제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bonding) 기
능 즉, 통제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Reiss, 1951; Hirschi, 1969). 

문제 행동은 개인과 사회적 통제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제공될 때, 
보호요인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Tessor, Turbin & Costa, 1998),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 발달
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Catalano et al., 2004). 

청소년기 행동 형성 과정에 주목한 지금까지 논의들이 갖는 한계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제한된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은 한 가지로 표현되기보다 다양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
나 지금까지 논의는 애착적인 양육행동과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
하거나 긍정적인 부모의 양육 행동이 긍정 발달을 예측하고, 부정적 
양육 행동이 부정 발달을 예측한다는 논의에 그치고 있다(김정화 외, 
2014; Barry et al., 2008; Knafo & Polmin, 2006; Maccoby, 
2007). 

청소년의 발달은 가족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경험했는지가 중요
하다(Eisenberg & Cunberland & Spinrad, 1998). 부모의 양육행동
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폭넓은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한다(Catalano & Hawkins, 1996; 
Maccoby, 2007; Grusec & Davidov, 2010). 사회통제이론의 유대 
특성들이 단순하게 독립변수가 되고 청소년의 발달 성과가 종속변수
로 반영되어서는 양육 행동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하기 
어렵다(Marcos, 1986).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대감 형성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양육행동을 사회화 요소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에 몇몇 학
자들은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는 양육 행동은 대화에 참여할 기회
(opportunities)와 보상(rewards) 그리고 관여(involvment)이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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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양육 행동을 통해서 유대감 형성이 예측된다고 설명한다
(Catalano & Hawkins, 1996; Grusec & Davidov, 2010; Scale, 
2006). 

하지만, 지금까지 연구들은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는 양육행동에 주목
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한 문제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긍정 발달을 설명하지 못한 학문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Hastings, 
2015; Labile, 2017; Padilla-Walker & Carlo, 2015). 

자녀에게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행동에 칭찬과 같
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그 자체가 상호작용의 학습이며, 긍정적인 행
동을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 부모가 자녀와 대화
하는 시간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고 칭찬하는 
양육 행동이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를 예측하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임혜림, 김서현, 2017; Padilla-Walker & Carlo, 2015; 
Wyaatt & Carlo, 2002). 

한편,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적극적인 관여를 해야 한
다. 관여 행동은 부모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된다. 선행연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관여 행동 중 특히 학교 적응과 관련된 
관여 행위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교육 관여는 학교 적응을 위한 부모
의 지원과 지지적 행위로 단순히 성적 향상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Park & Holloway, 2013). 학교는 부모와 더불어 중요한 사회화 기
관이며, 청소년기 학교 적응은 그 자체가 긍정 발달 산물이기 때문에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부모의 교육 관여는 성공적 사회화를 예측한다
(Wang & Sheikh-Khalil, 2014; Tam & Chan, 2009; Ladd & 
Dinella, 2009).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교육 관여의 
영향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된 주제이다(선혜연 외, 2011). 

상기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은 사회화로서 이루어지
는 양육행동이 유대감 형성과 발달 성과를 예측한다고 주장한다. 일
례로 선행연구들은 참여기회, 보상과 관여는 부모유대, 또래와 학교 
유대를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고 밝혀내고 있다(Lee et al., 2017; 
Bishop e t al., 2017; Choi et al., 2005). 하지만, 이들 연구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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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유대감만 조망함으로써 어떤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누
구와의 유대가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설명하지 못한다
(Krohn & Massey, 1980; Marcos, 1986). 

청소년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서 유대감의 영향을 논의하는 것은 외
적 통제 기제에 해당된다(Nye, 1958). 청소년 성장에서 청소년 자신
이 가진 발달 자산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외부적 통제 기제
만 발달 성과를 결정짓는 것일까? 

사회통제이론도 청소년의 내적 요인을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자기통제기능과 비행과 같은 부정 발달 산물과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Gottredson & Hirschi, 1990). 하지만, 이 시도는 유대감과 청소년
의 내적 발달 자산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내, 외적 발달 
자산의 영향을 포괄하여 설명하지 못한다(Owens-Sabir, 2007; 
Akers, 2000; Longshore et al., 2004). 

이와 같은 한계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시도하는 모든 행동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
호작용을 포괄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청소년의 자기 개념을 
포함한 내적 발달 자산을 포함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Owens-Sabir, 2007; Morris & Menard, 2011).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청소년의 발달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동안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발달 성과의 논의는 위
험모델(risk model)을 적용하여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어왔다(Loeber, 1990).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부정 발달뿐만 아니라 긍정 발달을 통합적으로 반
영 하고자 한다. 청소년기 다차원적 발달 성과를 반영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으로 청소년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Belgrave, Nyuyen, Johnson & Hood, 2011). 

본 연구는 청소년기 공격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을 
밝혀온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기 긍정과 부
정 발달의 영향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Sherrod 등(2010)은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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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성공적 사회화는 친사회적 행동이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에 대한 
논의는 친사회적 행동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다. 사회적 관계의 발달에서 부정 발달을 공격적 행동으로 볼 때, 역
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긍정 발달은 친사회적 행동이라는 선행 연구의 
논의를 근거로 공격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
는 긍정과 부정 발달로 규정하고자 한다(Belgrave, Nguyen, 
Johnson, & Hood, 2011; Carlo, 2006; Coie & Dodge, 1998;  
Ellis & Zarbatany, 2007; McGinley& Carlo, 2007; Kokko et al., 
2006).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비롯되는 유대감 형성과정을 사회통제이
론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참여기회와 보상, 그리고 관여적 양육 
행동이 자녀의 발달 성과를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리고 이 양육행동이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부모로
부터 이루어지는 유대감 형성 과정이 발달 성과를 예측한다는 사회통
제이론의 사회유대 이론의 주요 가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청소년의 발달은 유대감만으로 결정된다는 사회통제이론의 가
정에 청소년의 내적 발달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발달 과정에 내, 외
적 보호요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Longshore et al., 2004; 
Morris & Menard, 2011; Owens-Sabir, 2007). 청소년이 가진 자
아개념, 자기통제감은 역량으로 정의된다(Blechman, 1995; 
Moreland & Dumans, 2008). 본 연구는 대처-역량모델을 통해서 
청소년기 역량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대처양식
과 역량의 이해는 성인기의 스트레스 대처 과정과는 다른 이해가 필
요하다(Blechman, 1995; Moreland & Dumans, 2008). 자기 개념
을 포함한 역량이 청소년 자신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
고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청소
년기 사회화 과정으로 이해되는 발달 과정에서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사회화 과정 이론에 청소년의 역량을 반영하는 이론의 
통합은 발달의 예측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Tittle, 2000; Sampson 
& Laub, 1993),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동의 강화 과정을 보다 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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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사회통제이론을 비롯한 사회화 과정에 청소년의 성별 차이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고한다. 선행 연구들은 사회화 과정이 성별
로 다르지 않게 이루어진다고 보고하기도 하고(Fleming et al., 
2002), 사회화 과정 자체가 성별 차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한다(Hagan, 
Gillis & Simpson, 1987; Leaper & Brown, 2008). 더욱이 자기개
념과 자아존중감 같은 역량도 성별 차이가 예측되고 있지만 청소년기 
역량의 성별 차이도 주목되지 못했다(Bleidorn et al., 2016; 
Moreland & Dumas, 2008).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Herich, Heine & Norenzayan, 2010). 이에 
본 연구는 성별로 발달 경로에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다.  

마지막으로 유대감은 청소년의 긍정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발달 자산이지만, 그동안 청소년기 유대감 형성 과정과 내용은 상대
적으로 소외된 주제였다(박지선, 천성문, 2007). 아동기에 집중된 연
구 성과들은 청소년기로 확대되어야 한다(Hughes et al., 2006). 게
다가 유대감 형성은 이전 발달 성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대감의 
형성은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한다(Greenberg, 1999). 때문에 청소년
기 발달 과정은 횡단적 접근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Cicchetti, 1990; 
Shaw & Bell, 1992).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시기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유대감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에 이르는 경로를 설정하고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발달학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사회화와 사회화 성과는 오래된 
관심 주제이다. 사회화를 통해서 어떻게 성숙되어져가고, 유능감을 얻
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기능적인 인재로 성장할 것인가는 다
양한 사회화 이론들을 통해서 설명되어졌지만, 그 성과와 결과는 여
전히 일치되지 않은 사회과학의 주제로 남아 있다(Gru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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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ov, 2010; Hughes et al., 2006). 
  긍정 발달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3가지 영역에 개입의 초점을 둘 필
요성을 주장한다(Catalano et al., 1999; Eccles & Gootman, 2002; 
Scales, 2006; Olson & Goddard, 2011).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 다
체계적 관점의 적용은 명확한 개입의 초점을 유지하기 어렵다(Rutter, 
1981). 하지만,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양육행동, 청소년의 
역량 증진과 부모, 학교, 또래와 긍정적인 유대 형성을 개입의 초점으
로 유지하면, 개입의 방향이 명료해져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Scales, 2006).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역량과 유대감을 연구 모형
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기 긍정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
와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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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유
대감과 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 청소년의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발달 과정에 성별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의 방향을 확인
하고, 그에 따른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넷째, 청소년의 유대감과 역량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다섯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긍정발달과 부정발달에 미치
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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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청소년 발달에 대한 논의  
 
 1. 다차원적 발달의 이해

발달은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측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영
역을 포괄한다(이봉주, 김선숙, 김낭희, 2010; Newcombe, 1996). 발
달을 논의할 때 다차원적 접근의 적용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발달 영
역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높은 수준의 인지 발달이 관찰된다고 행동과 사회적 측면
의 발달이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발달과 적응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에 단일차원으로 발달 성과를 논의하는 것은 발달 성과를 충
분히 이해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좌현숙, 2010; Luthar et 
al., 2000). 단일한 개념으로 적용되던 개념들은 발달 특성을 상세히 
논의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구분함으로써 발달 성과에 대한 보다 
폭넓은 논의와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Alkire, 2002). 

많은 발달 성과 중에서 청소년기 가장 중요한 발달 성과와 그 다면
적 개념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청소년기 발달 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발달 성과와 정의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능력과 경험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과 경험은 발달 성과를 결정짓
는 사회자본으로 이해될 만큼 중요하며(Colman, 1988; Field, 2003), 
사회적 관계라는 발달 과업은 14~16세가 결정적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희자, 김경원, 2000).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발달 경험은 성인기
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시기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손선옥, 이봉주, 2015; Loeber, 1990; 
Monhan & Booth-LaForce, 2015; Wentzel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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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확대는 중요한 발달 성과와 과업이
기 때문에 청소년기 또래 관계와 그 경험을 확인하는 노력에도 다차
원적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Marini et al., 2006; Warden, Cheyne, 
Christie, Fitzpatrick & Ried, 2003).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능한가를 
설명하기 위한 특성을 찾고, 단일한 개념으로 적용하려는 시각에 비
해 사회적으로 적응적이고 유능한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성을 보다 
상세히 나누어서 설명하면 다양한 발달 상황과 특성을 용이하게 설명
할 수 있게 된다. 

단순히 또래를 때리고 가해하는 공격적 행동으로 사회적 관계의 측
면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사회적 행동을 포괄하여 측정하는 시도로 변
화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공격적 행동은 신체적 공격성, 심리적 공
격성과 같이 구분하기도 하고, 공격적 행동을 하는 가해 행위와 피동
적으로 공격적 행동의 피해자가 되는 피해 행동을 나누어서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발달 측면을 이해하기도 한다
(Dodge, Coie & Lynam, 2008; Fitzpatrick & Bussey, 2011). 또한 
공격적 행동을 측정하는 개념은 아동의 사회행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은 관계성에서 공격적인 특성과 배려하는 특성을 
포함하여 관계에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다
(Warden, Cheyne, Christie, Fitzpatrick & Ried, 2003). 이 같은 
노력은 한 가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영해서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적절성과 유능성은 얼마나 타인을 공감
(empathy)하는 가로 귀결된다(Hapson, 1984). 공감능력은 또래로부
터 인기를 얻는 중요한 지표로 친사회성으로 특징되는 행동으로 귀결
되지만, 낮은 공감능력은 또래 거부로 연결되는 행동 특성으로 나타
난다(Hapson, 1984). 이에 대해서 Eisenberg & Miller(1987)은 공감
능력을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면, 긍정적인 부분은 높은 친사회적 행
동과 낮은 공격적 행동의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한다.

이후 많은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에서 
공감능력의 특성을 확인하였는데, 낮은 공감능력은 공격적 행동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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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외현화된 행동과도 밀접한 관계가 나타났다
(Gill & Calkins, 2003; Rhee et al., 2013). 또한 Malti 등(2013)은 
공감능력으로 공격적 행동과 특성이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관계를 결정짓는 공감능력의 
긍정적 특성이 친사회적 행동이라면 낮은 공감능력은 외현화된 특성 
특히 공격적 행동이 된다(Stavrinides, Georgiou & Theofanous, 
2010). 

 2. 청소년기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에 관한 논의

그동안 청소년기 발달에 대한 논의는 문제 행동과 같은 부정발달과 
심리사회적응을 비롯한 긍정적 측면의 발달 결과를 따로 논의하기도 
하고 동시에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긍정발달과 부정발달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만큼 단일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 아니
면 동전의 앞뒤처럼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를 둘러싼 
것들이다(Masten & Curtis, 2000). 

청소년기 문제 행동과 같은 부정 발달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접
근은 가출, 비행, 폭력행동과 같은 단일한 문제 행동의 위험요인을 밝
히고 실천적 함의를 찾는 것에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부정 발달을 
줄이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맞는 개입이 중요하다. 즉, 부정 발달과 
긍정 발달은 서로 상반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긍정 발달로 연결되지 않는다(Boles, Biglan & 
Smolkowski, 2006). 이러한 관점은 긍정과 부정 발달을 별개로 살펴
볼 필요성을 설명한다(Dittman et al., 2016). 
  한편,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이 하나의 스펙트럼 상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입장은 높은 학업성취도, 긍정적 또래관계 등 긍정적 발달은 
공격적 행동과 같은 부정적 발달이 없거나 극히 미비한 상태라고 설
명한다(Gambone, Klem & Connell, 2002). Settle Social 
Development Project의 결과는 18세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효과성 
실험에서 학교와의 유대감과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 같은 긍정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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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높은 경우, 비행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Catalano & Hawkins, 1996). 또한 Lerner(2009)는 문
제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긍정적 발달 산물이 있을 수 있
다고 보고함으로써, 긍정과 부정 발달이 전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이 하나의 스
펙트럼 상에서 긍정발달이 많아지면 부정발달이 줄어드는 것으로 긍
정적 발달을 지원하는 개입만으로 문제 행동과 같은 부정 발달을 중
단하게 하거나 예방한다고 설명한다(Sibereisen & Lerner, 2007). 
이들 논의는 문제 행동을 줄이는 보호요인이 긍정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접근만으로도 문제행
동에 대한 충분한 개입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최근 아동발달연구의 패러다임은 문제 행동을 완화시키거나 
중단하게 하는 보호요인을 찾는 것에서 긍정 발달을 이해하고, 설명
하려는 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적응유연성과 강점관
점과 같은 논의와 맥을 같이 하면서, 더 이상 아동청소년의 발달학적 
관심은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Lerner, 2017). 
  하지만 긍정과 부정 발달은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따로 나타날 수
도 있기 때문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한 가지 발달 측면만 주목하는 
접근은 청소년기 발달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논의도 있다
(Belgrave & Allison, 2010). 즉, 문제 행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긍정 발달로 이해할 수 없고, 긍정 발달 성과가 곧 문제 행동
이 없거나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 발달
과 부정 발달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Sibereisen & 
Lerner, 2007; Kokko et al., 2006).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긍정발달과 부정발달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노력
은 부족하였다(Kokko et al., 200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청소년기 문제 중심적 접근의 방향은 긍정 
발달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발달의 종합적인 이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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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긍정과 부정 발달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다차원적 발달의 관점을 적용할 때 청소년기 발달에 맞는 정책의 방
향을 확인할 수 있다(Benson, 1998; Catalano et al, 2004; Rutten, 
Schuengel, Dirks, Stams, Biesta, & Hoeksma, 2011; Kokko et 
al., 2006). 

3. 긍정 발달로서 친사회적 행동과 부정 발달로서 공격적 행동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발달은 또래 간 긍정적 
수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prosocial)으로 특징지어지
고, 비적응적인 부정적 발달은 공격적인 행동(aggression)이 된다. 이 
두 가지 행동의 특성은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긍정
과 부정 발달이 된다(Belgrave, Nguyen, Johnson, & Hood, 2011; 
Carlo, 2006; Coie & Dodge, 1998; Ellis & Zarbatany, 2007; 
Kokko et al., 2006; McGinley& Carlo, 2007; Rutten, Schuengel, 
Dirks, Stams, Biesta, & Hoeksma, 2011). 

친사회성(prosocial)이라는 용어는 1972년 Wispé가 반사회성
(anti-social)과 대비되는 긍정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다
(Kokko et al., 2006). 친사회성(혹은 행동)이 긍정적인 발달 성과인
가를 논의한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은 높은 학업 성취도, 건강한 심리
적 건강과 같이 긍정 발달 성과로 이해되는 것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 발달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Eisenberg, Fabes, & Spinarad, 2006). 

1972년 친사회성(prosocial)이라는 새로운 용어의 등장 이후, 사회
심리학 연구들을 통해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개념 정의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왔다. 이들 논의는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을 이
롭게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특징이라고 설명한다(Bar-tal, 1976; Eisneberg, 1982).  

사실 광의적 개념 정의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긍정적 상호작용이지
만(Mares & Woodard, 2005), 공감 능력과 이타심으로 설명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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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다(Smith et 
al., 2006). 일례로, Eisenberg와 그의 동료들은(2006)은 친사회적 행
동은 타인을 돕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동하고 
배려하는 행위이며, 공공질서를 지키는 행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국내 연구들을 통해서도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박성희(1997)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을 도와주는 모든 
행동으로 설명하면서, 행동의 이타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또, 최윤
정과 이기숙(1999)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행위, 양보하는 행위까지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무엇이 친사회적 행동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확
인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Padilla-Walker & Collier, 2018). 하지만, 상기에서 
논의된 친사회적 행동의 정의는 타인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라
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 

반면 친사회성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발달 특성을 설명하는 행동은
공격적 행동이다.(Carlo, 2006; Coie & Dodge, 1998; Belgrave, 
Nguyen, Johnson, & Hood, 2011; Ellis & Zarbatany, 2007; 
Kokko et al., 2006; McGinley& Carlo, 2007). 공격적 행동이 단순
히 또래를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과 감정
으로 표출될 수 있고, 반사회적 행동과 긴밀한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동(antisocial behavior)을 공격적 행동으로 이해하기도 
한다(Catalano et al., 1996; Connor, 2012). 

공격적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Malti et al., 2013), 사회통제
이론의 유대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은 신체적 공격성 혹은 공격적 행동
에 초점을 두고 있다(Dodge, Coie & Lynam, 2008).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이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긍정과 부정 발달 성과가 될 수 있을까? Card, Stucky, Sawalani와 
Little(2008)는 메타 분석을 통해서 공격적 행동은 타인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협동하는 친사회적인 행동과는 역의 관계의 특성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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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밝히고 있다. Nantel‐Vivier등(2014)은 친사회적 행동은 우울과 
같은 내재화된 행동과는 달리 공격적 행동과는 역의 관계가 지지된다
고 설명하고 있으며, Kokko등(2006)은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
은 역의 관계에 있는 행동 특성이면서, 함께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한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은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는 긍정과 부정적 발달 성과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결과이
다. 

몇 몇 연구들은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이 전혀 연관 없는 독
립적 특성을 가진다고 보고하기도 한다. 이들 연구는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은 환경적 요인보다 유전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반
해 친사회 행동은 환경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상반된 
행동적 특성이라기 보다는 서로 독립적인 행동 특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기도 한다(Hay, 1994). 

이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하면,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은 서로 
역의 관계이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특성으로, 사
회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발달 성과임을 시사하는 논의들이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이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공격적 
행동의 보호요인이 되는 것을 밝힘으로써, 공격적 행동을 줄이는 방
안으로 친사회성 증진이 대안이 된다는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Midlarsky, 1991; Samson et al., 2012). 예를 들면, 친사회적 행동
을 하면, 또래 소외와 폭력을 예방하기 때문에 학교 적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성인기 실업과 같은 부적응의 위험이 낮아진다(Kokko 
& Pulkkine, 2000). 한편 McGinley와 Carlo(2007)는 친사회적 행동
과 공격적 행동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다. 저
자들은 공격적 행동을 줄일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은 이타적 행동과 
공공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인 것으로 보고한다. 이들 연구 결과는 친
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격적 행동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사회화 이론의 관점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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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행연구는 나이가 들면서 공격적 행동이 줄어들고, 친사회적 행
동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Trembly, 2003). 하지만 이러한 보고에 대
해서 Kokko 등(2006)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도 이러한 경향성이 적
용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한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성장하면
서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의 발달 경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시사하는 논의이다. 이들 논의는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연
구 주제는 제한적이며,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의 친사회적 행동의 이해
는 더욱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개인과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외현화된 문제와 동일하
게 친사회적 행동에도 부모의 요인은 중요하다. 국내외 연구들을 통
해서 부모의 양육 행동과 태도의 중요성이 검증되었다. 하지만, 여전
히 부모의 양육 행동과 친사회성의 관계는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Wyatt & Carlo, 2002). 

국내외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주목하지만, 친사회성과 공격성
에 이르는 영향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의 양육 행
동을 긍정-부정으로 이분화하여 접근하기 때문이다(Barry et al., 
2008). 이들 연구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긍정, 부정으로 이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행동이 긍정이면 긍정 발달을 예측한다는 
Knafo & Polmin(2006)의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긍정발달로서 친사회(성) 행동
과 부정발달로서 공격(성)적 행동을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첫째, 
여전히 긍정발달로서 친사회성에 대한 조망이 부족하고, 긍정발달로
서 친사회성과 부정발달로서 공격성을 함께 고려한 연구도 여전히 부
족하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의 많은 연구들이 대체로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에 집중됨으로써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하다
(Kokko et al., 2006). 셋째,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은 사회화
의 긍정과 부정 발달 성과이자,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발달 성과라는 점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왔다. 하지만, 지금까
지의 논의들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 속에서 이해하려
는 접근보다, 공격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단편적인 영향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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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만을 설명하려는 시도만 이루어지고 있다(Grusec & 
Davidov, 2010). 

제2절. 청소년기 긍정 발달과 부정발달을 설명하는 이론

 1.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청소년기 행동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 중 부모의 양육행동과 그 영
향을 가장 정치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사회통제이론이다(Krohn & 
Massey, 1980; Wiatrowski et al., 1981). 이 이론은 유대(bonding)
라는 개념을 통해서 청소년기 문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Hirschi, 1969; Reiss, 1950). 유대감에 따라서 공격적 행동
과 같은 문제 행동이 예방되거나 감소되는데, 1차 사회화 대상인 부
모와의 유대가 그 어떤 유대보다 중요하다(전영실, 2007; Cattarello, 
2000; Nye, 1958; Patterson, 1982).  

사회통제이론에 따르면 문제 행동은 유대가 깨졌을 때 혹은 적절한 
유대감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일 때 발생한다(Reiss, 1950; 
Hirschi, 1969). 환언하면,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공격적 행동과 
같은 청소년기 문제 행동은 비행을 독려하거나 강요하는 환경적 압력
과 강요가 아니라 긍정적 영향의 부재이며, 유대의 결핍으로 설명된
다(Hill & Atknson, 1988; Hirschi, 1969).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청소년기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모의 특성은 유대 형성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유대 형성 과
정에서 애착(attachment)과 관여(involvement)가 유대 구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주목되어 왔다(이동원, 2007; Cernkovich & 
Giordano, 1992; Massey & Krohn, 1986; Nye, 1958; Patterson, 
1982). 

애착에는 대화에 참여할 기회와 자녀가 부모를 닮고자 하는 유대감
(bonding)이 하위 구성요소이다(Hirschi, 1969; Wiatrowski, 
Griswold & Roberts, 1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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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애착이 문제 행동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것이라고 보고
하는 연구들은 부모자녀의 애착 관계는 일종의 통제기제가 된다고 설
명한다. 즉, 청소년은 친밀한 사람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부
모자녀의 애착 관계가 자녀의 문제 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비행
을 강요하거나 허용하는 환경에도 문제 행동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된다(Reiss, Collins, & Berscheid,  2000; 
Cattarello, 2000). 

최근 사회화 논의는 부모자녀의 전체적인 관계를 포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모의 양육 행동을 반영한다(Kuczynski, Parkin & Pitman, 
2015). 즉, 부모가 자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 관여와 애착 요소를 반영하는 대화에 참여할 
기회와 보상 등을 반영할 필요가 주목되고 있다(Catalano & 
Hawkins, 1996). Grusec와 Davidov(2010)은 자녀의 행동에 벌을 
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통제적 기능, 정서적 지지와 결속을 의미하는 

1) Hirschi(1969)는 사회유대의 기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애착
(attachment)는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집단과의 애착적 요소를 포함하며, 대화 
참여, 동일시적 유대감과 지도감독이 애착의 하위 구성요소이다. 애착의 하위 구
성 요소에 지도감독은 동질한 개념이 아니라는 후속 연구자들의 지적에 따라 애착
의 하위 구성 요소와는 별개로 다루어지게 된다(Cernkovich & Giordano, 1997; 
Patterson, 1980).

   둘째, 인습적 목적과 수단에 대한 관여와 참여가 해당된다. 이 두 가지는 초기에
는 각각 개별 유대 요소로 구성되고, 논의되었다. 그러나 유대 요소의 영향에 대
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기 이 두 가지 유대 요소는 학교 요인이 반영되면
서 개념상 중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논의는 이 두 가지 
유대 요소를 하나로 합쳐서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반영하는 특성
(involvement)으로 통합하여 논의한다(Krohn & Massey, 1980; Wiatrowski et 
al., 1981). 마지막으로 신념이다. 이 신념은 비행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개인의 
허용도와 내면적 통제를 의미한다(Hirschi, 1969; 전영실, 2007; 이동원, 2007). 

   Hirschi(1969)는 부모의 애착적 특성에만 주목하면서 관여적 특성을 다루지 않았
지만, 관여적 특성이 청소년기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사회통제이론의 유대감은 애착적 유대 요소와 관여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들이 있다(이동원, 2007; Cernkovich & Giordano, 1992; Massey & 
Krohn, 1986; Nye, 1958; Patterson,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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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요소와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치고 관여하는 역할이 사회화로서 
주목될 수 있는 양육행동이 된다고 설명한다. 

부모가 가진 사회화의 내용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과정에는 학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가는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애착의 하위 요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 할 기회를 제
공하는가가 반영된다. 대화에 참여할 기회는 정서적 지지와 결속을 
의미하는 애착의 한 측면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부모가 자녀에게 해
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을 가르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Carlo et al., 2011; Zahn-Waxler & Robinson, 
1995). 

자녀와 대화가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이면, 부모-자녀의 유대감은 부
정적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적 처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
에,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꾸지람 없이 들을 수 있고, 적절한 행동
에 보상을 해주는 행동의 중요성이 논의된다(Grusec & Davidov, 
2010; Scarr & McCartney, 1983). 흥미로운 점은 부모가 강압적이
고 처벌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이지만, 자녀의 이
야기를 들어주고, 칭찬과 같은 보상을 한다고 반드시 긍정 발달을 예
측하는 것은 아니다(Greenberg, 1999; Lee, Padilla-Walker & 
Memmott-Elison, 2017). 하지만 특정 행동을 강화하거나 소거하려
는 부모의 구체적인 통제 기능이 담겨있다는 의미에서 부모가 보상을 
하는 행위는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Davis & Garlo, 2014;  
Kosterman et al., 2004; Lee et al., 2017; Lonezak et al., 2000).

부모-자녀 애착의 하위 요소인 대화에 참여할 기회와 동일시하고자 
하는 유대감과 더불어 관여라는 유대 요소를 연구 모형에 반영할 때 
청소년의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부모와 동일시하고 싶은 유
대감이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여 행동을 연구 모형에 포함
할 때, 발달 성과를 더 풍부하게 설명하게 된다(Cattarello, 2000; 
Cernkovich & Giordano, 1992; Krohn & Massey, 1980;  Warr, 
1993; Wiatrowski et al.,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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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스스로 통
제하도록 하는 것은 인지 발달을 필요로 한다. 학업 성취와 관련된 
유대 요인은 관여(involvement)이기 때문에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관여는 유대이론을 검증하려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관여라는 유대 요소는 학교 성적과 성취와 관련된 특성
으로 부모와의 애착과는 관계없이 이 관여적 특성만으로 비행행동이 
설명된다(전영실, 2007; Krohn & Massey, 1980). 이렇게 관여는 인
지 발달에 결정적 영향 요인이기 때문에 청소년 행동의 형성을 설명
하는데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부모의 애착 행동에 비해 덜 
조망되어왔다. 

몇몇 학자들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유대강화 요소들의 인과관계
를 확인한다. 이들 논의는 부모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일련의 행동에
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Benda, 1997; Choi et al., 2005; 
Roosa et al., 2011). 즉, 대화 참여 기회 → 관여→ 보상 → 유대라
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대감 형성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반면, 부모
의 양육행동은 자녀 발달 영역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자녀의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개별 유대 요소
를 양육행동으로 설정하여 각각의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
다(Marcos, 1986; Greenberg, 1999; Owens-Sabir, 2007). 
Winebarger(1994)의 지적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모든 양육 행동이 
동시에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소년기 중요한 부모의 양육행
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사회화로 이루어지는 양육행동은 양육행위 
간 순차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보다는 개별 양육행동이 발달 성과
와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에 참
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보상, 관여 행동과 같은 부모의 양육행동
이 자녀의 유대감 형성에 선행 요인이 된다고 보고한다(Bishop et 
al., 2017; Herrenkohl et al, 2001; Lee et al, 2017). 하지만, 지금
까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단일 개념으로 묶어서 유대감 형성
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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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감과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전영실, 
2007; Choi et al., 2005). 

그렇다면 부모를 닮고 싶고, 동일시하고자 하는 유대감은 자녀의 발
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연구 결과 부모와의 동일시하고자 하는 유
대감은 청소년의 발달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된
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유대감 형성은 단일한 영
향 관계가 아닌 유대 요소 간 다양한 경로들을 설정하고 그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모든 유대요소가 같은 수
준에서 청소년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사회통제이론의 주요 가정을 기
각한다. 즉, 청소년기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대감 형성 과정을 
고려해서 각각의 유대 요소의 상대적 영향력이나 인과관계를 확인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동원, 1997; Krohn & Massey, 1980). 

부모와 자녀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체계와 상호작용을 한다. 친구와 
학교를 포함해서 다양한 체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 기회가 되기
도 하고, 새로운 사회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Kuczynski, 
Marshall, & Schell, 1997). 이들 연구는 부모와의 유대 형성 과정이 
또래나 학교와의 유대감 형성에 선행 조건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Benda, 1997; Marcos, 1986). 

사실 하쉬의 사회통제이론의 검증과정에서 또래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는다(Hirschi, 1969). 하지만, 학교, 또래 등 각기 다른 사회화 기
관을 통해서 각기 다른 유대감 정도와 사회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부
모를 포함한 또래, 학교와의 유대감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이
외에 또래와 학교 유대감의 중요성을 밝힌 실증적 연구들이 존재한다
(Kuczynski, 2003; Reiss et al., 2000). 

유대감 형성은 반드시 부모에서 또래로 단계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의 유대가 높다고 또래와의 유대가 같은 수준으로 형
성되고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래와 학교를 포함한 유대
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이동원, 1997). 

사회통제이론이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유대감 형성 과정에 주목하
였지만, 청소년 행동 형성은 청소년의 내적발달 자산이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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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와의 유대감 형성이 외부적 요인이라면 내적 요인에 해당하
는 자기통제력(self-control)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통제이론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Gotteredson & Hirschi, 1987). 하지만 이러
한 시도는 유대감과 자기통제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각각의 영향과 비행에 이르는 과정을 논의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
해서 Akers(2000)은 유대감이 비행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통제감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유대 형성 과정에 내적 요인을 
함께 반영할 필요성을 보여준다(Morris & Menard, 2011; 
Owens-Sabir, 2007). 

상기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사회통제이론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유대감 강화 과정으로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쉬는 성별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다(Hirschi, 1969; Owens-Sabir, 
2007). 하지만 후속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들은 남학생보다 여
학생에게 이론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와(Anderson et 
al., 1999; Canter, 1982) 성별로 다른 사회화 경로들이 나타난다고 
보고하는 상반된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사회화 과정에서 성별로 복잡
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
(McCormic & Kennedy, 1994).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과 영향 요인들은 그동
안 다양한 문제행동에 집중하여 왔다. Hirschi(1969)는 인간은 누구
나 일탈을 할 수 있는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왜 어떤 청소년들은 비
행을 저지르지 않는 것일까란 질문을 제기한다. 즉, 사회통제이론이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통제기제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사회
통제이론은 청소년기 공격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Hart & Mueller, 
2013; Owens-Sabir, 2007). 

사실 그동안 사회통제이론은 청소년기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데 적
용되어져왔지만, 중비행보다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문제 행동을 설명
하는데 더 적합하다(Matsueda, 1989; Hirschi, 1986). 더욱이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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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설명되는 발달 성과의 차이는 친사회적 이해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 성과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이 된다(Hart & 
Mueller, 2013; Owens-Sabir, 2007; Roth et al., 1998).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유대감 형성을 설명하는 주
요 경로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을 확인하고
자 한다. 

 2. 대처-역량 모델(coping-competence model) 

청소년기 대처행동과 역량은 성인이 되어도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대처행동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Blechman & Culhane, 1993). 하지만, 청소년의 대처 행동을 이해
하려는 시도는 부족해서(Moreland & Dumas, 2008), 청소년기 대처 
능력과 유능감이 어떻게 발달 과정에서 보호요인이 되는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Blechman, 1996; Schwartz et al., 2010). 

청소년기 적응은 스트레스와 고위험 상황에서도 긍정적 적응을 하
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논의되었다. 특히 적응유연성 개념은 역경과 
스트레스가 적응의 전제라고 가정하는데(좌현숙, 2010), 이러한 개념 
정의를 중심으로 그동안 청소년 적응의 논의는 고위험 청소년들이 주
요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주목함으로써, 청소년의 대처 행동과 그 과
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Barrett & 
Heubeck, 2000). 

생애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 대처 양식을 결정하기 보다
는 일상적인 일과를 보내면서 심리,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청소년기 대처 양식은 부모의 이혼과 빈곤과 같은 스트레스적 요
인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일상생활 그 자체를 고려하는 것이 더 타당
하다는 논의가 있다(Barrett & Heubeck, 2000). Barrett과 그의 동
료(2000)는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학교에서 겪
는 일상적인 작은 스트레스 요인들이 오히려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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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한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볼 때, 청소년기 발달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일상적이고 스트레스와 발달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Overton, 
1998). 즉, 청소년의 발달은 사춘기를 겪으면서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하고, 진급과 진학을 성공적으로 성취해야 하는 도전이 반영될 때, 청
소년기 대처행동과 역량을 이해할 수 있다(Blechman, 1995). 일상적 
도전과 스트레스는 매일 청소년의 역량을 시험하면서 대처 행동을 하
게 되고, 대처 행동은 곧 긍정 혹은 부정적인 적응으로 이해된다. 

긍정적인 적응은 발달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competence)을 유지하는 것이다(Masten & 
Coastswoth, 1998). 청소년의 자기 역량은 다양한 일상적 스트레스
에 대처하는데 필수적이다. 역량(competence)은 자아존중감, 자기유
능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들과 관련된다(Blechman et al., 1996; 
Frydenberg, 2004; Silva et al., 2004). 선행연구는 높은 수준의 역
량감(혹은 유능감)을 가진 청소년은 상황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으
로 반응한다고 보고한다(Compas et al., 1993). 

청소년의 대처행동과 역량은 대처-역량 모델(coping-competence 
model)을 통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모델에 따르면 대처행동은 친
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친사회적이거나 반사회적 
대처 행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적응이다. 청소년이 
친사회적 대처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는 보호요인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대처행동과 역량에 대한 이해
를 필요로 한다(Compas et al., 1993). 

대처-역량 모델에 의하면,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
는 요인은 부모의 양육 행동과 청소년의 역량이며, 이들 관계는 구조
모형으로 제시된다(Blechman, 1996; Blechman, Prinz & Dumas, 
1996; Moreland & Dumas, 2008). 대처-역량 모델은 공격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은 청소년의 대처 양식에 해당하며, 이는 자기개념, 통
제력과 같은 역량과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 Blechman 등(1996)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의 대처 행동에 



- 26 -

직접 효과가 있기도 하고, 청소년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매개
로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학대를 하거나 방임을 한다거나 적절하게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한다
면, 청소년은 공격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반면, 적절한 양육 행
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내재화되어 긍정적 자기 개념을 형성하고, 
타인에 대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부모의 양육 행동은 자기 
개념과 같은 역량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처-역량 모델(coping-competence model)은 사회적 관계의 대
처 방식에서 청소년의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실제로 공격적 행
동의 경감은 긍정적 자기개념과 같은 내적 발달 특성이 중요하다는 
실증적 보고들이 있다(Flay et al., 2001; Li et al., 2011). 즉, 공격
적 행동의 경감은 공격적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건강한 자
기개념과 같은 역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기 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중요하다(Frydenberg, 
2004; Blechman, 1996). 유능감, 자아존중감과 자아통제감을 각각 
역량으로 정의하지만, 최근 대처-역량 모델을 적용한 연구들은 청소
년기 대처(coping)와 역량(competence)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
발하고 있다(Schroder & Ollis, 2013). 이들 척도는 선행 연구의 경
험적 증거와 대처-역량 모델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
하였는데, 문항은 유능감, 자아존중감, 자아통제감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Schroder & Ollis, 2013). 

대처-역량 모델은 반사회적 대처행동 중 공격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 모델로의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Blechman, 1996; 
Blechman & Culhane, 1993). 선행연구들은 공격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위험요인의 누적효과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부모
와 또래의 영향력에 주목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처-역량 모델을 적용
하면, 공격적 행동을 줄이고 예방하는 것은 낮은 자기 개념을 높여주
고, 친사회적 행동을 독려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긍정적인 자기개념에 
집중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독려하는 실천적 방안은 구체적인 피드백
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적 적용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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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Blechman, 1996).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청소년의 대처행동의 이해는 청소년의 발

달 과정과 발달 스트레스를 반영하여 논의될 필요성이 있지만, 청소
년기 발달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피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발달 스트레스를 고려하기 위해 진학과 진급과 같은 
생애전환기를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대처-역량 모델의 적용에 따라
서 부모의 양육 행동, 청소년의 역량과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
과 같은 대처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3. 이론의 통합 적용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유대감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형성 과정의 주
요 가정은 청소년기 유대감 형성이 발달 성과를 결정짓는 다고 주장
한다. 일단 유대감은 형성되면 가치관을 공유하고 내면화하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에서 누구와 유대감을 갖는가는 그동안 중요한 연구 주제
가 되어 왔다(Catalano et al., 2004; Rossa et al., 2011). 

아동청소년기 발달에서 문제행동을 줄이고, 긍정 발달의 가능성을 
증진시킬 방안은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개입의 지점을 확
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사회통제이론은 긍정적 유대감이 부재할 때, 
부정 발달을 예측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유대감이 발달 성과를 결
정짓는 핵심 요인이며, 자녀가 누구와 유대감을 갖는가는 부모의 양
육행동에서 비롯되는 인과과정이 성립된다(Catalano & Hawkins, 
1996). 

하지만, 청소년 발달 성과가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대감 형성 과정으로만 설명되는 것일까?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대감
과 같은 외적 통제기제만으로 행동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선행연구 
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자기개념과 같은 역량을 포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Owen-Sabir, 2007). 사회화 과정은 부모와 
자녀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다양한 유대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청소
년의 내적 발달 자산을 함께 고려할 때 전인적 이해를 가능하게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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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Kuczynski, et al., 2015). 하지만 지금까지 유대 형성 과정
의 논의와 검증은 청소년기 유대 특성과 역량을 통합하여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Owen-Sabir, 2007). 

대처-역량 모델은 청소년의 대처양식을 공격적인 것과 친사회적인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청소년기 대처 양식의 이해는 성인기와는 
전혀 다른 특성이 있는데 성인기 대처 양식은 스트레스 요인이 반드
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청소년기는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상적
인 일과 과정도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청소년기 
대처 양식의 이해는 전환기와 같은 상급 학교 진급의 특성을 반영하
여 이해하여야 하며,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양육 행동을 통해서 대
처 양식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역량 형
성에 영향을 미치고, 역량을 매개로 긍정적인 대처 양식을 형성하기
도 하고, 부정적 대처 양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즉 부모의 양육 행동
이 자녀의 역량 형성을 결정짓고, 이 역량에 따라서 발달 성과가 결
정되는 일련의 발달 과정을 제시한다(Blechman, 1996; Blechman & 
Culhane, 1993; Moreland & Damas, 2008). 

이 두 가지 모델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과 부정 발달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적 역할이 확인된다. 사회복지학 연구
에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상세
히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이상균, 2007). 매개효과의 검증을 통해서 
사회복지개입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델이 매
개변수로 주목되는 유대감과 역량을 연구 모형에 통합하였다. 유대감
과 역량의 통합은 청소년 발달의 예측력을 증가시킨다(Tittl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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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소년기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 

 1. 부모의 양육 행동과 발달 성과 

아동청소년은 스스로 사회적 자본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행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문영숙, 박
인숙, 2005).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동안 이루어지
고, 부모의 신념과 지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자녀의 심리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Schaefer, 1965).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포괄적으
로 관여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Meeus et al., 2002),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의 발달 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
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기 긍정발달과 부정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발달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의 영향을 강조하는 이론들은 사회
적 형성이론(Social Mold Theory)이라고 명명되며(정소희, 2007 재
인용), 사회통제이론, 사회학습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이론은 부
모를 통해서 1차 사회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과 
그 영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형성이론을 근거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청소년기 문제 행동을 하는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 행동에 주목하였으며, 부모의 양육 행동을 통해서 문제 
행동과 같은 부정적 발달 성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사회통제이론과 같은 사회적 형성 이론을 근
거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회형성이론에 근거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부정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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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긍정적 발달 성
과를 예측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양한 영향 요인 중에서도 부모
의 양육 행동을 주목한 이론들은 부모의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의 연
구는 부모의 애착적-학대적 양육행동과 지도감독이 자녀의 문제 행동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왔다. 

사회형성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
델링하는 것을 통해서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배운다고 설
명한다(Bandura, 1978).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들은 학
대적 양육 행동이 갖는 부정적 영향 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학대적 양육 행동이 자녀의 대처 양식을 폭력적이게 한다고 경고한다
(손선옥, 이봉주, 2015). 무엇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적 행동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의 양
육행동은 중요하다. 예를 들면, 학령기에 부부간 폭력에 노출되었다
면, 초기 청소년이 되었을 때 친사회적인 행동의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다고 보고한다(Kouros, Cummings & Davies, 2010). 사
회학습이론은 부모, 또래와 교사로부터 행동을 학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관계의 확대와 경험의 중요성을 지지한다. 

한편 청소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부모의 지도감독에 대한 논의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 행동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부정
적인 발달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부모의 
지도감독은 비행 행동의 위험을 낮추는 중요한 보호요인이며(이상균, 
2009; 정소희, 2007), 문제 행동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Fletcher et al., 2004). 또한, 구체적인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지도감독이 긍정적 발달을 촉진시킨다는 보고는 지
도감독의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설명한다(Deng & Rossa, 2007; 
Grusec et al., 2000). 

이와는 반대로 부모의 지도감독이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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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보고도 발견된다. Yoo 등(2013)의 연
구는 아동기에 부모가 자녀의 행동의 통제를 목적을 둔 양육 행동을 
하면, 15세 때 친사회성은 낮아진다고 보고한다. 이 연구는 훈육의 
이유와 행동의 규칙 등을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해야 양육 
행동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함의를 제시한다. 

즉, 부모의 양육 행동이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이 모두 동일하게 긍
정적이지 않다는 점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와 쌍방적 소통의 필
요성을 시사한다. 부모의 지도감독에 대해서 청소년 자녀가 자율성을 
침해받는다고 인식하면, 오히려 부모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부작용
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부모자녀의 관계에 따
라서 적절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이상균, 2009). 이에 대해서 
Hastings와 그의 동료들은(2007)은 부모가 자녀의 일과를 통제하는 
양육 행동은 자녀의 표현이 기회를 제한하고,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
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달보다는 부적응과 같은 문제와 관
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연구들은 청소년기 문제 
행동과 부모의 양육 행동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문제 행동뿐만 아니라 긍정 발달 형성에
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부모의 양육 행동
의 목적은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과 발달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
만, 부모의 양육 행동과 긍정적 발달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부모의 양육 행동이 부정적 발달의 위험을 줄이고, 긍정적 
행동을 하게 하는 매커니즘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Hastings, 2015; Laible, 2017).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행
동이 자녀 발달 특히 긍정 발달인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
명하지 못한 원인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사회화 주체라는 점을 간과
했기 때문에 발생한다(Eisenberg et al., 2006). 

청소년기 긍정발달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양한 맥락이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행동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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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하고, 그에 따른 발달 성과를 확인하는 것에 회의적이다. 부모의 
양육 행동이 일방적이기 보다는 자녀의 상황과 관계에 따라서 쌍방적
인 관계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양육 행동이 이루어진다. 

사실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와 자녀간의 힘의 균형이 부모에게서 자
녀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부모의 양육 행동은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정소희, 2007).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애착적, 학대적인 것과 같이 특정 양육 행동의 영향을 규명하
기보다 자녀가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Maccoby, 2007). 부모의 양육행동은 사회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도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는 양육행동으로 규명될 필요가 있다(Scale, 
2006; Grusec & Davidov, 2010; Catalano & Hawkins, 1996).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긍정발달과 부정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강화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
다. 청소년 자녀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 동
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칭찬과 대화”는 다른 어떤 동기보다 
중요하다(Zahn-Waxler & Robinson, 1995). 특별히 긍정발달 성과
에 주목한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즉, 부모가 자녀의 욕구와 감정을 존중하
고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하여 규칙과 욕구의 근거를 일방적으로 제시
하기보다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Magegu et al., 
2015; 임혜림・김서현, 2017). 

청소년의 발달 과업이 가정과 학교 이외의 사회적 체계와 참여를 
확대해나가고, 스스로 자율성을 획득해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부모로
부터 적절한 참여의 기회를 보장받고, 칭찬과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이 
긍정적 발달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부모의 양
육 행동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고, 더욱이 긍정발달과의 관계는 그 
상관관계가 높게 예측되지만,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Wyaatt & 
Carlo, 2002).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훈육의 이유를 적절하게 제



- 33 -

공하고, 자녀의 일과 생활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 양육 행동은 정서적으로 유능한 청소년이 되게 하고, 친사회적
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Carlo et al., 2011). Patterson 등(1990)은 
따뜻하고, 반응적이면서 자녀의 일과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긍정적인 양육 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부모의 적
절한 관심, 보상 등의 종단적 효과가 확인되는데, Farrington 등
(2002)는 부모가 칭찬을 덜 하거나 학업에 대한 내용과 방과 후 행동
을 확인하는 양육 행동을 하지 않으면 비행과 같은 문제 행동을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모로부터 칭찬과 적절한 모니터링을 제공받
지 못하면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부정적 발달을 할 가능성은 높게 보
고된다(Brown et al., 2005; Choi et al., 2005). 부모가 자녀의 행위
에 보상해주는 행위는 비행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역으로 
긍정 발달에도 직접 영향은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avis & Garlo, 2014; Kosterman et al., 2004; Lee, 
Padilla-Walker & Memmott-Elison, 2017; Lonezak et al., 2000).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적절한 행위에 보상하
는 행위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 자녀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양육행동은 
교육 관여다. 우리나라처럼 어려서부터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는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을 요구하고, 그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측되지
만 그동안 부모의 교육관여에 대한 조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이
세용, 1998; Kim, An, Kim & Kim, 2018). 부모가 교육에 관심을 갖
고 학교를 찾아가고, 숙제를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학업 성취와 학교 
적응에는 긍정적 영향이 보고되지만, 다양한 발달 성과에도 긍정적인
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Kim, et al., 2018). 부모의 교육관
여보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사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지위 여부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부모의 
교육관여 활동에 대한 한국적 상황의 실증적 검증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선혜연 등, 2011; Coleman, 1988).

부모가 자녀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돕기 위한 활동은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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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학교 교과 활동과 방과 후 활동에 자
녀가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이를 위해서 자녀와 대화를 하고, 숙제나 
교과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복습을 할 수 있는 환경
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 교육 관여 행동에 해당된다
(Camacho-Thompson et al., 2016).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입시 과정과 체계는 부모가 학업에 관여해
야 자녀의 학업 성과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초
등학교 6학년부터 교육관여 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경향
은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으로 포착되고 
있다(박영주, 전주성, 2016; 정소희, 2007). 

서구의 경우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적 관여는 줄어든다고 보고된
다. 부모의 교육관여가 줄어드는 중요한 배경으로는 첫째, 자녀가 성
장하면서 인지 수준이 향상되어 스스로 과제를 하고 학업 성취를 위
한 자율적 노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스스로
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
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모는 청소년 자녀에게 교육 관여를 덜 하게 된
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청소년일 때 배운 교과과정 보다 난이도
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교육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Park & Holloway, 2013). 하지만, 서구의 경우에도 모든 부
모가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관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였다. 부모가 
교육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학업 성취 관련 대화, 학교 찾아
가기 등 다양한 교육 관여 활동을 하며,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관여 
행동은 증가하기도 한다(Hill & Tyson, 2009). 

교육이나 방과 후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교육 관
여라고 보면,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단순히 자녀 교육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갖기보다 자녀 발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양육 행동 중 하나이다. 그동안 부모의 교육관여가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
다. 부모가 과도하게 교육 관여를 할 경우에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
적 영향이 있으며, 그 영향은 성인기까지 이어질 정도로 심각하다고 



- 35 -

보고한다. 
헬리콥터 맘은 과도한 교육관여 행동을 하는 부모를 지칭하는 말로 

최근 몇몇 연구들은 과도한 교육관여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이들 보고는 지나친 교육 관여 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고,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장하기 때문에 성
인기까지 정서적, 행동적으로 부적응하게 된다고 보고한다(Deci et 
al., 1991; Locke et al, 2012; Trzesniewski et al., 2006).  

이렇듯 교육적 관여를 과도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부
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고 격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중요
한 함의를 갖는다. 교육 관여는 단순히 교육 성취에 몰입하고 집중하
는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위한 지지적 행동
이다. 긍정적 측면에서 교육 관여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들은 학업 성
취와 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화 측면에서 교육관여 행동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사회화가 일종의 학습이라고 보면, 교육 관여는 인생 전반
에서 익혀야 할 태도와 가치를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인기의 
가치관과 태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양육 행동이다(Tam & 
Chan, 2009; Wang & Sheikh-Khalil, 2014). 

어려운 과정이라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교 적응을 
위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지기반이 되어준다는 측면에서 학교 적
응과 학업 성취에는 긍정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왔다. 구체적
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관여는 청소년기 문제 행동과 중
도탈락을 예방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 발달의 성과의 보호요인이 되기
도 하지만(Ladd & Dinella, 2009),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방
과 후 활동의 참여와 주어진 교과 과정이 어렵더라도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부모가 도와주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역량이 강화
(Gonzales et al., 2014)되는 긍정적 양육 효과가 있다. 

청소년기 부모의 교육 관여 행동의 긍정성을 논의하는 학자들의 논
지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교육 관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
어지는 긍정적 관계와 유대감에 주목한다(Fan & Willia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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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부모의 교육관여는 가정에서 학업 성취와 적응을 위해 부모
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행위이며, 결국 자녀의 학교 적응을 높이
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Tam & Chan, 2009), 부모와 자녀의 상호
작용을 직, 간접적으로 배울 기회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의 의사
표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행동과 계획 등을 익힐 기회가 된다
(Fan & Williamns, 2010). 

무엇보다 부모가 교육적 관여를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은 
자녀의 일과 생활을 자연스럽게 부모가 알게 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
은 더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Izard et al. 2001). 이렇게 부모의 
교육 관여는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가 보고된다는 점에
서 청소년기 부모가 해야 할 양육 행동이 된다(Bempechat & 
Shernoff, 2012). 

최근 교육 관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관여 행동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 관여 행동을 나누어서 그 영향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숙제를 확인하거나 학업 성취를 위해서 가정에서 적극적으
로 교육 시키는 등의 행위는 자녀의 학업 성취 능력과 학교 적응을 
높인다고 보고한다(Tam & Chan, 2009).  

흥미로운 점은 가정기반이든 학교기반이든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이 
심리사회 부적응에는 보호요인이 된다는 가설은 적극적으로 지지되지
만,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상반되게 보고된다(Wong 
et al., 2018). 즉,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 관여를 하는 경우는 자녀의 
학교 참여를 증진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지만, 학교에 찾아
가는 등의 교육적 관여 행위는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부모가 관여하는 행동은 사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양육 
행위 중 하나이며, 부모가 교육를 포함한 모든 활동에서 할 수 있는 
관여는 가족 안에서의 이타적 행동을 촉진시켜 종단적으로는 자원봉
사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논의되
어왔다(Scabini, Marta & Lanz, 2007).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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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관여 행위가 자녀 발달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면밀
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관여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사의 평가,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가 
청소년기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
만 학교로 찾아가고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등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행동이기도 하다. 선행 연구자들은 빈곤할수록 부모가 부부갈등
과 같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속에 있는 부모는 낮은 수준의 교육 
관여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부모의 학력과 소득 수준과 같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리하는 변수들이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에 영향
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Lee & Bowen, 2006).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적절한 교육 관여 행동은 그 어떤 양육 행동보
다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교육 
관여 행동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부모의 교육 관여 
행동이 청소년 발달에 중요한 발달 자산이 될 수 있는 개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사회통제이론의 유대이론의 가
정을 반영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정의하고자 한다. 참여 기회와 보
상, 관여를 부모와 자녀의 대화, 칭찬받을 일에 보상과 칭찬을 제공했
는지와 학교생활과 교육적 활동에 관여했는지를 반영하여 부모의 양
육 행동을 논의하고자 한다(Gusrsec & Davidov, 2010; Scales, 
2006). 이를 통해서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의 효과
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 청소년을 둔 부모가 해야 할 
부모의 양육행동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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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 

유대감(bonding)은 그 자체가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기도 하고, 청
소년의 긍정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Grusec(2006)는 부
모의 양육 행동에는 부모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
에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 자녀가 다양한 체계와 유대감을 갖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청소년이 다양한 체계와 긍
정적 유대감을 갖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 행동을 통해서 일정 정
도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화로서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주목되는 관여, 참여기회와 보상이 
청소년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동안의 연구들은 이들 부모의 
양육행동의 직접효과에 주목함으로써, 기회->관여->보상의 과정을 거
쳐 유대감을 갖게 되는 사회화과정을 검증하고 있다(Catalano & 
Hawkins, 1996). 즉, 이들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대감에 이르는 영향
은 제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청소년에게 중요한 체계는 부모, 또래와 학교 환경이다. 국내외 선
행연구들은 이들 환경과의 유대감이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
하고 있는데, 우선 부모와의 유대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 행동과 부모와의 유대감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양육 행동과 부모-자녀 간 
유대감은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발달 성과에서 그 어떤 것보
다 중요하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선행 연
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는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이 매개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
는가 하면, 조절 효과로 작동한다는 논의도 발견된다. 이러한 보고들
은 부모의 양육 행동과 부모의 유대감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
닌 종단적이고 부모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
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정소희, 2007; Deng & Rossa, 2007). 

부모의 양육 행동이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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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 결과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의 선
행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문영숙과 박인숙(2005)
의 연구는 16세 때 부모와 자녀가 의사소통을 독려하는 양육 행동을 
할 때, 대학생이 되면서 부모와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
되었다. Bishop 등(2017), Lee 등(2017)의 연구도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대감 형성의 인과적 관계를 보고한다. 

두 번째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유대감이 아닌 어머니와의 유대감
에 치우쳐져있다. Fox, Kimmerly와 Schafer(1991)은 메타분석을 통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대감의 영향은 동등하게 중요하고, 하루 
일과를 자녀와 더 많이 보내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유대감만을 
고려하는 것이 양부모를 고려하는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한
다. 하지만 청소년의 발달 성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진 성 정체
성과 가정에서 양육의 역할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의 전개를 
고려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유대감을 따로 살펴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무엇보다 부모의 양육 행동과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이 긍
정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아버지와의 유
대감에 대한 연구의 공백은 부모의 유대감이 긍정발달과 부정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Roberts, 1999). 

Furman과 Simon(1999)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또래와 교
사와의 유대감(혹은 애착)으로 발전되는 맥락을 설명한다. 부모와의 
관계의 경험이 다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들은 부모가 관계 형성에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 일례로 부모의 양육행동은 교사와의 유대감 형성(Howes, 
1992; Pianta & Steinberg, 1992)과 또래와의 유대감 형성에도 영향
을 미친다(김은경, 김흥숙, 김순규, 2013; 홍주영, 도영심, 2002). 

더욱이 청소년의 발달자산의 강화는 또래, 학교와 같은 체계의 강화
를 통해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에 주목해야 한다. 인간 발달과 적응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맺는
가를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 성과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Lerner, 1995). 청소년의 발달에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다체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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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달맥락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
다. 또한 다양한 체계와의 상호작용이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 요인이 
되며(Lerner, Lerner, Bowers, Lewin-Bizan, Gestsdottir & 
Urban, 2011), 청소년의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단위가 
된다(Kuczynski, 2003). 그래서 청소년의 발달 과정의 이해는 부모를 
포함해서 청소년을 둘러싼 중요한 환경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선
행 연구들은 또래와 학교와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청소년에게 또래는 공기와 같다고 비유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
어왔다(손선옥, 이봉주, 2015). 그동안 청소년의 발달에서 또래의 영
향을 주목한 연구들은 비행하는 또래와의 유대감에 주목하여 왔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회적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
기 때문에 비행을 일삼는 또래와의 관계를 부모와의 관계와 양육 행
동을 통해서 통제되기도 하고, 부모의 말에 반기를 들면서 비행을 일
삼는 또래와의 사회화에 더욱 몰입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 선행 연
구들을 통해서 설명되어져왔다(정소희, 2007; Bukowski et al., 
2015). 이러한 논의는 부모의 양육 행동이 긍정적이면, 비행을 일삼는 
또래와의 유대감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그 위험성을 낮춘다고 설명한
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발달에서 지역사회와 학교 유대감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청소년기 학교와 지역사회의 영향을 포착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청소년기가 되면서 비로소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접촉이 증가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되면서 부모와 가정의 보호를 벗어나 자유
롭게 학교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학교가 있는 지역사회 환경과 상
호작용을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와 가정이 속한 지역사회가 
어떤 가치관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강
신아, 한윤선, 2016). 이처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갖는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학교를 포함한 환경에 대한 조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김영미, 2011; Cofee & Geys, 2007). 

청소년기 유대감 형성 과정에 주목하는 선행 연구들은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과 동시에 학교 환경과 학교 유대감의 중요성을 경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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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가족 이
외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타인에게 도움을 구
하고, 지지적 행위를 추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Furman & 
Simon, 1999).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과 애착의 영향을 교사와 학교 
유대감을 오히려 증진시켜서 부모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화와 유대감 
대상으로 교사와 학교를 주목하기도 한다(손선옥, 이봉주, 2015). 

이와 같이 학교 안에서 경험하는 유대감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돕는 긍정적 효과와 영향이 기대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학교 유대감 
증진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Hoover-Dempsy et al., 2002).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지만, 
이 시기 학교 유대감은 점차 떨어지게 된다. 연구자들은 학교에서 많
은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이 긍정적 학교 유대감을 갖게 된다면, 학교 
정책에 순응하여 학교 적응을 높이고, 청소년이 이루어야 하는 발달 
과업을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서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Chapman, Buckley, Sheehan & Shochet, 2013). 

이상의 논의들을 볼 때, 부모의 양육 행동이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아버지, 어머니와의 유대감, 또래와의 유대감과 학교 유대감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 부모의 양육행동이 역량(competence)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이 긍정적인 발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적 자산이라고 불리는 
건강한 자기개념, 유능감과 통제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내적 자산의 형성에도 양육행동의 영향이 주목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가 어떤 양육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청소년 자녀
가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유능감, 통제감과 같은 발달 자산을 획득하
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Grusec & Redler, 1980).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유능감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Laible et al., 2015). Grusec(2002)의 주장처
럼, 부모의 양육 행동의 목적은 자녀가 긍정적인 자기개념과 자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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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 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학적 연구에서 
양육 행동과 자녀의 역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부모
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역량의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가 예견될 뿐만 
아니라 발달 성과에서 핵심적 변수이기 때문에 이 두 변수 간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Park, 2004). 하지만, 부모의 
어떤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Atti, vermigli & Roazzi, 2010).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자기통제감에 영향을 미친다
(Gottfredson & Hirschi, 1990). 낮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기 개념
이 비행 행동을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는 부모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때 청소년의 내적 발달 자산이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Janssen 등(2017)은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비행에 직접적인 경감효과를 갖기 보다 청소년의 자기통
제와 같은 내적 발달 특성을 매개로 작동된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그 논의가 적으며, 직접적인 영향 보다는 매개효과에 더 주목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참여기회, 보상, 교육
관여가 자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가 자녀에게 구체적인 칭찬과 보상을 하는 행위는 내적 동기를 
강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는 칭찬과 같은 보상이 자녀의 
심리적 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Zahn-Waxler & Robinson, 
1995).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칭찬과 같은 보상을 하는 행동은 자녀
로 하여금 행동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피하거나 긍정적인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된다. 즉, 청
소년 자녀 스스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 개념이 
형성된다(Kochanska & Aksan, 2006). 

한편, 아동기에서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양육행동 중 교육 관여가 주목되고 
있다(Kaplan, 2013).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고, 중학생이 되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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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관여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학년의 진급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의 과정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와 도전이 되기 때문
에 부모가 적절한 교육적 지지와 도움을 주는 것이 청소년 자녀의 자
아존중감과 학업 효능감 등을 증진시켜 학교 적응과 높은 학업성취를 
가능하게 한다.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교육관여를 할 것인가는 연령
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Hill & 
Tyson, 2009). 

부모의 교육관여는 자녀와 대화의 기회와 대화의 원천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녀의 필요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 자
원과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이 보고되고 있다(Gonzales et al., 2014). 

  4) 양육행동의 간접효과 

청소년의 발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은 직접 효과로는 설명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이 발달에서 자기 개념과 자기 통제감과 같이 
외부 자극을 해석할 수 있는 내적 동기의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있
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양육 행동과 발달 성과 간의 직
접 효과에 집중하였다면, 청소년의 긍정발달과 부정발달의 매커니즘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개 요인을 반영한 연구 모형이 필요
하다(김정화 외, 2014; Padilla-Walker et al., 2012). 청소년기 부모
의 양육행동이 갖는 영향을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역량
과 유대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반영할 때 비로소 명확한 양육행동
의 작동 원리를 확인하게 된다(Padilla-Walker & Carlo, 2015). 이
에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긍정발달과 부정발달에 미치는 영향
과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한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부
모의 양육행동이 긍정 발달인 친사회적 행동에 이르는 직접효과보다
는 간접효과가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 부모의 양육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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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사회화 기제로 작동하며, 자녀의 
발달 성과에 직접적 효과보다는 부모-자녀의 유대감과 자기통제감과 
같은 매개효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Lee, 
Padilla-Walker & Memmott-Elison, 2017).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다양한 동기가 있으며, 부모의 양육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간에는 다양한 발달 경로가 있을 것이라고 보
는 학자들은(Davis &  Garlo, 2018) 부모의 양육행동이 직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직접효과의 검증에 대해 회의적이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성과는 단일한 인과론적 해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자녀의 발달 과정을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들이 있다.

 2. 유대감과 역량이 청소년기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유대감과 역량감은 청소년기 긍정발달의 중요한 발달 자
산으로 주목되고 있다. 청소년의 유대감과 역량에 대한 논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의 유대감이 발달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유대감이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국내외에서 보고되
고 있다. Bond등(2005)은 청소년이 소속된 집단에서 느끼는 유대감이 
행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누구와 유대감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발달에서 유대감이 갖는 위상은 그 어떤 발달 자산과 발달 
성과보다 중요하다. 때문에 사회통제이론과 같이 청소년 발달을 설명
하는 이론들은 청소년 유대감과 발달 성과에 주목한다. 이처럼 다양
한 이론들이 강조하는 유대감은 때로는 애착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소속감이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한다(Libbey, 2004). 일단 유대감은 
형성되면, 비행행동을 포함해서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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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작동한다(Catalano et al., 2004). 이와 같이 청소년의 발달을 
예측하는 핵심 변수가 유대감이라는 것은 많은 이론과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이견 없이 논의되고 있다(Catalano et al., 2004; Chapman 
et al., 2013). 

발달 과업에 맞는 적절한 기회와 경험에 따라서 발달 성과가 달라
진다. 학교와 또래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를 고려하는 것은 
어떻게 청소년기 발달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회와 변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란 통찰을 제시한다(Bowlby, 1988). 따라서 청소년기 부
모를 포함해서 또래와 학교와 같은 중요한 체계와의 유대감 형성이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
년기 유대감은 16세에 감소하다 18세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하면
서 유대감 증진은 16세 전후가 개입의 결정적 시기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Chapman et al., 2013; Hawkins, Guo, Hill, Battin-Pearson 
& Abbott, 2001). 

청소년기 아버지와 어머니, 또래와 학교 유대감이 발달 성과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타인에 대한 신뢰는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의 선행 
요인이 된다. 애착이론은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타인과의 사회적 관
계의 기본 신뢰로 작동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긍
정 발달의 예측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Rotenberg, 2010). 즉, 부모
와 안정적인 유대관계는 청소년 자신의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게 하
고,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예측하게 
한다. 

부모와의 유대감(혹은 애착)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관되게 청소년기
에도 부모와의 유대감이 중요하다고 보고한다. 부모-자녀의 애착관계
는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학교 적응과 또래 간 문제
를 예방한다(좌현숙, 2010). 특히 Yoo 등(2013)의 연구는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동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에서 비롯된다고 보고함
으로써, 부모와의 유대감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
머니의 유대감이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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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논의들은 어머니와의 유대감에 주목하기 때문에 몇몇 제
한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대감이 서로 다른 
발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eng 등(2013)
의 연구는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인터넷 중독의 위험을 낮추었지만, 
어머니와의 유대감은 다른 문제 행동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한다. 
Padilla-Walker 등(2015)의 연구는 어머니와 높은 수준의 유대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고 설명한다. 저자들은 어머니와 자녀의 유
대감이 자기 규제와 공감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낮은 친사회적 행동이 보고된다
고 설명한다. 

한편,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대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보고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대감이 갖는 차별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와 유대는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 유대와 같
은 긍정적 측면은 감소하고, 부적 통제 기능만 증가한다
(Holditch-Davis, Schwartz, Black, & Scher, 2007). 즉, 어머니와
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대화 기회는 감소하고, 지도감독을 통해서 자
녀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유대는 부정적으로 형
성된다. 반면, Ferreira 등(2006)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에 아버지와 
교사 유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저자들은 어머니의 유대
는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아버
지의 양육 참여 시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대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지만, 그 결과는 상반될 뿐만 아니라 아
버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래와의 유대감이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또래와의 유대감이 학업 성취, 학교 적응, 건강한 자아 개념을 설명하
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설명한다. 어떤 또래와 어울리고, 유대감을 
갖는가는 청소년 개인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발
달 성과에서 또래와의 유대감이 갖는 위상은 크다(Kinde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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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원만한 또래 관계와 유대감은 심리사회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완충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최해
경, 2006). 무엇보다 또래와의 유대감이 안정적이면 공격성과 같은 문
제 행동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Coleman & Byrd, 
2003), 공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사회적 가치관을 가진 
또래와의 안정적 유대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청소년의 행동 형성에서 또래의 영향은 부모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주목되어 온 연구 주제이다(Sullivan, 1953). 또래의 평가는 자기 개
념에 영향을 미치고, 나와 비슷한 또래와의 만남은 동질감을 형성한
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역량 강화의 효과를 갖는다(Amstrong, 
Phillips & Sailing, 2000).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를 통해 집단 규범
을 만들고 그들만의 사회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떤 또래와의 유대
감을 갖는가는 상이한 발달 성과로 이끌게 된다(Kosterman, 
Haggerty, Spoth & Redmond, 2004). 비행을 하는 친구와의 유대
감은 비행과 같은 문제 행동의 강력한 예측 요인이 된다는 경험적 근
거는 국내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져 왔다(박현수, 정혜원, 
2010; 황성현, 이강훈, 2013; Paternoster et al., 2013). 

때로는 부모 유대감만으로 때로는 또래와의 유대감만으로 조망해온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은 초록은 동색(草綠-同色)이라는 말을 입증한
다. 즉, 비행을 일삼는 또래와의 접촉이 많으면 높은 수준의 비행 행
동이 예측되어왔다. 이런 이유로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유대이론을 적
용한 선행 연구는 비행하는 또래와의 유대감에 주목하여 왔고, 비행
하는 또래와 유대감은 비행,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을 결정짓
는 주 원인으로 밝혀져 왔다(Kosterman, et al., 2004). 

한편, 또래관계를 통해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지 혹은 그 역의 관
계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또래와의 유대
감이 이타적 사고와 능력을 키워주고, 또래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행
동의 인과(因果)와 그들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친사회적 
행동이 독려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Wentzel(2005)
는 청소년기는 소속된 또래들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서 기대되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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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동의 이해는 
또래와의 유대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학습이론에 근거
한 연구들은 또래를 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동과 문제행동을 가
장 잘 예측하게 한다고 설명한다(박현수, 정혜원, 2010; 손영민, 
2016; Schunk, 1987). 

한편 또래의 영향이 아동과 청소년기 전반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Youniss & Smollar, 1989). 중학
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전환기를 겪으면서 또래의 영향은 줄어들거나 
더 늘어나기도 하는 다른 국면이 생긴다(Brown, 1989). Wentzel와 
동료들(2007)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전환기에는 또래로부터 도
움을 받은 청소년이 전환기 과정을 더 잘 수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시점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하
며, 이를 연구모델에 반영할 때 발달 성과에서 또래의 유대감의 영향
을 검증해낼 수 있게 된다. 

전환기에 이루어지는 또래의 변화는 발달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또래와 관계의 질과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친사회적 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하기도 하고, 공격성과 비행행동을 예측하게 하기도 한
다. Monahan & Laforce(2016)는 발달의 전환기에서 또래의 영향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래로부
터 이루어지는 사회화 내용과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학
년에서 6학년 사이 또래와 부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은 점차 부정적 발
달로 변화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은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한
다. 또래와의 유대감의 중요성은 이처럼 중요하지만, 또래의 영향은 
여전히 확실한 경험적 근거가 부재하다. 

한편 청소년기 발달 성과에서 학교를 포함한 지역자본에 주목한 학
자들의 논의는 청소년기 문제 행동의 예방과 개입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학교 환경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Johnson & 
Johnson, 1979). 청소년이 속한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청소년 발달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서정아, 2013; Beyer, Bates, 
Pettit & Dodg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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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유대의 형성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은 학교 유대감이 발달 성과
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고, 학교 환경의 변화와 학교 유대감 증진을 
위한 개입 방안을 논의한다(Catalano et al., 2004; Hawkins et al., 
2013). 이들 연구들은 학교 유대감에 주목할 결정적 이유를 몇 가지
로 설명하는데(Shochet, Smyth, & Homel, 2007; Chapman, 
Buckley, Sheehan & Shochet, 2013)  첫 번째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확대라는 발달 과업을 학교 유대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에 주목한다. 애착이론은 부모와의 관계의 경험이 교사를 비롯한 다
른 성인과의 관계 애착으로 확대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한다
(Furman & Simon, 1999). 부모 이외의 성인과의 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는 교사와 학교 안 어른이 된다. 

두 번째는 학교 유대감 증진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발달 성과에 
있다. 학교 유대감이 높은 청소년은 학교 정책에 순응하고, 높은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보인다. 학교 유대감 증진을 위한 개입은 교사와 
청소년과의 상호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통해서 문제 행동
의 획기적인 경감 효과와 교사의 긍정적 행동을 모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더욱이 학교는 대표적인 친사회적 사회화 기관이 되기 때문
에 학교유대감과 청소년의 발달 성과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연구 
과제이다. 

선행연구들은 학교유대감이 학습 동기를 높이고(Wentzel et al., 
2010), 정서적 건강과 낮은 문제 행동(Shochet et al., 2007)을 예측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유대감이 낮으면 이후 발달 단계에서 
낮은 학교 참여와 긍정적 사회화를 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기회를 
낮게 경험한다(Fleming et al., 2008). 지금까지 학교 유대감은 청소
년기 문제 행동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긍정
적 발달 성과를 예측하는가는 여전히 실증적 검증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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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역량이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기 역량은 환경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기통제능력, 상황
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이해, 건강한 자기에 대한 지각과 평가로 이
해된다(Park, 2004). 청소년기 역량감이 청소년 자신의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발달과 부정적인 발달로 나누어서 논의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유능감이 긍정발달의 주요
한 내적 자산이 되기도 하고, 비행,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을 경감
시키는 요인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청소년기 건강한 자기개념과 자아정체성 확립은 중요한 발달 과업
이다. 청소년기 유능감 혹은 역량(competence)있는 특성이 무엇인가 
주목한 연구들은 그동안 사회적 관계에서 역량이 갖는 강점을 밝혀왔
다. 청소년기 역량은 행동적 적응상태나 위험과 역경에도 적응하는 
특징으로 이해되면서 역량의 개념은 폭넓게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청
소년기 역량(competence)는 역경 속 적응하는 특징이기 보다는 특정 
행동을 하기 위한 능력과 기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12-18세 청소년의 역량은 부모와의 관계, 자
율성, 또래 관계를 통해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 힘을 ‘역량’
으로 보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Waters & Sroufe, 1983). 역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인지
하고, 실행하는 힘이다(Wentzel, 2014). 자아존중감과 통제감과 같은 
능력은 발달 과업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내적 힘이며, 도덕적 행동을 
지향하도록 한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가진 내
적 자본, 특히 역량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자기개념, 유능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은 명확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친사회적 개념의 
이해에는 청소년의 역량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친사회적 행동과 청소년의 역량과의 관계는 높은 상관관계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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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도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였다. 
그 이유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 동기는 다양하게 존

재하기 때문이데, 예를 들면, 친사회적 행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동
기가 작동하기도 하고, 자아 개념, 부정적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자기 
통제력이 동기가 되기도 하는 다양한 내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자기개념, 유능감, 자기통제감과 같은 내적 자원은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 발달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같은 문제 행동에서도 함께 고려된다(Padilla-Walker & 
Carlo, 2016). 

Poistive Action Program과 같은 공격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격성 자체의 감소를 위한 개입에서 공감능력 향상과 긍정적 자기개
념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혁신적 변화를 시도한 후 공격적 행동의 경
감 효과를 보고한다(Flay et al., 2001; Li et al., 2011).  

청소년의 심리내적자원과 공격성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많은 검증이 
이루어져왔다. 역량에는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유능감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역량성이 포함된다(Schroder & Ollis, 2013). 
선행연구를 통해서 역량과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자기통제력과 공격성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기통제감이 낮은 청소년은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김동
기, 홍세희, 2007). 실제로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6개
월 실시한 결과 공격적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ean, Duke, Geroge & Scott, 2007). 

청소년에게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보호요인인데, 자아존중감과 공격
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논의가 있다. 즉, 높은 자아존중감이 공
격성을 예측하기도 한다는 보고와 낮은 자아존중감 때문에 공격적 행
동을 한다는 보고가 공존한다(Ostrowsky, 2010). 자아존중감이 아동
기에서 청소년기의 발달을 겪으면서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하는가에 따라 그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Lee, 2014). 

어떤 상황이나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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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적인 행동은 증가된다.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가진 아동은 낮은 
공격성을 예측하고, 그 역의 관계도 성립한다(Blechman, 1996). 이상
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친사회적 행동과 청소년의 자기 개념, 자기
통제감, 유능감에 대한 논의는 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
다.

 3. 발달과정의 성별 차이

 성별에 따라 발달 경로는 다르게 예측되지만, 청소년기 성별 차이에 
대한 조망은 부족하였다(Herich, Heine & Norenzayan, 2010; Hart 
& Mueller, 2013; Huebner & Betts, 2002). 청소년기 발달은 성별
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화
의 과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성별 차이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제
시하지 못하고 있다(Booth et al., 2008). 이러한 이유로 Gilligan 등
(1990)은 여성의 발달 과정은 남성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여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도 한다. 
  청소년의 발달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실증적 논의들은 성별 차이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한다. 먼저, 발달 과정에서 성별차이를 인
정하지 않는 논의가 있다. 청소년기 발달 성과는 곧 사회화의 성과이
며, 사회화는 성별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논의와 주장이 있는가 하
면, 사회화 과정은 그 자체가 성(性)인식과 역할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성별로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에 주목한 논의
도 있다. 후자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화 과정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성별 차이는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그 논의를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의 성(性)에 적합한 행
동을 강화 한다(Leaper & Brown, 2008). 예를 들면, 남학생보다 여
학생에게 이른 귀가와 같은 통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사회마다 요
구되는 성 역할에 따른 차별화된 사회화 내용을 자녀에게 학습시킨다
(Hagan, Gillis & Simpson, 1987; Maccoby, 2007). 이렇게 성별로 
상이한 통제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통제기제로서 유대감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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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성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통제이론의 유대감 형성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에서 성별 차이
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첫째, 성별 차이에 주목
한 연구들은 여학생에게서 관계의 측면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기 때문
에 부모와의 애착, 학교 유대, 부모의 교육 관여적 특성이 여학생에게 
더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Anderson et al., 1999; 
Gottfredson & Kruttschnitt, 2009; Canter, 1982). 반면 부모와의 
애착, 학교 애착이 남학생에게서 더 중요하다는 보고도 있다
(Rosenbaum & Lasley, 1990). 또래와의 유대가 비행을 예측하는 것
은 주로 남학생에게서 나타났다(Agnew & Brezina, 1997; Haynie, 
2001). Cosse(1992)는 성별 차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는 여
학생은 유대감 형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남학생은 자율성 획
득의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통찰을 제시한다.
  이렇게 사회통제이론은 성별 차이를 반영할 필요를 확인시켜 주는 
논의도 있지만, 부모, 또래, 학교 애착과 부모의 관여가 성별로 차이
가 없다는 논의도 있다(Booth et al., 2008; Cernkovich & 
Giordano, 1992).  
  이상의 논의는 사회유대이론이 성별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대감 형성은 성별로 서로 다른 복잡한 애착 구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감 형성 과정은 성별을 고려한 논의와 접
근이 반드시 필요하다(McCormick & Kennedy, 1994). 
  한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유능감, 자기통제와 같은 내적 자원에
도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이 있다고 보고하지만,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전환기
에서 자아존중감의 성차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Bleidorn 등
(2016)은 청소년기 남학생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더 높은 자아존중
감을 나타내고 있고,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 시기에 남성
과 여성 모두 약간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있다고 보고한다. 국내의 연
구는 박지우(2015)의 연구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 경로를 살
펴봄으로써,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패턴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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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어들면서 줄어들다 성인이 되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다. 또한 대처유능감 모델은 성별에 따라서 대처 기술은 다르다고 설
명한다(Moreland & Dumas, 200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유능감 등 내적 자원은 부모의 양육 행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부모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아동기에 자기
통제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라서 내적 발달 자산
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부모로부터 상이한 통
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양육행동이 역량형
성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Janssen et al., 2017). 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내적자원과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전반적인 과정과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사회통제이론의 유대형성 과정은 여학생의 행동 형성 과정을 설명
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논의가 있지만(Alarid, Burton & Cullen, 
2000), 그동안 사회통제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들은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지 않았다(Hirschi, 1969). 사회화 과정에서 유대형성 
과정과 역량감에서 성별차이가 예측되는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별 차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청소년기 유대감과 역량의 형성을 
위한 차별화된 보호요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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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제1절. 연구 모형

앞서 논의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 모형은 [그림1]과 
같이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과 대처-역량 모델
(coping-competence)을 통합하여 적용하였다. 

[그림1]과 같이, 사회통제이론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유대감
에 영향을 미치고, 유대감이 이후 긍정과 부정 발달을 설명한다. 반
면, 대처-역량 모델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역량과 긍정과 부
정 발달에 이르는 경로로 청소년기 발달을 설명한다. 

연구모형은 청소년기 발달 스트레스와 전환기를 고려할 때, 청소년
기 발달 성과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에 
따라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시점을 연구
모형에 반영하였다(Blechman, 1995; Frydenberg, 2004; 
Seiffge-Krenke et al., 2010; Wentze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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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역량은 자아존중감, 유능감과 역량이 반영됨.

[그림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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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가설 

[연구문제 1]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긍정 발달과 부정 발
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부모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관점들은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폭
넓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
육행동이 자녀의 최종 발달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
우고 확인하고 있다. 경험적 연구 결과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
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양육행동이 동일하게 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긍정적 발
달을 독려하고, 부정적 발달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다(Hastings, 2015; Laible et al, 2017). 
 부모의 양육행동이라는 오랜 연구주제는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는 부
모의 양육행동을 주목하고, 이 양육행동이 갖는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노력으로 변화하고 있다(Maccoby, 2007; Scale, 2006; Grusec & 
Davidov, 2010; Catalano & Hawkins, 1996).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양
육행동을 관여, 참여기회와 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함하면 부모의 양육행동
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
는 자녀의 발달 성과는 결국 사회화의 성과이기 때문이다(Scale, 
2006; Grusec & Davidov, 2010; Catalano & Hawkins, 1996). 
  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관여와 참여기회와 보상 행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논의는 그 효과를 밝히지 못하고 있
다. 이에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교육관여와 참여기회와 보상 행
동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
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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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 발달을 증진시키
고, 부정 발달을 감소시킬 것이다. 

1-2. 부모의 참여기회와 보상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긍정 발달을 증진
시키고 부정 발달을 감소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2]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사회통제이론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유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렇듯 유대감의 
중요성을 밝히려는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서 신
뢰와 상호작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익힌 사회화의 과정과 
내용이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한다고 설명한
다. 위계적 애착이론(Furman & Simon, 1999)은 부모-자녀의 관계는 
교사와 또래와 같은 다른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
다. 그동안 이루어진 청소년기 유대감에 대한 논의는 부모의 양육행
동과 유대감의 형성을 조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유대감 형성은 여
전히 소외된 주제로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비롯되는 유대감 형성을 면
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지선, 천성문, 2007). 

[연구문제 2]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아버지(父), 어머니(母)
를 포함해서 또래와 학교와의 유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자 설정되었다. 그동안 연구들은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유대감은 부
모, 또래, 학교 등 단일한 유대감만 설정하고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유대감 형성에 대한 단편적인 청사진을 
제시한다. 사회화로서 설명되는 교육관여와 참여기회, 보상이라는 양
육행동과 부, 모, 또래와 학교 유대감의 영향을 조망함으로써, 유대감
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포착해 낼 수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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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부, 모, 또래와 학교 
유대를 증진시킬 것이다. 

2-2. 부모의 참여기회와 보상행동은 청소년 부, 모, 또래와 학교 유
대를 증진시킬 것이다. 

[연구문제 3]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 예측되면서도 그 관계는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Laible et al., 
2017). 부모를 통해서 자녀의 역량이 형성된다는 가정은 부모의 어떤 
양육행동이 특별히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밝힐 필요
가 있다(Grusec & Redler, 1980; Grusec, 2002). 대처-역량 모델을 
근거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역량에 이르는 과정을 확인
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하였다. 

3-1.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역량을 증진시킬 것이
다. 

3-2. 부모의 참여기회와 보상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역량을 증진시
킬 것이다. 

[연구문제 4] 청소년의 유대감과 역량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부모의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의 행동이 강화되는 일종의 과정으
로 이해할 때 그 효과를 명확하게 포착하게 된다(Maccoby, 2007; 
Zahn-Waxler & Robinson, 1995). 최근 사회화 과정에 대한 논의
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의 유대감과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과 자녀의 내적 발달 자산을 함께 포괄할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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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감과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유대감을 매개로 발달 성과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긍
정과 부정 발달에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5]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긍정발달과 부정발달에 미
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가? 

여학생의 발달 과정은 남학생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되기도 하지
만(Gilligan et al., 1990), 지금까지 청소년의 발달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Hart & Mueller, 2013). 

성별로 서로 다른 통제 기제와 사회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통제
이론의 사회유대이론으로 설명되는 주요 경로들은 성별 차이가 가정
되지만, 지금까지 성별 차이에 대한 검증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Herich et al., 2010; Booth et al., 2008).

특히 내적발달 자산인 역량이 사회통제이론이 설명하는 사회유대이
론의 경로에 포함될 때, 성별 차이는 확인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
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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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 방법

제1절. 분석 자료 및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유대감과 역량
(competence)이 청소년의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고자 이루어졌다. 청소년기 긍정과 부정 발달의 영향요인을 동
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추적 
조사된 종단추적자료가 필요하다. 

서울아동패널(Seoul Panel Study of Children)은 2004년 서울지
역 11개 초등학교에서 4학년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
되어, 2014년까지 매회 1회씩 반복적으로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이 
조사는 서울지역의 한 자치구내의 초등학교를 저소득 지역과 비 저소
득지역 학교로 층화하여 저소득지역 학교를 과대표집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서울아동패널, 2010). 

서울아동패널의 표본 유지율은 <표1>과 같으며, 3차 조사 시점은 
86.6%, 고등학교 1학년인 7차 조사는 76.6%의 표본 유지율을 보고한
다. 

  <표1> 서울아동패널 표본 유지율 

해당연도
2004

(1차년)

2005

(2차년)

2006

(3차년)

2007

(4차년)

2008

(5차년)

2009

(6차년)

2010

(7차년)

2011

(8차년)

조사참여 

아동수
1,785명 1,674명 1,546명 1,467명 1,439명 1,413명 1,374명 1,340명

서울아동패널은 아동의 심리, 정서적 발달과 행동 발달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괄한 패널 자료이
다. 다른 패널 자료와는 달리 다양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모를 통해
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 성과를 살펴보
기에 적합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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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행동은 애착적, 학대적, 지도감독의 특성 이외에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행동, 자녀를 대화에 참여시키고 칭찬
을 하는 행위 등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아동패널은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2004년 1차부터 2006년 3차까지 부모를 통
해서 조사하였으며, 다른 패널 조사와는 차별화된 내용이다. 주요 변
수의 조사 시점은 <표2>와 같다. 

<표2> 서울아동패널의 주요 변수 조사 시점

 
서울아동패널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첫째는 서울지역 11개 초등학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전
국의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국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다. 또한 서울아동패널이 갖는 두 번째 한계는 1년에 1회 시행된 조
사이기 때문에 같은 문항이 매 시점 반복 조사되지 못한 변수가 많다
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살펴보는 긍정발달인 
친사회성은 7차인 고등학교 1학년 때 1회 조사되었다.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조사에 참여한 3차년도(초등학교 6학년)를 연구의 1차 시점으로 사용
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은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이 되는 생애전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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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 시기이고, 신체적이고 심리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
기이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도 자녀의 변화와 욕구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박인영, 유조안, 2015; Wentzel, 2014; Wentzel et 
al., 2007). 

청소년기는 다른 그 어떤 시기보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이 되는 전환기는 
자율성 획득이 중요해지면서, 거친 언어로 의사표현을 하게 되는 특
징이 발견된다. 하지만, 학교 환경은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동을 할 기
회를 소극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전환기를 고려해서 친사회적 행동
과 공격적 행동의 매커니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Wentzel, 2014).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인 서울아동패널 3차 조사 시점에
서 부모와 아동이 쌍체로 설문 조사에 응답한 1,345명이다. 이는 초
등학교 6학년인 3차 조사 시점의 전체 참여자 중 87%에 해당하는 수
치이다. 

제2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이 연구는 긍정 발달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부정 발달을 공격적 행
동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활용하고자 한다. 

  1) 부정발달로서 공격적 행동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유대이론과 대처-역량 모델은 신체적 공격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고, 서울아동패널의 공격성도 신체적 공격성을 
대표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신체적 공격성을 중
심으로 공격적 행동을 적용하고자 한다. 

서울아동패널은 총 6개의 문항으로 공격적 행동을 조사하였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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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3점: 그렇다)으로 측정하였다. 공격적 행동
은 CBCL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공격성의 문항 내용은 ‘나는 말다툼을 자주한다’, ‘나는 동물을 잔인
하게 다룬다’, ‘내 물건을 부순다’, ‘가족이나 다른 아이 물건을 부순
다’, ‘자주 싸운다’,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이다. 본 연구에서 공
격성의 신뢰도는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살펴본 결과, 
각각 .61과 .73로 나타났다. 

  2) 긍정발달로서 친사회적 행동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친사회성(혹은 행동)을 
공동체 의식 척도를 활용하거나 친사회성(혹은 행동)에 해당하는 문항
들을 구성하여 연구되었다. 일례로 김정화 외(2014)의 연구는 분리수
거, 재활용에 참여 여부,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여부, 친구를 돕거나 
배려하는 행위로 친사회성을 측정하고 확인하고 있다. 

이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을 타인을 돕거나 배려하는 행위,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행위로 보고 다음과 같이 5가지의 문
항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다. 문항은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으
며, 구체적인 문항은 ‘나는 때대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교통
체증 시에도 나는 항상 짜증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나는 때때로 대
가를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돕는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
동에 참여했다’이며, 부정적 문항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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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

사회통제이론의 유대형성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관여하는지, 의사소통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칭찬 
받을 일에 보상해주는 행동이 사회화를 설명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라고 설명한다(Scale, 2006).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행동을 교
육 관여 행동과 (대화) 참여기회・보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관여 행동은 4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으로 측정되었다. 교육관여 행동의 원척도는 
이세용과 양현정(2003)이 만든 척도를 이용하여 문항이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지’,‘자녀의 선생님
과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와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
모 모임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가와 ‘숙제를 확인’하는가이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69이다.  

한편, 부모의 양육 행동 중 참여 기회와 보상 행동은 미국 
Syracus 대학에서 개발한 Home Scale 중 일부로 부모의 양육 방식
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자녀와 이야기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 하는가’, ‘자녀에게 평소 따
뜻한 감정을 보이는 편인가’, ‘자녀의 질문이나 요구에 말로 설득하는
가’, ‘자녀와 이야기할 때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가’, ‘자녀의 행
동을 자주 칭찬하는가’, ‘자녀가 학교 숙제를 할 때 칭찬이나 보상을 
하는가이다’와 같이 6개의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 예와 아니오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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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본 연구의 이론적 틀에 따라 매개변수는 4가지의 유대감과 역량으
로 구성하였다. 사회통제이론은 어떤 사람 혹은 기관과 유대감을 갖
는가에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도 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하기
도 한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는 사회통제이론의 주요 가정에 따라서 
매개변수는 부/모와의 유대감, 또래와 학교 유대감을, 대처-역량감 모
델의 가정에 따라서 청소년의 역량으로 반영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대감(bonding)

  (1) 부(父) 유대감
아버지와의 유대는 ‘아버지와 닮고 싶은지’ ,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운지’, ‘아버지와 내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지’로 질
문하였고,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
되었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86이다. 

  (2) 모(母) 유대감
어머니와의 유대는 아버지와의 유대감과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어

머니와 닮고 싶은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운지’, ‘어머니와 
내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지’를 묻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4점
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79이다.  

  (3) 또래 유대감
또래 유대감은 친구에 대한 감정을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또래 소대감은 4개의 다음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나는 그 친
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
다’, ‘나는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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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총 5점으로 측정되었
고, 이 연구의 신뢰도는 .81이다. 

  (4) 학교 유대감
학교 유대감은 6개 문항으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교유대감의 

원척도는 Cavazos(1990)의 학교생활척도(School life Scale)로 박현
선(1999)이 번안・수정하여 만든 척도이다. 학교 유대감은 ‘전반적으
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우리 학교 선생
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한다’,‘우리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하면 칭찬해주신다’ ,‘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의 기를 죽인
다*’ ,‘나는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선
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이며 이 연구의 신뢰도는 .86이다. *는 
역문항이다. 

  2) 역량(Competence)

대처-역량 모델(coping-competence model)은 청소년기 친사회적 
혹은 공격적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청소년이 가진 역량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청소년기 공격적 행동의 경감이나 친사회
적 행동의 증진을 위한 개입의 초점은 청소년의 역량(competence) 
증진에 있다. 

Schroder & Ollis(2013)는 청소년기 대처-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이들 척도의 문항들은 유능감, 자아존중감과 자
기통제감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능감, 자
아존중감, 자아통제감2)의 내용을 2단계 잠재변수로 투입하여
(second-order)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변수들의 상세한 내용은 다

2) 역량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측정된 내용이 분석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자기통제
감(self-control)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아통제감은 다
른 내적 특성과는 달리 안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Gottfredson & Hirschi, 1990; Ray et al., 2013), 본 연구는 7차년도에 조사된 
자기통제감의 내용을 역량의 하위 요소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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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첫째, 유능감은 Hernandez(1993)이 사용한 유능감 척도와 Sherer  

등(1982)가 제작한 자기유능감 척도를 기초로 박현선(1998)이 재구성
한 척도의 일부로 문항을 구성하고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은 다
음과 같다.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강
하다’, ‘나는 처음에 못해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와 같이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77이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장점을 많
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
다’,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나 자신
에 만족한다’, ‘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낀다’, ‘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
재라고 느낀다’,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 자
신을 좀 더 존중하길 바란다‘ 같은 10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
항들은 4점으로 측정되었다.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와 같이 부정적 자존감을 묻는 질문은 역코딩하여 분석에 활용
하였으며, 이 연구의 신뢰도는 .87이다. 

셋째, 자기통제감은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
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일이 복잡해지고 어려우면 곧 포기 한
다’, ‘학교 숙제를 제때 하지 않는 편이다’와 같이 3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4점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77이다. 

역량을 구성한 3개의 척도들이 2차 잠재변수로 잘 반영되는가는 중
요하다. 먼저 3개의 척도를 투입하여 요인분석을 한 결과 3가지 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유능성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하나의 요인으로 구
성되고, 부정적인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감으로 요인이 나뉘었다. 이
에 따른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χ²=798.350(df=138, 
p<.001)이며, CFI는 .942, TLI는 .928이며, RMSEA는 .060로 수용할 
만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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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통제변수

이 연구는 아동성별(남=1), 아버지 교육수준, 가구소득, 부모의 지도
감독(초6)과 공격적 행동(초6)이 통제변수로 투입되었다. 

성별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뉘며, 남학생이 1로 코딩되었다. 아
버지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중퇴(4)와 대학졸업 이상(5) 순으로 서열변수로 조사되었다. 

가구 소득은 가구 구성원 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 1인 균등화
된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가구균등화 지수는 OECD를 비롯
한 국제비교에서 널리 사용하는 계산 방법으로 가구원 수의 제곱근이 
사용된다3). 가구 균등화소득은 일반적인 소득 분포와 마찬가지로 정
적 편포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서 자연로그를 취하여서 분석에 활용
하였다(정수지・박윤현・송지나・김대웅・이순형, 2016).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대감 형성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은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자녀의 애착의 한 요인이기 때문에 사회화로
서 부모의 양육행동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연구 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Cernkovich & Giordano, 1997; Choi et al., 
2006). 지도감독은 정서적인 결속을 의미하는 애착의 구성 요소가 아
니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자녀의 양육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감 형성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지도감독을 
통제로 반영해야 한다(Deng & Roosa, 2007; Choi et al., 2006). 부
모의 지도감독이라는 특성을 통제한 상황에서 교육관여와 참여기회・
보상이라는 양육 행동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의 지도감독을 
통제변수로 반영하였다. 

서울아동패널은 부모의 지도감독을 ‘자녀가 방과 후에 누구와 있는
지를 아는지’, ‘자녀가 몇 시에 귀가하는지 알고 있는지’, ‘부모가 집
에 없을 때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지’, ‘자녀가 어른이 없을 때 

3) 균등화된 가구소득의 계산은 방법은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으로 표현된다.  

가구 균등화소득 가구원수
가구 월 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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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하는지’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4점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의 신뢰도는 .77이다. 

제3절.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분석 과정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루어진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분석 자료 확보의 단계이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6

학년 시기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아동패널조사 3차, 6차와 7차년도 데이터
를 통합(merge)하여, 분석 대상자를 도출하였다. 확보된 분석 자료의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자료의 분포, 이상치와 결측치 등 분석 자료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결측치는 분석 자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자
료의 결측치를 대체하여 최종 데이터 셋을 완성하였다. 분석에 앞서 
다중지표로 구성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Cronbach's α를 통해서 
검증했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의 2단계 접
근(two-step approach) 방법에 따라 측정모형 확인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배병렬, 2014; Anderson & Gerbing, 1988). 2단계 접근 
방법은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통해서 측정도구의 질을 평가한 다음, 
구조모형을 분석함으로써 해석의 오류와 혼동의 가능성을 줄이게 한
다(Kline, 2011; 김낭희, 2015 재인용). 

측정모형은 연구모형의 독립, 매개와 종속변수를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준거변수 설정 방법을 적용하였다(우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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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배병렬, 2014). 또한, 모형적합도 판단을 위해서 추정모수의 위
반추정치(offending estimate)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모형 설정에 문
제가 없는지를 평가한 후 연구가설 검증이 이루어졌다(배병렬, 2014). 

 2. 구조모형 분석 방법 

  1)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  

구조방정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적절한 분
석 방법으로 주목된다(Hair et al, 2006). 본 연구가 적용한 이론적 
논의는 구조방정식으로 분석 가능한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은 적절하다.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분석은 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이 가진 측정값
에 대한 오류가 분석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이학식, 임지훈, 2011). 여러 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해 추출한 공통변량을 잠재변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변수의 측정
오차를 통제할 수 있다.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면 추정한 
값은 측정오차를 고려하기 때문에 단지 측정변수만을 고려한 모형보
다 더 신뢰할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무엇보다 매개변수가 포함된 복잡한 연구 모형을 분석하기에 유용
하다. 더욱이 2개 이상의 복잡한 매개 변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
수의 매개분석이 한 번에 분석이 가능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배병렬, 2014; 홍세희, 2003), 

본 연구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적용하여 모수
를 추정하였다. 최대우도법은 구조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추
정법으로(Hu, Bentler & Kono, 1992; Hair et al., 2009). 표본 크
기가 작아도, 첨도가 지나치게 큰 상황에서도 최적의 해를 도출한다
(배병렬, 2014 재인용). 

이 연구의 구조 모형은 [그림2]와 같이, 부모의 양육행동이 독립변
수이며, 4개의 유대감과 역량이 매개로 투입된다. 모형 설정에서 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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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모유대, 또래유대, 학교유대와 역량의 잠재요인 오차 간에 공변량
을 설정하였다. 

[그림2]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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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적합도 지수 

연구모형이 얼마나 적합한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배병렬, 2014; 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는 모
형적합도 판단을 절대적합지수인 카이제곱 통계량(χ²)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증분적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rker-Lewis index)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카이제곱(χ²)은 사례수와 다변량정규성 가정에도 민감하여 모형이 
자료를 적절히 설명하여도 카이제곱(χ²)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χ²)만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 카이제곱(χ²)이 유의적으로 나타나도 실제로 제안된 모
형이 자료를 잘 적합 시키는 좋은 모델일 수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 
통계량(χ²)에만 의존하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 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
할 필요가 있다(배병렬, 2014; 홍백의, 2003). 

카이제곱(χ²) 검증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80년대 초반부터 많은 
적합도 지수가 개발되고 논의되어 왔다.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적합
도 지수는 적어도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는데, 그 요건은 
첫째, 적합도 지수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둘째, 간명한 모델을 선호하는 지수를 고려해야 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할 RMSEA, CFI와 TLI가 모형을 평가하는데 충족해
야 할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카이제곱 통계랑에 기초한 것으로 모집단에 대한 모형의 불일치도를 
의미한다. 이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간명성과 표집의 크기를 고려하
기 때문에 좋은 적합도지수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고 
있다(문수백, 2009). 

TLI(Turker-Lewis index)는 가장 오래된 적합도 지수 중 하나로, 
표본의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 오류가 적을수록 모형
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 따라서 0~1 사이의 값을 나타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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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적합도가 지녀야할 조건
을 잘 충족하고 있는 지수로 평가된다. 

한편, CFI(Comparative Fit Index)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적합도 지
수이며,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지
만, 모형 오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모형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수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모형이 간명성을 상실한 채 불필요하게 복잡
해도 CFI는 좋아질 수 있으므로 간명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함
께 고려해야 한다(홍세희, 2000). 

본 연구는 모델의 복잡성이나 사례 수에 민감한 카이제곱 값(χ²)이 
유의하더라도 RMSEA는 .05이하, TLI와 CFI가 .90 이상이면 모델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배병렬, 2014; 홍백의, 2003; Hu & 
Bentler, 1999). 

3. 연구문제 검증 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 성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마다 검증 과정을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총효과와 직접효과 분석 

먼저 [연구문제1]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은 총효과를 제시하였다. 총효과와 간접효
과의 유의도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해서 검증하였으며, 
부트스트래핑 횟수는 1000회로 설정하였다(Preacher & Hayer, 
2008). 총효과, 간접효과와 총간접효과는 비표준화 계수(b)를 제시하
였다(MacKinnon, 2008; Preacher & Hayes, 2008). 

[연구문제2], [연구문제3]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유대감과 역
량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으로 간접경로가 없기 때문에 구조모형의 직
접효과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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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연구문제4]는 청소년 자녀의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서 설정되었다. 매개효과 유의도는 부트스트랩 방법
을 적용하였고, 비표준화 계수를 제시하였다(MacKinnon, 2008; 
Preacher & Hayes, 2008).

2개 이상의 매개 변수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팬텀(phantom) 
변수를 사용하여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배병렬, 2014). AMOS는 다
중매개 모형의 간접효과를 총간접효과(total indirect effect)만 제시
하는 한계가 있지만, 팬텀변수를 활용하면 세부 경로의 매개효과 유
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간접효과의 검증을 위해 팬텀 변수라는 
가상 경로를 투입하게 되면, 모델적합도와 모수치의 변화 없이 특정 
간접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이현응, 2014; 배병렬, 2014). 
팬텀 변수는 수학적 동치 모형을 만들어 각 변수의 매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AMOS가 총간접효과만 제시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
안이 된다(이현응, 2014). 

매개효과 검증은 Hayes(2013)의 논의를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최근 
매개효과 검증의 논의는 그동안 보편적으로 적용된 Baron과 
Kenny(1996)의 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ayes(2013)가 지적한 Baron과 Kenny(1996)의 매개효과 검증의 한
계를 몇 가지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aron과 Kenny(1996)의 매개효과 검증 방법의 한계는 세 개
의 영가설을 차례로 검증해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 3단
계의 영가설을 확인하는 절차는 3가지 가설 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
치기 때문에 오류의 발생 가능성도 더 커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Baron과 Kenny(1996)의 접근 방법이 통계적 검증력이 약하다는 사
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둘째, Baron과 Kenny(1996)의 매개 효과 검증은 독립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해야 하는 가정이 성립해야 비로소 가능
하다. 하지만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 사이를 매개하기 위해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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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관계가 유의해야 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지만, 이 가정이 반드시 
성립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례로 X와 Y 사이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 M1, M2가 있는데 M1을 
통한 매개는 정적이고 M2를 통한 매개가 부적이라면 이 두 효과가 
서로를 상쇄하여 Y에 대한 X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게 된다(이현응, 2014재인용). 이같은 한계가 지적되면서 Baron
과 Kenny의 접근에 의한 매개효과 분석은 통계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Hayes, 2013; 이현응, 2014).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매개효과 검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유의하지 
않아도 매개 효과의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3)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

다중집단분석(multi-group analysis)은 구조모델에서 한 집단의 모
수치가 다른 집단의 모수치와 동일한가를 검증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분석 기법으로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모수치 차이를 비교하기에 적합
한 분석 기법이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Bollen, 1989).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은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남
녀 집단에서 각각 동일하다고 제약한 요인부하량 동일성 제약 모형과 
요인부하량을 자유롭게 추정한 비제약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이
루어진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제약된 모형의 적합도가 만
족할 만한 수준이면, 집단 간 측정동일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으
며, 집단 간 회귀 계수는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다(김주환, 김
민규, 홍세희, 2012; Cheung & Rensvold,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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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처리 

  1) 결측치 검토와 처리 

패널조사에서 회기(wave)가 반복될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패널 유
실(panel attrition)이 발생한다. 이렇게 반복 추적된 조사 자료의 경
우, 결측(missing)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결측은 곧 분석대상의 수
가 감소되는 것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위협한다(김덕준, 2011). 결측치
가 참 값을 반영하는 유의미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결
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다(Little 
& Rubin, 1987). 결측치는 분석 자료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분석 
결과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결측치를 어떻게 다루어
야 할 것인가는 중요하다(김덕준, 2011). 더욱이 결측이 발생하는 매
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결측으로 발
생되는 정보의 손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정확한 모수 추정을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Berglund & Heeringa, 2014). 

사실 5%미만의 결측치는 완전제거와 같은 방법으로도 전혀 문제되
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지만, 완전제거법은 모집단을 대표적으로 반영
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게 된다(Little & Rubin, 2002). 결
측을 어떻게 대체해야 하는가는 많은 방법이 소개되고 있지만, 어떤 
방법이 최적의 방안이 되는가는 합의된 바가 없다(김덕준, 2011). 

하지만, 결측치가 발생해서 대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중대체
(multiple imputation: MI)방법과 기대값 최대화 알고리즘
(Expectation-maximization; EM)기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논의가 있
다. EM 알고리즘 기법을 통한 결측치 대체는 완전제거법과 평균 대
체 방법 보다 더 좋은 대체 방법으로 평가된다(Allison, 2002; 
Enders, 2001). 무엇보다 10-20%내외의 결측치에서 EM 알고리즘 
기법이 가장 적절하며, 결측치가 없는 완전한 자료에서 얻은 결과와 
상대적으로 가장 유사한 결과를 산출한다고 보고한다(Collins, 
Schafer, & Kam, 2001; Young, Weckman, & Holland, 201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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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준, 2011;  이상문, 2005). 

  2) 정규성 검토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은 다변량정규성(multivariate normality)를 
가정한다(Enders, 2001). 그러나 모든 결합 빈도 분포를 분석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일변량정규성(univariate normality)을 
검토함으로써 다변량정규성 충족여부를 판단한다(Kline, 2011). 

일변량 정규성의 검토는 왜도와 첨도로 판단하며, 왜도의 절대값이 
3이상, 첨도의 절대값이 20을 초과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
로 본다(배병렬, 2014 재인용). 본 연구는 왜도와 첨도값을 통해서 자
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제5장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공격적 행동 변수에서 첨도의 절대값이 20을 초과하여 
일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비다변량
정규성 자료는 모델적합도에 대한 카이스퀘어(χ²) 통계량을 부풀리고, 
개별모수의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이용되는 표준오차가 줄어들게 된
다. 구조방정식에서 비정규자료를 처리를 위해서는 GLS(generalized 
least squares)와 같은 추정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추정법은 모델 크기와 복잡성이 증가하면 적용하기 어렵고, 
매우 큰 표본 크기를 요구하는 단점이 있다(배병렬, 2014). 

하지만, Bentler와 Yuan(1999)은 표본 크기가 120이상일 경우 비
정규 자료라도 최대우도법을 선택할 것을 조언한다. 또한 Hair 등
(2009)도 다변량 정규 가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최대우도법을 사용
할 때 추정된 모수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설명한다. 구조방정식의 
추정 방법 중 최대우도법(ML)은 첨도가 지나치게 큰 상황에서도 최적
의 해를 도출하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
에는 문제가 없다(Hair et al., 2009; Hu, Bentler & Kono, 1992; 
배병렬,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최적의 해
(solution)을 도출하는 최대우도법(ML)을 통해서 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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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 결과 

제1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3>과 같이 남학
생은 67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9.6%이며, 여학생은 667명으로 
50.4%에 해당한다. 부모의 성별은 약 80%가 어머니였다. 조사 시점
에서 아버지의 나이는 30-60의 분포였고, 평균 44세였다. 어머니의 
나이는 29-56세로 평균 40세이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37.8%에 해당하고, 대학교 
중퇴 이상은 57.2%에 이른다. 부모가 응답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0원에서 7000만원으로 응답되었고, 평균은 408만원이다. 

<표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성별 
남자(=1) 678 49.6

여자 667 50.4

부모 성별 
남자(=1) 262 20.4

여자 1023 79.6

부학력

초등졸업 12 .9

중학교 졸업 51 3.8

고등학교 졸업 445 33.1

대학교 중퇴 111 8.3

대학교 졸업 이상 658 48.9

구분 범위 평균 표준편차

가구 소득 0-7000 408.79 371.498

가구원 수 2-8 4.17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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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4>는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
를 요약한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부모들의 응답 결과는 교
육 참여는 평균 2.56(SD=.56)였으며, 대화 기회와 보상 행동은 평균 
4.46(SD=1.4)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행동 중 통제변수로 투입된 
지도감독은 평균 3.4(SD=.45)로 나타났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유대감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는 모와의 유대감 평균은 2.9(SD=.61)로 부 유대감 평균 
2.6(SD=.77)보다 높았다. 또래유대감이 평균 3.4(SD=4.9)로 나타났다. 
학교 유대감은 평균 2.75(SD=.4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가진 역량감은 자존감, 유능감과 자기통제감으로 구성하여
서 살펴보았다. 자존감은 평균 2.9(SD=.49), 유능감의 평균은 
2.7(SD=.61)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통제감은 3.6(SD=.75)으로 나타났
다. 

한편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공격성과 
친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은 0-5점 범위 중 평균 2.4(SD=1.2)으로 나타났으며, 공격성의 
평균은 1.06(SD=.1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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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주요 변수 기술통계

 2. 주요 변수의 결측치와 정규성

주요 변수들의 결측치 비율과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자는 총 1345명으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결측치를 확인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상세히 살펴보면, 부 교육수준에서 5.1%, 가구소득 
3.4%, 교육관여 1.6%, 중학교 3학년에서 조사된 유대감과 역량감 변
수들에서 약 13~14%의 결측치가 관측되었다.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
서 조사된 공격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은 약 16%의 결측치가 나타
났다. 

구분 변수 범위 평균 SD 

부모의

양육행동

(초6)

참여 기회와 보상 0-6 4.46 1.43

교육관여 1-4 2.56 .56

지도감독

(통제변수)
1-4 3.41 .45

유대감

(중3)

모 유대감 1-4 2.94 .61

부 유대감 1-4 2.65 .77

학교 유대감 1-4 2.75 .46

또래 유대감 1-4 3.41 .49

역량감

(중3)

자존감 1-4 2.98 .49

유능감 1-4 2.74 .61

자기통제감(고1) 1-5 3.61 .75

공격성

(초6)

공격적 행동

(통제변수)
1-3 1.12 .19

발달성과

(고1)

공격적 행동 1-3 1.06 .17

친사회 행동 0-5 2.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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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주요 변수의 결측치와 왜・첨도 

변수 결측치(%) 왜도  첨도

참여기회와 보상 23(1.7) -.942 .404

교육관여 21(1.6) .027 -.288

모 유대감 179(13.3) -4.28 .760

부 유대감 177(13.2) -.315 -.245

학교 유대감 170(13.2) -.375 .999

또래 유대감 181(13.5) -.308 -.765

역량

자존감 188(14.0) .003 -.290

유능감 186(13.8) .143 .159

자기통제감 222(16.5) -.370 -.156

공격적 행동(고1) 225(16.7) 4.80 32.07

친사회적 행동 222(16.5) .001 -7.00

공격적 행동(초6) 4(.3) 2.85 12.856

지도감독 11(.8) -4.12 -.135

한편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을 위해서는 연구 자료가 정규성 가정
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Enders, 2001). 정규성 가정의 확인은 일변
량 분포를 검토하였는데(Kline, 2005), <표5>에서처럼 공격적 행동을 
제외하고, 모든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의 일변량 정규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공격적 행동의 첨도는 절대값 3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서 논의된 것처럼, 다변량 및 일변량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비정규자료도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할 때 추정된 모수는 신뢰
될 수 있다(Hu, Bentler & Kono, 1992; Bentler & Yuan, 1999; 
Hair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는 공격적 행동이 비정규성을 보
이지만, 최대우도법(ML)을 적용하여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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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변수 간 상관관계 

연구가설 검토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모형에 포함
된 변수간의 상관관계행렬은 <표6>과 같다.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부모의 참여기회와 보상이라는 양육행동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의 친사회성과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공격적 행동은(r=-0.72, p<.01)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
(r=.127, p<.01)과 공격적 행동(r=-.075, p<.05)에서 상관관계가 나타
났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볼 때,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서의 부모의 
양육 행동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서의 긍정발달인 친사회성
과 부정발달인 공격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하지만, 교육관여와 참여기회, 보상이라는 양육행동은 또래 유대와 
학교 유대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
녀의 역량은 교육관여와 참여기회, 보상이라는 양육행동 모두에게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성별은 남학생이 1로 코딩되었는데, 부모의 교육 참여와 참여 
기회・보상이라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모유대, 또래유대, 통제감은 여학생에게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역
의 관계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3학년 시점의 유대감과 역량은 모
두 친사회적 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공격적 행동과는 부적 성관
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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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변수
참여기회・보상 교육관여

친사회
행동

공격
(고1)

모유대 부유대 또래유대 학교유대 자기통제 자존감 유능감 지도감독 성별 부학력
공격성(
초6)

가구균등
화소득

참여기회・보상 1

교육관여 .267** 1

친사회행동 .055 .127** 1

공격행동(고1) -.072* -.075* -.146** 1

모유대 .152** .157** .118** -.052 1

부유대 .131** .216** .165** -.062* .545** 1

또래유대 .044 .047 .096** -.047 .202** .209** 1

학교유대 .064* .036 .179** -.143** .195** .197** .129** 1

역량

자기통제 .110** .083** .317** -.337** .174** .143** .065* .220** 1

자존감 .094** .163** .169** -.105** .297** .312** .205** .233** .202** 1

유능감 .085** .114** .155** -.017 .233** .240** .221** .113** .052 .566** 1

지도감독3 .273** .459** .030 -.081** .118** .102** .056 .000 .075* .132** .049 1

성별 .003 -.023 -.039 .019 -.103** .060* -.106** -.032 -.105** -.001 .065* -.089** 1

부학력 .080** .297** .062* -.088** .116** .132** .007 -.014 .104** .127** .098** .185** -.046 1

공격성(초6) -.039 -.061* -.098** .199** -.158** -.115** -.066* -.087** -.204** -.130** -.081** -.062* .069* -.035 1

가구균등화소득 .075** .204** .045 -.042 .100** .170** -.006 -.041 .027 .072* .070* .129** -.003 .387** -.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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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서 부모의 양육 행동이 중학교 3
학년 시점에서의 유대감과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긍정발달인 친사회적 행동과 부정발달인 공격적 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은 2단계 접근 방법
에 따라서 측정모형 검증 이후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1. 측정모형 검증 결과

구조모형에 앞서 다수의 측정변수로 관측된 변수들을 구성하는 잠
재변수들의 측정 적합성을 확인하는 2단계 접근법에 의해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은 연구모형의 독립, 매개와 종속변수의 
잠재변인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우종필, 2012). 

측정변수는 최소 2개 이상의 다중지표를 이용하여 측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단일지표를 이용하여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경우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델의 과소식별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단일지표를 잠재변수로 투입하기 위한 전략은 요인적재량의 값
을 1로 고정시키고, 측정오차는 완벽한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하
여 0으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단일지표에 의해 
측정을 완벽하게 한다는 성립하기 어려운 가정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단일지표를 잠재변수로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요인적재량을 1로 측정오차는 (1-α)σ²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다. 이 방법은 추정의 결과가 명확하고, 요인적재량이 불편추정치
(unbiased estimates)가 된다(배병렬, 2014 재인용). 단일지표인 경
우 신뢰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0.7이나 0.8을 사용하면 된다(배
병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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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 변수인 긍정발달은 친사회적 행동으로 범주형 문항
으로 측정되었다. 즉, 하나의 관찰 변수로 모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관측변수로 모형에 투입할 경우, 측정모형 검증을 살펴볼 수 없기 때
문에 잠재변수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측정모형 평가는 준거변수 설정법을 적용하였는데 잠재변수 중 설
명력이 가장 큰 항목을 준거로 설정해도 되고, 임의적으로 설정해도 
무방하다. 이유는 어떤 것을 준거로 설정해도 모델의 평가가 달라지
지 않기 때문이다(배병렬, 2014). 측정모형의 구성은 잠재변수 10가지
로 구성하였다. 측정모형은 교육관여, 역량, 모유대, 부유대, 또래유
대, 학교유대, 지도감독, 공격적 행동(고1), 공격적 행동(초6)과 친사회
적 행동으로 총 10개의 측정 변수들이 반영되었다. 

측정모형의 구성은 역량은 3개의 항목, 교육 관여는 4개의 항목, 모
유대와 부유대는 각각 3개 항목, 또래유대는 4개 항목, 학교유대는 6
개 항목, 지도감독은 4개 항목과 공격적 행동은 고1과 초6학년 시기 
각각 6개 항목, 친사회적 행동은 1개 항목이다. 

측정모형의 측정의 질을 검토한 결과 χ²=3238.264(df=1357, 
p<.001), CFI=.920, TLI=.909, RMSEA=.032로 나타났다. CFI와 TLI
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면 모델의 적합도가 적절하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측정모형은 자료를 비교적 적합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표8>과 같이 측정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중 학교유대 6
번 문항과 같이 낮은 계수들이 확인된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문항들을 제거하는 결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적합도의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문제되지 않고, 높은 신뢰도가 반드시 지표의 적절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척도를 유지하였다(배병렬, 2014). 

 <표7>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

χ²(DF, P) CFI TLI RMSEA

3238.264(1357, P<.001) .920 .909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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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측정모형 검증 결과

경로
비표준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P

역량 → 부적역량 .853 .568 .091 9.397 ***

역량 → 긍정역량 1.016 .803 .097 10.510 ***

역량 → 통제7 1.000 .626

교육관여 → 관여1 1.000 .681

교육관여 → 관여2 .736 .427 .060 12.354 ***

교육관여 → 관여3 1.094 .509 .076 14.400 ***

교육관여 → 관여4 .975 .608 .059 16.412 ***

모유대 → 유대1 .929 .680 .039 23.661 ***

모유대 → 유대2 1.128 .790 .044 25.800 ***

모유대 → 유대3 1.000 .787

부유대 → 유대4 .869 .748 .028 30.916 ***

부유대 → 유대5 .985 .839 .029 34.243 ***

부유대 → 유대6 1.000 .863

학교유대 → 학교1 .746 .631 .039 19.088 ***

학교유대 → 학교2 1.000 .722

학교유대 → 학교3 .856 .688 .042 20.203 ***

학교유대 → 학교4 .893 .616 .048 18.647 ***

학교유대 → 학교5 .337 .235 .047 7.101 ***

학교유대 → 학교6 .453 .282 .055 8.279 ***

또래유대 → 또래1 .891 .822 .028 31.674 ***

또래유대 → 또래2 1.000 .918

또래유대 → 또래3 .886 .642 .036 24.540 ***

또래유대 → 또래4 .843 .536 .043 19.824 ***

공격7 → 공격7_1 1.000 .344

공격7 → 공격7_2 .539 .447 .059 9.186 ***

공격7 → 공격7_3 1.058 .739 .098 10.828 ***

공격7 → 공격7_4 .637 .774 .059 10.858 ***

공격7 → 공격7_5 .939 .532 .080 11.733 ***

공격7 → 공격7_6 .791 .507 .080 9.925 ***

e210 → 친사회적행동 1.000 .532

지도감독 → 감독1 1.000 .760

지도감독 → 감독2 .882 .754 .038 23.141 ***

지도감독 → 감독3 .796 .665 .037 21.253 ***

지도감독 → 감독4 .785 .584 .044 17.881 ***

공격3 → 공격3_1 1.000 .512

공격3 → 공격3_2 .294 .316 .038 7.777 ***

공격3 → 공격3_3 .375 .435 .036 10.312 ***

공격3 → 공격3_4 .167 .358 .021 7.928 ***

공격3 → 공격3_5 .778 .597 .069 11.308 ***

공격3 → 공격3_6 .467 .460 .043 1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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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모형 검증 결과

  1) 연구모형의 구조모형적합도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표7>, 잠재변수로 이루어진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청소년의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동, 유대감과 역량을 구조모형으
로 투입하였을 때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9>와 같이, χ
²=3340.288(df=1382, p<.0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CFI와 TLI는 
각각 .920과 912이며, RMSEA는 .032로 분석되었다. CFI와 TLI는 
.90이상, RMSEA는 .05이하로 나타나면 수용할 만한 연구 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로 볼 때, 청소년기 긍정과 부정발달에 이르는 구
조모형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9> 구조모형의 모형적합도

χ²(DF, P) CFI TLI RMSEA

3340.288(1382, P<.001) .920 .912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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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모형의 주요 경로 

분석결과 p<.05수준에서 유의한 경로는 다음의 [그림3]와 같다. 계
수 값은 표준화로 제시하였다. 

* 계수는 표준화이며, P<.05수준에서 유의한 경로만 제시함.

*p<.05 **p<.01 ***p<.001

[그림3] 구조모형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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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문제 검증 결과

 이 연구는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유대감과 역량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셋째,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
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긍정발달인 친사회
적 행동과 부정 발달인 공격적 행동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개입 방
안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을 확인한 결과는 <표10>과 같이 초등학교 6학년 부모
의 교육관여 행동은 고등학교 1학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관여가 자녀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총효과는 b=.799(p<.05)이며, 직접효과는 
b=.502(p<.05)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관여가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타적 행위를 촉진시킨다(Scabini et 
al., 2007). 교육 관여는 단순히 교육 성취를 위한 학업 지원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이다. 학교 생활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와 과업의 도전과 성취를 학습하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관
여는 사회화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부모의 역할이 된다(Wang & 
Sheikh-Khalil, 2014; Tam & Chan, 2009; Ladd & Dinella, 2009; 
Gonzales et al., 2014). 

<표10> 연구문제 1 검증 결과

*p<.05 **p<.01 ***p<.001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총간접효과

교육 관여        →  친사회 행동 .799* .502* .229*

교육 관여        →  공격적 행동 -.011 -.010 -.001

참여기회와 보상  →  친사회 행동 -.005 -.016 .010

참여기회와 보상  →  공격적 행동 -.001 -00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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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유대감을 증진시
키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교육 관여는 모유대(β=.257, 
p<.001)와 부유대(β=.318, p<.001)를 증진시켰으며, 참여기회와 보상
은 모유대(β=.079, p<.05)로 증진시켰다. 

부모의 양육행동의 목적은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에 있다. 청소년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립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
녀의 정서적 유대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박현선, 김정은, 박지명, 
2014).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게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양육행동은 적절한 교육관여 행동에 있으며, 교육
관여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동안 부모의 교육관여가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주
장한 연구들은 교육 관여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대화 과정과 부
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다(Fan & Williamns, 2010). 같은 맥
락에서 이 연구의 결과도 교육 관여 행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모
와의 유대감 형성이 긍정적으로 예측되면서 청소년기 부모자녀 사이
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양육 행동으로 부모의 교
육관여 행동에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한편, 부모가 대화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칭찬 받을 행동에 보
상하는 행위는 어머니 유대감을 증진시켰다. 이 결과는 훈육없이 이
야기를 들어주고, 칭찬하는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
내는 어머니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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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연구문제 2 검증 결과

*p<.05 **p<.01 ***p<.001

[연구문제 3]을 확인한 결과,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이 자녀의 역량
을(β=.349, p<.001)증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관여가 자
녀의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Gonzales et al., 2014). 청소년기 역량은 그 자체가 중요한 긍정 발
달 산물이기도 하고, 긍정을 촉진하는 보호요인이 된다
(Padilla-Walker & Carlo, 2016). 선행 연구들은 청소년기 역량의 
증진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을 부모에게 두고 있으며, 이 연구 결과도 
부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 관여가 자녀의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표12> 연구문제 3 검증 결과

*p<.05 **p<.01 ***p<.001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교육관여 → 모유대 .294 .257 .045 6.529***

교육관여 → 부유대 .515 .318 .064 8.004***

교육관여 → 또래유대 .052 .056 .035 1.461

교육관여 → 학교유대 .047 .047 .041 1.155

참여기회와 보상 → 모유대 .029 .079 .012 2.368**

참여기회와 보상 → 부유대 .014 .028 .017 .820

참여기회와 보상 → 또래유대 .006 .020 .010 .570

참여기회와 보상 → 학교유대 .021 .065 .012 1.764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교육관여 → 역량 .277 .349 .045 6.225***

참여기회와 보상 → 역량 .007 .028 .010 .691



- 93 -

[연구문제 4]는 청소년 자녀의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설정되었다.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 요인이 공격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
다. 분석 결과, 공격적 행동의 경감에는 학교 유대(β=-.125, p<.01)가 
유의했으며,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에는 학교 유대(β=-..099, p<.05)와 
부유대(β=.108, p<.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의 역
량은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β=.286, p<.001)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은 어머니와의 관계보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보고되었다. 일례로 아버지와 어머
니의 관계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확인한 Ferreira 
등(2016)의 연구는 아버지와 자녀의 유대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
키지만,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킨다고 설
명하는 연구자들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성역할 고정 의식이 적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방법을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일상적 대화를 중심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자녀의 정
서 발달에 기여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행
동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측되며 이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를 확인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Raval & Martini, 2011; 
Scabini et al., 2007; Scher et al., 2006). 

청소년이 되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
다(Sigai et al., 2000).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유대감이 친사회적 행
동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을 확인함으로써, 학교 유대감 증진의 중
요성과 더불어 학교가 친사회적 가치관과 사회화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기 역량은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학교 3학년 시기 역량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친사회
적 행동을 증진시킨다. 선행 연구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고 느낄수록 공격적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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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인 친사회적 행동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본다(Blechman, 1996).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 연구들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자
아존중감이나 자기통제력과 같은 역량감을 높게 인지할수록 또래를 
비롯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적절히 대처한다고 
설명한다(Wentzel, 2014). 이타심과 공감 능력이 결국은 높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Wentzel, 2014; Padilla-Walker & 
Carlo, 2016), 역량은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
구 결과는 중학교 3학년 시기 청소년이 가진 내적 자원인 역량이 긍
정 발달의 성과를 예측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정 발달 성과인 공격적 행동의 보호요인은 무엇일까? 
분석 결과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의 학교 유대감이 공격적 행동을 경감
시키는 보호요인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청소년기 학교 유대감은 아동
기에 비해서 낮게 보고되지만(Catalano et al., 2004b), 가장 많은 시
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시기이다. 중학생인 16세가 학교와 또래 유대
감 증진을 위한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하는 논의들은 중학생 시기 학
교 유대감 증진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공격적 행동을 감소
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Hawkins et al, 2001; 
Chapman et al., 2013; Catalano et al., 2004b). 학교 유대감의 중
요성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교사와 학교 청소년 사이 관계, 청소년의 
높은 사회 기술과 문제 해결 능력 등을 학교에서 경험하고 익힐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유대감이 문제 행동을 경감시키고 긍정 발달을 촉
진시킨다고 주장한다(Chapman et al., 2013; Hoover-Dempsy et 
al., 2002; Flemming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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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연구문제 4 검증 결과 

*p<.05 **p<.01 ***p<.001

한편, 교육관여와 친사회적 행동의 총간접효과는 b=.229(p<.05)로 
유의했다. 세부 간접효과는 팬텀 변수를 활용하여서 매개효과의 유의
도를 확인하였다. 교육관여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 부유
대[A]와 역량[B]의 간접효과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유대
(b=.080, p<.05)와 역량(b=.232, p<.01)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총효과
에 대한 간접효과 비율은 부유대는 약 13%인 반면, 역량은 약 78%
가 설명된다. 

부유대와 역량의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도 역량의 효과가 
부유대보다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 부유대와 역량의 매개효과 차이는 
b=.125(p<.05)로 나타나 역량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더 크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모유대 → 공격적행동 .017 .061 .010 1.592

부유대 → 공격적행동 .007 .035 .008 .860

또래유대 → 공격적행동 -.004 -.010 .011 -.308

학교유대 → 공격적행동 -.039 -.125 .013 -3.059**

역량 → 공격적행동 -.086 -.068 .019 -1.405

모유대 → 친사회행동 -.086 -.042 .080 -1.082

부유대 → 친사회행동 .155 .108 .060 2.578**

또래유대 → 친사회행동 -.030 -.012 .088 -.338

학교유대 → 친사회행동 .230 .099 .094 2.442*

역량 → 친사회행동 .838 .286 .162 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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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연구문제 4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p<.05 **p<.01 ***p<.001

통제변수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는 <표>와 같다. 초등학교 6학년 공
격적 행동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성과 정적인 관계가 관찰되
고(β=.208, p<.001), 고등학교 1학년 시기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
는(β=-.051, p<.01)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기 공격적 행동
이 이후 발달 과정에서 공격적 행동을 예측하고, 친사회적 행동과 공
격적 행위는 역의 관계에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확인한 결과이다
(Kokko et al., 2006). 

한편 지도감독은 친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도 감독이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직접효과는 b=-.398이며, 간접
효과는 b=.001로 그 부호가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억
제효과(suppression effect) 때문에 나타난다. 억제효과는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거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날 때를 말한다. 보통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의 직접
효과와 그 부호가 상반되면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학과 같은 청소년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
는 현상이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이상균, 
2007). 

세부 경로 간접효과

[A] 교육관여 -> 부유대 -> 친사회행동 .080*

[B] 교육관여 -> 역량 -> 친사회행동 .232**

[B-A]차이 검증 152*



- 97 -

<표15> 통제변수 검증 결과

*p<.05 **p<.01 ***p<.001

[연구문제 5]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긍정과 부정 발달
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서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을 검토하였다.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남녀 집단 간 동일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과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계수에 동일하게 제약을 한 모형을 
비교하였다(기저모형 : χ²= 4497.949, df=2406, CFI=.919, TLI=.910, 
RMSEA=..025; 제약모형: χ²=4613.480 dF=2446, CFI=.917, 
TLI=.908, RMSEA=..026). 두 모형의 차이는 ∆χ²=115.531(40)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측정동일성 검증에서도 표본 크기가 
큰 경우 카이스퀘어(χ²) 검증 결과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른 모형적합도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송태민, 김계수, 
2012; 정은석, 2016; Cheung & Rensvold, 2002). Cheung과 
Rensvold(2002)의 연구는 측정동질성 검증에서 카이스퀘어(χ²)와 함
께 CFI가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모형의 차이를 잘 확인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이스퀘어(χ²)의 차이 검증이 표본 수에 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공격 행동(초

6)
→ 공격적행동 .091 .208 .019 4.741***

공격 행동(초

6)
→ 친사회행동 -.352 -.107 .120 -2.927**

성별 → 친사회행동 -.102 -.051 .063 -1.621

성별 → 공격적행동 .004 .014 .008 .445

지도감독 → 친사회행동 -.398 -.187 .134 -2.977**

지도감독 → 공격적행동 .001 .004 .017 .072

가구소득 → 친사회행동 -.018 -.011 .054 -.326

가구소득 → 공격적행동 .001 .006 .007 .195

부교육 → 친사회행동 -.001 -.001 .075 -.014

부교육 → 공격적행동 -.003 -.012 .01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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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하지만, CFI는 샘플 사이즈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CFI의 변화가 카
이스퀘어 차이 검증을 보완할 수 있는 지수가 된다. 저자들은 CFI의 
변화가 .01을 초과하여 나빠지지 않는다면, 측정동질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 연구는 기저모형과 제약 모형을 
비교하면, CFI의 차이는 -0.002로 나타났다(∆CFI=-.002).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간 회귀계수는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
할 수 있다(김주환 외, 2012; 송태민, 김계수, 2012).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은 모형적합도를 통해서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구조모형 분석에서는 남녀 집단에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
다는 가정 하에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구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²=4735.138, df=2666(p<.001), 
RMSEA=.024, TLI=.908, CFI=.918로 모두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유의미한 경로는 [그림4]과 같다.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는 임계치(CRD: critical ratios for differences)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림4] 성별 차이 

<여학생> <남학생>
* 계수는 표준화이며, P<.05수준에서 유의한 경로만 제시함.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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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연구문제 5 분석 결과

 *p<.05 **p<.01 ***p<.001
*<표16>은 표준화계수만 제시함.

경로
남학생 여학생

CRD
표준 SE CR 표준 SE CR

교육관여 → 공격적행동 -.134 .030 -1.331  .035 .034  .294 1.091

교육관여 → 친사회행동  .161 .233  1.581  .360 .334 2.567** 1.557

교육관여 → 모유대  .182 .061  3.319***  .246 .067 4.432*** 1.068

교육관여 → 부유대  .268 .085  5.113***  .357 .099 5.964*** 1.179

교육관여 → 또래유대 -.027 .047  -.535  .116 .055 1.986** 1.8578+

교육관여 → 학교유대 -.030 .064  -.551  .114 .053 1.809 1.581

교육관여 → 역량  .178 .039  2.495**  .458 .077 5.326*** 3.613***

참여기회와 보상 → 친사회행동 -.028 .044  -.512 -.030 .044 -.485 0.023

참여기회와 보상 → 공격행동  .053 .006  1.016 -.030 .005 -.539 -1.125

참여기회와 보상 → 모유대  .078 .020  1.544  .127 .017 2.621** 0.536

참여기회와 보상 → 부유대  .039 .028   .815  .025 .025  .488 -0.281

참여기회와 보상 → 또래유대  .029 .016   .603  .026 .015  .485 -0.114

참여기회와 보상 → 학교유대  .047 .022   .900  .095 .014 1.660+ 0.161

참여기회와 보상 → 역량  .072 .012  1.161 -.019 .015 -.328 -0.978

모유대 → 공격적행동  .106 .019  1.484 -.011 .011 -.230 -1.397

또래유대 → 공격적행동  .006 .016   .117 -.047 .014 -1.043 -0.774

학교유대 → 공격적행동 -.091 .014 -1.625 -.148 .020 -2.560** -1.105

부유대 → 공격적행동  .028 .012   .424  .015 .009  .287 -0.158

역량 → 공격적행동 -.100 .041 -1.320  .053 .020  .844 1.1557

모유대 → 친사회행동 -.079 .151 -1.084  .078 .105 -1.462 0.055

또래유대 → 친사회행동 -.024 .126  -.482  .001 .127 -.029 0.32

학교유대 → 친사회행동  .087 .113  1.534  .161 .171 2.664** 1.382

부유대 → 친사회행동  .167 .097  2.447**  .092 .087 1.519 -0.799

역량 → 친사회행동  .248 .358  2.908**  .219 .199 2.938** -1.115

공격(초6) → 공격적행동  .071 .026  2.079**  .181 .024 3.531*** 0.826

공격(초6) → 친사회행동 -.147 .217 -4.086*** -.028 .110 -.996 3.19***

지도감독 → 친사회행동 -.134 .171 -1.667 -.257 .210 -2.651 -1.005

지도감독 → 공격적행동  .100 .022 1.257** -.098 .022 -1.152 -1.702

가구소득 → 친사회행동 -.008 .076 -.178 -.018 .077 -.355 -0.128

가구소득 → 공격적행동  .022 .010  .471  .008 .008   .181 -.0.238

부 교육 → 친사회행동  .004 .108  .072 -.008 .106 -.148 1.213

부 교육 → 공격적행동  .005 .013  .108 -.044 .011 -.94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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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집단 간 주목할 차이(CRD)는 교육관여가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에서 발견된다(<표16>). 교육관여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β=.248, p<.01), 여학생에서(β=.458,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
으며, 성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CRD= 3.613, p<.001). 이러
한 차이는 부모의 교육관여가 자녀의 학교 적응과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효과가 내재되어 있어 역량 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Gonzales et al., 2014)를 상기할 때, 여학생에게서 학교 
적응과 관련된 부모의 교육 관여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또한 남학생은 교육관여에서 또래 애착 경로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β=-.027, p=.593), 여학생은 (β=.116, p<.05)은 유
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는 한계
적으로(marginally)하게 유의하게 나타났다(CRD=.1.89, P<.10).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또래 애착을 더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결과(손선옥, 
이봉주, 2015; Anderson et al., 1999; Cosse, 1992)를 고려할 때 
부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관여가 여학생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4]와 같이, 성별로 나타나는 경로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 관여는 고등학교 1학년 친사회
적 행동을 증진시켰다(β=.360, p<.01).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부모의 
교육 관여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부(β=.268, p<.001), 모(β=.246, 
p<.001), 또래(β=.116, p<.05) 유대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역
량(β=.458, p<.001)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부모의 참여기
회와 보상은 모유대(β=.127, p<.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학교 3학년 시기 학교 유대감이 공격적 행동을 경감(β-.050, 
p<.01)시켰으며,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β=.161, p<.01)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량은(β=.219, p<.01)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켰다.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부모의 교육관여가 모유대(β=.182, 
p<.001)와 부유대(β=.268, p<.001)를 증진시켰으며, 역량(β=.178, 
p<.05)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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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는 역량(β=.248, p<.01)과 부유대(β=.167, p<.01)로 나타났다. 
  통제 변수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 시기 공격
적 행동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공격적 행동이 증가되었으며, 이것
은 남학생(β=.071, p<.05)과 여학생(β=.181,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초등학교 6학년 공격적 행동이 친사회적 행
동에 미치는 경로는 남학생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β=-.147, 
p<.001),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RD=.319, p<.001). 

성별 매개효과 검증도 팬텀 변수를 활용하여서 분석하였다. 매개효
과 유의도는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확인했다. 분석결과 <표17>과 같
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역량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교육관여가 친사회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
서 역량의 매개 효과는 b=.238(p<.05)에서 유의했으며(CI=.030-.518), 
남학생의 역량 매개효과는 b=.012(p<.01)에서 유의했다
(CI=.030-.674). 남학생의 경우, 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역량의 총효과 대비 간접효과 비율은 남학생은 약 29%인 
반면, 여학생이 약 9%로 나타났다. 

 <표17> 연구문제5의 성별 매개효과 분석 결과

+p<.10, *p<.05 **p<.01

성별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총간접효과

여학생 교육관여   → 친사회적 행동 1.170* .857* .314**

남학생 교육관여   → 친사회적 행동 .536* .369 .167**

성별 매개효과 간접효과 

여학생 역량 매개효과 .238*

남학생
역량 매개효과 .102**

부유대 매개효과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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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
적으로 제시하고, 연구 문제 검증에 따른 논의를 하고자 한다.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부
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관여 행동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자녀의 친사
회적 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진시켰다. 

둘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부모의 양육행동은 중학교 3학년이 된 
자녀의 유대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한 결과, 교육 관여는 중학
교 3학년이 된 자녀의 아버지 유대와 어머니 유대와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참여기회와 보상이라는 양육 행동은 오직 어머니 유대만 
정적으로 설명하였다. 

셋째,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부모의 양육 행동 중 자녀의 역량감 
증진을 위한 행동은 교육 관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관여
만 중학교 3학년이 된 자녀의 역량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
하였다. 

넷째, 유대와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유대와 역량의 매
개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부유대보다 역량의 매개 효과가 더 큰 것으
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성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부모의 교육관여가 역량에 미
치는 경로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한계적이기는 
했지만, 교육관여가 또래 유대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성별 차이가 나
타났으며, 두 가지 모두 여학생에게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긍정과 부정 발
달에 이르는 경로는 성별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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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의 

 1.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긍정과 부정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1]은 통해서 검증된 결과는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부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관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자녀의 긍정 발달인 친
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799, 
p<.05). 

자녀와 대화하거나 유대감을 갖는 것과 같은 애착적 특징은 관여라
는 유대 요소를 함께 반영할 때 비로소 부모의 양육 행동의 영향을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Nye, 1958; Cernkovich & Giordano, 
1992; Massey & Krohn, 1986; 이동원,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교육 관여를 비롯한 관여적 유대 요소는 여전히 그 효과를 알
지 못한다(Kim et al., 2018).

청소년기 부모가 교육 관여를 통해서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 뿐만 
아니라 긍정적 발달 성과를 예측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교육
관여의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더욱이 부모의 양육행동이 당장의 
양육효과만을 고려하기 보다 장기적인 행동 형성과 발달 형성을 목표
로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Grusec & Davidov, 2010), 부모
의 교육 관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긍정적으로 예측된다
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기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알고, 적절히 
도움을 주고, 가르치는 적극적인 형태의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확인
했다(Gursec & Davidov, 2010). 교육관여는 사회화로서 양육 행동 
중 하나로(Wang & Sheikh-Khalil, 2014; Tam & Chan, 2009), 단
순히 학업 성취를 위한 사교육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로
부터 이루어지는 교육관여가 자녀의 긍정 발달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자녀의 발달 과업에 적절한 자극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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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발달에 동반자적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Tam & Chan, 
2009; Fan & Williamns, 2010).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서 부모는 어떻게 자녀와 대화할지, 어떤 양육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에 봉착한다. 자녀와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
는 방안으로 교육관여 행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긍정 발달을 예측하는가? 선행연
구는 어떤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긍정 발달을 예측하는지는 여전
히 알려진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Hastings, 2015; Labile, 2017). 몇
몇 경험적 연구 결과들이 부모의 양육행동이 이후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지만 예측력 자체가 통계적으로 약한 수준이기 때
문에(Knafo & Polmin, 2006; Hastings et al., 2000; Leonard & 
Decker, 1994), 부모의 어떤 양육행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은 과제라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Padilla-Walker & Christensen, 2011).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모의 교육관여가 긍정 발달인 친사회적 
행동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교 6
학년 시기 부모의 교육관여가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시점에서
도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유대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6학년 시기 부모의 양육행동은 중학교 3학년 유대감 형성
에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어떤 유대감 형성에 부모의 양육행동이 영
향을 미치는 것일까?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은 아버지(β=.318, 
p<.001)와 어머니 유대(β=.257,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
면 참여기회와 보상은 어머니와의 유대(β=.079, p<.05)를 증가시켰다.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유대감의 형성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은 부모-자녀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양육행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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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박현선 외, 2014). 이러한 이유로 부모
와의 유대감은 청소년기에도 중요하다. 

청소년기 다양한 체계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역량 
강화이다(Guerra & Bradshaw, 2008; Scalar, 2006). 유대감이 발달
의 중요한 보호요인이며, 발달 자산이 된다는 주장은 유대감이 발달
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누구와 어떤 유대감을 가질 것
인가는 청소년 스스로가 결정하지만, 일단 유대감을 형성하면 크게 
바뀌지 않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건
강한 대상과 유대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Champman et al., 2013; 
Hawkins et al., 2001). 하지만, 지금까지 유대감이 갖는 영향의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어떤 유대감 강화 전략이 필요한가는 논
의되지 못했다. 

부모가 단순히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애착
적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상반된 결과들이 제시되
면서 청소년기 부모가 해야 할 구체적인 양육 기법과 방법에 대한 논
의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Davis와 그의 동료들(2014)의 주장처럼, 부모가 자녀의 욕구를 충
분히 들어주고, 발달 과업 성취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이 긍정 발달
을 촉진시킨다. 그 방법과 대안은 교육 관여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와 적극적으로 자신의 필요와 상황을 이야기하고, 학교 수업 과
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목표를 부모와 함께 설정하고 성취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과정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부모의 교육 관여 자체가 부모와 많은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이 
상호작용 자체가 사회화의 주된 경험이고, 학습 경험이 된다고 설명
한다(Izard et al., 2001; Scabini et al, 2007, Park, 2004). 교육관
여가 갖는 중요한 함의는 부모자녀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상
호작용에 있다(Fan & Williamns, 2010).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부모-자녀관계에서 평등한 관계를 요
구(정소희, 2007)하기 때문에 일방적 지시와 의사소통보다 쌍방적 의
사소통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왔다. 더욱이 부모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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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은 애착을 형성하는 전제가 되가 때문에 얼마나 대화하는지, 
대화에 자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가는 애착을 설명하기 위한 중
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 

의사소통의 방법과 시간과 같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기회가 얼마
나 주어졌는가는 유대 형성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모의 양육 행
동이지만, 그 효과는 확인되지 못했다. 더불어 처벌하기보다 칭찬과 
같은 보상이 비행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도 회의적으로 보고된다
(Greenberg, 1999). 

본 연구 결과는 자녀에게 대화 참여 기회를 주고, 칭찬과 같은 보
상을 해주는 행위가 모(母)유대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사회유대이론의 가정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할 기회
를 주고,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이 부모와의 유대감을 증진시킬 것이
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하루 일과를 더 많이 보내면서 대화를 하게 되
는 어머니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어머니와 자
녀의 관계는 정서 발달의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선행 연구들의 보고
를 고려할 때(Scher et al., 2006), 어머니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참여기회와 보상이라는 양육행동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을 추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3.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행동 중 교육관여가 청소년의 역
량을 증진(β=.349, p<.001)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역량이라는 특성은 성공감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둔 양
육행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소년기 역량의 강화는 자신의 능력과 통제감을 경험하는 학습의 
기회를 필요로 한다.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동기부여가 된 학생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한다. 적절한 교육 관여 행
동은 자녀의 학교 적응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도움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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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교육 성취를 위한 정서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자녀의 역량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Gonzales et al., 
2014). 

부모의 교육 관여는 반드시 학교를 찾아가고, 교사를 만나는 것만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의 반,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학교 과제와 
교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와주는 방법은 자연스럽
게 자녀와 대화를 촉진하고 자녀의 과제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자녀의 발달에 필요한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의사소통 방법을 
학습하고, 적절한 발달 과업의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교육 관여는 역
량과 친사회적 행동과 같이 긍정 발달을 예측한다. 

 4.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 

  1) 청소년의 유대감이 긍정과 부정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4]를 통해서 어떤 유대감이 긍정과 부정 발달을 예측하는
가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긍정발달인 친사회적 행동은 부유대(β
=.108, p<.01)와 학교유대(β=.099, p<.05)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부정발달인 공격적 행동은 학교유대감(β-.125, p<.001)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청소년의 긍정 발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유대감(bonding)을 
증진시키는 것에 있다(Catalano et al., 2004; Guerra, Bradshaw, 
2008; Scalar, 2006). 소속감, 유대감, 애착, 연대감 등 다양하게 표
현될 수 있는 이 특성(Libbey, 2004)은 긍정 발달을 결정짓는 요인이
지만, 어떤 유대감이 긍정 발달을 하게 하는가는 여전히 학문적 공백
이 존재한다. 

청소년의 유대감은 타인에 대한 신뢰와 주어진 상황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어떤 사람들과 깊이 있는 연대를 할 것
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에 의한 
자기 결정 과정이기 때문에(박지선・천성문, 2007), 긍정적인 유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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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역량이다(Wentzel, 2014).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은 부모와의 유대감이 다른 

관계를 결정짓는다고 설명한다(Furman & Simon, 1999; Howes, 
1992; Pianta & Steinberg, 1992; 홍주영・도영심, 2002; 김은경・
김흥숙・김순규, 2013). 이들 연구는 일관되게 부모와의 유대감의 중
요성을 보고한다. 즉, 생애초기 높은 수준의 애착이나 유대감을 가지
면, 청소년기 높은 수준의 유대감이 유지된다(박지선, 천성문, 2007). 
선행연구들은 부모-자녀의 유대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특별히 부유
대와 모유대가 자녀 발달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에 주목한다
(Ferreira et al., 2006). 하지만 청소년기 부유대와 모유대가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력을 밝히려는 노력은 소극적이다. 

한편, 청소년의 유대감 중 학교유대는 부모와 함께 중요한 사회화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확인되고 있다(Coffe & Geys, 
2007).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부 유대와 학교 유대의 중요성을 다
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부(父)유대의 중요성 

아버지의 유대감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며, 친밀감이다. 그동안 
아버지(父)와 자녀의 유대감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유대감보다 덜 조망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
다(Fox et al., 1991; Roberts, 1999).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자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유대감이 발달 성과에 미치
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Scher, Harel, Scharf & Klein, 2006).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기는 아버지와의 상호작용 없이 어머니와만 대
화를 하는 경우 더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Montemayor, Eberly & 
Flannery, 1993)는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주는 차별적 양육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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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들 선행 연구들은 부 유대가 청소년기 겪는 정체성의 혼란, 또래

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사회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
명한다. 일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자녀
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며, 경쟁, 타협, 설득 등 자유로운 대화와 
상호작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과 사회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Padilla-Walker & Carlo, 2014). 

청소년기 부(父) 유대의 중요성을 확인한 연구는 어머니와의 대화보
다 아버지와의 대화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더 높게 설명하고, 어
머니의 대화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지 못했다(Scabini et al., 
2007). 청소년은 성장하면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양쪽 부모와 유대감
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중학교 3학년(12학년)이 되면 자신과 
친밀한 부모의 행동을 내면화한다(Feldman & Gehring, 1988). 이와 
같은 결과들은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 성과에 부와 모의 유대 효과가 
서로 다르게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도 부모가 자녀와 함
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Warr, 1993). 

결국 부모와의 유대감은 얼마나 많은 시간 어떤 활동을 했는가와 
관련되지만,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의 유대감의 유지는 쉽지 않은 것
이 확인된다. Youniss와 Ketterlinus(1987)은 아버지의 직업이 블루 
칼라인 경우, 아버지와 청소년의 유대감을 갖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친밀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수록 유대
감은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와 질 좋은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하는 것
은 중요하다. 

아버지와 청소년의 유대감 증진에서 간과될 수 없는 점은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는 양육자보다는 주 소득원으로 주된 역할을 인식하
게 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면, 아버지는 중년이 되면서 
정서적 교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자녀와 긍정적 상호작용의 경험
은 아버지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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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다양한 역동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아버지와 
청소년의 유대감의 영향은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 방법을 고려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에 참여
할 기회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결
혼 적령기에 결혼해서 자녀를 얻은 집단보다 다소 늦은 연령에 결혼
해서 자녀를 얻은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더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고한다(Pleck, 1997). 우리나라도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
년기 아버지와의 건강한 상호작용 증진과 유대감 증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화는 단순히 모방을 통해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또래와 학교와 같은 사회화 기관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가는 곧 발달 성과로 
이해된다(Catalano & Hawkins, 1996; Foshee & Bauman,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부유대가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하고 있는 결과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타인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친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녀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화 시키고 있다는 해석
이 가능하다. 어머니의 교육 정보와 아버지의 무관심이 자녀의 긍정 
발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속설은 수정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오
히려, 아버지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과 증진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2) 학교 유대의 중요성 

청소년이 속한 지역사회와 학교는 중요한 사회자본이 된다. 중학생 
시기 형성된 학교 유대감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업 성취 등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학생 시기 학교 유대감의 긍정적 형성
은 중요하다(Oelsner, Lippold & Greenberg, 2011).  

청소년은 부모 이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러
한 이유로 지역사회 참여, 학교 유대감이 강조되어 왔다. 하지만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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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은 학교에 대한 긍정적 유대감을 갖기보다 학교생활 자체를 스트레
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결과들이 있다. 그래서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충동과 같은 부정적 발달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
구들은 학교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청소년기 부정 발달에 결정적 역할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Murberg & Bru, 2004; 이봉
주, 손선옥, 김윤지, 2015). 

청소년기는 학교를 스트레스로 느끼는 부정적 유대감이 클 수 있지
만, 학교 유대감은 긍정 발달을 촉진하고 부정 발달을 경감시키는 발
달 자산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행연구들은 학교 유대감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증거기반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학교와 긍정적 유
대감을 갖는 것만으로 문제 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Catalano et al., 2004). 하지만 학교는 청소년들에게 친사회적 기회
를 소극적으로 제공한다(Wentzel, 2014).

학교 유대감이 갖는 강점에 주목한 연구들은 학교 유대감이 발달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Booth et al., 2008). 특히 중학
생의 학교유대는 고등학생 시기의 학업 성취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
며, 학교 내 각종 문제 행동의 통제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Oelsner, et al., 2011). 

학교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는 부모 이외의 어른들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회적 관계의 확대라는 발달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둘째, 학교 교과 과정과 방과 후 활동의 
참여는 학교 적응을 높일 수 있으며, 셋째, 이러한 과정을 하나씩 수
행하면서 성취감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함양되어 긍정적 자기개념을 형
성할 수 있게 된다(Hoover-Dempsey et al., 2002; Chapman et 
al., 2013; Gomez & Ang, 2007).

학교 유대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이자 사회화 기
관이 된다(Lee & Smith-Adcock, 2005; Anderson, Holmes & 
Ostresh, 1999; Krohn & Massey, 1980). 학교 안에는 교사, 사회복
지사, 영양사, 보건교사 등 많은 어른들이 있고, 또래가 있다.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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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청소년은 사회를 경험한다. 학교에서 갖는 유대감이 긍정적인 가
치관을 내재하고 있을 때, 청소년의 발달은 긍정적으로 예측 된다. 따
라서 교가 긍정적 사회화를 청소년에게 학습시킬 수 있어야 할 필요
와 함께 친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확인된다. 이
를 위해서 학교 안 교사와 인력들의 훈련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긍정
적인 학급 운영 방법, 동기부여할 수 있는 교수 방법, 협력과 협동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과 기술, 또래관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
는 다양한 방법의 학습 등의 훈련과 보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학
교 환경의 변화는 청소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이 된다(Sugai, Horner, Dunlap, Hieneman, Lewis, Nelson & 
Wilcox, 2000). 

사실 사회통제이론의 검증에서 학교 유대감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되어 왔다. 학교에 청소년이 얼마나 관여하고 참여하는가는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다(Leonard & 
Decker, 1994). 하지만, Settlement Social Development 프로젝트
를 통해서 학교 유대가 종단적으로 청소년의 긍정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Hawkins et al., 2001)은 학교 유대감 증진과 
더불어 학교의 사회화 기관으로서 역할이 더 강화될 필요성을 제시한
다. 학교는 유대감 형성에 더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교육적 관여를 독려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
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Sigai et al., 2000).  

가족 형태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로 가족의 사회화 기능은 급격
히 빠르게 변화하여 왔다. 지금까지 미취학 아동에게 초점을 둔 가족
과 부모의 사회화 기능은 청소년기까지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강지원, 이세미 2015 재인용). 청소년기 발달을 지원하
기 위한 서비스는 긍정적이고, 적절한 돌봄과 사회화 과정을 제공하
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학교는 청소년의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긍
정적 사회화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학교 유대감은 그 자체로 중요하
고, 사회화 주체로서 적극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할 시대적 과제에 직
면해 있다(Catalano et al., 2004; Catalano & Hawkin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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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tzel, 2014). 
학교는 청소년기가 되면 갑자기 발생하는 서비스의 공백을 예방하

고, 청소년기 발달에 맞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학교와 학원 일과를 마치면 청소년은 복지 서비스 기관을 방문
할 시간이 없다. 학교가 청소년과 긍정적 유대감만 형성할 수 있다면, 
긍정발달을 촉진시키고 부정발달을 경감시키는 발달자산으로 작동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청소
년의 발달을 위한 개입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학교가 청소년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화 기관
이자 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는 유대감 형성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프로그램들은 성별 차이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
고 있다(Oelsner, Lippold & Greenberg, 2011). 훈육 방법, 교과 과
정 선택과 같은 각종 프로그램들은 성별로 선호가 다르고, 서로 다른 
통제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유대감 강화의 내
용은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경험과 유대감 형성은 교사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는 성별로 다르게 작동하는 유대 요소의 
통제적 기제에 각별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여학생은 간접적 통제 
기제가, 남학생은 직접적 통제 기제가 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지적
되듯이(Heimer & Coster, 1999), 여학생과 남학생의 통제 기제의 차
이에 주목한 학교의 차별화된 훈육 및 유대감 형성을 위한 조치가 필
요하다. 

  2) 청소년의 역량이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4]의 분석 결과에서 제시된 것처럼, 역량은 긍정 발달인 
친사회적 행동을(β=. 286, p<.001)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역량이 긍정 발달
인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켰나, 부정 발달인 공격적 행동에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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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의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통해서 역량이 긍정적
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힘이며, 바람직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발
달 자산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역량강화모델과 강점관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대처능력, 건강한 자기개념(self-definition)에 초점을 둔
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과 같은 내적자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자아존중감과 같은 특징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
로 보고되는 연구들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13세를 전후로 급격히 하
락되어 아동기에서 대학2학년까지 V자 형의 추이를 나타낸다
(Savin-Williams, 1984). 이와 같은 경향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내적 자원과 역량의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역량의 형성은 현재 어떤 도전과 기회를 경험했는가에 달려있다
(Hill & Tyson, 2009; Gonzales et al., 2014; Bowlby, 1988). 아동
청소년기 경험한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경감시킬 방법은 역량감에 달
려 있으며(Qin, et al., 2016), 역량의 형성이 긍정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 노력이 
요구된다. 

  3) 유대감과 역량의 매개효과 

선행 연구들은 양육행동의 효과는 자녀의 발달성과와 직접효과로 
설명하는 것보다 자녀의 특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개 요인이 반영
될 때 양육행동의 영향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Padilla-Walker 
et al., 2012; Padilla-Walker & Carlo, 2015). 이 연구는 자녀의 유
대감과 역량을 매개로 투입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4]을 통해서 확인된 연구 결과는 부모의 교육 관여는 자
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부유대와 역량의 매개효과는 유의
미했다. 부유대와 역량 중에서는 역량이 가진 매개효과의 유의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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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 긍정발달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청소년기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의 유대감 형성이 부모에게서 출발하기 때
문에 부모요인은 청소년기에도 중요하다. 부모의 교육관여와 부유대
의 중요성은 결국 부모가 청소년 발달 전반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청소년기 사회 참여 확대, 청소년 수련 시설 확충과 같은 청소년복
지서비스의 방향은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
을 위한 기조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또래 문화와 가치관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가정되기도 하지만,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
동의 결정 방향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다(Ochiltree, 1990). 청소
년기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와의 유대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와 학교 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교육관여가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증
진시키는데 있어서 부 유대와 역량의 매개효과 확인되지만, 역량의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소년기 유대감의 중요성보
다 역량이 더 중요한 개입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과 논의가 가
능하다. 대처-역량 모델의 주장과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복지 개입은 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5. 발달 과정의 성별 차이 

[연구문제 5]를 통해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자녀의 유대감과 
역량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에 이르는 경로에서 성별 
차이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는 성별로 유의한 경로 차이가 발견되었
다.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성별로 사회화의 동기와 강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긍정 행동을 
강화시키는 보호요인은 성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
는 부모의 교육관여가 역량에 미치는 정적 영향이 성별로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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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 나타나지만, 그 효과는 여학생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 긍정적인 발달 과정은 곧 역량이 형성되는 과정과 동치로 이해될 
만큼 청소년기 역량은 발달 성과를 결정짓는 보호요인이다
(Sibereisen & Lerner, 2007). 즉, 사회화 동기와 강화 영역은 역량
이 강화되는 방향을 주목해야 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역량
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집단 간 추정 결과 차이(CRD)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성별 집단 간 
회귀 계수를 고려할 때, 긍정 발달과 부정 발달의 영향 요인은 여학
생과 남학생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된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 1학년의 
긍정발달인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요인은 성별로 상이하게 나
타났다. 남학생은 부(父)유대와 역량이, 여학생은 학교 유대와 역량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부유대가 남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은 선행 연
구의 논의를 지지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같은 성을 가진 부모의 가
치관을 내면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행 연구들은 아버지(父)와의 유
대감이 남학생의 행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아버지가 자녀와 
하는 상호작용의 방법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즉, 아버지의 유대감 형
성은 자녀와 운동, 게임과 같은 것들을 하면서 타협, 협동과 같은 사
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Ferreira et 
al., 2016; Parke, MacDonald, Beitel, & Bhanagri, 1988). 

몇몇 연구들을 통해서 자녀와 아버지 유대가 중요하다는 것이 논의
되고 있지만, 경험적 연구 결과에서는 뚜렷하게 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Greenberg(1999)는 남학생이 아버지와의 유
대감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선호하지만, 사실 아버지 유대감이 비
행 행동 경감에 미치는 효과는 미비하거나 통계적 유의도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원인을 유
대감 측정 도구와 연구 방법에서 찾고 있다. 즉, 유대감을 측정하는 
도구가 성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유대감 형성이 시간 차
이를 두고 발생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 접근을 통해서 유대감
의 영향을 규명하는 것에서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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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달리 여학생에게서만 학교 유대의 영향이 확인된다. 여학
생의 경우, 학교 유대감이 공격적 행동(β=-.148, p<.01)과 친사회적 
행동(β=-.161, p<.01)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여학생에게서 학교 유대감의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 보호요인이 
된다. 많은 연구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 유대의 중요성을 주장하
고 있지만, 몇 몇 연구들은 여학생의 학교 유대가 남학생보다 더 중
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중학생 시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 
유대가 더 높고(Simons-Morton et al., 1999), 이 시기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 성취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Goodenow, 
1993), 여학생의 학교 적응, 교사를 포함한 학교 유대가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lankmeyer, Flannery & 
Vazsonyi, 2002). 

또한, 학교 유대와 비행 간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와(Payne, 2009)는 달리, 본 연구는 학교 유대가 공격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여학생에게서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 유대가 긍정과 부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여학생의 학교 유대가 남학생보다 더 높을 가능성, 그
리고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대한 동기가 여학생이 더 높을 수 있
기 때문이다(Oelsner, Lippold & Greenberg. 2011). 

부모의 양육행동이 학교 유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학교 
유대감 자체가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의 
지적과 같이, 학교 유대는 부모와 더불어 중요한 사회화 기관이 된다. 
선행 연구들은 부모와의 부정적 애착이나 양육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교사와의 유대에 주목한다(손선옥・이봉주, 2015). 청소
년기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사회화를 보충하고, 대체할 수 있는 보
호요인으로 학교 유대의 중요성이 인정된다(Catalno et al., 2004). 

따라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행위나 또래 소외 등을 경감
시키고, 또래와의 공감과 배려를 의미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킬 
방안은 학교 유대에 있으며, 여학생에게 학교 유대감 강화는 남학생
과는 차별화된 통제 기제와 정서적 지지로 작동할 수 있다는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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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제3절. 연구의 함의 

어떻게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사회화를 이룰 것인가는 중요한 연
구 과제이지만, 여전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긍정적 사회화가 일어나
는 것인가는 관심이 부족했다(Grusec & Davidov, 2010; Tremblay, 
2003; Sherrod, Torney-Purta & Flanagan, 2010). 더욱이 청소년
기 사회화 과정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고, 백인 중산층과 아동기가 주 
연구 대상이였기 때문에 청소년기 어떻게 문제 행동을 하는지, 건강
한 시민으로 성장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Hughes et al., 
2006; Sherrod et al., 2010; Hughes et al., 2006). 본 연구의 함
의를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부정 발달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 이

론적 검증 과정에 긍정 발달을 함께 포괄하여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의 다면적 발달 형성 과정에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청소년 발달 성과가 상이(相異)하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을 부
모로부터 이루어지는 유대감 형성 과정에서 찾으면 발달 성과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Catalano & Hawkins, 
1996).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사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 사회발달모델(social development model)과 같은 사회화 
이론들은 청소년기 행동 형성 과정을 사회적 관계(interpersonal)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론 검증을 거쳤다(Owens-Sab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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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하지만, 사회통제이론을 비롯해서 사회화 이론들은 비행 행동
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닌 긍정 발달을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Catalno & Hawkins, 1996; Roth et al., 1998; 
Owens-Sabir, 2007).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유대이론
으로 설명되는 주요 경로들은 긍정 발달에 적용되지 못한 한계가 있
다. 이 연구 결과는 긍정과 부정발달을 함께 고려할 때, 유대 형성 과
정은 부정 발달보다는 긍정 발달을 설명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둘째, 문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청소
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Catalano et al., 2004;  
Bond et al., 2005). 청소년의 문제 행동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보다 
명확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Tessor, 
Turbin & Costa, 1998).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기 중요한 유
대감을 확인하고, 유대감 강화를 위한 부모의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부모, 또래와 학교 유대감이 어떻게 발달 과정에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 

더욱이 아버지와 자녀의 유대감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매우 부족했
지만,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청소년기 아버지와의 유대감이 긍정 발
달인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부, 
모의 유대감이 청소년의 행동 형성에 차별적 영향이 있으며, 아버지
와 자녀의 유대감 증진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셋째, 사회통제이론은 부모, 또래, 학교와 같이 청소년을 둘러싼 다
양한 체계와 유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동안 논의는 다
양한 체계와의 유대가 청소년의 발달 성과에 이르는 영향과 그 과정
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Owens-Sabir, 2007). 이 연구는 청
소년기 부(父)유대와 학교 유대감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발달에서 중요한 발달자산으로 학교 유대라는 사실을 확인
함으로써, 학교 유대 강화를 위한 개입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넷째, 청소년기 유대형성은 사회화 과정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그동
안의 논의는 한 가지 양육행동이 발달 성과에 이르는 일방향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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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함으로써, 단편적인 논의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
의 한계는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유대이론이 설명하는 다양한 유대 형
성 요인들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발달 성과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Choi et al., 2005; Fleming et al., 2008; 
Krohn & Massey, 1980; Sullivan & Hirschfield, 2011).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 성과에 미치는 세부 영향
력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Catalno & Hawkins, 1996; Maccoby, 
2007; Grusec & Davidov, 2010).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라는 
오래된 사회과학적 관심 주제를 사회화 과정을 반영하여 분석함으로
써,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혔다. 

다섯째, 청소년기 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의 양육 행
동이 자녀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청소년의 역량은 발달 성과를 어떻
게 예측하는가는 여전히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Laible et al., 
2017). 청소년의 긍정 발달은 청소년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키워나가
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Sibereison & Lerner, 2007), 역량에 대한 
논의는 부모 요인과 발달 성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역량이 청소년 발달에서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더
욱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청소
년기 유대감과 역량은 모두 중요한 발달 자산이지만, 이 연구의 분석 
대상들을 통해서 검증된 결과는 청소년의 역량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
화로서 행동이 강화되는 과정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여섯째, 발달이 다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이론적 통찰
을 가지고는 발달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유대감과 역
량이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유대감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사회통제이론과 대처-역량 모델을 통합
하였다. 이론의 통합을 통해서 청소년의 유대감과 역량의 보호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통합적으로 논의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사회통제이론의 주요 가정을 검증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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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유대요소가 여학생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통제
이론은 여학생의 발달 경로를 설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논의되어 왔
다. 하지만,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
으로 부족하여서 성별로 차별화된 논의의 발전은 미진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는 성별로 행동이 강화되는 서로 다른 경로들을 확인하
였다. 무엇보다 성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역량이 긍정적 발
달을 독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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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천적 함의 

  1) 실천적 함의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가 보고되면서 청소년들의 공격적 행동
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
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Konrath 등(2011)은 2000년 이후 대학생들의 공감능력은 20~30년 
전 대학생들과 비교하면, 약 40%나 떨어진다고 보고한다. 저자들은 
청소년기 소통 방법을 익힐 기회가 적절히 제공되지 못했고, 다양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한 것을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낮은 공감
능력이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Eisenberg & Miller, 
1987), 공격적 행동을 예방하고 근절할 방안은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기회 즉,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에 달려있다(Coleman & 
Byrd, 2003; Samson et al, 2012). 친사회적 행동은 공동체 의식과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의 공격
적 행동을 예방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성이 된
다. 본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 공격적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확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체계적 관점 혹은 발달 맥락주의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체계의 강
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많은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고려하면 
개입의 표적이 명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
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Catalano & Hawkins, 
1996; Rutter, 1981). 이러한 한계는 가족을 포함한 유대감 형성 과
정에 주목하면 청소년 발달에 필요한 명확한 서비스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Huebner & Betts, 2002). 

발달 맥락에 주목한 관점들은 다양한 체계의 강화에 주목하지만, 청
소년 긍정발달이론(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ory; PY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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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체계에만 초점을 둔 개입만으로 청소년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
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Guerra & Bradshaw, 2008; Hawkins et 
al., 1999; Olson & Goddard, 2011; Scales, 2006). 이와 같은 논의
에도 불구하고 3가지 긍정 발달을 지원하는 체계에만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3가지 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
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과 가족의 개입에 있어서 개입의 출발과 
우선순위를 청소년 역량 강화, 유대감 강화와 부모의 양육행동에 둘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 실천 방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2) 실천 전략 : 3가지 개입의 표적 

[그림5] 청소년 발달 지원을 위한 3가지 개입 표적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부정 발달인 공격적 행동과 긍정 발달인 친
사회적 행동의 보호요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긍
정발달은 증진시키고, 부정 발달을 감소 및 예방시키기 위한 전략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긍정과 부정 발달이 완
전히 이질적인 발달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5]와 같이 3가지 개
입 지점을 강화하는 표준화된 개입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3가지 개입의 지점은 청소년의 발달과 욕구에 따라서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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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 유대감과 
역량강화의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요인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적절한 교육관여를 중심으
로 자녀 발달에 관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개입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을 수 있다. 교육 관여는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교육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다(Park & Holloway, 2013). 
교육 관여는 사회화로서 해야 할 부모의 양육행동이며, 이것은 자녀
의 학교 적응과 인지발달이라는 발달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지지하는 행위이다.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부모의 교육을 포함한 관여적 행위는 중요하
지만(Wehrspann, Dottterer & Lowe, 2016), 우리나라 청소년기 부
모의 관여 행위의 중요성을 조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Kim, An, 
Kim, & Kim,  2018). 

어떻게 하면 청소년이 된 자녀의 발달에 적절히 관여할 수 있을까? 
사실 청소년이 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자하고,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 청소년이 바라는 부모
의 역할과 부모가 수행하는 역할에 충돌이 생기면서 부모는 어떻게 
자녀의 발달에 관여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다. 

이에 Mayseless와 Scharf(2006)은 청소년의 발달 과업 성취를 위
해서는 직접 가르치거나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지양하고 자녀의 욕구
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서 부모와의 유
대감을 높일 수 있고, 자녀의 개성을 존중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와
의 친밀감 유지하는 방법을 찾고, 자녀와의 친밀감에 대해서 자녀와 
함께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환언하면 교육관여의 방법과 내용도 자
녀의 욕구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 관여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 적응을 돕는 지지적인 양육 행위
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육과 양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동이 효과적이
기 위해서는 학교 생활, 또래관계, 학업 내용 등의 내용을 대화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는 등 자녀의 발달에 함께 관여하는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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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Sugai et al., 2000; Hart & Mueller, 
2013). 

서구에서 이루어진 부모의 교육 관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
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IP(Teachers Involving Parents)프로
그램은 교사와 부모의 협업을 목표로 부모가 학교 교육에 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에서 실행된 이 프로그램은 고위험 집단의 부
모와 아동에게서 더 많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교사는 학급 운영 
원칙과 가치를 부모와 공유하고, 교과 운영 과정에 부모를 적절히 참
여하게 할 때,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을 높인다고 보고된다
(Hoover-Dempsey et al., 2002). 

Catalano 등(2004)은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
가 자녀의 발달과 학교 적응에 적절히 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소
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부모는 자녀의 욕구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양육행동 기술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자녀의 발달과 학교에서 해야 
할 상호작용 방법 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다. 둘째, 부모는 자녀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화 
기술과 방법을 알려주고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하는 방법을 자녀에게 학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 시키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학습 
환경 조성, 수학과 읽기 등의 기초학습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
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 정책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학교에서 부모의 교육관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이 된다. 

부모의 양육행동 이외에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버지가 청소년 자녀와 많은 시
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년기 부모를 둔 근로 여건도 일-가정 양립
이 가능하여야 한다. 유대감 형성에는 많은 상호작용과 시간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War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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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녀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과 복
지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의 건강한 상호
작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머니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참여 프로그램을 아버지로 확대하고, 아버지 교육 프
로그램을 직장, 지역사회, 학교 등 전방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자녀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자녀와 대화 방법 등을 공유할 
부모멘토링 및 자조집단과 부모 양육행동 코칭 등 맞춤형 서비스(교
육)의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청소년이 되면, 부모는 중
년이 된다. 자녀의 사춘기와 부모의 갱년기가 맞물리면서 발생되는 
가정 내 발달 전환기 스트레스는 결국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
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에서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자신의 역량감 증진이다. 자아존중감 증진, 건강한 자
기 개념, 유능감과 통제감을 갖는 것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역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힘이며(Wentzel, 2014), 공격적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스스
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Padilla-Walker & Carlo, 2016). 

학업성취로만 청소년의 역량이 평가되기 쉬운 교육적 환경에서 청
소년 스스로 긍정적 역량감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작은 성취(small 
step)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
정과 학교 환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청소년기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성취감
과 긍정적 자아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자기통제감과 유능감과 같은 
역량의 증진은 부모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 청소년기 부모의 양육행
동은 학교 생활 적응을 돕도록 자녀가 필요로 하는 발달적 과제와 욕
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관여를 위해서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자녀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량감은 유대감의 중요성을 아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유대
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고, 긍정적 유대감의 갖도록 노력하는 행위



- 127 -

까지 포함될 수 있다. 
셋째, 학교 유대감의 증진이다. 공격적 행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

인은 학교와의 유대감이다. 공격적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대처행동이다(Morland & Damas, 2008). 학교 현장과 사회복
지기관에서는 교사를 포함해서 청소년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
는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대처 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하나의 행동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안에서 교사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Payne, Gottfredson & Gottfredson, 2003).

취약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서 친사회적 행동을 늘리는 프로그
램이 공격적 행동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보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Caprara et al., 2014). 연구 결과는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많은 긍
정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저소득 지역에서 
실시되는 드림스타트, 교육투자우선지역 등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인
적 자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역
사회는 청소년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자원에는 취약하다. 따라서 소
득 수준에 따른 지역 구분보다는 지역사회 환경이 가진 자원이 청소
년 발달에 긍정적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위해업소와 같은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와 함
께, 지역사회와 학교는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문화 활동 등 다양한 
상호작용 경험을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사회참여가 긍정 
발달을 독려하지만, 청소년의 학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와 참여율은 저조하다(손선옥, 2016). 학교는 다
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
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유대는 교사와의 유대를 반영하지만, 청소년의 목소리
를 얼마나 반영하는가를 의미한다(Payne, et al., 2003). 학교 정책, 
규칙과 각종 프로그램 등에 청소년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신의 목소리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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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학교 환경 조성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청소
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하
고자 한다. 

사회통제이론의 주요 가정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행동과 가치
관을 내면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
와의 관계의 경험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
터 이루어지는 유대감 형성 과정은 성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McCormick & Kennedy, 1994). 

사회화로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각각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지만, 청소년의 성에 따라서 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부모
의 양육행동으로 비롯되는 유대감 형성 과정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지만, 사실 남학생이 유대 
형성 과정과 유대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상반된 결론도 확인
된다(이상문, 2005). 

유대감 형성에서 성별 차이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은 발달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식되는 것들이 성별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
한다. 일례로 Cosse(1992)는 남학생은 유대 형성의 과정과 내용보다 
자율성과 발달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반면 여
학생은 유대감 형성 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청소년기 성별 차이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은 가정과 사회복지 서비
스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부모와 가정은 자녀의 유대감 형
성을 위한 양육 행동을 할 때 성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
만, 성별 차이에 상관없이 부모의 교육관여가 부와 모의 유대감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 관여 행동이 중요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유대감 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감
이 발달 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교육관여가 여학생의 또
래 유대를 증진시키는 결과는 여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교육관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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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중요성과 함께 교육 관여를 통해 유대감 증진을 위한 세심한 노
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가능하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 유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학생이 
성역할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관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
게 인식한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기 아버지의 
유대감이 어떻게 자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는 여전히 잘 알지 못
했다. 남학생의 긍정적 발달 성과를 위해서는 아버지와 유대감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방향은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 청소년기 역량이 긍정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에게서 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나, 두 집단 계수의 차이(CRD)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역량이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는 보호요인임을 의미하며, 청소년기 개입
의 방향은 성별에 관계없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필
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기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개입의 강화와 학교 자체가 
청소년과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학교 유대감의 중요성은 여학생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전략은 학교 유대감 증진과 유대감 강화에 초점
을 둘 필요가 있다. 역량은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청소년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모-학교-청소년의 동반자적 관
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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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적 함의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
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긍정과 부정 발달에 대한 개입 방안은 차별적 관점
의 적용과 함께 두 가지 발달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전략
이 필요하다. 긍정과 부정발달을 위한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역의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인 논제이다. 긍정과 
부정 발달이 단일한 차원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입장과 양 극단에 
있는 전혀 다른 발달 속성을 가진다는 입장(Small & Memmo, 2004; 
Lewin-Bizan et al., 2010)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논점을 부정발달
에 집중하도록 하는 증거기반으로 이용되었다(Guerra & Bradshaw, 
2008). 

문제행동은 다양한 문제 행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 가지 문제 행
동을 해결한다고 부정 발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방적, 
통합적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에 개입하
는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통합적이고 예방적 접근 조차도 청
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Catalano, Hawkins, 
Berglund, Pollard, Michael, Arthur, 2002). 

이렇듯 문제중심적 접근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방적・통합적 접근은 여전히 긍정과 부정을 이분법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문제 중심적이고 부정발달에 집중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긍정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들이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Hawkins, Catalano, Kosterman, Abbott, 
& Hill, 1999; Lerner & Benson, 200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복지 정책의 방향은 문제 행동을 사전에 예
방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왔다
(이봉주, 2005). 서구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책의 방향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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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중심적 관점을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과 부정 발달을 함께 개입할 수 있는 서비스의 초점과 방향을 확
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둘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와 제6차 청소년정책 기
본계획(2018~2022)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강화와 청소년의 발달주기
와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관련 정책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청소년의 발달
을 고려한 구체적인 정책의 개발은 부족하였다. 청소년의 둘러싼 다
양한 환경적 변화는 건강한 발달에 도전적인 것들이 많다. 따라서 청
소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부모 교육의 강화와 청소년의 발달 핵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의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학교 적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 학교 적응과 부모자녀의 유대감 형성을 위
해서는 부모의 교육 관여 행동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는 학업성취
를 위해서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사교육
을 시키는 것보다 학교 적응과 일상 생활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고 대
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인지 
발달을 위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의 방문이 교육 관여 행동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관여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Sibereisen과 Lerner(2007)은 청소년기 긍정발달은 청소년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바람직하게 성장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다. 청소년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은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학업 성취만으로 청소년의 역량이 결정되는 교육 정책의 내용
과 방향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이 성취
감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방향은 아동기에 제공된 돌봄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둘 필요가 있다. 즉,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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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되 청소년기 발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다른 발달 과업 속에 있다. 특히 청
소년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복지서비스의 공백기가 되
는 결정적 이유는 청소년기 발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강지원, 이세미, 
2015). 

청소년기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은 부모와 청소년
에게 서비스 초점을 두고, 학교가 서비스 제1현장이 되는 것에 있다. 
학교에서 청소년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핵심은 부모
에게 둘 수 있다. 부모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부모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부모의 
역할 확립과 양육행동을 위한 기술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변화해야 
한다. 변화는 지속적 교육, 훈련과 관심이 필요하다(Kerpelman, 
2004).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체계의 확립의 중요성은 
부모를 서비스 중심에 두고, 자녀 발달에 동반자적 관계를 지속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빈곤은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적절한 돌봄 부재의 원인
이 된다. 선행 연구자들은 빈곤할수록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덜 관여
한다고 보고한다. 자녀의 교육 관여는 빈곤하고, 자녀 발달과 교육성
과에 관심이 없는 부모일수록 교육 관여는 줄어든다(Lee & Brwen, 
2006; Hoover-Dempsey et al., 2002). 따라서 지역 간 서비스 기관
의 편차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부모
를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관여시킬 방안은 학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달려있다. 

최근 심각해진 학교 안 폭력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려는 움
직임이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감, 의사소통, 자기존
중감 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격적 행동의 경감을 시도하기 위해 시작
된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의 안전한 문화 조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교사와 부모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해 협업하고, 학교 안 공감과 
친사회적 문화 조성을 통해서 공격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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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학교에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안에서 위클래스(WEE)와 같은 복지서비스를 위한 전

문가의 상주가 필요하다. 현재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는 비정규직
으로 고용되고 있다.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 교사가 교과 운영과 행정일과 
더불어 학생의 상담을 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발달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안정적이고 상시
적 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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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 연구의 한계 

상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연구가 갖는 강점과 이론적, 실천적 함
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첫째, 분석 방법에 대한 한계이다. 이 연구는 유대감 형성 과정을 
분석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경로모델에 시간의 차이를 두고 변인들을 
투입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횡단적 접근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사회통
제이론과 사회발달모델과 같이 청소년기 유대감 형성 과정에 주목한 
최근 연구들은 종단적 경로 모델을 적용하면서 이전 시기의 발달 성
과와 경험을 통제하지 않는다(Bishop et al., 2017; Lee et al., 
2017). 하지만 이 연구방법은 청소년기 유대감 형성 과정을 적용하는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는 분석 모델이지만, 시간 차이를 둔 인과적 해
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구조방정식은 다변량정규성 가정 아래 이루어지기 때문에
(Enders, 2001),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
는 첨도가 지나치게 큰 공격적 행동의 척도를 연구 모형에 반영하였
고, 이것은 이 연구가 갖는 한계 중 하나이다.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은 각 변인별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
고, 변인들을 서로 한 번씩 짝을 지어 얻어지는 모든 이변량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하고, 모든 이변량 분포의 산포도가 선형적이며, 
동분산을 가져야 한다(문수백, 2009).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료는 모델적합도에 대한 카이스퀘어(χ²) 통계량을 부풀리는 등의 문
제가 지적되고 있다(배병렬, 2014). 하지만, 정규성 가정 충족은 통계
적 유의성을 통해서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왜도와 첨도를 통해서 
일변량 정규성의 판단으로 다변량 정규성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배병렬, 2014). 

하지만,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은 비정규 자료가 갖는 한계에도 불구
하고, 표본크기가 작지 않으면 최대우도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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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할 수 있는 모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Hu, Bentler & Kono, 
1992; Hair et al., 2009), 비정규 자료지만,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
하였다.  

사회통제이론은 중비행보다 오히려 공격적 행동과 같은 경비행에 
더 적합하다는 논의가 있다(Matsueda, 1989; Hirschi, 1986). 하지
만 지금까지는 사회통제이론의 사회유대이론은 비행 행동을 한 청소
년들 대상으로 하거나, 심각한 비행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서 사회통제이론의 주요 가정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왔다. 따
라서 청소년들이 자기 보고한 공격적 행동의 평가는 비정규성을 보이
지만, 그 자체로 청소년 발달 성과를 논의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발
견하게 한다. 

사실 공격적 행동과 같이 자기보고식은 저평가의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Marini et al., 2006), 공격적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한 
도구의 적용과 평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규성을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이론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본 연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론의 검증을 위해서 투입된 변수들이 이론의 개념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측
정할 표준화된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
한 자료가 없다. 선행연구들도 이러한 한계 때문에 자원봉사참여, 협
동, 환경보호 등의 개념을 조사한 문항들을 통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김정아 외, 2014; 장혜림・정익중, 2013). 표준화된 척도의 부재
는 연구 결과와 해석에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이 연
구의 한계가 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유대감이 사회통제이론의 개념인가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지적된 이슈이다(Booth et al., 2008; Chapple et 
al., 2005). 유대감 형성은 부, 모, 또래와 학교 등 다양한 체계에서 
일어나며, 부모의 유대감 형성 과정도 관여, 기회, 보상 등 다양한 측
면이 포함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러한 복잡성과 포괄적 특성 때문
에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개념과 척도를 적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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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Chapple et al., 2005).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유대감 척도와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한 내용도 사회통
제이론의 유대감 형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이론을 평가하
고 논의하는 하는 것에는 한계로 작용한다. 

넷째, 선행연구들의 성별 차이에 대한 상반된 보고는 유대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다. 개념이 이론을 반
영하지 못해서 또 성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서 측정동질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Chapple, McQuillan, & Berdahl, 2005; Booth et al., 
2008). 

성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다중집단 분석은 측정도구에 대해 두 
집단이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에서부터 시작된
다. 즉, 기저모형과 집단 간 요인계수가 동일하다는 제약을 비교하여 
측정동질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카이스퀘어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
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차이 검증 값으로는 측정동일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적합도 지수
를 고려해서 적합도가 크게 나빠지지 않고, 수용할만하거나(홍세희 
외, 2007; 김주환 외, 2012; 송태민, 김계수, 2012), CFI의 변화 정도
가 -.001수준이라면,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
한다(Cheung & Rensvold, 2002). 이들 연구자들은 모형적합도를 통
해서 측정동일성을 확보했다고 가정하고, 집단 간 경로 차이를 볼 수 
있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는 카이스퀘어 값 차이 검증으로는 측정동질성을 엄격하게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연구문제의 주요 관심은 측정도구가 아니라 구
조적 관계와 그 영향에 있기 때문에 측정동질성을 가정하고 여학생과 
남학생의 집단 간 회귀계수를 동일한 수준에서 해석하였다(김주환 외, 
2012). 본 연구의 연구 분석 과정의 한계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성
별 차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측정 도구의 문제로 성별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측정도구로 인해서 성별 차이가 제대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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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어려운 것인지, 구조적 관계가 성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
에서 비롯된 것인지 향후 분석에서 확인이 필요하다(Chapple et al., 
2005; Greenberg, 1999). 

부모의 교육관여가 자녀의 역량에 이르는 경로(CRD=3.6, P<.001)와 
교육관여가 또래유대(CRD=1.85, P<.10)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경로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부모의 교육 관여가 성별로 다르게 인지
되고, 작동될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성별 
차이가 이론의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지, 측정 동질
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관찰되는 것인지는 추후 면밀한 논의와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성별 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발견되지 않는 
것은 성별 차이보다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 간 차이가 더 큰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차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
다(Thorne, 1993). 

다섯째, 본 연구는 대처-역량 모델을 적용하여 청소년기 역량이 대
처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였다. 대처양식은 스트레스 요인을 
반영해야 하지만, 청소년기 발달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상 생활 자체
가 스트레스라는 논의를 적용하였고, 청소년기 전환기를 연구 모형에 
반영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반영하였다(Barrett & Heubeck, 2000). 
하지만, 엄밀하게는 대처 양식과 역량의 이해를 위해서는 항상성을 
저해하는 스트레스 요인을 구조모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항상성을 저해 할 스트레스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 유대가 청소년 발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청소년이 되면서 변화한
다. 영유아와 아동기에는 가족 관계가 가장 중요하지만, 청소년기는 
학교와 또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다. 부모보다 또래 의존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지도감독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비행 친구의 
영향력은 증가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비행하는 또래와의 행동 모방과 
그 영향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논의되어 왔다(손영민, 2016). 청소년
기 어떤 가치관을 가진 또래와 유대감을 공유하는지는 행동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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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특히 비행하는 또
래와의 접촉이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Catalno & Hawkins, 
1996). 본 연구는 또래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또래와의 긍정적인 
유대감을 연구 모형에 반영하였지만,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고려하면 
비행하는 또래와의 유대감을 반영할 때, 또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이상균, 2007; 정소희, 2007).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이 또래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는 추후 다양한 또래와의 
유대감을 반영하여 확인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아동패널은 서울지역 일부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이 
아동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아동패널로 분석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발달 성과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더욱
이 서울아동패널은 학교 안 청소년이 조사 대상자이다.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은 연구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이 연구가 갖는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의 긍정발달과 부정
발달을 충분히 조망하기 위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발달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서는 다양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이 포함될 필요
가 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는 사회화의 내용과 결과에 영
향을 미친다(Warr, 1993).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내용과 시간을 반
영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청소년의 발달이 동태적임으로 고려하면 한 시점에 의한 설
명으로는 발달 결과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Shaw & Bell, 1992). 
따라서 발달의 동태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단적 연구 방
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교육 관여행동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과 관련
된 양육 행동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서 부모의 교육관여 행동이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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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선혜연 등, 2011). 우리
나라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는 부모의 교육관여가 갖는 긍정
성과 부정적 영향력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교육 관여를 
많이 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조망함으로써 부모
의 교육관여 행동의 영향을 포착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최근의 보고들은 학교 기반 교육관여와 가정 기반 교육관
여의 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관여의 다양한 차원
이 갖는 양육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의 다양한 교육 관여의 영향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관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빈곤한 가정의 경우 교육 관여와 
자녀에 대한 교육 기대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관여의 영향도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Lee & 
Bowen, 2006). 

셋째, 최근 아동발달연구의 패러다임은 문제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
는 대안을 찾는 것에서 긍정발달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변
화하고 있다. 긍정적 관점의 적용과 실천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
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갖게 할 것인지, 어떤 자원이 
긍정적 발달을 이루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밝히려는 노력이 우선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역량이 발달 성과에 갖는 위상은 보다 면밀하게 연
구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대처 양식은 성인기와 다르지만, 지금까
지 연구들은 성인기 대처 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적용되
어 왔다(Moreland & Dumans, 2008). 청소년기 역량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Overton, 1998).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부터 역량이 
발달 성과에 미치는 직, 간접 효과와 성별 차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정책은 부모의 양육 참여를 
목표로 한다. 양육과 육아의 주체를 어머니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참여할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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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아버지의 양육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급변하는 사회변화는 가족의 기능의 변화와 약화를 초래하

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가족 내 사회화 과정과 자녀 성장에 대한 폭넓
은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 가족의 사회화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지, 가족 이외의 사회화 기관은 어떤 내용의 사회화 내용과 과정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발전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학교, 또래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기관의 사회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이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이르는 구조적 
관계를 AMOS를 통해서 분석했다. AMOS가 갖는 유용점에도 불구하
고, 이 통계 패키지는 다양한 세부 간접효과를 검증하지 못한다. 특히 
성별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간접효과 분석은 변수 간 관계의 차이를 
유의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추후 분석에서는 세부 간접
효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Mplus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대감 형성 과정에서 성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는 논
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자들은 유대감 형성 과정의 인과 관계 설
정이 성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구조 모형을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Chapple et al., 2005).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유대감 형
성 과정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양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
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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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서울아동패널 설문문항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들의 설문조사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용 설문조사 

평상시 우리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전반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1 2 3 4
2)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한다 1 2 3 4
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칭찬해 주신

다
1 2 3 4

4) 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 1 2 3 4
5) 나는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1 2 3 4
6) 크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다음은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여
러분의 생각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3)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있다 1 2 3 4
 4)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5)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6)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1 2 3 4
 8)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1 2 3 4
 9)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1 2 3 4
10) 내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1 2 3 4
11)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1 2 3 4
12)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 2 3 4
13)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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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문항을 자세히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다음 문항을 자세히 읽어 본 후 평상시 자신의 감정이나 상태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고 번호에 표시해주십시오.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내 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은 
편이
다

보통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나는 내일 시험이 있어도 재미있는 일이 있으면 우선 
그 일을 하고 본다.

13. 14. 15. 16. 17.
2)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3)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18. 19. 20. 21. 22.
4)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23. 24. 25. 26. 27.
5)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28. 29. 30. 31. 32.
6) 나는 학교 숙제를 제때에 잘 해 가지 않는 편이다. 33. 34. 35. 36. 37.

내 용 예 아니
오

나는 때때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1 2
교통체증 시에도 나는 항상 짜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     1 2
나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1 2
나는 때때로 대가를 기대할 수 있을 때만 돕는다.     1 2

내 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1 2 3 4
2)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1. 12. 23. 34. 4
3)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

다
5. 16. 27. 38. 4

4)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9. 110. 211. 3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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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평상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현재나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2. 부모용 설문조사 

다음은 부모로서 실제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
에 표시해 주십시오

내 용 전혀아니다 그런편이다 자주그렇다
1) 말다툼을 자주 한다 38. 1 39. 2 40. 3
2)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41. 1 42. 2 43. 3
3) 내 물건을 부순다 44. 1 45. 2 46. 3
4)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47. 1 48. 2 49. 3
5) 자주 싸운다 50. 1 51. 2 52. 3
6)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53. 1 54. 2 55. 3

내 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자녀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대화한다. 56. 57. 58. 259.
나는(혹은 배우자) 자녀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

교에 찾아간다.
60. 61. 62. 263.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과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 64. 65. 66. 267.
자녀가 숙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 68. 69. 70. 271.

내 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편이다 매우그렇다
1) 나는 어머니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2) 나는 어머니와 내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1 2 3 4
3) 나는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즐겁다 1 2 3 4
4) 나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1 2 3 4
5) 나는 아버지와 내 감정과 생각을 함께 나눈다 1 2 3 4
6) 나는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즐겁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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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모님의 행동 또는 가정의 일반적 상황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시해 주십시오(문항 중에 나오는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 조사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몇 명입니까? ( 명)

다음 가구원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① 아동의 아버지 ( 년) ② 아동의 어머니 ( 년)

아동의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 )

① 초등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졸업(고등학교 중퇴 포함)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중퇴(전문대학교 포함)

⑤ 대학교졸업 이상

지난 3 개월간 귀댁의 한 달 평균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만원

내 용 아니다 그렇다
당신은 자녀와 얘기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하는 편입니까? 72. 173. 2
당신은 자녀에게 평소 따뜻한 감정을 보이는 편입니까? 74. 175. 2
당신은 자녀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해 말로 설득하는 편입니까? 76. 177. 2
당신은 자녀와 얘기할 때 아이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편입니까? 78. 179. 2
자녀의 행동을 자주 칭찬해줍니까? 80. 181. 2
자녀가 집에서 학교 숙제를 할 때,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하십니까? 82. 183. 2

내 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자녀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대화한다. 84. 85. 86. 287.
나는(혹은 배우자) 자녀의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간다.
88. 89. 90. 291.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과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 92. 93. 94. 295.
자녀가 숙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 96. 97. 98.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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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adolescents’ development. Parenting behaviors are 
expected to have an extensive effect on adolescent development, 
but earlier studies have limited their focus on the negative 
developmental outcome and the causal parenting behaviors, unable 
to sufficiently explain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adolescents’ positive development.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identifying the cause of problem 
behavior, but their outcomes were not effective on reducing nor 
preventing negative developmental outcomes, such as aggressive 
behavior. The fact is,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 can occur 
both separately and concurrently. Therefore, focusing on only one 
aspect of development is not a sufficient approach to fully explain 
adolescents’ development. In other words, absence of problem 
behavior is not in itself a positive development, and vice versa, 
which gives rise to a need to take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 into consideration. 
  Development consists of many aspects such as physical, 
cognitive, psychological, and social. The mo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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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al task for adolescents is forming social relationships. 
The ability to form social relationships is in itself the social 
resources needed to determine the success of developmental 
outcomes. Therefore, understanding adolescents’ social 
relationships is a significant subject for research. The adequacy 
and ability of adolescent social relationships, including peer 
relationships,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being able to empathize 
with others. Empathy is an indicator for acceptance by peers and 
experiencing positive relationships. Higher levels of empathy is 
explained by prosocial behaviors, the outcomes of positive 
development, and lower levels of empathy is explained by 
aggressive behaviors, the outcomes of negative development. In 
order to explain social relationships, these two behavioral traits 
should be taken into equal consideration, but studies up to now 
have mostly focused on aggressive behavior, the negative aspect of 
relationships. 
  To overcome these limits of preceding research, this study aims 
to thoroughly examine adolescents’ developmental outcomes and its 
effects by adapting a multi-dimensional model which tak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development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s goal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on 
adolescents’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bonding’ and ‘competence’ of the adolescent. 
Also, this study will examine the role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adolescent 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s include utilizing data from 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The data used in the research model was the 3rd 
data set which was taken in the sixth grade, the 6th data set taken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and the 7th data set taken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s 1,345 
parent and child who responded to the panel. To verify the 
hypothesi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The medi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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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bonding’ and ‘competence’ was examined by applying a 
phantom variable, and bootstrap analysis was used for testing 
significance. Gender differences were analyzed by multi-group 
analysi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involvement' behavior in parenting during 
the sixth grade was a factor for increasing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s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a positive development. 
This result is an indicator for parenting behaviors having a 
prolonged effect on later developmental outcomes, and shows that 
parenting behaviors are valuable developmental resources in 
promoting adolescents’ positive behaviors. 
  Second, parenting behaviors during the sixth grade also had an 
effect in ‘bonding’ variable of the adolescent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factor led to an 
increase in the middle school adolescents’ ‘bonding’ with both 
father and mother. The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and ‘reward’ 
behavior have increased ‘bonding’ with mother. As observed, 
parenting behaviors’ effect on adolescents’ developmental outcomes 
are not linear. Parenting behaviors cannot have an effect without 
bonding between the parent and child, which means that parenting 
behavior for adolescents should be focused on promoting bonding. 
This result shows significant implications that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can promote parent-child bonding. 
  Third,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increases the child’s 
competence. Competence for adolescents can be achieved by 
fulfilling academic tasks and successfully adapting to school 
society, and the parent’s appropriate involvement and support in 
the child’s education is crucial.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does not necessarily mean engaging the child in private education; 
it is encouraging and supporting the child to successfully adapt to 
school. This includes knowing the child’s work, life, and peer 
relationships and offering help if needed, which is an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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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ing behavior for parents of adolescent children.
  Fourth, the mediating effect of bonding and competence on 
parental behaviors effecting adolescents’ developmental outcomes 
was examined. Prior to this, the effects of bond with father, 
mother, peers, and school on prosocial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were examined. Results showed that bond with father and 
school caused increase in prosocial behavior, and school bond was 
also a factor in decreasing aggressive behavior. Competence and 
bond with father was proven to be valid mediators in the process 
of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effecting prosocial behavior,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ompetence was greater than that of 
bond with father. 
  Through multi-group analysis, gender differences were revealed 
in the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in the effect 
education involvement has on competence, of which both genders 
had significant effect, but the effect size was greater in female 
adolescents. This implies that enhancing competence in adolescents 
can begin by parents’ adequate involvement in education. 
  On the other hand, competence was an effective mediator 
between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and prosocial behavior in 
both genders. These results prove that overall, competence in 
adolescent years functions as a valuable resource in positive 
development. 
  The interesting part is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bonding on adolescents’ developmental outcomes. In male students, 
bond with father caused an increase in prosocial behavior, whereas 
in feamle students, school bond caused an increase in prosocial 
behavior an a decrease in aggressive behavior. These results imply 
that adolescents’ sense of bond determines their developmental 
outcomes, but its specific effect and outcome differs by gender. 
Therefore, political and practical strategies to support adolescent 
development need to take gender differences into consider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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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 differentiated approaches. 
  This study has empirically confirmed that interventions regarding 
adolescent development should be focused on parenting behaviors, 
bonding, and competence. Today’s rapidly changing family 
structure and function requires a service system that takes 
adolescen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into consideration. This 
study provides widely applicable measures for promoting positive 
development in adolescents. 
  This study suggests for adolescent service system is as follows. 
First,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out of many parenting 
behaviors, is especially important for adolescence. Therefore, 
parenting classes for adolescents’ parents should give practical 
advice on appropriate educational involvement and support. 
Second, the partnership between school and parent is crucial. 
Parents’ active involvement in child’s education is made possible by 
close partnership and communication with the school. Therefore, 
schools should be the channel for conducting parenting programs. 
Also, schools should promote a prosocial environment t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school and adolescents. Third, 
competence, the adolescent’s internal developmental resource, 
should be the focus of intervention. Acquiring competence in 
adolescence is in itself a positive development. Therefore policies 
and practical solutions should promote adolescents to form internal 
developmental resources such as positive self-esteem, self-efficacy, 
and self-control.

Subject terms : Parenting behaviors, bonding, competence,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 gender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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