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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학생의 친구 연결망이 긍정적 친구관계 및 상호협조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친구 연결

망의 속성에 따라 영향이 다른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총 2,465명의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

로 수행된 설문결과 조사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친구 연결망의 속성을 (1)응답자가 친한 친구라고 지목한 학급 내·외 학생의 수, 즉 외향연결 친구수

(outdegree)와 (2)응답자를 친한 친구라고 지목한 학급 내·외 학생의 수, 즉 내향연결 친구수(indegree)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내향연결 친구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응답자의 긍정

적 친구관계와 상호협조의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나 내향연결 친구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외향연결 친구수는 긍

정적 친구관계와 상호협조에 역U자형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가 생각하는 친구 연결망의 크기

가 증가하면 긍정적 친구관계와 상호협조의 수준이 증가하다가 중간 수준을 넘는 크기의 연결망은 다시 긍정적 

친구관계와 상호협조의 수준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 연결망의 속성에 따라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르다는 사실과 중학생 본인이 생각하는 친구 연결망의 크기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오히려 친구관계에 대한 

부담과 긴장을 증가시켜 관계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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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는 삶의 질과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Holder & Coleman

2009; Lyubomirsky et al. 2006). 특히 청소년기는 심리적․사회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서,

청소년기 친구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사회성과 심리적 발달의 원천이 된다. 청소년기의 친구는 

청소년의 행복감(Holder & Coleman 2009), 적응(Demir & Urberg 2004), 학업동기 및 성취

(Ryan 2001) 등 다방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친한 친구의 존재는 정서적, 사회적 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Wilkinson, 2004), 청소년의 정서 발달과 정체성 형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

요한 요인이 된다(서주현, 유안진, 2001; 오승환, 2006; Berndt & Ladd, 1989).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의미는 학술적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실제적 중요성도 상당히 높다. 청소

년의 왕따 문제, 집단 파벌과 폭력 문제 등은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으며, 친구관계 

문제는 청소년기에 고민 상담을 가장 많이 하는 내용 중 하나이다(통계청, 여성가족부, 2018).

친구관계가 포함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로(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6, 2017) 매년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학술적․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친구 연결망의 속성과 그 영향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친구가 적은 경우보다 많은 것이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왔

다. 친구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social integration) 상태임을 의미하고, 친구의 범위가 협소

하거나 친구수가 적다는 것은 청소년의 사회성이 낮은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Gottman, 1977; Strauss & Pollack, 2003; 이루지, 2004). 이에 비해 친구가 많으면, 즉 친구 연결

망의 크기가 크면 그만큼 연결망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정서적, 사회적 자원과 그 원천이 많다

는 사실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친구수가 많지 않고 인기가 없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

생에 비해 더 우울하며(Field, Diego & Sanders, 2001), 학교 친구가 많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

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Witkow & Fuligni, 2010).

그러나 일부의 선행연구는 친구 연결망의 크기가 유의한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Demir & Urberg(2004) 연구에서는 친구의 숫자가 청소년의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Falci & McNeely(2009)는 친구의 수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경우 모두 청소년의 우울증상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기 친구연결망이 청소년 

비행과 공격성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들은(정지원, 강정한, 2012; 김진구,

2017) 청소년기 친구 연결망 크기의 영향이 단선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일부의 연구들이 청소년기 친구연결망 영향의 복잡성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상당수의 연구들

은 친한 친구가 많을수록 친구관계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의 질이 좋을 것이라 전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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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정은 사회적 관계가 갖는 양면적 성격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친한 친구의 수는 친구

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친구의 수가 증가할수록 관계유지와 관

리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높고 관계 내에서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에서(Falci & McNeely 2009)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처럼 친구연결망의 

속성과 영향에 대한 탐구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친구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게 

해야 한다거나, 친구 관계를 많이 맺게 해야 한다는 등의 규범적 차원의 논의에서 벗어나 청소년

기 친구 연결망의 특징과 속성이 친구의 관계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구관계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본인이 친구관계 전반에 대해 얼마

나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 간에 상호협조가 실제로 이뤄지는지에 초점을 맞

춰 분석하려 한다. 그리고 친구 수 혹은 친구 연결망의 크기는 두 가지 속성을 구분하여 측정하

고자 한다. 첫 번째는 학생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친구의 수, 즉 외향연결 친구수(outdegree)이

며 두 번째는 그 학생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타인의 수, 즉 내향연결 친구수(indegree)이다.

응답자의 자기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가 외향연결 친구수만으로 친구연결망 크기

를 측정한 한계(예를 들어, 정지원, 강정한, 2012)를 넘어, 본 연구는 특정 응답자(ego)의 이름을 

친한 친구라고 보고한 다른 응답 학생(alters)의 수를 세어 내향연결 친구수를 파악하여 세밀한 

분석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친한 친구의 수로 측정된 친구 연결망의 크기가 중학생의 친구관

계의 질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의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친구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의 친구 수가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파악하는 것은 친구 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친구 연결망의 긍정적 영향 

친한 친구는 사회적, 정서적 지지원이며(Wilkinson, 2004) 개인의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수준을 반영한다. 친구 연결망이 부재할 경우 사회통합의 수준이 낮아지고 애착, 심

리적 안정감, 소속감 등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건강,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관계의 질 

등 다방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기 친구의 중요

성을 검증해왔다. 친구는 중고등학생 시기 청소년들에게 가족이나 학교 이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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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김선애, 2007), 청소년기 친구가 없으면 우울할 확률이 높아지고(Ueno, 2005), 반대로 긍

정적 친구관계는 불안과 우울은 낮춘다(추상엽, 임성문, 2010). 더불어 청소년은 친구관계를 통

해 정체성을 형성하며(서주연, 유안진, 2001; 오숭환, 2006; Berndt & Ladd, 1989), 친한 친구로부

터 정서적,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Wilkinson, 2004). 또한 친구 관계와 지지는 학교의 적응과 자

존감을 높이고(임수경, 이형실, 2007; Wei & Chen, 2010; Wilkinson, 2004), 자아탄력성을 증진시

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신현숙, 2004; 임양미, 2013; 황여정, 김경근, 2014).

학교에서 학생들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고 소속감을 형성하며, 친

구와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행복감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Rubin, 1980;

곽수란, 2007에서 재인용).

친구 연결망의 존재여부나 크기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 친구 연

결망의 증가는 사회적 통합수준의 향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결망의 크기는 사회통

합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사용되며(Falci & McNeely, 2009) 친구수가 많지 않고 인기가 

없는 고등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우울하며(Field, Diego, & Sanders, 2001), 반대로 

친구가 많을수록 우울증을 가질 확률이 감소한다(Okamoto et al., 2011). 또한 학급 내 친구관계 

연결성이 높을수록 초등학생들의 친사회적 행동수준이 높았고(박종효, 김진구, 윤영, 2017) 친한 

친구의 수가 증가할수록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긍정적 정체성(positive identity)의 수준이 높아졌

다(Ngai et al., 2013). 최근에는 페이스북 친구수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Metzler & Scheithauer, 2017).

친구 연결망의 크기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소수 연구물에서 결과를 제

공하고 있다. 최정미와 김미란(2003) 연구에서는 친한 친구수가 많고 함께 노는 집단 친구수가 많을수

록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친한 친구수가 9명을 초과할 때 

교사애착은 증가하였으나 또래애착에 대한 영향은 발견되지 않은 바 있다(이혜주, 정의현, 2016).

2.친구 연결망의 부정적 영향

친구의 존재가 청소년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친구가 청소년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친구 연결망을 통한 부정적 행동 및 요인의 확산을 탐구한 연구들이며, 두 번째

는 친구관계의 질이 낮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첫 번째 유형의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비행 등의 부정적 행위 혹은 결과가 친구 연결망을 통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탐구한 

연구들로, 비행친구와의 관계와 접촉이 빈번한 경우 학교폭력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거나(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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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조아미, 2012)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 연구가(김선애, 2007) 그 

예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친구 연결망으로부터 공격성을 학습할 수 있으며(김진구, 2017) 청소년의 

음주시작이 친구 연결망 내의 음주친구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임정재,

2016). 이에 반해 친구관계의 질이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들은 친구관계 만족도 등의 청소년

의 친구관계가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우울과(추상엽, 임성문, 2010), 흡연이 증가하였고(김선아,

2010),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임수경, 이형실, 2007)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비행, 음주 등 부정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응답자 본인이 

느끼는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 혹은 관계질의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 객관적 구조로서 친구 연결

망의 부정적 영향 혹은 양면적 영향을 검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재하다. 정지원과 강정한

(2012)은 매우 친한 친구의 수가 3-10명일 때 청소년 비행의 피해와 가해수준이 모두 낮아 친구 

수의 긍정적 효과가 가장 높으나, 매우 친한 친구의 수가 11명 이상이 될 때 가해 및 피해 정도

가 모두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친구의 수가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모두 청소년의 우울증상

을 높인다는 점도 검증된 바 있다(Falci & McNeely, 2009). 두 연구는 모두 친구의 수가 비선형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너무 많은 친구 수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함의한다. 과도한 수준의 친구 수는 높은 사회통합의 수준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의미

를 갖기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부담이나 긴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친구 역할이란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서로 도움과 지지를 교환한다는 의미이므로 친구가 너무 많을 경우 각 관계에 

대한 부담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Falci & McNeely, 2009). 또한 친구역할이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많이 요구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친구 연결망의 방향성

꼭지점(node)들 간의 연결선으로 이루어진 연결망에서 연결선이 화살표일 경우, 한 꼭지점의 

연결선의 수는 그 꼭지점에서 나가는 화살표의 수(outdegree)와 들어오는 화살표의 수(indegree)

로 구분할 수 있다. 연결선의 속성에 따른 이러한 구분은 친구관계를 다루는 사회 연결망 연구에

서도 유용하게 적용된다. 학생 A에서 학생 B로 연결되는 화살표 A → B 를 A가 B를 친구로 

여기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A에서 나가는 화살표의 수는 A가 스스로 친구라고 생각하는 학생 

수인 반면, A로 들어오는 화살표의 수는 A를 친구라고 생각하는 실제 학생 수이다. 전자는 A가 

친구관계에서 활발한 외향적 혹은 사교적인지(gregarious)를 반영한다면, 후자는 A가 다른 학생

들로부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popular)를 반영한다(Sweet, 2016; Dou et al., 2016). 본 연구에

서는 전자(outdegree)를 ‘외향연결 친구수’, 후자(indegree)를 ‘내향연결 친구수’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친구관계에서 내향연결과 외향연결을 구분하는 것은 동료 간 영향(peer influence)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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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다(Christakis & Fowler, 2007; Fujimoto & Valente, 2012). 내가 친구로 생각

하는 동료로부터 받는 영향과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동료로부터 받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누가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느냐에 따라 내향연결과 외향연결을 구분지어 측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온라인 친구관계에서 활용되기도 한다(Van Cleemput, 2010). 그러나 이러한 

방향성 구분이 학교생활 맥락에서 면대면 친구관계가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드문데,

학교 내 내향연결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교생에게 친구관계를 자세히 물어서 변수를 구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전교생의 친구관계를 자세히 묻는 동시에 친구관계의 효과를 살펴

볼 수 있는 심리적 태도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어려운데, 본 연구는 그러한 조사를 활용해 외향

연결과 내향연결을 분리해 효과를 살펴보려 한다. 특히 내향연결 친구수의 효과는 청소년의 인지

여부와는 독립적인 구조적인 친구연결망의 효과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흥미롭기도 하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외향연결 친구수와 내향연결 친구수 중 친구관계의 질에 부정적 효과와 

더 관련이 있는 속성은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근거해 추론해보자

면, 내향연결 친구수보다는 외향연결 친구수가 많을 경우 친구 간 협조 수준이 낮거나 친구관계

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긍정적 효과에서 중요한 사회적 지지를 고려해볼 때,

내향연결 친구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친구관계를 통한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외향연결 친구수가 많을 경우 제공해야 할 지지나 협조가 많아지고 친구 간 분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적 효과에서 중요한 과도한 사회통합을 고려해볼 때, 외향

연결 친구수가 많을 경우 친구관계를 의식해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거나 여러 친구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잦아 친구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스스로 

친구라고 의식하지 않는 내향연결 친구수가 많다고 해서 친구 관계에 부담을 느껴 구속당하고 

그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낮다. 본 연구는 외향연결 친구수와 내향연결 친구수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추정하여 이러한 추론을 검증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5년 기준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자유학기제 관련하여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중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네

트워크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본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사전 조사는 2015년 8월말

에서 9월초까지 진행되었고, 사후 조사는 기말고사 이후인 12월에 이뤄졌다1). 조사 대상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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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 중 표집된 22개교의 1학년 전학급 학생으로서 사전조사는 2,465명, 사

후조사는 2,480명이 응답하였다. 22개교 중 16개교는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 연구학교 

중 1개교를 무선표집하였으며, 그 외 6개교는 희망학교 중에서 지역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유

층표집하였다. 대상 학교는 단성 학교가 아닌 모두 남녀공학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는 전문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는데, 사전에 교육받은 조사원이 각 설문대상 학교로 방문하여 학급별

로 설문 작성 방법을 안내한 후 설문지를 밀봉하여 직접 수거하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신뢰성 

있는 응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여름 방학 직후에 실시한 사전조사 시기에 비교적 안정

적인 친구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는 사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긍정적 친구관계와 상호협조 

긍정적 친구관계와 상호협조는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학교적응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긍정적 친구관계는 총 5개의 학교 친구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사용된 문항

은 (1)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2)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3)나는 쉬는 시

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4)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5)나는 학교

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이며 각각의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긍정적 친구관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0.882이며 분석

에는 5개 문항의 총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상호협조는 모두 5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1)나는 모둠활동

을 할 때 협조를 잘하려고 노력한다, (2)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 (3)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 (4)나는 반 친구가 이

야기할 때 귀담아 잘 듣는다, (5)나에게는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상호협조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alpha)는 0.844이며 분석에는 5개 문항의 총점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친구 연결망 

친구 연결망은 (1)외향연결 친구수(outdegree)와 (2)내향연결 친구수(indegree)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에게 학급 내 친한 친구(같은 반 친구)와 학급 외 친한 

1)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모든 변수를 반복측정 하였음. 단, ‘지난 학기 성적’을 묻는 문항은 사전 조사에

만 포함되어 있으며 사후 조사에서는 재조사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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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다른 반 친구)를 묻는 질문을 포함하였고, 응답자는 각각의 경우 최대 10명의 이름을 보고

하였다. 외향연결 친구수는 응답자가 친구라고 지목한 학급 내 학생과 학급 외 학생의 수를 모두 

합산하여 측정하였다. 내향연결 친구수는 분석자료 내에서 각 응답자의 이름을 학급 내 혹은 학

급 외 친한 친구로 지목한 다른 응답자의 수를 측정한 변수이다. 그러므로 각 응답자는 학급 내‧
외에서 각각 최대 10명을 친구로 지목할 수 있기 때문에 외향연결 친구수는 최대 20명까지 가능

하지만, 내향연결 친구수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20명을 초과할 수 있으며 분석자료에서 실

제 응답자를 지목한 친구의 수의 최대값은 36명이었다.

이러한 분포를 갖는 친구수 변수는 연속변수로 가정하여 모형에 그대로 투입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우선 외향연결 친구수는 응답자의 11% 가량이 최대값인 20명에 몰려있다. 한편 내향연결 

친구수의 경우는 27명부터 36명 사이에 총 응답자의 1.5% 가량만 옅게 분포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우 비뚤어진(skewed)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석모형에는 각 친구

수를 5분위로 구분하였으며, 분위별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효과를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추정하

기 위하여 더미변수화해서 투입하였다. 분석모형 내 기준집단은 친구수가 가장 적은 1분위에 속

하는 응답자이다. 이렇게 5분위로 나눈 친구수의 범위는 내향연결 친구수와 외형연결 친구수 간 

매우 유사하여 1분위가 7명 이하, 2분위가 10명 이하, 3분위가 13명 이하, 4분위는 17명(외향연결)

혹은 16명(내향연결) 이하, 5분위는 나머지 범위로 구분되었다. 한편 친구수가 완전 연속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5분위는 정확히 20%씩 나뉘기보다는 약 16%~24.5% 사이에 분포하였다.

3)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성별, 학업 스트레스, 가정형편, 응답자의 지난 학기 성적, 사교육 참여시간, 자

아존중감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더미변수(여학생=1)로 측정되었고 그 외의 통제변수는 연속변

수 형태로 투입되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응답자의 지난 학기 성적은 모두 ‘매우 낮다’에서 ‘매우 

높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가정형편도 ‘매우 못산다’에서 ‘매우 잘 산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사교육 참여시간은 일주일 기준 간 사교육을 받는 총 시간으로 측정되었고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0값을 부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기반으로 한 현주 외(2014)의 인성검사문항(KEDI)에서 추출하였으며 각 항

목은 다음과 같다. (1)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2)나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3)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전

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자아존중감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는 0.912이며 분석에는 3가지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투입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은 종속변수인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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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친구 연결망 변수가 친구관계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학업스트레스와 성적은 친구만족도, 친구적응 등을 포함한 

학교적응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며(성낙현, 표갑수, 2012; 김도희, 박영준, 장재

원, 2017) 자아존중감은 친구관계와 유의한 관계를 갖는다고 알려진다(임수경, 이형실, 2007). 또

한 학생들은 학원 등의 사교육 기관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지만 사교육 시간이 많으면 시간제

약으로 인해 친구와의 교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사교육 참여시간을 통제한 상태에서 친

구 연결망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이다. 종속변수 당 3개의 분석모형을 

구성하였다. 분석모형 1은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모든 통제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외향연결 친

구수의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적인 변인들을 고려하

고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해 측정한 친구 수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분석하였다. 분석모형 2

는 모형 1에 내향연결 친구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두 친구 수 변수가 서로를 통제한 상태에

서 독립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마지막 분석모형인 모형3에는 자아존중감을 추가 투

입하여, 친구연결망 변수가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의한 효과를 갖는지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친구 관계 효과를 다룬 기존 연구에서 유의한 종속변수로 검증된 만큼

(임수경, 이형실, 2007; Wei & Chen, 2010; Wilkinson, 2004), 본 연구모형에서 공통의 원인변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친구 수가 많을수록 소속감, 사회적 지지 등의 증가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져서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매개효과가 가능하다. 혹은 자존감이 높은 

학생이 친구 수도 많고 친구관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분석을 통해 추정된 친구 수의 효과

는 허위적일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표1>은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치를 보여준다. 각 변수의 결측치는 회귀분석에서 

제외했으며, 회귀변수에 사용될 사례수를 기준으로 <표1>을 작성하였다. 주요 독립변수인 외향

연결 친구수와 내향연결 친구수의 평균은 각각 11.900와 11.613이었다. 내향연결 친구수에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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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값 제한이 없었음에도 평균 값은 오히려 외향연결 친구수가 약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은 자신의 친구 수를 실제보다 약간 많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본 내 여학생은 약 43%로 남학생에 비해 다소 적었으며 5점 척도로 측정된 학업 스트레스

의 평균은 2.981로 학업스트레스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평균이 

11.913으로 전체 값의 범위가 11~15인 점을 생각하였을 때 그리 낮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종속변수

긍정적 친구관계 2396 21.371 3.859 

상호협조 2396 20.095 3.819 

독립변수

외향연결 친구수(outdegree) 2396 11.900 5.170 

내향연결 친구수(indegree) 2396 11.613 5.702 

성별(여학생=1) 2396 0.431 0.495 

학업스트레스 2396 2.981 1.074 

가정형편 2396 3.363 0.658 

지난 학기 성적 2396 2.920 0.981 

사교육 시간 2396 6.258 6.871 

자아존중감 2387 11.913 2.696 

<표 2>는 분석에 사용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향연

결 및 내향연결 친구수가 모두 작다.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외향연결 친구수가, 지난 학기 성적이 

좋을수록 내향연결 친구수가 많다. 모형3에 통제변수로 추가되는 자아존중감은 두 종속변수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의 독립변수와 비교적 큰 상관관계를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이 외향

연결 및 내향연결 친구수가 모두 많은 경향이 있다.

<표2> 변수 간 상관관계 (표본수 = 2,396)

구분　 (1) (2) (3) (4) (5) (6) (7) (8) (9)

(1) 긍정적 
친구관계

1

(2) 상호협조 0.726*** 1

(3) 외향연결  
친구수

0.283*** 0.220*** 1

(4) 내향연결  
친구수

0.304*** 0.235*** 0.510*** 1

(5) 성별 
(여학생=1)

0.014 0.083*** -0.198*** -0.18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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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2. 친구 연결망과 긍정적 친구관계

<표3>은 친구 연결망이 긍정적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 가지의 모형이 위계적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최종 모형인 모형3은 자아존중감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두 가지 방식의 친구수 변수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향연결 친구수는 모든 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분위에 비해 분위가 올라갈수록 긍정적 친

구관계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모형 1에서 응답자가 지목한 친구의 수가 5분

위에 속하는 응답자의 계수는 2.540으로 다른 분위의 경우에 비해 가장 높았다.

모형 2에는 내향연결 친구수를 포함하여 두 가지 친구 연결망 변수가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내향연결 친구수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 5분위로 갈수록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여 응답자를 지목한 친구의 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 친구관계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형 2에서 내향연결 친구

수가 통제되었을 때, 외향연결 친구수 변수의 효과가 다소 변화하였다. 응답자가 지목한 친구의 

수가 긍정적 친구관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전반적인 

계수들의 크기가 모형 1에 비해 작아졌다. 더욱 중요한 변화는 5분위의 경우 계수가 1.442로 3분

위의 경우(1.491)와 4분위의 경우(1.545)까지 증가하던 긍정적 효과가 역전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며, 이러한 역전현상은  자아존중감이 통제된 모형 3에서 더욱 분명해져, 외향연결 친구수 

3분위에서 친구관계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계수=1.336)한 이후 낮아져서 5분위의 경우(계수

=1.132)가 2분위의 경우(계수=1.157)보다도 긍정적 친구관계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계수의 역전 현상이 3분위와 4, 5분위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외향

연결 친구수를 연속변수로 가정하고 추정한 제곱항이 유의하여 전반적으로는 뒤집힌 U자형 효

과를 보인다. 내향연결 친구수의 효과는 이러한 역전 현상을 보이지 않아, 모형2와 모형3에서 

모두 친구 수 분위가 높아질수록 친구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학업 
스트레스 

-0.155 *** -0.150*** -0.033 -0.050* 0.073*** 1

(7) 가정형편 0.183*** 0.200*** 0.130*** 0.068*** -0.087*** -0.062** 1

(8) 지난 학기 
성적

0.197*** 0.297*** 0.077*** 0.137*** 0.006 -0.105*** 0.152*** 1

(9) 사교육 
시간

0.101*** 0.112*** 0.063** 0.086*** 0.008 0.109*** 0.130*** 0.219*** 1

(10) 자아 
존중감

0.436*** 0.513*** 0.176*** 0.169*** -0.093*** -0.230*** 0.238*** 0.263*** 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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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일관된 효과를 보여주었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긍정적 친

구관계의 수준이 높았고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수준이 떨어졌다. 또한 가정형편

과 지난 학기 성적이 좋을수록 친구관계의 수준은 높아졌고, 일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0.05, **p<0.01, ***p<0.001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성별(여학생=1) 0.575* 0.635* 0.742**

(0.221) (0.229) (0.213)

학업스트레스 -0.484*** -0.463*** -0.219***

(0.060) (0.056) (0.052)

가정형편 0.731*** 0.746*** 0.384**

(0.125) (0.122) (0.103)

지난 학기 성적 0.511*** 0.419*** 0.148*

(0.085) (0.082) (0.071)

사교육 시간 0.028 0.025 0.023

(0.016) (0.016) (0.014)

외향연결 친구수(outdegree)

 2분위 1.729*** 1.259*** 1.157***

(0.287) (0.275) (0.250)

 3분위 2.207*** 1.491*** 1.336***

(0.257) (0.253) (0.233)

 4분위 2.489*** 1.545*** 1.309***

(0.293) (0.250) (0.250)

 5분위 2.540*** 1.442*** 1.132**

(0.358) (0.330) (0.318)

내향연결 친구수(indegree)

 2분위 1.579*** 1.440***

(0.329) (0.335)

 3분위 1.831*** 1.702***

(0.315) (0.299)

 4분위 2.320*** 1.974***

(0.311) (0.287)

 5분위 2.376*** 2.153***

(0.298) (0.301)

자아존중감 0.501***

(0.025)

상수 16.712*** 15.982*** 11.561***

(0.576) (0.596) (0.643)

표본수 2396 2396 2387

F 33.219 44.187 77.771

R2 0.148 0.191 0.292

<표3> 친구 연결망이 긍정적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가? 친구 연결망의 크기가 중학생의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639

[그림 1]은 외향연결 친구수와 내향연결 친구수 각각이 긍정적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준다. 긍정적 친구관계의 예측치는 <표3>의 모형3의 결과에서 각 연결망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는 모두 평균값을 가정하고 계산된 것으로 친구수의 조건에 따라 긍정적 친구관계가 어떻

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1]을 보면, 두 종류의 친구수가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내향연결 친구수가 증가할수록 긍정적 친구관계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

다. 그러나 외향연결 친구수는 긍정적 친구관계의 수준에 비선형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지목한 친구의 수가 중간수준인 40~60% 수준, 즉 3분위에 속할 때 긍정적 친구관계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4, 5분위로 갈수록 다시 낮아져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친구 수 변수를 분위화하지 않고 그대로 투입하여 제곱항을 포함해서 추정하였을 경우

도 결과는 비슷하다. 외향연결 친구수 효과는 14명까지 긍정적이다가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돌아

섰으며, 내향연결 친구수는 최고분위에 속하는 20명까지 긍정적이었다.

[그림1] 친구 연결망의 속성과 긍정적 친구관계

3. 친구 연결망과 상호협조

<표4>는 친구 연결망이 친구와의 상호협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향연결 친구수는 모든 분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호협조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분위에 비해 분위가 올라갈수록 상호협조의 수준이 높

아진다고 할 수 있다. 모형 1에서 외향연결 친구수가 5분위에 속하는 응답자의 계수는 1.927로 

다른 분위의 경우에 비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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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친구 연결망이 상호협조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 결과)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성별(여학생=1) 1.046*** 1.100*** 1.229***

(0.261) (0.265) (0.243)

학업스트레스 -0.438*** -0.426*** -0.133*

(0.071) (0.068) (0.056)

가정형편 0.809*** 0.821*** 0.376**

(0.157) (0.152) (0.130)

지난 학기 성적 0.922*** 0.858*** 0.523***

(0.066) (0.068) (0.066)

사교육 시간 0.022 0.020 0.018

(0.016) (0.016) (0.013)

외향연결 친구수(outdegree)

 2분위 0.988** 0.673* 0.550*

(0.264) (0.262) (0.250)

 3분위 1.590*** 1.097** 0.903**

(0.300) (0.333) (0.307)

 4분위 1.794*** 1.126*** 0.828**

(0.244) (0.252) (0.217)

 5분위 1.927*** 1.138** 0.764*

(0.317) (0.331) (0.277)

내향연결 친구수(indegree)

 2분위 　 0.920** 0.734*

　 (0.285) (0.282)

 3분위 　 1.209*** 1.045**

　 (0.307) (0.302)

 4분위 　 1.642*** 1.209***

　 (0.203) (0.181)

 5분위 　 1.670*** 1.402***

　 (0.299) (0.278)

자아존중감 　 0.612***

　 (0.021)

상수 14.179*** 13.716*** 8.367***

(0.613) (0.590) (0.560)

표본수 2396 2396 2387

F 70.965 70.953 193.913

R2 0.173 0.195 0.348

*p<0.05, **p<0.01, ***p<0.001

모형 2는 내향연결 친구수를 포함하여 두 가지 친구 연결망 변수가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내향연결 친구수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호협조에 

영향을 미쳤다. 5분위로 갈수록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여 내향연결 친구수가 증가할수록 상호협

조의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형2에 내향연결 친구수가 통제되었을 때 외향연결 친구수 

변수가 갖는 계수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분위가 올라갈수록 상호협조에 미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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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크기가 증가함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모형 3에 자아존중감이 추가로 통제되

었을 때 다소 변화하였다. 외향연결 친구수가 긍정적 상호협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나 5분위의 경우 계수가 0.764로 3분위(계수=0.903)와 4분위(계수

=0.828)보다도 상호협조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작아졌다. 이러한 계수의 역전 현상이 3분위와 

5분위 간 통계적으로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외향연결 친구수를 연속변수로 가정하고 추

정한 제곱항이 유의하여 전반적으로는 뒤집힌 U자형 효과를 보인다. 응답자가 지목한 친구의 

수가 상호협조에 부정적 효과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내향연결 친구수의 경우는 모형2

와 3에서 모두 분위가 높아질수록 계수의 크기가 증가하여 역U자형 관계를 갖지는 않았다.

통제변수의 효과는 <표3>의 결과와 일관되었다.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상호협조의 수준이 높

았고 학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상호협조의 수준이 떨어졌다. 또한 가정형편과 지난 학기 성적이 

좋을수록 상호협조의 수준은 높아졌고, 일주일 평균 사교육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2]는 외향연결 친구수와 내향연결 친구수가 상호협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1]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친구수가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향연결 친구수

가 증가할수록 상호협조의 수준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외향연결 친구수는 상호협조의 수

준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다가 중간 수준 이후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역U자형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친구수 변수를 분위화하지 않고 그대로 투입하여 제곱항을 포함해서 

추정하였을 경우도 결과는 비슷하다. 외향연결 친구수 효과는 15명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돌아섰

으며, 내향연결 친구수는 최고분위에 속하는 21명까지 긍정적이었다.

[그림2] 친구 연결망의 속성과 상호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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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중학생에게 친구 연결망의 크기가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단선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친구 연결망이 친구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친구 연결망의 속성에 관계없이, 친한 친구의 수가 1분위에 속하는 

응답자는 2분위 이상에 속하는 응답자에 비해 친구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상호협조의 수준

이 모두 낮았다. 친한 친구가 없거나 적다는 것은 사회적 통합의 수준이 낮고, 교우관계에서 고

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 연구가 강조해 온 청소년기 

친구의 중요성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친구 연결망이 증가할수록 정신건강

(Okamoto et al., 2011), 사회적 행동수준(박종효, 김진구, 윤영, 2017), 긍정적 정체성의 수준이

(Ngai et al., 2013) 높아진다는 기존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친한 친구의 수가 늘어난다고 중학생의 친구관계에 대한 평가

와 상호협조의 수준에 무조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내었다. 친구 연

결망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은 경우가(1분위) 친구관계와 상호협조의 수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결망의 크기가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갖는 것

은 아니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친구 연결망의 효과가 연결의 속성에 따라 달랐다는 점이다.

응답자를 친한 친구로 지목한 학교 내 학생의 수인 내향연결 친구수는 그 수가 증가할수록 친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응답자가 친구라고 지목한 학생 수인 외향연결 친구수는 그

렇지 않았다. 외향연결 친구수는 친구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상호협조의 수준에 모두 방향

이 역전되는 효과를 가졌다. 상술하자면 외향연결 친구수 1분위에서 3분위까지는 친구수가 증가

할수록 친구관계의 질이 증가하였으나 3분위를 초과하여 친구수가 증가했을 때는 친구관계의 

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를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학교친구가 많은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응답자(ego)가 인지하는 친한 친구의 수가 평균 범위 이상으로 

많아지면 오히려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외향연결 친구수가 많을 경우의 부정적 효과가 내향연결 친구수를 통제하기 

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친구 수의 긍정적 효과가 많이 관찰된 

것은, 자료의 한계 상 친구 연결망 크기를 외향연결 친구수 만으로 측정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외향연결 친구수가 많을 경우의 부정적 효과가 내향연결 친구수 역시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에 희석되면서 긍정적 효과 위주로 관찰되거나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는 친구 연결망 크기의 두 속성을 분리해서 속성별로 다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친구 

연결망 크기의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다른 효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해석의 실마

리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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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친구 연결망의 과도한 크기는 왜 친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친구 연결

망, 즉 친한 친구의 수를 사회통합의 지표로 보았을 때, 친한 친구의 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은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은 뒤르켐(2008[1897])이 논의한 과도한 사회적 통합

(over-integration)의 부정적 측면과 연관될 수 있다. 뒤르켐은 사회통합이 자살을 방지할 수 있

음을 논의하였으나 과도한 수준의 사회통합은 이타적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뒤르켐(Durkheim), 2008[1897]).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과도한 친구의 수는 오히려 

청소년의 우울을 증가시키고(Falci & McNeely, 2009), 청소년 비행의 가해 및 피해 정도를 모두 

증가시켰다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정지원, 강정한, 2012). 친구의 수가 많은 경우 관계유지를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 비용이 높고 관계 내에서 긴장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Falci & McNeely 2009).

그러나 본 연구는 친구 연결망의 과도한 크기가 갖는 부정적 영향이 외향연결 친구수로 측정

하였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학생 본인이 친한 친구로 인지하는 경우

에 스스로 느끼는 부담과 관계 내 긴장이 더 높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에 비해 타인이 응답자

를 친한 친구로 지목하는 경우는 응답자 본인이 인지하는 부담과 긴장의 수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친구 수가 학생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의 지표라면 외향연결 친구

수보다는 내향연결 친구수가 투자나 부담의 제약이 없는 순수 지지의 정도를 더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학생 연결망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본인(ego)과 연결망 내 타인(alters)이라

는 두 가지 차원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친구관계를 무조건 

많이 갖도록 권장하기 보다는, 적정한 수의 친구수와 관계를 갖는 것이 학생들의 친구 간 상호 

협조와 긍정적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교사들은 인지할 필요가 있다. 혹은 

외향적으로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학생의 경우, 일방적인 노력에 그치기보다는 그 노력에 

걸맞게 양방향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친구관계의 질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

이나 교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하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연구이

기 때문에 인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앞으로 종단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

째,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좀 더 다양한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학생에게 가정형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

제하지 못했다. 물론 응답자 스스로 판단한 가정형편을 통제하긴 하였으나 좀 더 객관적 지표로

서의 가구소득과 부모의 교육수준 등이 통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 개인 수준의 변수 뿐 아니

라 학생이 속한 학급의 분위기, 즉 학급 풍토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할 수 없었음을 밝힌다. 앞으로 학급환경이나 풍토 등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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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후속연구는 좀 더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에 대해 연결망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보여주지 못했던 학생의 친구관계에 미치

는 친구 연결망의 양면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이러한 효과가 연결망의 속성, 즉 관계를 

인지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타인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

다. 이는 학생 본인의 인지여부와는 독립적인 친구 연결망 고유의 효과가 있음을 뜻하며, 앞으로 

친구 연결망의 구조와 속성이 청소년의 행복, 정신건강, 자아존중감 등 여러 측면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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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riendship Networks on Quality of Friendship:
Examining Non-linear Relationships

* *****

Lee, Min-Ah*

Shin, Cholkyun**

Kang, Jeongha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friendship networks and quality of

friendship (Positive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cooper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if and how friendship networks have independent and different effects on the quality

of friendship depending on its characteristics. We analyzed survey data from 2,465 students

from 22 middle schools in Korea collected in 2015. Respondents reported their friends’ within

their class and in their school. For each student, we measured two friendship network size

variables by generating the number of friends that a respondent reported (i.e., outdegree), and

the number of schoolmates who claimed him/her as a friend (i.e., indegree).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indegree of friendship network was significantly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positive relationships and cooperation with friends, which means

that the quality of friendship increased as the size of friendship indegree increased. In contrast,

outdegree of friendship network had significant, but non-linear effects on positive relationships

and cooperation with friends. The quality of friendship increased as the size of friendship

outdegree increased, but excessive size of outdegree reduced the quality of friendship. This

study suggests that friendship networks have differential effects depending on by whom

friendship networks are reported, and the too many friends that an ego recognizes might have

harmful effects on the quality of friendship.

Key words: Social networks, the quality of friendships, friends' relationships, cooperation,

middle school students, non-linear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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