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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Ⅱ의 횡단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년원보호소년 총 908명을 대상
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는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년원
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원보호소년의 자기유능감 및 사회적유대와 자아존중감 증진 방안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함
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비행, 소년원보호소년, 사회적 유대, 자기유능감,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bonding on self-competence in the 
juvenile delinquenc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The data of 908 juvenile inmates in a Study on 
Measures to Develop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and to Encourage Start-up for Youth(2015)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1) social bonding was found a 
key factor affecting the self-competence, (2) their social bonding affects self-esteem, (3) self-esteem affects 
self-competence, (4) self-esteem was proved to have a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effects of social bonding  
and self-competenc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reviewed, as are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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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청소년비행은 강력범죄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률

등의 특성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15 범죄분석’에 따르면소년범죄자는 10년

전보다 54.3%나 늘어났고[1], 재범률은 2014년 38.3%로

나타나[2], 소년원이나 민간시설에서 교정교육을 받았음

에도불구하고재비행으로이어지는경우가증가하고있

다[3]. 이러한 청소년비행은 단순히 청소년기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성인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4]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회적 이슈이다.

특히높은재범률은청소년비행의예방적측면뿐만아니

라 보호처분을 받은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교정 및 사

회복귀와 지원방안에도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이루어진청소년비행에관한연구를살펴보

면, 비행촉발요인과 같은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규명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왔다[5]. 그러나

최근에는 청소년비행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도 부정적

인영향력을중재하거나완화하는보호요인에관한연구

가 증가하고 있다. 보호요인은 부적응적 결과를 가져올

수있는환경적위험에대한개인의반응을조절하고개

선하는 요인으로[6], 이러한 완충적인 작용을 통하여 결

과적으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변

인이다[7]. 따라서청소년비행의보호요인을확인하는것

은비행청소년에대한실천적및정책적개입방안을찾

고, 나아가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비행에 대

한 보호요인은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8]. 먼저 개인적인 요

인 중에서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지는 요인은 자기유능감[9]과 자아존중감[10,11]이다.

자기유능감(self-competence)은 자신의 능력과 효능

감(self-efficacy)에 대한 믿음으로[12], 유능한 사람으로

서의 자신에 대한 상을 의미하고, 개인이 자신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13].

자기유능감은 개인이 추구하려고 선택한 행동의 과정들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을 적절하게 영위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4]. 자기유능감은 발달학

적 입장에서 파악을 해야 하며 인간이 성숙하면서 환경

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 형제 및 또래 등 중요한 타인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지각하고 평

가하는것이다[15]. 따라서개인의특성을반영하는자아

에대한감정적평가인자아존중감(self-esteem)과달리,

자기유능감은 과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16,17].

자아존중감은개인의가치에대한확신을뜻하지만자기

유능감은행동하는데필요한개인의능력에대한판단으

로개념화한다[18]. 이에본연구에서자기유능감은특정

과제수행및다양하고새로운성취상황에서도성공적으

로수행할수있다는자신의전반적인능력에대한신념

을의미한다[19]. 자기유능감이높은청소년은자신의기

술과 재능을 유지 혹은 증진시키고자 꾸준히 시도하고

자신의 재능을 최적화할 도전들을 찾게 된다. 자기유능

감은 학업성취를 비롯한 다양한 성취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20]. 따라서 자기유능감은

청소년개인의역량을측정하는주요변인으로다루어지

고있다. 선행연구에따르면, 자기유능감은청소년비행에

영향을미치는주요변인으로나타났다[21]. 또한고위험

군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사회복

귀를지원하기위한개입을고려할때개인역량을측정

하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2].

한편, 자아존중감은 태도와 가치에 대한 주관적 판단

으로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가장많이사용되며[23], 청소년비행에영향을미치는주

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수의 선행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은 비행의 원인으로

밝혀져 왔다[24,25]. 10-16세의비행및 문제행동을 나타

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개인

내적 특성으로 낮은 자아존중감이 확인되었다[26].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게임

중독위험군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27]. 그러나자아

존중감은자기자신에대한긍정적인평가로[28],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만족감을 경험하게 하여 건강한 발달과

미래의행복한삶을영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29],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다[30].

따라서자아존중감이높은청소년일수록비행수준이낮

아지고[31], 긍정적인 자존감을 갖고 있는 비행청소년들

은 그렇지 않은 비행청소년들에 비해 정신건강, 학교적

응, 학업성취, 진로의식등에있어서상대적으로덜어려

움을갖게되므로재비행행동을줄일수있는가능성이

높다[32]. 또한 의료소년원에 입소한 비행청소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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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33], 자아존중감은 비행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유능감및자아존중감과같은개인적보호요인과

더불어 비행청소년의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주목해야 할

요인은 사회적 유대(social bonding)이다. 사회적 유대는

Kohut[34]의 자기심리학이론에서파생된개념으로사람

들이 생애 초기부터 자신이 속한 사회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과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안정감과 소

속감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고자하는경향성을반영한

것이다. 사회적 유대의 개념은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하

게 정의하고 있다. Barber와 Schluterman[35]은 사회적

유대를 4개의차원으로정리하였다. 첫째, 관계체계의한

속성으로 관계에서 상호호혜적이고 역동적인 속성을 가

진다. 둘째,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나 속해 있는 환경을

개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의 정도 또는 관계 안에서의

수행정도를본다. 셋째, 사회적유대는정서적또는인지

적 상태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감정의 상태뿐만 아니

라 여기에 수반되는 행동의 요소가 같이 혼합된 것으로

이해하는 차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는 특

정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다른 사람이 제공하는 긍정적

정서, 상호지지로서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뿐만 아

니라 적극적인 유대형성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

다[36]. 이러한 개념에는 부모 및 친구와의 애착[37], 사

회적지지[38]가포함된다. 이러한사회적유대는전통적

으로청소년의비행행동을설명하는주요원인으로논의

되어왔다[39]. 사회통제이론에따르면, 도덕적인질서가

존재하는 사회와의 유대정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40]. 즉, 청소년이 사회

에 대한 애착, 관여 및 참여정도와 사회적 유대가 높고

사회의도덕적신념을받아들이는정도가높을수록비행

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41].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대는 폭력성을 줄일 수 있

는것으로검증되었다[42]. 선행연구에따르면, 청소년이

관계하고 있는 중요한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가 비행 여

부를 결정한다고 보았고 특히, 부모와의 애착과 상호작

용이가장중요한요소로확인되었다[40,43]. 부모와의긍

정적인유대관계는청소년의비행과부적상관으로나타

났고[44], 부모와의 애착요인이 청소년의 비행을 통제하

는것으로검증되었다[20]. 또한청소년의사회적유대에

있어서부모요인과더불어중요하게다루어져야할요인

은또래집단의영향력이다[5]. 또래집단은준거집단의역

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서적 기반으로 청소년에

게미치는영향이매우크다[45]. 청소년기에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사회적 관계망의 접속능력이 없으면 비행이

나 음주 문제에서부터 우울증까지 여러 가지 문제나 장

애의 위험이 높아진다[46]. 또한 청소년 초기에 또래의

지지가거부된사람일수록공격적인행동을포함하여이

후의 행동문제가 예측되었다[47].

이러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다음과같다. 선행연구에따르면, 사회적유대는청소

년의자기유능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환경적보호

요인임을확인할수있다. 즉, 자기유능감은사회환경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

력이나 기술과 재능을 사용할 기회들을 경험할 때 충족

된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까

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한 종단연구 결과[5], 유능감의

변화는 부모와의 관계성 및 친구와의 관계성 변화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유대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8]. 부모애착 및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의자아존중감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검

증되었다[49]. 부모와관계를잘유지하고충분한의사소

통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으며,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지각된 자기

유능감을 증진시켜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형성하게 한다

[50]. 아울러 또래애착 및 친구지지[51,52]와 친구관계

[53]도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또래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있다. 중·고등학생을대상으로실시된국내연구결과

[54]에서도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친구 애착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자

아존중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자기유

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55,56].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

감이 사회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

인적으로무엇인가를성취할수있는자기유능성에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또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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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기술의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분석 연구에서도 자

아존중감이 자기유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8].

이와 같이 최근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사회적 유대,

자아존중감, 자기유능감에관련된연구들을살펴보면, 사

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있

고[20], 사회적유대와자아존중감간에도유의미한정적

상관이나타나고있다[49,51,52,53,54]. 특히 자아존중감은

자기유능감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기에[29,55,57]

청소년의사회적유대가자기유능감에미치는경로를분

석함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자기유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

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유대요인과복합해서작용하는경로효과를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소년원보호소년을 중심으로 실증적 분

석을 실시함으로써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유대

가 자기유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자

아존중감이매개효과를가지는지검증해보고자한다. 이

를통해향후고위험군비행청소년의보호요인의탐색과

소년원보호소년에 대한 실천 및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

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자기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가 자기유능감에 미치

는영향에서자아존중감의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한연

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2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수행한 횡단조사이다. 이 자료는 ‘청소년 기업

가정신 함양 및 창업활성화 방안 연구Ⅱ: 위기청소년 기

업가정신함양및창업활성화방안’[22]으로소년원보호

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전국 소년원에 수

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을 전수조사 하였고, 총 사례 수는

1,046명으로본연구에서는횡단조사의최종분석에반영

된 사례 수인 908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자기유능감
자기유능감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횡단조사

[22]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나는스스로세운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누구

보다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나는 만나고 싶은 사

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는 편이다’의 내용으로 이루어

져있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척도로측정하였고, 점

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고, 점수가높을수록자기유능감이높다는것을

의미한다. 본연구에서의신뢰도(Cronbach’s ɑ)는 .840으
로 나타났다.

2.3.2 사회적유대
사회적 유대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횡단조사

[22]에서 제공한 척도로서 총 14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사회적 유대는 부모유대와 친구유대 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리커트척도로각점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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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

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유대 및 친구유대가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ɑ)는 .925이고, 부모유대는 .941, 친구유대는 .883으로 나
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횡단조사

[22]에서제공한척도로서총 10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 문항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나는내가다른사람

들처럼가치있는사람이라고생각한다’, ‘나는좋은성품

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라는 느낌이 든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잘할수가있다’, ‘나는 자랑할것이별로없다’, ‘나

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

는 내 자신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을

좀더존경할수있으면좋겠다’, ‘나는가끔내자신이쓸

모없는사람이라는느낌이든다’, ‘나는때때로내가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었

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각 문항중부정형으로구성된문항은역코딩하여분

석하였다. 본연구에서의신뢰도(Cronbach’s ɑ)는 .840으
로 나타났다.

2.3.4 통제변수
본연구에서는선행연구에근거하여청소년의자기유

능감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성별, 연령, 경제수

준을통제변수로선정하였다[59]. 성별은여성이 ‘0’, 남성

은 ‘1’로 처리하였고, 연령은 14∼16세는 ‘1’, 17∼19세는

‘2’, 20세이상은 ‘3’으로 처리하였다. 경제수준은 ‘매우못

산다(1점)∼매우 잘 산다(7점)’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제수

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 24.0 window를 활용

하였다. 기초통계자료를파악하기위하여기술통계분석

을 실시하고, 주요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 분석

(Cronbach’s ɑ)을 실시하였다. 또한주요변수간의관계
를분석하기위해서상관관계분석을수행하였다.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의 단계적중다회귀분

석을적용한매개효과검증방법을적용하였고[60], 매개

효과의통계적유의미성을검증하기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보면, 남성이 738명

(81.3%), 여성이170명(18.7%)이고, 14-16세는195명(21.5%),

17-19세는 649명(71.5%), 20세이상이 64명(7.0%)이었다.

보호처분의 유형1)은 7호 21명(2.3%), 8호 42명(4.6%), 9

호 225명(24.8%), 10호 620명(68.3%)으로 나타났다.

3.2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주요 변수들의 기초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치를

<Table 1>에제시하였다. 본연구모형의 정규성가정을

왜도와 첨도로 확인한 결과,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 < 2,

첨도 < 4 이하로정규가정을충족하였다. 변수들의평균

과표준편차를살펴보면, 부모유대 3.41(SD=.93), 친구유

대 3.93(SD=.83), 자아존중감 3.30(SD=.59), 자기유능감

3.67(SD=.76), 주관적 경제수준 3.84(SD=1.23)로 나타났

다.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Social
Bonding

Parent 3.41(.93) -.305 -.072

Peer 3.93(.83) -.455 -.117

Self-Esteem 3.30(.59) .366 .421

Self-Competence 3.67(.76) -.255 .087

Economic Status 3.84(1.23) -.269 .27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N=908)

1) 우리나라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 처분까지로 구분된
다. 이 중에서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
시설에 감호위탁 되고, 8∼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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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6 보다낮아다중공선성의문제는우려할수준이아닌

것을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부모유대는자기

유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243, p<.01), 자

아존중감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239,

p<.01). 또한친구유대도자기유능감과정적상관으로나

타났고(r=.356, p<.01), 자아존중감과도유의한정적상관

(r=.269, p<.01)을 보였다.

성별은 부모유대(r=.091, p<.01)와 자기유능감(r=.073,

p<.05)에서만약한정적상관관계가나타났다. 연령은부

모유대(r=-.073, p<.05)와는약한부적상관을보였고, 자

아존중감(r=.098, p<.01)과 자기유능감(r=.068, p<.05)과

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부모유

대(r=.143, p<.01)와 자아존중감(r=.173, p<.01)에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1 2 3 4 5 6 7
1 1
2 .368** 1
3 .239** .269** 1
4 .243** .356** .479** 1
5 .091** -.018 .056 .073* 1
6 -.073* -.008 .098** .068* .041 1
7 .143** .028 .173** .045 .019 -.043 1

1=Social Bonding(Parent), 2=Social Bonding(Peer), 3=Self-Esteem,
4=Self-Competence, 5=Gender, 6=Age, 7=Economic Status.
*p<.05, **p<.01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related 
variables                               (N=908)

3.4 매개효과 검증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의 관계

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모델에근거하여 3단계로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60]. 회귀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Durbin-Watson의 d통계치(1.913∼2.030)와 VIF 값(1에

근접)을 통하여 다중공선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59]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먼저, 소년원보호소

년의 부모유대와 자기유능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검증하였다<Table 3>. 1단계모델의설명력

(R2값)은 .097, F값은 19.378(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나타났고, 독립변수인부모유대가매개변수인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β=.220, p<.001). 2단계 모델의 설명력(R2값)은 .074,

F값은 14.50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모유대

가 자기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β=.239, p<.001)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위한 3단계 모

델의 설명력(R2값)은 .254, F값은 51.134(p<.001)로 나타

났고, 부모유대(β=.141, p<.001)와 자아존중감(β=.446,

p<.001)이 자기유능감에미치는영향력이모두통계적으

로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3단계에서부모유대와

자아존중감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부모유대가 자기유능

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소년

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유대와 자기유능감의

관계를부분적으로매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추가적으

로 Sobel 검증을실시한결과매개효과의통계적유의성

을확인하였다(Z=6.285, p<.001). 따라서소년원보호소년

의부모유대는자기유능감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Steps Direction B β t R2 F

1

G
A
ES
Pa

→ SE
.043
.134
.060
.139

.028

.116

.125

.220

.889
3.653***

3.751***

6.831***

.097 19.378***

2

G
A
ES
Pa

→ SC
.093
.120
-.006
.194

.048

.081
-.009
.239

1.482
2.516*

-.270
7.315***

.074 14.501***

3

G
A
ES
Pa
SE

→ SC

.068

.043
-.040
.114
.574

.035

.029
-.065
.141
.446

1.213
1.002
-.124*

4.674***

14.729***

.254 51.134***

G=Gender, A=Age, ES=Economic Status, Pa=Social Bonding(Parent),
SE=Self-Esteem, SC=Self-Competence.
*p<.05, ***p<.001

<Table 3> Test of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bonding 
(parent) and self-competence

(N=908)

다음으로 소년원보호소년의 친구유대와 자기유능감

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Table 4>, 1단계 모델의 설명력(R2값)은 .122, F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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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4(p<.001)로 통계적으로유의하였고, 독립변수인친

구유대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267, p<.001). 2단계 모

델의 설명력(R2값)은 .148, F값은 31.287(p<.001)로 통계

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고, 친구유대가자기유능감에미

치는 영향력(β=.358,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단계모델의설명력(R2값)은 .293, F값은 62.362(p<.001)

로 나타났고, 친구유대(β=.250, p<.001)와 자아존중감(β

=.407, p<.001)이 자기유능감에미치는영향력이모두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단계의 친구유대가 자기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소년원보호소년의자아존중감은친구유대와자기유능감

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obel 검증을 통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Z=7.319, p<.001). 즉, 소년원보호소년의 친구유

대는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통해간접적인영향도미치는것으로나타

났다.

Steps Direction B β t R2 F

1

G
A
ES
Pe

→ SE
.080
.117
.069
.190

.053

.102

.143

.267

1.697
3.246**

4.381***

8.566***

.122 25.004***

2

G
A
ES
Pe

→ SC
.148
.097
.005
.328

.076

.066

.008

.358

2.462*

2.127*

.254
11.653***

.148 31.287***

3

G
A
ES
Pe
SE

→ SC

.106

.036
-.031
.229
.524

.054

.024
-.050
.250
.407

1.929
.857
-1.691
8.563***

13.627***

.293 62.362***

G=Gender, A=Age, ES=Economic Status, Pe=Social Bonding(Peer),
SE=Self-Esteem, SC=Self-Competence.
*p<.05, **p<.01, ***p<.001

<Table 4> Test of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bonding 
(peer) and self-competence

(N=908)

4. 결론
4.1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연구는소년원보호소년의사회적유대가자기유능

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경로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

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유대는 소년원보호소년의 자기유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유대 및 친구유대는 모두 자기

유능감과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

기유능감의변화가부모와의관계성및친구와의관계성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나타난 선행연구 결과[20]와

일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의 부모유대

및 친구유대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41]

와 마찬가지로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사회적 유대는 자아존중감에

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부모유대및

친구유대 모두 자아존중감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

는선행연구[50,54]와일치하고, 또래집단의 무시와 거부

경험이공격성이나비행과같은심각한문제와직결된다

는연구[47]를 지지하는결과이다. 또한또래지지를높게

지각하고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난 국내 연구 결과[54]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부모유대및친구유대가자기유능감뿐만아

니라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예측하는 요인이 된다

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유대는 고위험군 비행

청소년의 자기유능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구조보다는

부모나가족과의유대와같은가족기능이비행청소년의

교정에영향을준다고제시하고있다[61]. 따라서소년원

보호소년에대한개입은청소년뿐만아니라부모와가족

에게 동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현재 소년

원 안에도 가족관계향상프로그램이 있고 보호자를 대상

으로 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의

참여는 어렵다[43]. 또한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대다수

가 취약한 가정환경인 경우가 많아서 가족 때문에 좌절

하는경우가많다는점도문제점으로제기된다[22]. 따라

서원가정의변화를위한부모교육프로그램을강화할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현

재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지원방안은 보호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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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과 가정환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소년원교

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년원내에서 뿐만 아니라 퇴원

이후의 사후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43].

셋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기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자아존중감이 자기유능감을 경험하게 한다는 연구

[29]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특히 소년원보호소년을 대

상으로실시된국내연구결과[3], 자아존중감이높을수록

사회복귀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

존중감은 보호소년의 소년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62]. 비행청소년이 소년보호

시설에서어떤체험을하느냐가향후이들의사회적응에

중요한영향을미친다[63]는 점을고려할때, 자아존중감

은고위험비행청소년에대한개입에있어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개인내적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소년원보호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유대와

자기유능감간의경로에서매개효과를보이는것으로나

타났다. 사회적 유대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적유대가자아존중감을매개로하여자기유능감에간접

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난본연구결과는비행

청소년의 자기유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유

대와자아존중감에대한체계적인접근이보다효과적일

수있음을시사한다. 이에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비

행청소년의 자기유능감[64]이나 자아존중감[65]에 초점

을 맞추거나, 자아존중감과 더불어 공격성이나 분노와

같은 개인내적 요인[66,67]에 대한 개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청소년비행의예방과고위험군비행청소년

중심의소년보호시설의교육과정에있어서, 자아존중감

과 같은 개인적인 보호요인과 더불어 사회적 유대와 같

은 환경적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이 필요하다.

4.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전국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을

대상으로전수조사를실시한자료를활용하여분석을실

시하였다. 이에 소년원보호소년에 초점을 두고 사회적

유대가자기유능감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살펴보고,

그 경로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고

위험군비행청소년에있어서도기존선행연구결과로확

인된 청소년비행의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전국 소년

원을대상으로실시한전수조사방법은고위험군비행청

소년에대한연구결과의일반화가능성을높일수있다

는점에서의미가있다. 그러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횡단조사를 사용한 이차 자료 분석의 한계로 인하여 소

년원보호소년의 자기유능감에 관련된 보다 다양한 변인

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고위험군 비행청소년의 개인적 보호요인 및 환경적

보호요인 등 다양한 보호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탐색 및

심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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