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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과 경향점수분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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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가구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
으며, 4년간에 걸쳐 이용한 상담․방과후 지도․예체능교실·문화활동 중 만족도가 높은 복지서비스의 종류를
합하여 만족한 복지서비스 이용여부가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
다. 또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집단이 복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효
과가 부정적으로 측정되는 선택편의를 줄이고자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달리,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복지서비스 이용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았다. 둘째, 선택편의 제거 수준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집단
간에는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경향점수 가중치를 통해 두 집단이 동질한 집단으
로 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과후 지도․예체능교실․문화활동
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가 전반적
인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와 제한점은 추
후 연구에 반영될 것이다.
*주요어: 복지서비스, 저소득 가구 청소년, 한국복지패널, 경향점수 가중치, 심리사회적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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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정익중

빈곤의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빈곤이 청소년

후 지도, 예체능 교실, 문화활동 등의 복지서비스를

의 신체적․사회정서적․인지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용할 수 있다. 현금 및 현물 지원이 저소득 가구의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자녀가 경험하는 심리사회적 문제(예: 낮은 학업성취

김광혁, 2009; Burnett and Farkas, 2009; Eamon, 2001;

수준, 문화적 결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그

McLeod and Shanahan, 1993). 예를 들어, 교육복지투

근원이 되는 가구의 빈곤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심리

자우선지역 초등학생을 조사한 이혜영(2005)의 연구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간접적인 접근방법이라

에 의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성취동기․의욕․자아개념

고 한다면, 청소년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예: 방과

이 낮게 나타났으며 타지역 학생들에 피해 집단따돌

후 교실, 문화활동)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향상

림이나 폭력피해 혹은 가해를 경험한 확률이 높았다.

을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개입방법으로 볼 수 있을

빈곤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 기관의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인지하

정책 및 프로그램 중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직

는 정도가 높을수록 여자 청소년은 우울감이 높아졌

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인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

으며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였다

춰,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심리

(Frojd, Marttunen, Pelkonen, von der Pahlen, and

사회적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Kaltiala-Heino, 2006). 또한, 빈곤은 부모-자녀간 갈등

본 연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

을 증가시키거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며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크게 두 가지로

(Brooks-Gunn

and

보았다. 첫 번째 경로는 경제적 스트레스 모델

Shanahan, 1996) 이로 인해 부모-자녀간 관계를 부정

(economic stress model)을 근거로 하는 경로이며, 두

적으로 인식하게 된 청소년의 경우 우울감 수준이 높

번째 경로는 복지서비스의 사회적 지지 역할을 강조

은 것으로 나타났다(Sagrestano, Holmbeck, Paikoff,

하는 경로이다. 경제적 스트레스 모델은 미국의 경제

and Fendrich, 2003). 본 연구는 빈곤이 영향력을 미치

대공황 시기에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는 다양한 청소년 발달영역 중 심리사회적 적응에 초

가 일관적이지 않고 처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였다는

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

Elder(1974)의 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빈곤이 가족구성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50%를 넘는다는

원의 가족관계 및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연구결과(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2005)

인 영향(Conger et al., 1992; Heflin and Iceland, 2009;

는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더 이상 소수

McLoyd, 1990)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모델로, 이 모델

의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에서 볼 때 무료로 제공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있다.

이용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는 서비스 구입에 지출되는

and

Duncan,

1997;

McLeod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민간 기관은 빈곤이 저소득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

가구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

하고 이로 인해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

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있다. 예를 들어, 무료 보육서비스와 각종 현금 및 현

를 비롯하여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물품 지원과

물 지원을 통해 빈곤층 여성 가구주의 취업을 적극적

같은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봉사 서비

으로 지원한 미국 위스컨신 주 밀워키의 복지 프로그

스, 직업훈련, 취업상담, 약물상담, 가정폭력상담 등의

램인 New Hope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Duncan,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

Huston, and Weisner, 2007)에 의하면, 근로빈곤층 가

소득 가구는 보육료 감면, 무료 급식, 학비 지원, 방과

구의 수입을 보충하고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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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주었으며 근로빈곤층

나타났다. 복지서비스의 완충역할을 보여주는 기존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의 연구결과를 볼 때,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직

또한, Lee와 Mackey-Bilaver(2007)는 Food Stamp 와

접적으로 개입하는 복지서비스(예: 상담)가 아니라고

WIC(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공급 프로

하더라도 방과후 지도, 예체능 교실, 문화활동 참여

그램)을 이용한 저소득 가구의 경우 프로그램 본래의

등은 사회적 지지로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취지인 아동의 건강상태와 영양상태가 향상되었을 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아니라 아동학대 및 방임 확률도 감소하였다는 연구

그러나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긍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의 스트레스와 아동 학

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위의 연구는 횡단적 서베이 조

and

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

Webster-Stratton, 1991)를 고려할 때, Food Stamp와

는 무리가 있다. 즉, 복지서비스 이용이 비행행동을

WIC이 음식 불안정(food insecurity)으로 인한 부모의

낮추었는지 혹은 비행행동을 적게 하는 아동의 어떠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아동 학대 및 방임 확률

한 성향이 복지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였는지에 대해

도 낮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Lee and Mackey-

무엇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밝힐 수 없는 것이다. 인과

Bilaver, 2007).

관계를

대

및

방임간의

정적인

관계(Whipple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선할당

경제적 스트레스 감소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복지

(random assignment)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

서비스는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하며 빈곤이 야기하

로 나눈 후 실험집단에게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기도 한다. 상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윤리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

담과 같이 심리사회적 적응과 직결된 프로그램의 영

라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프로그램

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 정은희(2002)는 저소득가

효과를 분석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다중회귀분석

구 자녀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

등을 통해 관련 변인을 통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

으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내적 통제감과 대인관계

과를 산출하였지만, 공변인의 등분산성(homogeneous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에 대한 흥

variance) 가정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

미 수준을 높였다고 보고하였다. 방과후 활동과 같이

택편의(selection bias)의 영향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심리사회적 적응과 직결되지 않은 프로그램도 저소득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즉, 본 연구를 예로 들자면, 경

층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험하고 있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는 것으로 나타나났는데, 미국 저소득가구 자녀를 대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편의

상으로 진행된 방과후 프로그램은 그들의 사회성 발

를 충분히 제거하지 못한 분석은 복지서비스 이용이

달 및 학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Jessor, 1992). 정익중 외(2005)의 연구는 저소득가구

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예: 상담, 자원

선택편의에 의한 결과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최근

봉사자 방문, 수련활동, 집단 문화활동, 공부방 등)의

여러 연구에서 경향점수(propensity score: PS) 방법이

이용이 이들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친 영향을 살펴

사용되고 있다. 유치원 유급이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

보았다. 그 결과, 비행 행동의 경우 부모의 지도 감독

달에 미치는 영향을 경향점수 방법을 통해 알아본

이 높은 집단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청소

Hong과 Yu(2008)의 연구는 유급을 경험한 청소년은

년의 비행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초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모의 지도 감독이 낮은 집단에서의 복지서비스의 이

자신감이 낮고 학업에 흥미를 덜 보인다는 기존의 연

용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구결과와는 달리 유치원 유급은 청소년의 사회․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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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길수록, 가구 수입이 빈곤선의 100% 이상일수록,

한 교육정책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

의료 보험이 있을수록, 공공부조를 받지 않을수록, 어

내 연구는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아동이

향상시킨다거나 악화시킨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경향점수를 적용하였을 때 평준화 정책은 학생

사회기술훈련․행동치료․부모교육 서비스 이용의향에

의 자아존중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

관한 연구(박현숙, 민소영, 2005)에서는 1) 주양육자의

고하고 있다(민경석, 2008). 한편, 자활직업훈련이 실

성별, 연령과 학력, 2) 아동의 성별과 학년, 3) 수급권

제로 임금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자 여부, 4) 주양육자의 정신 사회재활 서비스 인지도,

경향점수를 적용하여 자활직업훈련 참가자와 근로빈

5)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문제 여부, 6) 아동의

곤층 근로자를 배합한 안서연(2008)의 연구는 자활직

ADHD 여부, 7) 아동의 품행장애 여부, 8) 아동의 우울

업훈련 참가자의 임금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

장애 여부, 9) 주양육자의 양육스트레스를 조사하였

빈곤층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다. 그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하지 않거나,

경향점수를 적용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의 심

청소년에게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가 있을수록, 부모

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경향점수

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기존의 다중회귀분석을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

사용한 결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자

존의 연구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변인을 크게 가구주

한다.

특성, 가구 특성, 청소년 특성으로 나누어 본 연구의

경향점수 방법은 처치(treatment)가 결과(outcome)

분석에 사용된 한국복지패널에 수집되어 있는 변인을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있어 처치를 받을 확률,

중심으로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경향

즉 경향점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즉, 위에 언급된

점수를 살펴보았다.

Hong과 Yu(2008)의 연구에서 처치는 유급 여부이며,

본 연구의 개념틀은 그림 1과 같으며, 1단계, 2단

유급될 확률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

계, 3단계의 순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에

과 아동의 발달 등의 변인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

서는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알아보았으

처치는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이며, 복지서

며, 단계2에서는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비스를 이용할 확률을 설명하는 변인으로는 기존의

설명하는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향점수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변인을 고려하였다.

산출하였다. 단계3에서는 산출된 경향점수를 이용하

Cheng(2006)은 미국 저소득가구 자녀의 의료 서비스

여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이용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이용을 설명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1) 아동의 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경향점수를 사용한

전 의료 서비스 이용, 2) 어머니의 의료 서비스 이용,

결과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공변인을 통제한 결과

3) 어머니의 학력, 4) 아동의 연령, 성별, 민족성과 같

를 비교함으로써 경향점수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5) 가구의 대도시 거주 기간,

6) 가구 수입, 7) 의료 보험 여부, 8) 공공부조 수급 여

방 법

부, 9)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건강 수준을 이용하였
다. 그 결과, 아동이 이전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

연구대상

험이 있을수록, 어머니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이 있을수록,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이 백인일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

수록, 어머니가 대학 졸업자일수록, 대도시 거주 기간

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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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개념틀

차년도를 시작으로 현재 4차년도까지 수집이 되었다.

률의 차이가 집단 간에 있거나, 2) 비실험 연구나 무

인구센서스 90% 조사구에서 층화집락표집을 통해 1

선화되어 있지 않은 실험연구에서 처치의 효과를 알

차년도에서 표집한 7,000여 가구 중 4차년도까지 남

아보거나,

아있는 가구의 비율이 83.92%로 표본 유지율이 높은

covariates)을 한 차원의 경향점수로 줄이고자 할 때

편이다. 복지욕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중위

사용된다.

3)

다면적인

공변인(multidimensional

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60% 이상의

경향점수가 적용되는 방식에 대해 민경석(2008,

일반가구를 같은 비율로 표집함으로써 저소득층을 과

p.4~5)이 설명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

대표집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

으로 처치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실험집단과 통제

라고 할 수 있다. 아동용 부가조사는 1차년도와 4차년

집단간의 평균의 차이를 통해 처치효과를 알아보며

도에 수집되었으며, 1차년도 아동용 부가조사는 초등

처치효과인 τ는 다음의 식(1)로 표현할 수 있다.

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759명을 대상

τ = E(Yi1) - E(Yi0)

으로 하였고 4차년도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6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최종

･･･ 식(1)

식(1)에서 E는 기댓값을 나타내며, Yi1과 Yi0는 실험

조사결과 확인시 1차년도와 4차년도에 아동용 부가조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에 모두 응답하고 4차년도 가구의 소득이 저소득에

즉, 개별

속하는 청소년으로 총 171명이다. 한국복지패널에서

에서 동일한 개별 i 대상이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저소득은 중위소득의 60%로 정의되었다.

관찰값인 Yi0 를 뺀 값의 평균값을 통해 처치효과를

i

번째 관찰값을 각각 의미한다.

대상이 처치를 받았을 때의 관찰값인 Yi1

i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개별 i 대상에
분석방법

대하여 Yi1 과 Yi0 중 하나만이 관찰이 되기 때문에

(즉, 개별
본 연구는 청소년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이 심리사
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경향점수

i

대상이 처치를 받는 동시에 처치를 받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처치효과는 식(2)
로 계산된다.

(propensity score: PS) 방법을 사용하였다. 경향점수

τ∣Ti = E(Yi1∣Ti = 1) - E(Yi0∣Ti = 0)

방법은 관찰연구 혹은 무선할당(random assignment)

･･･ 식(2)

이 되어 있지 않은 연구의 경우 인과관계 추론의 타
당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식(2)에서 Ti가 1일 경우 처치를 의미하며, Ti가 0일

경향점수 방법은 주로 1) 처치(treatment)를 받을 확

경우 통제를 의미한다. 무선할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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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식(1)에서의 처치효과

B: 식(2)에서의 처치효과

ID

실험

통제

ID

실험

통제

1

Y11

Y12

1

Y11

.

2

Y21

Y22

2

Y21

.

3

Y31

Y32

3

.

Y32

4

Y41

Y42

4

.

Y42

그림 2. 식(1)과 식(2)를 이용한 처치효과 산출 비교

(1)과 (2)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되지만, 무선할당이 불

인(예: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고

가능한 관찰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서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찰연구에서는 처치할당에 영

동일한 모집단이라는 가정을 할 수 없으므로 (1)과 (2)

향을 주는 공변인 Xi를 통제한 식(3)을 통해 처치효과

는 같은 값을 갖지 않는다. 이를 도식화해서 설명하면

를 추정한다.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서 A: 식(1)에서의 처치효과는 각각의 사례

τ∣XiTi = E(Yi1∣Xi, Ti = 1)-E(Yi0∣Xi, Ti = 0)
･･･ 식(3)

가 처치를 받은 값과 처치를 받지 않은 값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정하며 무선할당을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사례가 배분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번 사례는 처치를 받았을 때의
값인 Y11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값인 Y12를 가지고 있
는데, 이는 무선할당을 통해 동일한 특성을 지닌 두
사례를 각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배정하는 것과
같다.

식(1)에서

처치효과는

{(Y11-Y12)+(Y21-Y22)+

(Y31-Y32)+(Y41-Y42)}/4 로 산출된다. 그러나 A: 식(1)에
서의 처치효과와 같은 자료의 형태는 현실에서는 불

처치할당에 영향을 주는 모든 공변인이 통제된다
고 가정한다면 식(1)과 식(3)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Rosenbaum과 Rubin(1983)은 공변인을 통제
한 후 연구대상을 실험집단 혹은 통제집단에 할당될
확률을 나타내는 경햠점수가 p(Xi)=P(Ti = 1∣Xi) = E

(Ti∣Xi) 일 때 { (Yi1, Yi0 ⊥ Ti)∣Xi } 이면 { (Yi1, Yi0 ⊥
Ti)∣p (Xi) }임을 증명하였다. 즉 식 (1)의 처치효과는
경향점수를 통제한 식(4)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가능하며, 관찰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B: 식(2)에

τ= E(Yi1∣p (Xi), Ti = 1)- E(Yi0∣p (Xi), Ti = 0)

서의 처치효과와 같은 형식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

･･･ 식(4)

1번 사례는 처치를 받았을 때의 값인 Y11만 가지고 있
고 처치를 받지 않았을 때의 값은 없으며, 이와 반대

본

연구에서는

배합(matching)이나

하위분류

로 3번 사례는 처치를 받았을 때의 값은 없지만 처치

(subclassification)/ 계층화(stratification) 등 경향점수

를 받았을 때의 값인 Y32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

(propensity score: PS)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

처치효과는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 즉 [{(Y11+Y21)/2}-

중에서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방법

{(Y32+Y42)/2}]로 산출된다. A: 식(1)에서의 처치효과에

별로 장단점이 있으나, 같은 경향점수를 보이는 연구

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처치로 인한 것이

대상을 짝짓는 배합법을 사용했을 경우 짝을 이루는

라고 할 수 있으나, B: 식(2)에서의 처치효과에서 실험

경향점수가 없을 때는 대상이 누락될 위험이 있기 때

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실

문에, 본 연구는 사례수가 171명으로 크지 않으므로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처치 이외에 다른 공변

사례수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경향점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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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였다. 경향점수 가중치는 실험집단과

종속변인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기초하여 모델을 설정

통제집단 참여자에게 가중치를 적용하여 각 참여자가

하는 방법이다. 즉, 설명변인 각각을 하나의 독립변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할당되는 효과를 보고자

으로 하여 로짓 모델로 분석한 후 변인의 유의값

하는 방법이다. 처치를 받을 확률을 설명하는 공변인

(p-value)이 유의수준(α)을 초과하는 변인을 제거하

(X1, X2,…Xp)을 이용하여 경향점수를 구하는 방식과

는 방식이다. Hirano와 Imbens(2001)는 이 방법을 적

이를 이용해 경향점수 가중치를 구하는 방식은 그림

용하여 변인을 선정할 때 다양한 유의수준을 적용하

2와 같다. 경향점수는 주로 로짓 회귀분석이나 다항

여 경향점수를 산출한 후 각 결과를 비교하는 민감성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산출되며 실험집단에 속할 확

검사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의수준

률을 보여준다. 각 확률에 역수를 취한 것이 경향점수

을 각각 0.05와 0.10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유의수준

가중치인데 처치를 받은 집단의 경우는 경향점수(PS)

을 적용하였을 때 변인의 유의값이 유의수준 이하인

의 역수를,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의 경우는 1에서 경

변인들만을 선정한 두 개의 로짓 회귀모델을 설정하

향점수(PS)를 제한 값(1-PS)의 역수를 취한다. 예를 들

였다. 두 개의 로짓 회귀모델을 이용하여 경향점수와

어, 처치 X를 받은 A와 B라는 대상이 있고 로짓 회귀

그에 따른 가중치를 각각 산출하였으며, 각각의 경향

분석 결과 A는 B에 비해 처치 X를 받을 확률이 큰 것

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의

으로 나타났다면, A는 B에 비해 작은 가중치를 갖게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

된다.

과, 두 결과 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본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
째, 경향점수는 실험집단에 속할 확률을 바탕으로 산

연구에서는 유의수준이 0.05인 경우를 중심으로 결과
를 보고하였다.

출되므로 4년에 걸친 청소년관련 복지서비스 이용행

셋째, 최종 로짓 모델을 이용하여 경향점수를 구하

태의 패턴을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설정하

였으며, 경향점수에 역수를 취하여 가중치를 구했다.

였다. 둘째, 로짓 회귀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이용행태별로 다른 특성(예: 가구주의 교

행태를 보여주는 경향점수를 산출하였다. 경향점수를

육수준)을 보였던 집단들이 가중치를 적용한 후에는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로짓 모델에 어떠한 설명변인

동질한 집단으로 조정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중치

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경향점수가 크게 영향을 받으

적용 전과 적용 후의 집단 간 차이를 보았다. 이 때

므로(Guo and Fraser, 2010), 학자들은 가장 적합한 모

각각의 설명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복지서비스 이

델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용행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복

Hirano와

지서비스 이용행태별로 설명변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

Imbens(2001)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

인하였다. 넷째, 경향점수를 통해 산출된 가중치를 표

은 이론적으로 혹은 기존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종

집 가중치(sampling weight)로 적용하여 청소년의 심

속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설명변

리사회적 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을 실시

인들을 모두 투입하는 방식과 달리 개별 설명변인과

하였고, 이를 통해 선택 편의가 제거된 실험연구에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

• 경향점수(propensity score: PS) 구하기: In(PS/(1-PS)) = β0 + β1X1 + β2X2 + … + βpXp
• 처치를 받은 대상의 경향점수 가중치(wi): wi = 1/PSi
• 처치를 받지 않은 대상의 경향점수 가중치(wi): wi = 1/(1-PSi)
그림 3. 경향점수 및 경향점수 가중치 산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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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정익중

복지서비스 이용이라는 처치(treatment)가 청소년의

하게 다룬다’가 있고 신뢰도 계수는 0.84이다.

심리사회적 적응이라는 결과(outcome)에 미치는 인과
적 효과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경향점수를 산출

복지서비스 이용

하기 위한 최종 로짓 모델에 사용된 변인을 이용하여

한국복지패널에서 정의하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산

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

출된 결과와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모델의 결과

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경

를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의

우는 복지서비스에 해당된다. 아동가구원이 있는 가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한국복지패널에서는 어린
이집,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을 포함해 열 가지 항목에
서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본 연구

연구변인

에서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수집된 정보의 일관

4차년도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우울 및 불
안, 위축, 비행, 공격성

성을 유지하고 연구대상 청소년의 연령을 고려하여

(1) 상담, (2) 방과후 지도, (3) 예체능 교실, (4) 문화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동 이용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였다. 서비스 만족도가

연구에서는 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1991)를 번안하여 제작한 K-CBCL(오경자·이혜련·

점을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결과(류지현, 2007; 임춘희․

홍강의·하은혜, 1998) 문항 중 1) 우울 및 불안, 2) 위

이선형․이경림, 2010)를 고려하여, 일정수준의 만족도

축, 3) 비행, 4) 공격성을 사용하였다. 조사시점을 기

를 보이는 서비스만을 이용 서비스로 간주하였던 정

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조사하였으며, 우울

익중 외(2005)의 연구에서와 같이 각 서비스 이용에

및 불안과 위축은 내면화 문제에 해당되며 비행과 공

대해 ‘대체로 만족’ 혹은 ‘매우 만족’이라고 응

격성은 외현화 문제에 해당된다. 우울 및 불안을 측정

답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합산하였다.

하는 문항은 총 13문항으로 (4차년도에 추가된 ‘의
심이 많다’ 문항 제외)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복지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변인

운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

다’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며

신뢰도계수

서비스 이용에 관련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주 특

(Cronbach’s α)는 0.87이다. 각 문항은 ‘0(전혀 아

성 변인 4개, 가구특성 변인 11개, 청소년특성 변인 4

니다)’에서 ‘2(자주 그렇다)’까지 3점 척도로 평가

개, 1차년도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 4개 총 23개를 분

하게 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석에 사용하였다. 가구주 특성과 가구 특성의 경우 1

영역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축은 9문항

차년도부터 4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따른 추이

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문항의 예로 ‘말을 하지 않으

를 볼 수 있도록 변인을 재구성하였으나, 청소년 특성

려 한다’,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과 심리사회적 적응 변인의 경우 1차년도, 4차년도에

않는다’가 있고 신뢰도 계수는 0.79이다. 비행을 측

만 수집되었으므로 설명변인으로는 1차년도의 자료만

정하는 문항은 12문항으로 ‘나쁜 일을 아무렇지 않

이용하였다. Hirano와 Imbens(2001)의 제안을 참고하

게 생각한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등

여 총 23개 변인 각각을 하나의 독립변인으로 하고

의 문항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0.62이다. 마지막으

복지서비스 이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3개의 로짓

로, 공격성은 19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문항의 예

모델을 실시한 후 변인의 유의값(p-value)이 본 연구

로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와 ‘동물을 잔인

의 유의수준인 0.05를 초과하는 변인을 제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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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변인만 최종 모델에 선정되었으며 이 9개의 변

음’ 집단에 포함시켰다.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

인은 경향점수 가중치를 산출하는데 사용되었다(표 3

은 시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참조). 다음에서는 최종 모델에 투입되는 변인을 위주

1차년도에 건강이 좋은 것으로 응답한 가구원의 수에

로 각 변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서 전체 가구원의 수를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각 가구
원의 건강 상태가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

가구주 특성

다’, ‘보통이다’에 해당될 경우 ‘건강하다(1)’로

가구주 특성 변인으로는 교육수준, 가구주의 연령,

그렇지 않을 경우 ‘건강하지 않다(0)’으로 코딩하

가구주 취업지위, 가구주 성별 등이 투입되었는데 그

여 건강한 가구원의 수를 구하였다. 거주지역 특성은

중 최종 모델에 사용된 변인은 가구주의 교육수준과

크게 ‘서울’, ‘광역시’, ‘시’, ‘군과 도농복합

가구주의 취업지위이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크게

군’로 나누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이 준

‘초등학교 이하’, ‘중․고등학교 졸업’, ‘대학 이

거집단으로 사용되었다.

상’으로 나뉘었으며, ‘중․고등학교 졸업’이 준거집
단으로 사용되었다. 4년에 걸친 가구주의 취업지위는

1차년도 청소년 특성

‘계속 취업’, ‘취업한 적 없음’, ‘미취업 후 취

청소년 특성 변인으로는 학교적응, 자아존중감, 또

업’, ‘취업 후 미취업’으로 나뉘었으며 빈도수가

래애착, 학대 경험 등이 투입되었는데 이중 복지서비

가장 높은 ‘계속 취업’이 준거집단으로 사용되었다.

스 이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없었다.

가구 특성

1차년도 심리사회적 적응

가구 특성 변인으로는 가구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

본 연구의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우울 및 불안, 위

수급, 빈곤지위, 가구원의 수,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축, 비행, 공격성의 1차년도 수준을 투입한 결과

비율, 17세 이하 자녀의 수, 자녀 중 남자의 비율, 가

(K-CBCL 로 측정) 우울 및 불안과 비행 수준이 복지

족간 갈등, 사회복지관련이용시설 편리성, 교통시설

서비스 이용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성, 거주지역특성(서울, 대도시, 시, 군) 등이 투입
되었는데 그 중 최종 모델에 사용된 변인은 1) 가구구

결 과

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3) 건강이 좋은 가구원
의 비율과 4) 거주지역이다. 가구구조의 경우, 1차년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의 절차를 따라, 1)

도부터 4차년도까지의 가구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

청소년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행태를 범주화하고(그림

추어 크게 ‘지속적 양부모 가구’, ‘지속적 한부모

1의 1단계), 2)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이

가구’, ‘양부모가구에서 한부모가구 전환’, ‘한

용하여 경향점수를 산출하고(그림 1의 2단계), 3) 경향

부모가구에서 양부모가구 전환’으로 나누었으며,

점수에 역수를 취해 경향점수 가중치를 산출한 후, 경

‘지속적 양부모 가구’가 준거집단으로 사용되었다.

향점수 가중치의 적용이 이용행태에 따라 나뉘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우는 수급여부에 따라

집단 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확인하고, 4) 경향점수

‘1(예)’와 ‘0(아니오)’로 코딩하였으며, 4년에 걸

가중치를 이용한 분석결과(그림 1의 3단계)와 다중회

친 수급의 변화과정을 크게 ‘수급하지 않음’, ‘계

귀분석방법을 적용한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속 수급’, ‘미수급 후 수급’으로 나누었다. 초기에

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수급하다가 이후에 수급하지 않
은 집단도 있었으나 빈도수가 낮아 ‘수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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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연도별 이용한 청소년관련 복지서비스 (중복응답: 전체 171명)

단위: 명

1차년도 이용(만족)

2차년도 이용(만족)

3차년도 이용(만족)

4차년도 이용(만족)

청소년상담

2 (2)

2 (1)

0 (0)

8 (5)

방과후 지도

20 (16)

20 (16)

22 (18)

28 (23)

예체능교실

12 (10)

9 (7)

10 (6)

14 (12)

문화활동

13 (12)

9 (9)

15 (13)

16 (16)

청소년관련 복지서비스 이용행태의 범주화

쳐 이용 후 만족한 청소년관련 복지서비스 종류의 총
합을 보여주고 있다. 만족한 복지서비스가 4년에 걸

1차년도부터 4차년도에 이르기까지 청소년가구원

쳐 한 가지도 없는 경우가 99명으로 57.9%에 해당되

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사용한 청소년관련 복지서비

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크게 ‘4년 동안 만족한 복

스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 과 같다. 청소년상

지서비스를 이용한 적 없음’ 집단과 ‘4년 동안 만

담･방과후 지도･예체능교실･문화활동을 이용한 가

족한 복지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한 적 있음’

구의 수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용한 서비스에 대

집단으로 이분화하였다.

해 대부분이 ‘ 대체로 만족’ 혹은 ‘ 매우 만족’
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 이용행태 범주를 설명하는 변인

방과후 지도의 경우 전체 171 명 중에서 1 차년도부
터 4 차년도에 이르기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청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한 집단을

소년은 20 명에서 28 명 수준이었으며 이용한 청소년

로짓 회귀모델로 분석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

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16 명에서 23 명의 청소년

다. 유의수준을 0.05로 하여 설명변인을 선정한 회귀

이 ‘ 대체로 만족’ 혹은 ‘ 매우 만족’ 이라고 응

모델을 살펴보았을 때, 가구주가 1차년도나 2차년도

답하였다.

에 취업하지 않았으나 3차년도 이후에 취업한 집단은

4년에 걸친 복지서비스 이용의 추이를 보고자 하였

가구주가 계속 취업한 상태에 있는 집단에 비해 만족

으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odds)이 5.14배(p<.05)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추이보다는 복지서비스 이

높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우, 수급하지 않은 집

용의 누적적 효과를 보기로 하였다. 표 2는 4년에 걸

단에 비해 계속 수급하는 집단이 만족한 복지서비스

표 2. 4년에 걸쳐 이용한 만족한 복지서비스 종류의 총합
복지서비스 종류의 총합

단위: 명(%)

해당 청소년의 수(%)

0 가지

99 (57.9)

1 가지

32 (18.7)

2 가지

14 (8.2)

3 가지

12 (7.0)

4 가지

5 (2.9)

5 가지 이상

9 (5.2)

합계

17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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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만족한 복지서비스 이용유무를 설명하는 변인

OR

z

가구주 초등학교 이하

1.34

0.52

( 0.44 , 4.08 )

가구주 대학 이상

0.68

-0.55

( 0.17 , 2.66 )

가구주 연령

1.03

1.26

( 0.98 , 1.08 )

가구주 취업 안함

0.97

-0.03

( 0.21 , 4.46 )

가구주 취업 후 미취업

0.85

-0.31

( 0.26 , 2.65 )

가구주 미취업 후 취업

5.14

2.07*

( 1.09 , 24.28 )

지속적 한부모 가구

1.30

0.42

( 0.39 , 4.33 )

양부모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 전환

1.34

0.41

( 0.34 , 5.26 )

한부모 가구에서 양부모 가구 전환

0.70

-0.51

( 0.18 , 2.75 )

95%신뢰구간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취업지위

가구 구조

기초생활보장 수급
기초생활보장 계속 수급

15.84

4.17***

( 4.32 , 58.06 )

기초생활보장 3차년도 이후 수급

22.31

4.27***

( 5.37 , 92.63 )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

2.23

0.55

( 0.13 , 38.10 )

광역시

4.95

2.18*

( 1.18 , 20.79 )

시

2.10

1.04

( 0.52 , 8.51 )

군과 도농복합군

0.78

-0.31

( 0.16 , 3.81 )

1차년도 우울 및 불안

1.02

0.40

( 0.91 , 1.15 )

1차년도 비행

1.37

2.01*

( 1.01 , 1.87 )

거주지역

LR chi-square(17) = 87.31***, Log likelihood = -72.732431
***p<.001; *p<.01
(준거집단: 가구주 중고등학교 학력, 가구주 계속 취업, 지속적 양부모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하지 않음, 서울 거주)

를 이용할 확률은 15.84배(p<.001), 3차년도 이후에 수

37%(p<.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

급한 집단이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는 심리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복지서

22.31배(p<.001) 높았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

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복지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광역시에 거주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이용하

경우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이용할 확률

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일 수도 있다는 선택편

이 4.95배(p<.05) 높았다. 또한, 1차년도 비행 수준이 1

의에 의한 왜곡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점 증가할수록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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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후의 공변인 분산

A: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의 공변인 분산

그림 4. 공변인의 분산: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과 적용 후

경향점수 가중치의 적용

최대한 동질하게 조정하여 처치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있다.

표 3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향점수를 산출하였으며

표 3에 투입되었던 설명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경향점수에 역수를 취하여 경향점수 가중치를 산출하

복지서비스 이용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

였다.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였을 때 만족한 복지

았는데, 종속변인의 범주가 여러 개일 경우(예: 가구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불균

주 취업지위)에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연속 변

형(imbalance)을 보이던 각각의 설명변인이 균형을 이

인(예: 우울 및 불안)일 경우에는 단순회귀분석을 사

루게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가 표 4에 소개되어 있다.

용하였다.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인 표 4의

경향점수 가중치를 통해 불균형이 조정되는 과정을

경향점수 가중치 전 모델은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

도식화한 그림 4를 통해서 살펴보면, A: 경향점수 가

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공변인 간에 유의한

중치 적용 전의 공변인 분산은 경향점수 가중치가 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주 학력에 따

용되기 전의 상태로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

라,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구주 취업유무에 따라, 가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처치(treatment)이외의

구구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라, 건강

다른 특성, 즉 공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상

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에 따라, 거주 지역에 따라 복

황을 보여주며 표 4 의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 모델

지서비스 이용집단이 다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의 결과에 해당된다. B: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후의

있다. 예를 들어, 가구주 취업지위의 경우 만족한 복

공변인 분산은 경향점수 가중치를 표집 가중치

지서비스(독립변인)를 이용할수록 가구주 계속 취업

(sampling weight)로 적용한 후의 결과로 만족한 복지

집단(준거집단)보다 가구주 취업 안함 집단(종속변인

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공변인

범주 중 하나)에 속할 상대적 위험(relative risk)이

분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며 표 4

6.81배(p<.001) 높았다. 또한 1차년도 우울 및 불안 수

의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후 모델의 결과가 여기에

준에 따라, 비행수준에 따라 복지서비스 이용집단이

해당된다.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는 목적은 그림

다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족

4의 A: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의 공변인 분산과 같

한 복지서비스(독립변인)의 이용은 1차년도 우울 및

은 분산을 B: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후의 공변인 분산

불안 수준(종속변인)이 1.43점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과 같은 분산으로 조정함으로써 두 집단 간 특성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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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후 모델은 경향점수

도 심리사회적 발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두 집단을

가중치를 적용한 후 각각의 설명변인이 균형을 이루

동질한 상태로 조정한 것이다. 한편, 건강이 좋은 가

게 되었는지 확인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중치가 적용

구원의 비율은 경향점수 가중치가 적용된 이후 개별

되었을 때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을 제외한

변인의 유의도 뿐만 아니라 모델의 유의도 수준이 더

다른 변인에서는 더 이상 만족한 서비스를 이용한 집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이후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에 있어서는 만족한

않았으며 각 모델도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의

았다. 즉, 경향점수 가중치의 적용은 만족한 복지서비

차이가 더욱 커졌음을 의미하며, 경향점수 가중치가

스를 이용한 집단과 이용하지 않은 집단 간에 존재하

무선할당과 같이 두 집단의 모든 특징을 동질하게 조

던 가구주 교육수준, 가구주 연령, 가구주 취업상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가구구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상태, 거주 지역, 1차년

있다.

표 4.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과 후
분석 방법

다항 로지스틱
OLS

다항 로지스틱

다항 로지스틱

종속변인: 표 3의 설명변인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전
독립변인a의 계수b(std.err.)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후
독립변인a의 계수b(std.err.)

가구주 초등학교 이하 학력

2.59 (0.89)**

1.38 (0.68)

0.41 (0.23)

0.79 (0.60)

가구주 연령

6.29 (1.80)**

3.29 (435.92)

가구주 취업 안함

6.81 (3.07)***

1.22 (0.73)

가구주 취업 후 미취업

1.43 (0.62)

0.88 (0.53)

가구주 미취업 후 취업

4.21 (2.43)*

1.25 (0.91)

지속적으로 한부모 가구

2.92 (1.28)*

1.57 (0.95)

양부모 가구에서 한부모 가구 전환

1.72 (0.83)

1.43 (0.98)

한부모 가구에서 양부모 가구 전환

1.89 (0.97)

1.15 (0.84)

가구주 대학 이상 학력

기초생활보장 계속 수급

14.91 (6.36)***

1.29 (0.65)

기초생활보장 3차년도 이후 수급

13.95 (7.45)***

1.28 (0.99)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

-0.08 (0.03)**

광역시

4.22 (2.20)**

2.50 (1.52)

시

1.71 (0.87)

2.29 (1.39)

군과 도농복합군

1.59 (0.94)

1.93 (1.45)

OLS

1차년도 우울 및 불안

1.43 (0.61)*

0.35 (13.39)

OLS

1차년도 비행

0.64 (0.26)*

0.20 (0.72)

다항 로지스틱
OLS

다항 로지스틱

-0.02 (0.001)***

***p<.001; **p<.01 *p<.01; +p<.10
(준거집단: 가구주 중고등학교 학력, 가구주 계속 취업, 지속적으로 양부모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하지 않음, 서울 거주)
a: 만족한 복지서비스 이용
b: 다항로지스틱의 경우 RRR(Relative Risk Ratio); OLS의 경우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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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만족한 복지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4차년도 우울 및 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의 차이a
우울 및 불안
coef. (std.err.)

위축
coef. (std.err.)

0.24 (25.25)

0.76 (10.03)

0.54 (1.21)

1.00 (20.15)

(B) 통제변인 미적용

1.24 (0.69)+

1.06 (0.52)*

0.66 (0.25)***

1.32 (0.68)+

(C) 통제변인 적용b

0.69 (0.85)

1.20 (0.67)+

0.57 (0.30)+

1.25 (0.88)

(A) 경향점수 가중치 적용

비행
coef. (std.err.)

공격성
coef. (std.err.)

다중 회귀분석

***p<.001; **p<.01; *p<.05; +p<.10
a: “만족한 복지서비스 이용”의 회귀계수로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의 점수와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점수의 차이 값을 의미함
b: 통제변인: 가구주 교육수준, 연령, 취업지위, 가구구조, 기초생활보장 수급,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율, 거주지역, 1차년
도 심리사회적 적응

만족한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C)는 자기선택으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집단 간 차이를 설명변인을 이
용하여 통제한 후의 처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에 투입된 설명변인을 이용하여 산출된 경향점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여 만족한 복지서비스

수 가중치는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이

이용이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에

용하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를 상당부분 조정하여 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표 5의 (A) 참고), 만족

집단을 동질하게 만들어 주었다. 경향점수 가중치와

한 복지서비스 이용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기존의 다중회귀 분석방법을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에 미치는

향점수 가중치를 통해 선택편의를 제거하여 만족한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세 가지 접근 방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최

법으로 만족한 복지서비스의 이용이 심리사회적 적응

대한 동질하게 조정하였을 때, 예를 들어, 만족한 복

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는데, 1)경향점수 가중치

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우울 및 불안 점수는 그렇

가 적용된 경우(A, 그림 2의 A: 식(1)에서의 처치효과

지 않은 집단에 비해 0.2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참고), 2) 통제변인 없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B,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

그림 2의 B: 식(2)에서의 처치효과), 3) 통제변인을 투

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경우(C)가 해당된다. 경향

은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점수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A)는, 복지서비스 이용을

것을 보여준다.

설명하는 설명변인을 이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이용하

통제변인을 적용하지 않고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의 균형을 최대한

이용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

맞춘 후에 복지서비스 이용을 처치로 한 가상의 실험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B),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통제변인 없이 회귀분석을 실

한 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그렇지 않은 집단의 심

시한 경우(B)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을 통해 구성

리사회적 적응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다는 결과를 보

된 집단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이용이라는 처치의

여준다. 즉, 선택편의를 전혀 제거하지 않은 (B)의 결

효과를 보여주며, 표 3의 설명변인을 통제변인으로

과는 만족한 복지서비스 이용이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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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초래한다는 왜곡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이용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다. 설명변인을 통제하여 선택편의를 제거한 (C)의

미쳤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정은희, 2002; 정익중 외,

경우에도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위축과

2005; Jessor, 1992)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기존 연

비행수준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구와 본 연구의 조사설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 다중 회귀분석을 통한 공변인

있다. 기존 연구는 비실험조사 설계나 통제집단을 설

의 통제가 선택편의를 제거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점을

정하지 않은 단일집단 전후비교 설계를 취하였기 때

알 수 있다. 비록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가

문에 결과의 내적타당도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

만족한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예: 역사, 성장)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

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나, 본 연구는 통제집단 전후비교 설계를 통해 처치

(B)와 (C)의 결과에 비해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treatment)가 유발하는 인과효과만을 측정함으로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

기존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산출한 것이다. 복지서비

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스 이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만족

어, 우울 및 불안의 경우 선택편의가 전혀 제거되지

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우울 및 불안, 위축,

않은 경우는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의 점

비행, 공격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는 연

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1.24점 높았으나, 다중

구결과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두 집단 간

회귀분석을 통해 선택편의를 제거했을 때 그 차이가

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도 정책적으로 의미하

0.69점으로 감소하였고 경향점수 가중치를 통해 선택

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편의를 제거했을 경우에는 그 절반에 못 미치는 0.24
점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이용 후에 ‘대체로 만족’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는 청소년상담․방과후 지도․예체
능교실․문화활동 이용여부를 통해 복지서비스 이용여
부를 결정하였다. 이는 청소년이 이용한 서비스가 질

논 의

적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주관적 만족도가 높았음에도
본 연구는 청소년가구원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청

불구하고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소년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예: 상담·방과후 지도·

을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양적인 측

예체능교실·문화활동)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면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의 효과를 결정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복지

짓는 빈도나 강도에 대한 정보는 한국복지패널에 수

서비스 이용은 가구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가 1회에 몇 시

청소년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복

간에 걸쳐,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지

지서비스 이용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

속적으로 제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4년에 걸

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선택편의에서

쳐 복지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한

오는 오류를 줄이고자 경향점수 가중치방법을 적용하

청소년이 전체 저소득 가구 청소년의 약 58%를 차지

였다.

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표 2 참고)는 청소년 관련 복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지서비스 제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제약이 많다는

첫째, 경향점수 가중치 방법을 통해 선택편의를 제거

점을 시사한다. 즉,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하였을 때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집단과 그렇

경우도 일회적으로 혹은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했

지 않은 집단 간에는 우울 및 불안, 위축, 비행, 공격

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이러한 빈도와 강도로는

성 수준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이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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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복지서비스 재원과 인력확충을 통해 복지서비스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록 선택편의를 최대한 제

가 폭넓게 제공되고 서비스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한 분석결과가 상담․방과후 지도․예체능교실․문화활

홍보나 바우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복지서비스 이

동의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용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못했으나, 본 연구

미치기에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추후 선택편의가 더욱 완벽하게 제거되거나 복지

둘째, 선택편의가 제거되는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

서비스의 빈도나 강도가 높아졌을 경우 위의 복지서

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 간 심리

비스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사회적 발달 수준의 차이는 점차 줄어들었다. 예를 들

미치리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어, 통제변인을 적용하지 않은 다중 회귀분석은 선택

적응과 관련된 복지서비스로 ‘상담서비스’만을 고

편의를 전혀 제거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려할 수 있으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대

이 경우 만족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의 우울

상인 171명의 저소득 가구 청소년 중에서 상담서비스

및 불안, 위축, 비행, 공격성 수준은 그렇지 않은 집단

를 이용한 청소년의 수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각 2

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제변인을

명, 4차년도에 8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표 1의 결과가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 즉 선택편의를 제거하기 위해

중복응답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한 복지서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크기

스 이용여부를 결정짓는 복지서비스는 상담서비스보

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남아있었다. 그러나

다는 방과후 지도나 예체능교실 혹은 문화활동 참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을 최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서비스가 전체 복지서비

대한 동질하게 조정하기 위해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

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

용하였을 때, 두 집단 간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의 차

택편의 제거 수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적응 수준에 미

이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 즉, 만족한 복지서비

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

스를 이용한 청소년 집단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가

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에 접근할 때 상담과 같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

이 정신건강 영역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뿐만

이상 높지 않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경향점수 가

아니라 방과후 지도․예체능교실․문화활동과 같이 청소

중치 방법은 이러한 선택편의에 의한 왜곡을 줄이는

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문화생활에 개입하는 간접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본 연구와 같이 연구대상을 실

적인 방법도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인위적으로 할당할 수 없는 상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이용이 저소득 가구 청소년

황에 활용도가 높은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

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가 연구대상

나 경향점수 가중치를 적용하고 난 후 설명변인의 유

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할당하지 못함으로

의도가 더 높아진 경우(예: 건강이 좋은 가구원의 비

써 제거하지 못했던 선택편의와 횡단적 설계로 인하

율)에서 볼 수 있듯이, 경향점수 가중치는 무선할당과

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수 없었던 한계를 극복했다

동일한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프로그램이나

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선택편의를 무시하고

정책의 효과성 연구에서 경향점수의 사용은 무선할당

복지서비스 이용의 효과를 분석하면 복지서비스 이용

에 대한 차선책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정익중 외,

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선택편의를 최대한 제거하

2005; Jessor, 1992)와 마찬가지로 상담서비스뿐만 아

면 복지서비스 이용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니라 방과후 지도․예체능교실․문화활동과 같은 복지서

아니지만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스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위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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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듯이 복지서비스 이용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 (2005). 2005년도

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서

역학사업보고서: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장애

비스 이용 유무에 따라 전체 저소득 가구 청소년을

유병률 조사. 서울: 서울시소아청소년광역정신

이분화 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 인해 이용한 복지

보건센터.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
문일 수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용한 복지서비스
종류의 총합을 더 세분화하여 총합 상위 집단과 복지
서비스 미이용집단을 비교한다면 복지서비스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서연 (2008). 자활직업훈련 사업의 임금 효과 분석.
사회복지연구, 37, 171-197.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8).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이혜영 (2005). 도시 저소득 지역의 교육복지 실태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정책세미나: 교

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복

육 소외 계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대책. 한국교

지서비스 이용여부와 같은 구조적인 특성이 청소년의

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부, 61-86.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

임춘희, 이선형, 이경림 (2010). 아동이 지각하는 지역

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과정적 혹은

아동센터 서비스 만족도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계적인 특성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

가지고 있다. 즉,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자아존

생 고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중감, 또래관계, 학업성취도(조은숙, 서지민, 2010) 등

15(1), 71-98.

이 고려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이들을

정은희 (2002). 현실요법 집단상담이 빈곤청소년의 학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복지서비스 이용

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

이 전반적인 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학위논문.

하는 기초연구로서, 추후 연구에서는 위의 제한점을

정익중, 김혜란, 홍순혜, 박은미, 허남순, 오정수

반영하여 좀 더 타당하고 신뢰성 높은 결과를 도출해

(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
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야 할 것이다.

57(3), 105-131.
조은숙, 서지민 (2010). 아동의 정신건강상태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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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using welfare services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low-income adolescents: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ropensity score weight method

Jung, Sun Young

Chung, Ick-Joong

University of Incheo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using welfare services for adolescents (e.g., counseling, after-school programs, art programs, and cultural activities)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For this goal,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from the 1st wave through the
4th wave. In addition, this study adopted propensity score weight method to reduce the distortion of the results
which might result from the selection bia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result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ose who used welfare services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lower levels of psychosocial adjustment, the result from the propensity score weight method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evels of psychosocial adjustment between those who used the welfare services and
those who did not. Second, depending on the levels of selection bias reduction,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gaps of levels of psychosocial adjustment between those who used welfare services and those did not. This result shows that the adjustment using the propensity score weight method made two groups - those who used
welfare services and those who did not - equivalent in terms of household head employment status, previous
mental health levels of adolescents and others. Third, the research finding suggests that, in addition to counseling service, the use of after-school programs, art programs, and cultural activities has positive effects on the
psychosocial adjustment of adolescents. As a preliminary study of the study which will examine the overall effects of using welfare services on all aspects of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the
results as well as the limitations found in this study will be reflected in the further study.
Key words: Welfare service, Low-income adolescents, Korea Welfare Panel Study, Propensity score weight,
Psychosoci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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