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2, Vol. 20, No. 1, 1-16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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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
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03년(중2)부터 2007년(고3)까지 실시한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ARC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지위비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이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도 시간의 경과
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차지연계수의 방향성은 부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시점의 가족 내 사
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청소년 지위비행의 정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1～5차 시
점 간의 청소년 지위비행 자기회귀 효과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청소년 지위비행,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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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심, 가족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주기도

서 론

하지만(Wingert, Higgitt & Ristock, 2005), 가출하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에서 가장 불안정

지 않은 청소년 보다 비행에 노출될 경향이 많고,

한 시기로 신체적 성숙과 함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건강문제나 생존문제와도 직결되는 부정적인 경험을

도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하게 된다. 이러한 가출에 대한 원인으로는 개인적

사회적 발달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요인(안창규․전유식․문선화,

가 청소년 비행이고, 이러한 청소년 비행문제는 오

(Crespi

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문제

Whitbeck, 2000; 정경은․문성호, 2008; 한국형사정

중의 하나이다. 이에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기

책연구원, 1993), 학교 요인(장수한, 1993), 사회적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요인(연성진․민수홍, 2004)으로 구분되어 설명되어

예방적이기 보다는 사후대책적인 개입이 강하다. 따

지는데, 특히, 가정적 요인이 청소년의 가출을 유발

라서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어떤 요소가 청소년 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행을 억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Sabatelli,

1995),

1993;

가정적

Tyler,

요인

Hoyt

&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하여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청소년 비행이라고 하는 용어는 매우 광범위한

가족적 요인(Farrington, 1995; Hagell & Newburn,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를 위

1996; Moffitt, 1993; Smith & Stern, 1997; 김영

해서는 개념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 비

모, 2000), 특히,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나 부모와의

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경비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행’, ‘중비행’으로 구분하거나(정익중, 2006), ‘지위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행’과 ‘범죄비행’으로 구분(김경식․이현철, 2007)

사회적 자본이란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자본과

하고 있다. 김준호와 이동원(199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들이 시도

청소년 비행을 지위비행, 도피비행, 폭력비행, 재산

되고 있다. Bourdieu(1977)는 사회적 자본을 경제

비행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지위비행’을 음주,

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구별해

흡연, 가출, 성관련 행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위

‘상호이해와 협조의 제도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비행은 법률상으로 위법행동은 아니지만 청소년이라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사회적 자원의 합계’라고 정의

는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흡연, 음주,

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가출, 무단결석 등이 이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위비행은 범죄비행에 비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자원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청소

계에서 생성되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이동원․정갑

년 범죄비행의 대부분이 지위비행에서 출발하고 있기

영․박준․채승병․한준, 2009). Coleman(1990)은 가족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내 사회적 자본을 부모와 자녀 관계의 산물로 간주

다양한 지위비행 중에서도 가출은 범죄비행의 시초가

하고, 이는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과 관심에 달려

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있다고 보았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은 지지

가출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에 맞지

와 관여를 할수록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않은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지위비행으로서, 가출행

쉬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가족 내 사회

동 자체가 유발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후 청소년

적 자본의 유형을 관계, 구조, 인지차원으로 구분하

범죄나 청소년성매매와 같은 다른 심각한 문제로도

여 그 하위변인들을 살펴보았다.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은 청소년에게 자유와

청소년의 비행 발생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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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의 경우는 주로 경비행에 속하는 지위비행으로

위배되었다고 판단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청소

시작되기 때문에 청소년 비행의 상습화를 방지하기

년 비행이라는 용어는 성인이 하였을 경우에는 문제

위해서는 지위비행을 예방하는 개입이 효과적으로

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라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선

위로 인해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음주와 흡연을 비

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

롯하여 청소년 출입금지 장소의 출입 등을 금지하는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가족 내

지위비행(status offenses)에서부터 형법에 규정된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

범죄행위까지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김

펴보고자 한다. 국내 연구들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준호, 이동원, 1996). 또한 Werner와 Smith(1982)

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김경근, 2000; 신원영․강

는 청소년 비행을 흡연, 음주, 유흥가 배회 등의 일

현아, 2008; 안우환, 2004)가 진행하였지만, 이 연

탈행동에서부터 가출, 무단결석, 심각한 음주, 약물

구들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횡단

남용과 같은 강력범죄까지 다양한 행동들을 포함시

연구로서 비행 관련 요인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키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에서

검증하는데 있어 시간에 대한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는 청소년 비행을 ‘지위비행’과 ‘범죄비행’으로 구분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하거나 ‘경비행’과 ‘중비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는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시간

처럼 비행을 그 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 살펴보는

의 경과에 따라 유지되는지 여부와 청소년 지위비행

이유는 비행의 유형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하

과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어떠한 인과관계가 성립

기 때문일 것이다.

Stott과 Olczak(1978)는 청소년 비행과 지위비행

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자 사이에 성격상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이경상과 이순래 및 박철현(2007)은 한국청소년패

첫째,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널 자료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비행유형(지위비행,

변화가 있는가?

폭력비행, 재산비행, 성비행)을 분석하였는데, 지위

둘째,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시간의 경

비행에는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등이

과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포함되었다. 또한 이혜은과 최정아(2007)는 청소년

셋째,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의 지위비행과 폭력비행에 부모의 애착, 감독, 부정

지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적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이 어떠한 영

넷째,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중에
서 가족적 요인과 관련하여 김영모(2000)는 가족의
기능적인 측면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을 포함한 사

이론적 배경

소한 비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
고, Farrington(1995)는 8세 이하에 제공받았던 부

청소년 지위비행

모의 부적절한 부모 감독과 양육 기술이 청소년 비
행과 성인 비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매우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또한 Moffitt(1993)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

있는데, 일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의미를 가지

이 부정적인 가족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생애지속형

고 있으며, 법이나 사회적 관념, 가치관, 규범 등에

비행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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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양한 지위비행의 유형 중 가출은 청소년

관계 자원은 시간, 노력, 주의를 통해 생산된다고

들로 하여금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여 비

정의내리고 있다.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시작

행이나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청소년

개되었다. 그러나 지배적인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가출 연구는 크게 가출의 원인, 가출로 인한 문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나 집합체 전체

대책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가출의

의 정치문화나 조직의 특성을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 학교요인,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나 집단이 형성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되어서 설명되는데(김준호․박

관계의 패턴을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이다. 미시

정선, 1991),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가정적 요인에

적 접근은 최근 ‘연결망 분석(network analysis)’이

서 살펴보는 연구들에서는 청소년의 가족 환경에 관

라는 계량적 방법에 의해 발전하고 있으며, 거시적

심을 가진다. Crespi와 Sabatelli(1993)는 가족의 구

접근은 설문에 기초한 대규모 사회조사 결과를 역사

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을 가출의 원인으로 설명하

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다(유석

고 있고,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에서는 정서적, 성적,

춘․장미혜․정병은․배영, 2003). 이러한 사회적 자본과

신체적 학대가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

관련하여 Grootaert(1999)는 사회적 자본이 성장,

으며(Tyler et al., 2000), 부부간의 갈등 정도, 부

형평성, 빈곤탈출 등을 포함하는 발전적인 결과에

모의 양육 태도, 가족의 화목도 등의 요인이 가출과

영향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한국형사정책

Aldridge, Halpern 및 Sarah(2002)는 사회적 자본

연구원, 1993). 또한 보건복지가족부(2008)의 청소

이 교육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사회적 자

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가출의

본의 긍정적인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원인을 부모님의 신체적 학대, 계부나 계모가 싫어

적 자본이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가

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과의 갈등 등으로

족 및 친밀한 친구관계 등과 같이 밀접하게 연결된

제시하고 있다.

집단 내 신뢰의 제한된 범위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지

준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

역사회 수준에서 신뢰 및 협동 수준을 하락시키고,

의 지위비행의 정도를 청소년의 가정적 요인인 가족

내부적 결속만을 강화시키는 사회관계 형태를 증진

내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시킬 수 있다(Knack, 2002; Portes & Landoholt,

1996).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그 형태

사회적 자본

는 크게 가족 내의 사회적 자본과 가족 외의 사회적
사회적 자본의 기원은 19세기 고전 사회학에 뿌

자본으로 존재한다. Bourdieu(1977, 1986)는 가족

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활발한 연구대상으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나 성인 가족과 자녀

로 부각된 계기는 Bourdieu와 Coleman에 의해 마련

사이의 관계 구조에 의하여 창출되어 다양한 형태로

되었다. Bourdieu(1977)는 사회적 자본을 부모-학

표출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족 내 부모를 포함한

생 간의 관계로 인하여 학생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

성인 가족의 존재가 사회적 자본 창출의 필요조건으

는 부모의 실질적인 관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로 작용하며,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낳는다. 가족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구조의 관

내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자녀 간의 관계로 인

계에 존재하며 행위자의 행위를 촉진하고, 개인의

하여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실질적인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되는 관계 자원으로서 이러한

관여로 이해되기도 한다(안우환, 2004). Cole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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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또한 사회적 자본을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경제적 자

가정 외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였으며, 교육학적

본 및 인적 자본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

의미를 갖는 개념으로 사회적 자본을 세 가지 차원

고 있지만, 최근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의

에서 정의하였다. 첫째, 부모와의 대화, 학습조력 및

중요성, 부모 감독 등과 같은 가정 내 사회적 자본

지원 등과 같은 관계적 차원, 둘째, 부모의 학교활

이 비행과 더 강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기광도ㆍ이

동 참여, 과외여부 등과 같은 구조적 차원, 셋째, 부

희열, 2002). 그러므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것

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 친구에 대한 부모의

처럼 청소년의 가정적 요인은 지위비행의 중요한 원

인지 등과 같은 인지적 차원이다. 먼저, 관계적 차

인이 될 수 있다. 특히, Coleman(1994)은 가정 내

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개인 간의 신뢰인데

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에 대한 시간과 노력의 투자

(Coleman, 1990), 부모-자녀 간의 신뢰 관계는 일

형태로 나타나는 가족 내 사회자본이 다양한 방식으

반적인 사적 신뢰로서의 성격을 함의하고 있으며,

로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는 서로 간의 믿음, 대화, 관심과 지원, 협력 등

있고, McNeal(1999) 역시 가족 내 사회적 자본 중

으로 구성된다(안우환, 2004). 구조적 차원은 조직

부모참여와 같은 부모애착요인이 학업성취 및 무단

내부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합에 의하여 구축된

결석, 중퇴와 같은 비행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

사회적 연결망을 말한다. 사회적 연결망은 정보와

하였는데, 그는 물적·인적 자원과 함께 사회적 자본

자원의 흐름을 위한 채널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 적절하게 작용되어야지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막

통하여 다른 사람과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Teachman, Baumeister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은 자원에 대한

및 Boone(2004)도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비행 간

표현, 해석과 각 부분들 간의 의미 시스템들 간의

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

공유를 말한다(Cicourel, 1973). 인지적 차원이 사

용 요인이 비행을 예방하는 주요 예측요인이라고 설

회적 자본의 한 측면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이유는 조

명한다. 그리고 Feldman과 Weinberger(1994)의 연

직 구성원들이 상황과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조직이

구에서도 효과적인 부모양육 태도와 가족의 기능이

필요로 하는 핵심가치와 역량이 무엇인가를 인식하

남학생의 문제행동이나 비행을 줄이는데 영향을 준

고,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므

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소희(2007)의 연구에

로 조직 내부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가치 창출 정도

서도 부모의 애착이나 부모와 청소년의 의사소통이

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안우환, 2004).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청소

Coleman의 이론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년의 자아통제를 강화할 경우 비행에 간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가족 외 사회적 자본보다 청
소년의 인지발달과 심리사회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이처럼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가정적인 요인들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경근, 2000; 신원

설명되어지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비행행동을 하게

영, 강현아 2008; 안우환, 2004). 따라서 본 연구에

됨으로써 비행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 역시

서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한 의미 있

가정 내부에서 다양한 관계의 변화나 구조의 변화를

는 변인으로 밝혀진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중심으

경험하게 된다. 노성호(2005)에 의하면 비행친구들

로 살펴보고자 한다.

과 접촉한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애착과 학업성적이
낮아졌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애착은 가족

청소년 지위비행과 가족 내 사회적

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과 관련될 수 있다.

자본과의 관계

또한 민가영(2007)은 신빈곤층 십대여성의 경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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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가출을 경험하였고, 이후 가

청소년을 과정적 존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

정으로 복귀를 하였지만, 이들은 가출 이후 변형 된

과정 중의 여러 가지 태도나 행위의 실태 및 변화양

가족의 형태에 적응을 하지 못함을 제시하고 있다.

상에 대해 파악하고, 그 원인을 인과적으로 설명하

즉, 돈을 벌러 나간 성인 여성을 대신하여 가사노동,

기 위해서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청소

육아, 엄마의 부재시 아빠에 대한 감정 노동 등을

년패널조사의 종단적 연구모형은 동일 표본을 세 번

경험하는데, 이것이 십대여성 장기가출의 직접적인

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조사하는 중다전망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design)를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간이

청소년의 비행행동과의 관계에서는 비행청소년의 가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족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표본의 대표

만, 최근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

성을 유지함을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한다(한국청소

친다는

선행

연구들도

제시되고

있다.

년정책연구원, 2008).

또한

Coleman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본과 학업성취(김경근, 2000;

주요변수

안우환, 2004)와의 관련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청소년 비행의 또 다른 영향요인을 밝히기 위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기제로써 사회적 자본과 비행과의 관련성에도 관심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Coleman

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 비행

(1988)이 제시한 관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인지적

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이 횡단연구로서 비행

차원의 세 가지 하위변인들로 측정하였다.

관련요인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그치

먼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을 측정

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

하는데 사용된 6문항은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가

과 청소년의 지위비행 간의 관계를 시간의 경과에

얼마나 친밀한지로 구성되어진다. 이 문항들은 ‘부모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
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
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연구 방법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
다’, ‘나는 내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
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대화

분석자료 및 조사대상

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등으로 5점 척도(1점:전혀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관

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계적 차원의 각 연도별 내적 일관성은 .851, .880,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중 표본으로 선출된 학생과

.881, .888, .895로 나타났다.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두 번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을

에 걸쳐 동일 표본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축적된

측정하는데 사용된 8문항은, 청소년들의 사교육 여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조사대상은

부로 측정되었는데, 각각의 과목(국어, 영어, 수학,

1차부터 5차까지 전부 참여한 2,601명으로 남자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과외 여부(0

1,308명, 여자 1,293명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점:무 ~ 1점:유)로 측정되었다. 구조적 차원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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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내적 일관성은 .850, .862, .802, .654, .658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로 나타났다.
세 번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차원을

선행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가족 내 사회적 자

측정하는데 사용된 4문항은 부모가 청소년의 생활

본과 청소년 지위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 교

통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다. 이 문항

차지연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본

들은 ‘외출시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연구모형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

알고 있다’, ‘외출시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

과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모형이

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 ‘외출시 부모님은 내가 무

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은 시간

엇을 하는지 대부분 알고 있다’, ‘외출시 부모님은

의 변화에 따라 유지될 것이며, 두 변수가 서로 영

내가 언제 돌아올지 대부분 알고 있다’ 등으로 5점

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모형을 검증할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것이다.

측정되었다. 인지적 차원의 각 연도별 내적 일관성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과의 종

은 .846, .862, .881, .877, .892로 나타났다.

단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Autoregressive Cross-lagged: ARCL)을 실시하였
지위비행

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RCL)의 핵심은 t 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종속변수로

점의 값이 이전 시점(t-1)의 값에 의해 설정된다는

설정하였는데, 청소년패널자료에서는 연구대상자들

것이다. 이는 자기회귀 모델을 다변량 모델로 확장

의 지위비행(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 조

시켜서 두 변인 간의 교차지연효과(cross-lagged

롱, 왕따) 여부(0점:무 ~ 1점:유)에 대하여 응답하

effect)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다(홍세희․박

도록 되어 있다. 지위비행의 정도에 따라 최소 0점

민선․김원정, 2007). 즉, 각 변인들의 전년도 영향력

에서 최대 7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

을 비교함으로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RCL)은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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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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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분석용 프로그램인 Amos 7.0을, 기타 통계 검

또한 별첨 1에서 제시된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

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

계를 살펴보면, 관계5와 관계4(r =.608, p <.01),

였다. 그리고 연구모형의 추정방법으로는 자료가 가

관계4와 관계3(r =.60, p <.01) 문항의 상관관계가

최대우도법(Full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변량 상관관계의 절

진

결측치로

인해

완전정보

Information Maximum Lkielihood)을 사용하였다.

대값이 .80을 넘어서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너
무 높아서 분석결과를 왜곡시키게 되는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

연구결과 분석

수들은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의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 내 사회자본의 주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

1과 별첨 1과 같다. 표 1에서 제시된 주요변인들의

귀 교차지연 모델(ARCL)로 검증하였고, 그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관계적 차원의 평균은

표 2과 같다.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상승하는 경
향을 보이고 있고, 구조적 차원의 평균은 감소하고

표 2. 자기회귀 교차지연(ARCL) 모델의 적합도 지수

있는데, 특히 2차년도(중학교 3학년)에서 3차년도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인지적 차원의 평균은 2차년도(중학교 3학

적합도
지수

x²

df

p

TLI

CFI

RMSEA

모형

2205.552

143

.0

.835

.887

.074

년)에서 3차년도(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약간 감
소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보인다.

본 연구의 응답자수는 2,601명으로 표본의 크기

즉,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청소년들의

가 큰 편이다. 표본의 크기가 클 때에는 카이자승

관계는 친밀해지고, 청소년들이 부모의 기대감과 감

값이 크기 때문에 적합도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

독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구조적

고, 그 대신 모형의 간명성과 표본의 크기를 모두

차원과 관련된 사교육의 정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고려하는 TLI와 CFI 및 RMSEA를 살펴보는 것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타당하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는 .90이상이며 좋
은 모형으로 간주되며, RMSEA는 .08이하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된다(김대업, 2009). 본 모형의 TLI

표 1. 가족 내 사회자본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M,SD)

값은 .835이고, CFI값은 .887으로 권장수용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RMSEA값은 .074로 다소 좋

1차

2차

3차

4차

5차

관계적
차원

20.08
(4.56)

20.58
(4.52)

20.67
(4.33)

20.83
(4.45)

21.16
(4.57)

구조적
차원

3.75
(2.26)

3.12
(2.35)

1.80
(2.37)

1.26
(1.41)

1.09
(1.39)

는 시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과 경로 동일성** 그

인지적
차원

12.93
(3.43)

13.56
(3.30)

13.50
(3.31)

13.73
(3.25)

13.84
(3.35)

러나 이 세 가지 동일성에 대한 가정은 동시에 검증

게 나왔다.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RCL)의 분석을 위해서
리고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 동일성→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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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오차 공분산 동일성의 순서로 검증해야 한

모형들 중에서 최적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모형 1

다(김주환․김민규․홍세희, 2009). 이들을 검증하기

에서 부터 모형 7까지 순차적으로 비교 하였다. 각

위하여 7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고, 그 구체적인

모형은 서로 내재된(nested) 관계이므로 모형 비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에서 카이제곱 차이 검증(∆x² test)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검증 역시 x² 검증과 마찬가지로 표본

▪ 모형 1: 그림 1에서 제시된 어떠한 제약도 가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TLI
와 CFI 및 RMSEA를 통해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하지 않은 기본 모형

▪ 모형 2: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측정변수에 대

연구에서는 TLI와 CFI 및 RMSEA가 비교모형에 비

한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

해 향상되거나 나빠지지 않으면 동일성 가정이 충족

게 제약을 가한 모형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7개 모형에 대한 최종 결과

▪ 모형 3: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자기회귀계수

는 표 3과 같다.

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표 3.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ARCL)의 적합도 비교

▪ 모형 4: 지위비행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해 동일
성 제약을 가한 모형

적합도
지수

x²

df

TLI

CFI

RM
SEA

행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모형 1

2205.552

143

.835

.887

.074

가한 모형

모형 2

2218.237

151

.843

.887

.073

▪ 모형 6: 지위비행에 대하여 가족 내 사회적 자

모형 3

2286.889

154

.841

.884

.073

본의 교차회귀계수에 동일성 제약을

모형 4

2329.631

157

.841

.881

.073

가한 모형

모형 5

2346.157

160

.843

.881

.072

▪ 모형 7: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지위비행의 오

모형 6

2372.175

163

.845

.879

.072

차 공분산 사이에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7

2742.924

165

.821

.859

.078

▪ 모형 5: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지위비

모형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측정 동일성 가정에
여기서 모형 2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

따라 측정변수 각각의 요인 적재치를 각 시점별로

이고, 모형 3과 모형 4는 자기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2와 모형1의 적합도 차이(∆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며, 모형 5와 모형 6은

x²(8,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 동일성 검증이고, 모형 7

CFI=.000, ∆RMSEA=-.001)를 살펴보면, TLI,

은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위한 모형이다. 위의

CFI, RMSEA 값이 근소하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시

N=2601)=12.685,

∆TLI=.008,

∆

* 측정 동일성은 각 시점에서 측정한 변수가 동일한 개념인지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문항의 요인 적재치를 시간에 따라 변하
지 않게 설정한 모형을 통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측정 동일성이 성립한다면 이는 시간에 따라 측정변수의 내용에 대한 해석
이 응답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측정 동일성이 성립된 경우, 각 잠재변수의 회귀계수가 시간에 따라 동일한지를 검증해야 하는데, 시점 t-1의 잠재변수가
시점 t의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효과와 시점 t의 잠재변수가 시점 t+1의 잠재변수에 주는 효과가 동일한지를 통해 경로
동일성을 검증한다.
*** 종단 연구에서는 각 시점에서 설정된 오차 간의 공분산을 고정함으로써 각 잠재변수가 가지는 관련성이 진정한 의미의
관련성인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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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1 차

.782***

.991***
S.C.2 차

S.C.3 차

비 행 3차

.523***

*
**

.454***

06

비 행 2차

*

S.C.5 차

-.1

.539***

**

*
**
01

*
**

비 행 1차

00

.950***

S.C.4 차

-.1

90
- .0

-.1

.922***

비 행 4차

.504***

비 행 5차

그림 2. 지위비행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의 최종 추정결과

간에 따른 측정 동일성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연효과와 지위비행에 대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있다.

교차지연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다음으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자기회귀계수에

의미한다.

대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3의 적합도는 측정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산을 동일하게 제약하여 모

동일성이 성립된 모형 2와 비교했을 때 TLI, CFI

형의 간명성을 추구한 모형 7의 적합도를 모형 6과

값이 근소하게 나빠졌지만, RMSEA 값이 동일하다

비교하여

N=2601)=68.652,

보면(∆x²(2,

N=2601)=370.749,

∆

∆

TLI=-.024, ∆CFI=-.20, ∆RMSEA=.006), TLI,

CFI=-.003, ∆RMSEA=.000). 즉, 이전 시점(t-1)

CFI, RMSEA 값이 이전 모형에 비해 미약하게 나

이 이후 시점(t)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는 시점(t)이

빠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련의 측정 동

시점(t+1)에 주는 영향력의 정도와 같은 것으로 나

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통

타났는데, 이것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시간의 흐

해 모형 6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모형

름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으로 선정된 모형 6의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표 4와

(∆x²(3,

∆TLI=-.002,

그리고 지위비행 행동의 자기회귀계수에 대하여

그림 2와 같다.

제약을 가한 모형 4의 적합도를 모형 3의 적합도와
비교해 보면(∆x²(3, N=2601)=42.742, ∆TLI=

최종모형에 따른 연구문제 검증

.000, ∆CFI=-.003, ∆RMSEA=.000), TLI, RMSEA
값이 동일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지위비행 역시 시
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지위비행과의
최종 추정 결과이고, 여기서는 편의상 구조계수만

또한 매 시점의 교차지연효과(교차회귀계수)에

표준화 추정치로 제시하였다. 표 4와 그림 2를 살펴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 5(∆x²(3, N=2601)

보면 이전시점(t-1)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이후

=16.526, ∆TLI=.002, ∆CFI=.000, ∆RMSEA=

시점(t)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모

-.001)와 모형 6(∆x²(3, N=2601)=26.018, ∆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그 영향력도 매우

TLI=.002, ∆CFI=-.002, ∆RMSEA=.000)의 적합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년도의 가족

도가 각각 이전 모형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내 사회적 자본은 다음 연도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경로 동일성이 성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

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

은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지위비행의 교차지

소년 지위비행의 경우에도 이전 시점(t-1)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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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행동이 이후 시점(t)의 지위비행 행동에 유의

표 4. 모형 6에 대한 경로계수

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은 보통으로

표준화
계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청소년 지위비행은

비표준화
계수

S.E

C.R.

다음연도의 지위비행 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

S.C 2 ← S.C 1

.782***

.933

.010

95.512

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S.C 3 ← S.C 2

.991***

.933

.010

95.512

S.C 4 ← S.C 3

.922***

.933

.010

95.512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의 영향
력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 내 사회적 자본(β =

S.C 5 ← S.C 4

.950***

.933

.010

95.512

비행 2 ← 비행 1

.539***

.487

.008

59.942

.78~.99)이 지위비행(β =.45~.54) 보다 높은 것으

비행 3 ← 비행 2

.454***

.487

.008

59.942

로 나타나, 이전시점의 청소년 지위비행이 이후 지

비행 4 ← 비행 3

.523***

.487

.008

59.942

위비행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전시점의 가족 내 사회

비행 5 ← 비행 4

.504***

.487

.008

59.942

적 자본이 이후 시점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미치
는 영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S.C. 2 ← 비행 1

.013

.045

.024

1.839

S.C. 3 ← 비행 2

.012

.045

.024

1.839

S.C. 4 ← 비행 3

.013

.045

.024

1.839

시점(t-1)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 이후 시점(t)

S.C. 5 ← 비행 4

.012

.045

.024

1.839

의 지위비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비행 2 ← S.C. 1

-.090***

-.027

.003

-10.320

났다(β =-.09~-.11). 그러나 교차지연계수의 방향

비행 3 ← S.C. 2

-.100***

-.027

.003

-10.320

성이 부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전

비행 4 ← S.C. 3

-.101***

-.027

.003

-10.320

비행 5 ← S.C. 4

-.106***

-.027

.003

-10.320

시점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청소년

*** p <.001

지위비행 정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으로 이전 시점의 지위비행이 이후 시점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

이것은 비행 청소년들의 가정에서 정서적, 성적, 신

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유의

체적 학대가 발생했거나(Tyler et al., 2000), 부부

수준을 통해 각 시점에서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간의 갈등, 부모의 양육 태도에 문제가(보건복지가

지위비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영

족부, 2008) 발생했기 때문에 청소년이 가출행동과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지위비행을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
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횡단연구에 한
정되어 청소년의 비행 관련 요인과 비행행동 간의

논의 및 결론

관계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치는 가장 기본적이며 일차적인 환경인 가족에 초점

자료에 기초하여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델 검증을 실

을 두어,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 내 구성원에게 어떠

있었다. 첫째,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시간의 경과에

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특정 구성원만의 문제가

따라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영향력은 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족 내 사회적 자본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 Cohen(1988)에 의하면 표준화경로계수의 절대값이 .10이하면 효과의 크기가 ‘작다’라고 해석하고, .30정도까지는 ‘보통’으
로 해석하며, .50이상이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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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이전 시점의 비행행동이

일치하며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이후 시점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결과라 할 수 있다.

수 있었다. 이는 한 번 지위비행을 경험한 청소년들

셋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청소년의 지위비행

은 청소년 시기 동안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반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복하게 되는데, 특히 한 번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

나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지위비행 간의 교차지연

이 장기적인 가출을 하거나 재가출을 감행한다는 결

계수가 부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전 시점의

과와 일치한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따라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이후 시점의 청소년 지위비

서 청소년의 지위비행을 연구할 때는 최초 비행시기

행 정도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매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시점마다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둘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중2시기의 사회적 자본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내 사회적 자

이 중3시기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090)과

본은 이전 시점에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자

고2시기의 사회적 자본이 고3시기의 지위비행에 미

본이 누적되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치는 영향력(-.106)을 비교해 보면 고학년이 될수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횡단연구를 통하여 가족

록 영향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들

Teachman(1987)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관련하

(Coleman, 1998; 김경근, 2000; 안우환, 2004)과

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파악한

별첨 1.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①

1.00

②

.564**

③

.506**

.574**

④

.455**

.513**

.600**

⑤

.432**

.476**

.536**

.608**

⑥

.017

.016

.027

.044**

.028

⑦

.016

.037

.031

.022

.036

.398**

⑧

.089**

.082**

.079**

.084**

.096**

.160**

.271**

⑨

.116**

.131**

.118**

.095**

.086**

.200**

.262**

.382**

⑩

.080**

.127**

.111**

.090**

.072**

.140**

.191**

.335**

.521**

⑪

.508**

.336**

.321**

.259**

.267**

-.004

.009

.098**

.112**

.105**

⑫

.372**

.546**

.357**

.333**

.351**

.029

.018

.086**

.124**

.109**

.485**

⑬

.305**

.329**

.526**

.338**

.330**

.022

.038

.106**

.144**

.100**

.454**

.499**

⑭

.301**

.313**

.349**

.556**

.389**

.015

.033

.091**

.094**

.070**

.386**

.438**

.505**

⑮

.300**

.320**

.331**

.377**

.581**

.029

.020

.090**

.089**

.069**

.382**

.438**

.480**

⑭

.535**

① 관계1 ② 관계2 ③ 관계3 ④ 관계4 ⑤ 관계5 ⑥ 구조1 ⑦ 구조2 ⑧ 구조3 ⑨ 구조4 ⑩ 구조5 ⑪ 인지1 ⑫ 인지2
⑬ 인지3 ⑭ 인지4 ⑮ 인지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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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감소하고 학교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증

부모상담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가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에 따

그리고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유지․강화시키기 위

른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기 때

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문에 비행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족 내 사회

환경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적 자본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종단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민가영,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지위비행과의 관계를

2007)에서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가족 내의 사회

살펴 볼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 자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을 가족 내로 한정하고 있으므

연구에서는 매 시점마다 청소년 지위비행은 가족 내

로 지위비행과 관련된 포괄적인 변인에 대한 고려가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지위비행에

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비행의 종류와는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한 후속

달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위비행의 경우에는 그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노성호,

2005;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형성된 가족 내
사회적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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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atus Offenses
and Family Social Capital
Mi Ra Lee

Mi Jeong Park

Dong Eui University

Busa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This study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atus offenses and family social capital.
This study used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in 2003-2007 that were assessed by the Korean
Adolescent Policy Research Institute. Data were Analyzed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with
Amos 7.0.
From the analysis result using the ARCL Model, family social capital and adolescents' status offenses were
continued from middle school 2nd grade to high school 3rd grade in significant stability. In addition, the
previous family social capital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later period adolescent's
status offenses. That is, as family social capital increases, later status offenses of adolescents decrease.
But this cases, adolescent' status offenses did not influenced family social capital at any period.
Key word: Adolescents' Status Offenses, Family Social Capital,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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