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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하여 국내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을 

통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세 단계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 일반긴장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변인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학

교폭력피해, 부모학대, 스트레스, 우울, 비행을 추출하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바탕으

로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실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자료 등을 총망라하여 수집한 후, 설정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바탕

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216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주요 변인간

의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를 추출한 결과, 총 584개의 상관계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셋째,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한 각 변인들간의 평균상관계수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대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우울 및 

비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폭력피해가 높을수록 우울과 비행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와 우울, 비행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비행과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

대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우울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의 함의 및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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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학교폭력, 왕따 등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날로 흉포화, 집단화, 저연령

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비행은 더 이상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

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비행의 문제가 청소년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지고 있

는 실정이다(진혜민, 배성우, 2012, p.194).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청소년 비

행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들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대표적으로 차별접

촉/사회학습이론, 낙인이론,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사회통제이론 등이 주목받고 

있는데, 과거에는 청소년이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변인들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는 

통제이론(Control Theory)이나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행관련 가치나 태도, 동

기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비행을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이성식, 2006, pp.7-9). 하지만, 최근에는 앞선 

이론들보다 덜 결정론적이며 보다 유연하게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긴장이론에 대

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이철, 2009, p.238).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이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긴장변인들이 비행에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여러 종류의 긴장을 발생시키

는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데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 있다(Agnew, 1992). 예를 들면, 

긴장이란 부모와의 갈등, 학업성적의 부진, 이성친구와의 헤어짐, 친구와의 다툼 등 청

소년들이 가정과 학교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긴장요소들이 비행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은 경쟁만을 강조하는 현 교육 시스템, 집

단 따돌림, 가족해체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황혜원, 2009, p.3). 이러

한 유용성으로 인해 일반긴장이론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고자 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성식, 1999, 2003, 2006; 정기원, 권량희, 2006; 김재엽, 송아영, 박경

나, 2008; 이철, 2009; 황혜원, 2009; 이도선, 2011)이 국내에서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대체적으로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긴장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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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일반긴장이론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일반긴장이론은 청소년이 일상 환경

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긴장변인들이 모두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연구들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연구모형에 일부 

변인들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

(2008)의 연구에서는 긴장변인으로서 학대경험만이 포함되어 있고, 정기원, 권량희

(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 및 교사의 애착이 긴장변인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일부 변인

들만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최근 청소년이 느낄 수 있는 긴장

변인을 가정, 학교, 친구관계로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시도(이철, 2009)가 진행되고

는 있지만, 긴장변인들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  

둘째, 주요 변인의 개념적 범위가 개별 연구마다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에서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비행의 경우에도 그 범위가 각각 상이

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이성식(1999)의 연구에

서는 청소년 범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후속연구(이성식, 2003, 2006)의 연구에

서는 폭력비행,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2008)의 연구에서는 지위비행 등으로 비행의 

범위를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론 검증에 있어 일반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다(이철, 2009, p.240). 따라서 일반긴장이론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한 변인들을 포괄하여 투입함과 동시에 주요 변인들의 개념적 범위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개별 연구자들이 이론의 검증을 위해 활용한 연구대상이나 주요 변인들이 상이

하기 때문에 개별연구의 결과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긴장요인

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관된 결과와는 달리 긴장요인과 비행 간의 조건적 

변인들의 효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Agnew, 2015). 예를 들어, 이성식(2003)의 연구에서 일반긴장이론의 긴장요

인의 영향력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긴장의 조건변인으로서 학교유대, 자기통제력의 

효과는 지지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2008)의 연구에서도 

긴장요인의 조건 변인으로 설정된 자기통제력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Cheung, Choi와 Cheung(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 긴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커진다는 결과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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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이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들 중의 일부는 개별연구들이 활용한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다르거나 연구대상의 이질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에는 개별연구를 통해 진행된 연구결과가 가질 수 있는 제한점들을 극복하고 이론 검증

의 일반화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별 연구의 결과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론

의 검증을 시도하는 메타분석 연구방법이 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술한 선행연구들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긴장이론을 통합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는 차원에서 메타분석과 경로분석을 결합한 새로운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일반긴장이론의 가설적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변인들 간의 관

계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을 총망라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일반

긴장이론에 대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체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의 일반긴장

이론에 대한 일반화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 비행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긴장이론의 주요한 변인들을 탐색하

고 가설적 이론모형을 설정한다. 

연구문제 2: 메타분석을 통해 주요 관련 변인들 간의 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한다.

연구문제 3: 메타분석을 통해 계산된 주요 값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일반

긴장이론의 가설적 이론모형을 검증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일반긴장이론

일반긴장이론은 1950~60년대의 구조적 불균형과 청소년 비행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

하던 고전적 긴장이론(Classic Strain Theory)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한 Agnew(1992)

의 연구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고전긴장이론의 핵심인 구조적 불균형과 관련된 긴장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여러 가지 긴장을 발생시키는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황혜원, 2009, p.5). 일반긴장이론에서의 긴장은 기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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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Agnew(1992)는 이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째는 ‘긍정적 목표성취의 실패’로 이는 기대와 가능성간의 차이, 기대와 실제

성취 사이의 차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과와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로 발생하는 긴장을 

말한다. 두 번째는 ‘긍정적 자극의 소멸’로 개인에게 중요한 사물이나 사람의 상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부모의 사망, 또래 친구들로부터의 버림받음, 전학, 이사 등과 

같은 변화도 포함한다. 세 번째는 ‘부정적 자극의 발생’으로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관련

성이 높은 긴장으로 제시하고 있다.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주로 학대경험, 신체적 

처벌의 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등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긴장 유형으로(김재

엽, 송아영, 박경나, 2008) 직접적인 피해경험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경험과 예

견된 피해 또한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도선, 2011). 즉, 비행은 긴장을 

줄이거나 긴장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긴장을 제공한 대상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하

여, 또는 긴장에서 유발된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Agnew, Brezina, Wright & Cullen, 2002, p.44). 

2. 일반긴장이론의 긴장요인, 정서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긴장이론에서는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생활긴장으로 인하여 분노, 스트레스, 우울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정서)에 빠져들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려는 교정적 행위(corrective action)를 유발하며 이 

과정에서 비행이나 범죄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Agnew, 1992). 이러한 일반

긴장이론의 검증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이를 긴장요인에 

관한 논의와 부정적 정서요인에 관한 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가. 긴장요인

긴장요인으로 우선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들 수 있다. Merton(1938)은 긴장이론

에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문화적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합법적인 기회의 

차이가 사회의 구조적 긴장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탈행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목표를 이루고 싶은 욕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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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만 달성 할 가능성이 적은 사회경제적으로 하위계층에 속한  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김하늘, 황의갑, 2010, p.118 재인용).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혹은 수준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석형, 2007).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소년의 비행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양육행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정

소희, 2007),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청소년이 

느끼게 되는 주관적 불만이나 부정적 감정이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김준호, 안호용, 김

선애, 김선업, 2002)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Agnew(1992)가 제시한 ‘긍정적 목표성취의 실패’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기대하

는 바가 있으나 개인이 속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그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긴장의 형태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청소년이 속한 사회경제적 수준은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으며, 자신이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됨에 따라 느끼게 

되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행에 노출되게 되는 간접적인 영향 또한 배재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보다 최근에는 긴장의 세 가지 하위유형 중 두 번째인 ‘긍정적 자극의 상실’과 세 

번째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이 정확하게 분리되지 않고 혼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세 번째인 ‘부정적 자극의 발생’과 관련된 긴장요인에 관심이 집중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김현정, 황의갑, 2011). 특히, 청소년의 주요한 생활환경이 되는 

가정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자극에 주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정에서의 학

대경험과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피해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이성식, 2003;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 2008; 기광도, 2011; 이도선, 2011).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

는 청소년들은 부정적 정서를 폭력적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부모로부터 배움으로써 또래

폭력, 약물남용, 가출을 포함한 각종 비행과 범죄 및 사회적 일탈행위에 쉽게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신선인, 2008). 또한, 기광도(2011)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학대경험

은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주요한 사회적 환경인 학교에서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자극에 직면했

을 경우 그런 자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 자극을 끝내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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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자극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관련된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다

(Agnew, 1992). 예를 들어, 집단 따돌림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은 이 상황을 극복하거

나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청소년을 따돌리거나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

행을 저지르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이명신, 2002). 이와 같이 

부모로 부터의 학대나 동료들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폭력과 같은 부정적 자극의 발생은 

청소년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나. 정서요인

Agnew(1992)는 앞서 설명한 긴장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의 효

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주요한 감정으로 분노,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긴장요인과 정서요인들간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긴장요인

과 정서요인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변인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진혜민, 배성우(2012)의 연구에서는 경제상태와 비행이 부적인 상관

이 있었으며, 부모학대와 비행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스트레

스와 비행, 우울과 비행은 모두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근복, 정우석(200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인식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와 스트레스의 수준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계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학생과 좋다고 

인식하는 학생 사이의 스트레스 수준이 전체 스트레스 분포의 1표준편차 정도의 차이를 

보일 만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인식하는 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강영호, 조성일, 양승미, 이무송(2005)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김영미(2016)의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및 또래폭력 등

과 같은 중복적인 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스트레스

와 우울 및 비행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영, 이택호, 한윤선(2015)의 연구

에서는 학교폭력피해와 비행을 매개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우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

고 부모학대와 관련하여 서인균, 이연실(20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 내 학대경

험이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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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2008)의 연구에서도 학대경험과 지위비행간의 관계에서 우

울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서요인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김은주(2015)의 연구에

서는 초등학생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우울과 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비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재엽, 이동은, 정윤경(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우울이 완전 매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우채영, 정현희(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

하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주며, 우울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긴장요인 및 정서요인과 청소년비행과의 관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의 연구에서는 긴장의 

조건변인들의 영향력에 관하여 일관된 결과를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성

식, 2003;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 2008; Mazerolle & Piquero, 1997; Hoffmann & 

Miller, 1998; Moon, Morash, McCluskey & Hwang, 2009; Cheung, Choi & Cheung 

2014; Agnew,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긴장이론의 검증에 관한 국내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상이한 연구결과들을 재검토하고 일반긴장이론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이 경험하

게 되는 긴장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와 이로 인해 유발

되는 부정적 감정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검토를 위해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일반긴장이론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일반긴장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메타경로분석을 

Visvesvaran과 Ones(1995)에서 제시한 단계를 바탕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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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일반긴장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변인을 검토하고 가

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는 단계로, 이를 위해 국내·외 청소년 비행 및 일반긴장이론에 

관한 다양한 문헌고찰을 통하여 일반긴장이론을 구성하는 주요한 변인들을 추출한다. 

또한, 추출된 주요한 변인들 간의 가설적 관계설정을 통한 연구모형을 구체화한다. 두 

번째는 설정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 값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후 메타

분석을 실시하는 단계로, 주요 변인들을 Key-word로 하여 국회도서관, 학술연구정보서

비스(RISS), KISS, DBPIA 등의 주요 학술검색사이트에서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에 필요한 주요 값들을 코딩한 후, 메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는 단계로, 메타분석을 통해 계산된 각 변인들 간의 표준상관계수에 대한 상관행

렬표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이론

을 검증한다.

1. 연구모형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긴장이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요한 변인을 검토하고 가설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청소년 비행 및 일반긴장이론에 관한 다양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긴장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를 설정하였고, 긴장요인으로 인한 정서반응으로서 스트

레스와 우울을 설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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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분석 자료수집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정된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상관 값에 대한 자료를 수집

한 후 메타분석을 실시하는 단계로, 주요 변인들을 Key-word로 하여 국회도서관, 학술

연구정보서비스(RISS), KISS, DBPIA 등의 주요 학술검색사이트에서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에 필요한 주요 값들을 코딩한 후, 메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간의 평균효과크기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값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인인 ‘청소년’, ‘비행’,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

학대’, ‘스트레스’, ‘우울’, ‘공격성’등을 주제어로 하여 국회도서관,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KISS, DBPIA 등에서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지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주제어를 통해 검색된 논문은 약 3,800여개로 학술지 1,570개, 학위논문 2,280개 

이상이 검색이 되었다. 

검색된 연구들 중 메타분석을 위하여 분석대상 논문으로 포함된 연구들은 다음의 

기준을 통해 선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비행,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

해, 부모학대, 스트레스, 우울 중 최소한 2개 이상의 변인 간 관계를 조사한 연구를 대상으

로 하였다. 둘째, 대상이 되는 연구들 중 효과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 정보(두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제공하는 연구를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연구들 간에 중복이 있는 경우는 

보다 포괄적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우선하였다. 넷째, 학위논문과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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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복될 경우, 출판시기가 빠른 것을 우선하였다. 다섯째, 동일한 2차 자료(패널 자료 

등)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들에서 같은 변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례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연구만을 포함한 나머지 다른 연구들은 제외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가. 메타분석 

메타분석(Meta-analysis)은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을 체계적이고 계

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을 통해 하

나의 종합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접근방식이다(오성삼, 2002). 즉, 기존의 연구가 갖는 

제한적이며 편파적일 수 있는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화된 가설을 검증하게 됨으로써 보다 강력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송혜양, 1992). 이와 같이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은 근거기반실천에 

있어 가장 설득력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고 있다(Harbour & Miller, 2001). 

메타분석을 통해 정확하고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변인의 관계

에 관한 실증적이며 수량적인 형태로 결과가 제시된 개별 연구물들의 수가 풍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와 내용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한다(오성삼, 2002). 첫째, 연구

주제 및 변인의 설정하고 분석에 포함될 연구와 효과크기의 유형, 코딩에 포함될 특성 

및 분석 방법 등을 결정한다. 둘째, 명확한 연구의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문헌들을 

검색하고 선정한다. 셋째, 선정된 자료에서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코딩한다. 넷째, 코딩

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크기를 계산하며 효과크기의 동질성 유무, 신뢰구간,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토한다. 다섯째,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여섯째, 출판편의 분석 등을 통해 메타분석된 결과에 대한 오류 

검증을 실시한다(오성삼, 2002). 

나. 경로분석

경로분석(path analysis)은 측정변수들 간에 가정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으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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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인들 간의 공분산 및 상관관계를 토대로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특히, 경로분석은 2개 이상의 독립변수와 2개 이상의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는 점에서 정준상관분석과 유사하며, 전체 모형의 적합성 평가보다는 각 경로의 유의성 

여부에 주안점을 두는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11). 이러한 경로분석을 통해 

중다회귀분석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변수들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매개효과), 총효

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배병렬, 2014).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분석을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에는 전체 경로모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주요 경로의 간접효과를 검토하고 부트스트

래핑(Bootstraping) 분석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배병렬, 2014).

다. 메타경로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주요 이론인 일반긴장이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근 

사회과학의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메타분석방법과 경로분석의 방법

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한다. 메타경로분석(Meta-path analysis)은 Visvesvaran과 

Ones(1995)의 연구에서 메타분석(Meta-analysis)과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의 원리를 결합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메타분석

은 분석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es)으로 개별 연구의 결과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많은 

개별 연구나 결과들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이 시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메타경로분석은 주요 한 연구데이터를 종합·재분석하

는 메타분석과 이론적 인과모형을 분석하는 구조방정식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진혜민, 2012, p.4). 즉, 메타경로분석은 일차적으로 메타분석을 통해 주요한 이론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표준상관계수를 구한 후, 구해진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의 

상관행렬을 구조방정식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메타경로분석은 개별연

구들에서 검증되기 어려운 보다 포괄적이고 복잡한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

으로 제시되고 있다(Visvesvaran & Ones, 1995, p.866). 

메타분석과 구조방정식분석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자 한 Visvesvaran과 Ones(1995)

의 시도 이후에 이러한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과학의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는 다양

한 시도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Colquitt, LePine, & Noe, 2000; Dunst & Triv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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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heu, Lent, Brown, Miller, Hennessy & Duffy 2010; Yu, Chiu, Lin, Wang, 

& Chen 2007). 예를 들면, Sheu, Lent, Brown, Miller, Hennessy와 Duffy(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검증하고자 하였고, Yu, Chiu, Lin, Wang과 Chen 

(2007)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와 건강간의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메타경로분

석을 실시하였다.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로 측정모형의 검증 단계(1~5단

계)와 인과모형의 검증 단계(6~7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Visvesvaran과 Ones(1995: 

867)가 제시한 세부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이론검증을 위한 주요한 변인들과 

가설화된 관계를 확인한다. 2단계, 주요 변인들에 대해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조작된 

개념과 측정에 관한 사항들을 확인한다. 3단계, 주요 변인들에 대한 조작화된 측정값들

의 상관이나 조작화된 측정에 대한 정보들에서 보고된 모든 개별적 연구들의 자료를 

수집한다. 4단계, 수집된 개별연구들에서 제시된 측정값들에 대한 진점수 상관을 구하

고 메타분석을 실시한다. 5단계, 측정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변인분석을 실시한다. 6단

계, 주요 변인들 간의 진 점수 상관을 계산한다. 7단계, 가설화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하

여 계산된 진점수 상관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주제가 동일

한 개별 연구들의 결과들을 통합하여 이론적 및 경험적으로 가설화된 모형을 검증하고

자 할 때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하는 것은 단일의 연구에서 검증되기 어려운 보다 포괄적

이고, 복잡한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진혜민, 2012; Ronald, 2013; Visvesvaran & Ones, 1995).

Ⅳ. 연구결과

1. 분석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된 연구

는 총 216편이었으며, 선정된 논문들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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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논문들을 살펴보면, 석사학위논문 106편(49.1%), 박사학위논문 6편(2.8%), 

학술지 104편(48.1%)이었으며, 논문들의 사례 수 분포로는 100명 이상 499명 미만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500명 이상 999명 미만이 22.2%, 2000명 이상이 17.6%, 

1000명 이상 1999명 미만 8.3%, 100명 미만이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의 분석대상 논문들의 연구년도는 2010년에서 2016년까지가 118편(54.6%), 2005년에

서 2009년까지가 63편(29.2%), 2000년에서 2004년까지가 28편(13.0%)로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선정된 논문의 일반적 특성

(N=216)

구분 내용 빈도 백분율

논문출처 박사학위논문 6 2.8

석사학위논문 106 49.1

학술지 104 48.1

사례 수 100 미만 3 1.4

100 이상~499 미만 109 50.5

500 이상~999 미만 48 22.2

1000 이상~1999 미만 18 8.3

2000 이상 38 17.6

연구년도 1995~1999년 7 3.2

2000~2004년 28 13.0

2005~2009년 63 29.2

2010~2016년 118 54.6

분석을 위해 선정된 216편의 연구들에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상관계수를 모두 추출한 결과, 총 584개가 추출되었고 최종 분석에 사용되

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주요한 변인들의 값을 최대한 포괄

적으로 검토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일반긴장이론을 검증함에 있어 포괄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된 개념 또한 포괄적으로 설정되었다. 예를 들

어, 비행의 경우에는 경비행, 중비행, 인터넷(사이버) 비행 등을 포함시켰고, 부모학대는 

학대뿐 아니라 방임도 분석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주요 분석 변인의 분석단위를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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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메타분석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균효과크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software 2.0을 사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메타분석의 결과는 효과크기(effect size)로 설명되는데, 효과크기는 메타분석

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위이다. 동일한 주제의 연구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일치하지 않은 

척도를 가진 경우에는 그 결과들을 종합하기 위해 동일 척도로 바꾸어주는 표준화과정

이 필요하며, 이 표준화된 크기를 효과크기라 한다(진혜민, 2012).

본 연구에서는 논문들로부터 얻은 통계치를 기초자료로 하여 본 메타분석에서 기준 

통계치로 사용하는 계수인 상관계수 r을 추출하고 Fisher가 제시한 표준화된 상관계수

(Zr)로 변환하였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의 분포는 치우친(비대칭) 분포를 나타내기 때

문에 상관계수 r을 Fisher가 제시한 Z-변환을 통해 정규분포에 가까운 대칭분포를 만든 

후에 Z값을 가지고 상관계수의 병합과 그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수행하게 된다(오성삼, 

2002; 김동배, 손의성, 2005). 또한, 다양한 수준의 개별연구에 대해 보다 안정된 통계

치를 얻기 위해 Fisher's Zr값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법에는 사례수

를 가중치로 사용하는 단순한 방법과 표준오차의 역수를 적용한 역분산가중치(inverse 

variance weight)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김동배, 손의성, 2005). 본 연구에서는 보다 

안정된 가중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역분산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표준

화된 상관계수(Zr)로 변환된 상관계수의 역분산가중치는 N-3〔N: 사례수〕이다(오성

삼, 2002). 

가. 출판편의에 대한 검증

출판편의는 메타분석에서 잠정적으로 내적타당도를 위협하는 변인으로 결과를 분석

하고 해석하는 데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Rothstein, Sutton & Borenstein, 2005; 

Peters, Sutton, Jones, Abrams & Rushton, 2006). 출판편의(publication bias)란 출판된 

연구 결과만을 종합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의를 의미하며, 이는 효과의 유의성이 기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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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연구자가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판된 논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 발생

하게 된다(오성삼, 2002). 

본 연구에서는 출판편의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Egger의 선형회귀선 검정을 실시하였

고, 출판편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안전계수

(fail-safe N)를 확인하여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였다(진혜민, 박병선, 2013; Thornton 

& Lee, 2000). 실제 출판편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변인에 대해서는 

출판편의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출판편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가 작은 연구들이 효과의 크기가 크다는 근거는 있지만 출판편의의 문제가 

연구의 타당성을 위협할 수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출판편의 분석결과 

변수 Egger’s regression intercept N Rosenthal’s 
Fail-safe NIntercept SE p-value

비행 - 사회경제적 수준 -0.8582 0.904 .035 24,920 1,280

비행 - 학교폭력피해 3.0388 1.599 .070 19,574 4,857

비행 - 부모학대 1.8360 0.470 .000 88,544 4,099

비행 - 스트레스 3.7052 1.502 .019 50,480 1,353

비행 - 우울 4.8570 0.892 .000 70,460 4,840

사회경제적 수준 - 학교폭력피해 0.0821 6.187 .990 6,866 187

사회경제적 수준 - 부모학대 -10.6950 6.789 .256 10,421 141

사회경제적 수준 - 스트레스 0.6566 1.121 .589 5,054 136

사회경제적 수준 - 우울 -6.8846 7.012 .399 4,704 59

학교폭력피해 - 부모학대 -6.4251 3.167 .058 33,968 5,078

학교폭력피해 - 스트레스 -0.3997 1.474 .797 10,387 290

학교폭력피해 - 우울 3.7703 2.660 .168 20,450 3,685

부모학대 - 스트레스  2.9136 1.469 .061 19,808 7,796

부모학대 - 우울 1.0382 1.043 .325 36,791 4,880

스트레스 - 우울 0.6967 0.670 .300 151,330 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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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효과크기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의 효과크기의 해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 

이하이면 작은 효과크기, .25 전후의 경우 중간 효과크기, .4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보는 방식을 따랐다(오성삼, 2002).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평균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관련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통합한 결과를 살펴볼 때, 모든 

변인들의 관계에서 평균효과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표 3>에는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된 사회경제적 수

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스트레스, 우울, 공격성과 비행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비행과 사회경제적 수준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행과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스트레스, 우울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

균상관계수의 크기를 살펴보면, 비행과 주요변인간의 효과크기에서는 비행-우울

(Zr=.280)이 가장 컸으며, 비행-부모학대(Zr=.239), 비행-학교폭력피해(Zr=.229), 비행-

스트레스(Zr=.198), 비행-사회경제적 수준(Zr=-.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평균효과크기 

변인 간 관계 연구 수 표본 수 평균상관계수
(Zr)

가중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Lower Upper

비행 - 사회경제적 수준 27 24,920 -.100 .016 -.132 -.068

비행 - 학교폭력피해 21 19,574 .229 .017 .195 .262

비행 - 부모학대 108 88,544 .239 .012 .215 .262

비행 - 스트레스 34 50,480 .198 .019 .161 .235

비행 - 우울 88 70,460 .280 .016 .249 .312

다음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정된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스트레스,우울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평균상관

계수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학교폭력피해-부모학대(Zr=.394)가 전체 평균상관계수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우울(Zr=.389), 부모학대-스트레스(Zr=.350),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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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피해-우울(Zr=.329), 부모학대-우울(Zr=.304), 학교폭력피해-스트레스(Zr=.157), 

사회경제적 수준-학교폭력피해(Zr=-.151), 사회경제적 수준-스트레스(Zr=-.151), 사회

경제적 수준-부모학대(Zr=-.133), 사회경제적 수준-우울(Zr=-.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들 간의 평균효과크기 

변인 간 관계 연구 수 표본 수 평균상관계수
(Zr)

가중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Lower Upper

사회경제적 수준 - 학교폭력피해 5 6,866 -.151 .035 -.220 -.083

사회경제적 수준 - 부모학대 4 10,421 -.133 .048 -.226 -.040

사회경제적 수준 - 스트레스 6 5,054 -.151 .021 -.192 -.109

사회경제적 수준 - 우울 5 4,704 -.119 .060 -.237 -.001

학교폭력피해 - 부모학대 20 33,968 .394 .043 .312 .480

학교폭력피해 - 스트레스 7 10,387 .157 .031 .096 .217

학교폭력피해 - 우울 29 20,450 .329 .036 .258 .400

부모학대 - 스트레스  22 19,808 .350 .030 .290 .409

부모학대 - 우울 43 36,791 .304 .021 .264 .345

스트레스 - 우울 165 151,330 .389 .011 .367 .412

3. 연구모형 분석

앞서 메타분석을 통해 계산된 주요 변인들간의 평균효과크기와 사례 수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의 <표 5>와 같이 상관행렬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일반긴

장이론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효과크기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된 연구

의 수는 최소 4개에서 최대 165개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례 수는 최소 4,704명에서 

최대 151,33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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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메타분석된 상관행렬 

사회적경제 수준 학교폭력 피해 부모학대 스트레스 우울 비행

사회적경제 수준 -

학교폭력피해 -.151*
5**

6,866***

-

부모학대 -.133
4

10,421

.394
20

33,968

-

스트레스 -.151
6

5,054

.157
7

10,387

.350
22

19,808

-

우울
-.119

5
4,704

.329
29

20,450

.304
43

36,791

.389
165

151,330

-

비행
-.100

27
24920

.229
21

19,574

.239
108

88,544

.198
34

50,480

.280
88

70,460

-

*평균효과크기  **연구 수  ***전체 사례 수

가. 전체 사례 수에 대한 조화평균 분석

다음으로 연구모형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의 분석에 사용될 사례 수와 관련하여 메타

경로분석에 포함되는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사례 수를 단순 산술평균하여 투입

하는 것보다 조화평균을 구하여 분석에 투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례 수에 대한 조화평균 값을 구하여 투입하였다

(Visvesvaran & Ones, 1995, p.867; Colquitt et al., 2000, p.693). 

조화평균은 여러 집단들에 속한 사례수가 다른 경우, 자료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균형

자료로 바꾸기 위하여 모든 집단에 동일한 사례수를 산출하는 사례 수 조정방법이다. 

J개의 집단에 사례수가 일정치 않다면, 각 집단별 통계량의 값은 자료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측정의 정밀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등분산성을 위배하게 되므로, 모든 집단이 

조화평균의 사례수를 갖도록 조정하여 통계적 분석을 한다. J개의 집단에 대한 사례수의 

조화평균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H가 모든 집단에 적용되는 조화 

평균이다(교육평가용어사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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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된 총 사례 수는 553,757이고 이를 산술평균하면 36,917로 계산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화평균을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공식을 사용하여 메타

분석을 통해 나온 사례 수에 대한 계산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례 수에 대한 조화평균은 

14,320.5로 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올림하였고, 최

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연구모형의 사례 수는 14,321이다.  

나. 연구모형 분석

앞서 제시한 <표 5>의 메타분석된 상관행렬표를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용하여 긴장 

변인, 정서적 변인, 비행에 대한 Full-path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

형에 대한 분석결과가 다음의 [그림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교폭력피해가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명한 모형의 선택을 

위하여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삭제한 후 수정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Full-path모형과 수정모형의 모형적합도가 다음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두 모형간

의 동질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χ2 difference=1.470, 

df=1, p=.225 ns). 분석결과, Full-path 모형과 수정모형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에 보다 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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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표 6. 연구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

적합도 NPAR DF CMIN SRMR TLI CFI RMSEA

연구모형 21 0 0 .0000 - 1.00 -

수정모형 20 1 1.470 .0020 .999 1.00 .006(.000 ~ .024)

최종적으로 선택된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χ2=1.470, df=1, p=.225, 

RMSEA=.006, CFI=1.00, TLI=.999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주요한 

경로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7>,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 우울, 스트레스는 비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β=-.048, p<.001), 학교폭력피해가 높을수록(β

=.108, p<.001), 부모학대가 많을수록(β=.113, p<.001), 우울이 높을수록(β=.065, 

p<.001), 스트레스가 많을수록(β=.179, p<.001) 비행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β=-.106, p<.001)와 우울(β=-.023, 

p<.01)이 낮아지며, 부모학대가 높을수록 스트레스(β=.336, p<.001)와 우울(β=.097, 

p<.0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피해가 높을수록 우울(β=.238, p<.001)은 

높아졌으나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우울(β=.314, p<.001)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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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모형의 주요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 

경로 β S.E. C.R.

사회경제적 수준 → 비행 -.048 .008 -5.938***

학교폭력피해 → 비행 .108 .009 12.239***

부모학대 → 비행 .113 .009 12.474***

우울 → 비행 .065 .009 7.271***

스트레스 → 비행 .179 .009 20.034***

사회경제적 수준 → 스트레스 -.106 .008 -13.549***

부모학대 → 스트레스 .336 .008 42.795***

사회경제적 수준 → 우울 -.023 .007 -3.036**

학교폭력피해 → 우울 .238 .008 29.699***

부모학대 → 우울 .097 .008 11.560***

스트레스 → 우울 .314 .008 39.951***

사회경제적 수준 ↔ 학교폭력피해 -.151 .000 -17.867***

사회경제적 수준 ↔ 부모학대 -.133 .000 -15.777***

학교폭력피해 ↔ 부모학대 .394 .000 43.866***

**p<.01, ***p<.001

그림 3. 수정모형 분석결과

다. 매개효과 분석

최종 수정모형을 바탕으로 주요 경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8>에 주요 독립변인인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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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제시하였다. 간접효과의 유

의성은 bootstrap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경제 수준이 정서반응(스트레스, 우울)을 거쳐 비행에 미치는 간접

효과의 크기가 -.017(P=.010)이었으며, 학교폭력피해가 스트레스를 통해 비행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3(P=.009)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학대가 정서반응을 거쳐 비행

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크기는 .058(P=.003)로 나타나 우울과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주요 경로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경 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간접신뢰구간

사회경제적 수준 → 비행 -.064 -.048 -.017 -.020 ~ -.014**

학교폭력피해 → 비행 .151 .108 .043 .039 ~ .047**

부모학대 → 비행 .171 .113 .058 .054 ~ .066**

**p<.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고 있는 일반긴장이론을 통합적이고 검증하기 위하

여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반긴장이론에서 청소년

이 경험하게 되는 긴장변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를 설정하

였으며, 이러한 긴장을 경험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부정적 감정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을 

설정하여 최종적인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1995년부

터 2016년 3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들 중 216편의 

논문에서 제시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상관행

렬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들 간의 평균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비행과 주요변인간의 효과크기에서는 비행-우울(Zr=.280)이 

가장 컸으며, 비행-부모학대(Zr=.239), 비행-학교폭력피해(Zr=.229), 비행-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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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198), 비행-사회경제적 수준(Zr=-.100)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

상관계수는 학교폭력피해-부모학대(Zr=.394)로 전체 평균상관계수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우울(Zr=.389), 부모학대-스트레스(Zr=.350), 학교폭력피해-우울

(Zr=.329), 부모학대-우울(Zr=.304), 학교폭력피해-스트레스(Zr=.157), 사회경제적 수

준-학교폭력피해(Zr=-.151), 사회경제적 수준-스트레스(Zr=-.151), 사회경제적 수준-부

모학대(Zr=-.133), 사회경제적 수준-우울(Zr=-.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에 대한 

Full-path 경로분석을 일차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간명한 모형을 위해 유의하지 않은 경

로를 삭제한 후 수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적합도가 수용가능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일반긴장이론을 바탕으로 

설정된 변인들을 사용한 분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청소

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변인과 부정적 정서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타당하게 

예측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반긴장이론의 유용성

을 검증한 것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접근으로서 일반긴장이론이 활용 가

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연구모형의 주요 경로를 살펴보면, 학교폭력피해가 스트레스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긴장이

론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고 있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제공해 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김준호, 안호용, 김

선애, 김선업, 2002; 이성식, 2003; 정소희, 2007; 김재엽, 송아영, 박경나, 2008; 신선

인, 2008; 이도선, 2011). 

넷째, 일반긴장이론의 긴장요인인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폭력피해, 부모학대가 부정

적 정서인 스트레스와 우울을 매개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경

제 수준과 비행 간의 관계에서는 부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피

해 및 부모학대와 비행간의 관계에서는 정적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긴장의 영향력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맥

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Agnew(2015)가 제시한 바와 같이, 긴장과 비행 

간의 조건변인들의 영향력이 각 사회와 문화권 혹은 특정 상황에서 일부 상이하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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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한 학업, 외모, 친구, 부모, 교사 등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에 

대한 고려 및 부모학대에 있어서 언어적, 신체적, 방임 등의 구분을 통한 비행에 대한 

긴장요인들의 세밀한 영향력과 조건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 변인과 비행의 관계에

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청소년들이 높은 비행수준을 보이

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가지게 되는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청소년의 비행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이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폭력피해와 부모학대는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와 우울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의 비행에 개입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학대의 경험과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제공되는 사후적인 개입이 

아닌 학대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선재적인 예방 프로그램 및 개입이 제공되어

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론검증을 위한 메타경로분석 방법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학의 이론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방식은 일정한 샘플링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론을 검증함에 있어 

제외되는 변인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론의 검증을 위해 메타경로분석

을 사용하게 될 경우, 메타분석을 통해 이론의 주요 변인들간의 통합된 결과를 추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일연구에서는 제외되는 변인들 간의 값들까지도 이론 검증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즉, 본 연구를 통해 메타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긴장이론

의 주요한 개념들 간의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일반긴장이론에 관한 통합적인 이론 검증

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된 여러 선행연

구들에서 연구의 결과가 일부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혼란을 해소하고 일반긴

장이론에 대한 통합적인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에서 연구된 자료를 메타분석한 결과를 사용하여 청소년 비행의 

일반긴장이론을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 비행의 이론과 관련한 새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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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국외에서는 사회과학의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메타분석을 통한 결과

의 통합과 이렇게 통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모형을 검증하는 방법으로서 메타경로분

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Landis, 2013). 특히,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방법

과 같이 메타분석의 결과를 활용하여 단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을 검증하는 차원

을 넘어서 주요 변인을 잠재변수로 구성하거나 위계적 2변인 변수로 구성하는 등으로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방법들로 발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Cheung & Chan, 

2005, 2009; Dunst & Trivette, 2009; Sheu, Lent, Brown, Miller, Hennessy & Duffy 

2010). 그러나 국내에서 메타경로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진혜

민(2012)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김희선(2015)의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시도된 자료 분석 방법으로서의 메타경로분석은 국내의 2차 자료의 분석과 이론 검증의 

방법으로서 메타분석과 구조방정식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에서도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메타분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간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메타경로분

석을 할 수 있는 연구 자료들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

의 메타분석의 결과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메타경로분석을 

활용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의 주요 변인들에 대한 개념적 범위와 측정도구의 동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모형에서 조건변인으로서 부정적 정서인 스트레스와 우울만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 긴장요인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조건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는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긴장요인의 영향력을 낮추는 긍정적인 조건변인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제안한다. 셋째, 메타분석이 가지는 일반적인 제한점으로 일반긴

장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효과크기를 검토할 만큼의 충분

한 선행연구가 제시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즉, 일반긴장이론을 설명하는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선행연구 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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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일반긴장이론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포함하는 가설적 연구모형의 분석이 필요하다. 

박병선은 경북대학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복지학과 조교수
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역사회정신보건, 척도의 타당화, 정신건강문제, 청소년복지이
다. 현재 척도의 측정불변성, 메타경로분석 등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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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ing the General Strain Theory of 
Adolescent Delinquency using Meta-Analytic 

Path Analysis

Park, Byung-Sun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Bae, Sung-Wo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attempted to make an integrated and scientific testing of general 

strain theory regarding adolescents delinquency in Korea, using meta-analytic path 

analysis. The test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three stages. First, data on 

socioeconomic status,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parental abuse,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delinquency as major factors in the general strain theory were 

extracted, and then a theoretical research framework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relationship among those factors. Second, data regarding correlation values of factors

of the research model were collected from various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nd

academic journals. And based on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he variables included

in the research model, a meta-analysis was conducted. Our analysis covered 216

data sources and a total of 584 correlation coefficients. Third, based on the average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factors calculated by meta-analysis, path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of the test showed that higher 

socioeconomic status led to lower level of stress, depression and delinquency; higher

victimization of school violence lead to depression and delinquency; higher parental

abuse resulted in an increased level of depression, aggressiveness and delinquency; 

and higher depression and level of stress brought  higher delinquency. The mediating

effect of level of stress and depression was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Keywords: Adolescent, Delinquency, General Strain Theory, Meta-Analytic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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