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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국내 청소년 비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 선정은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청소

년’, ‘비행’, ‘사회학습이론’ 등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 시작시점에 제한 없이 2018년 7월

까지 획득된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Akers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한 

문헌으로 추출한 5,486편의 논문 중 청소년과 비행을 주제로 연구한 36편의 논문을 

선정하였으며, 이중 질 평가를 통과한 36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는 첫째,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에서 청소년 비행이 연구되었으며,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대략 2003년부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둘째, 여러 유형의 청소년 비행이 측정되었고, 가장 많은 비행유형은 음주 및 흡연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유형이 변화하였고, 2009년 이후

의 논문에서는 인터넷 비행(사이버 성폭력 및 스토킹, 언어폭력, 음란 폭력물 접촉 등)이 

측정되었다. 셋째, 청소년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서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변인 

중 차별적 접촉의 중요성이 공통적으로 보고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청소년

의 비행 유형 및 구성요인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유용성을 제시하

였고,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위한 논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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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가 지나친 범죄들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인사이트, 2018). 2018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난 

10년간 소년 강력범죄(흉악, 폭력범죄)의 발생비율(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은 

2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유형의 소년범죄비율이 감소된 것과 대조되

는 수치이다. 그리고 여성가족부(2017)가 발간한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소년범죄자 비율

은 전체범죄자 중 3.8%에 불과하나, 소년 강력범죄자는 전체 강력범 중 약 10%를 차지

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소년 범죄는 우발적 범죄의 비중이 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

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양식의 위험성(이장현, 우룡, 조혜경, 2004, p.100), 청소

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강력범죄 증가(송영지, 김수영, 김진현, 2016, p.51)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범죄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이버 범죄(이장현, 우룡, 조혜경, 2004, p.106)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취범죄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YTN, 2018). 청소년 시기에 

처음 범죄행위를 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재범율은 범죄 청소년 10명 중 4명으로 밝혀

졌는데, 이는 청소년 비행이 방치될 경우 반복적이며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윤승현, 2015, p.1).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다양하며, 크게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측면에는 사회제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청소년 비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미시적 측면은 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족과 개인의 환경적 측면의 

영향으로 비행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청소년 비행연구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들

로 차별접촉이론, 사회학습이론, 긴장이론, 낙인이론, 사회유대이론, 범죄일반이론(자기

통제이론) 등이 소개되었다(이성식, 2006, p.6). 이밖에도 거시･미시적 관점과 다르게 

어떠한 사회구조나 특정한 환경적 측면에 놓여있어도, 개인의 선택에 의해 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즉, 심리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도 있다(황성현, 이강

훈, 2013, p.128).

예컨대.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범죄일반이론은 청소년 비행연구에서 가장 



보건사회연구 39(2), 2019, 424-468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26

많이 인용되는 이론 중 하나이다(이성식, 2011b, p.348). 그러나 이 이론은 비행원인에 

대해 개인의 성향에 주목함으로써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성식, 2011b, p.348). 반면,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

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을 기반으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을 접목해 발전

시킨 것으로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이나 일탈이 학습될 수 있다는 

기본 가정(Akers, 1998)과 정의(definitions),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차별

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모방(imitation)의 네 가지 주요 개념을 통해 청소년 

비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론에 대한 여러 의견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성식

(2011b, p.364)은 연구를 통해 일반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이 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과 여러 이론에 기반한 각각의 노력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행에 대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유순화(2003, p.308)의 연구 또한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모델의 

통합 모델을 제시하며, 이론들 각각의 독립적인 모델보다 통합 모델의 유용성을 제시하

였다. 이 두 연구를 통해 청소년 비행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론들은 다양하며, 독립적으

로 혹은 통합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미시적 관점의 이론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서구에서 비행 및 

범죄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단기간 내에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고순청, 

이승현, 이창한, 2018, p.14), 국내에서도 이론적 검증을 거쳤고, 다른 이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황성현, 2006a; 

2006b; 2007; 2008; 2009; 2010a; 2010b; 2012; 2015; 박정선, 황성현, 2010; 전신현, 

김원경, 황성현, 2010; 황성현, 이강훈, 2013; 이완희, 2014; 이완희, 유완석, 2014; 이

완희, 황성현, 2014; 2016; 고순청, 이승현, 이창한, 2018). 특히,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변인은 다른 요인보다 청소년 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성현, 

2015, p.244). 또한, 청소년 비행의 여러 요인 중 비행친구의 영향은 선행연구에서 위험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은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민원홍, 2018, p.32). 즉, 청소년 시기에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을 습득하고 그러한 행동이 처벌이 

아닌 개인적 이득을 얻게 되는 모습을 통해 모델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민원홍, 2018, 

p.34). 선행연구에서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자가 되는지를 밝혀

내는데 상당 부분 공헌하였다고 언급되었다(Lilly, Cullen & Ball, 2017, p.80).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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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한 133개의 논문을 메타분석한 Pratt와 동료들(2010)의 연구

에서는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 일관되게 지

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ratt et al., 2010; Lilly, Cullen, Ball, 2017. p.82에서 재인

용).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비행친구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선택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데 그 유용성이 확대되고 있는 Akers의 사회학

습이론을 적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 비행에 대해 설명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현황을 파악

함으로써 사회복지학계 및 청소년복지 실천현장 실무자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련 

정책제도 시행의 근거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신체적･정서적･인지적 변화를 겪으면

서 내･외적인 행동문제를 보일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행이다(이주리, 2008, p.563).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 범죄,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 일탈 및 반사회적 행동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이성은, 2007, p.14). 청소년 비행은 관점에 따라 그 정의가 다양

한데, 법을 위반하는 행위만 비행으로 보는 관점(한상철, 김혜원, 설인자, 임영식, 조아

미, 2014, p.460)과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비행으로 

보는 관점(홍봉선, 남미애, 2000, p.217)도 있다. 

청소년 비행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며, 지위비행, 폭력비행, 재산비행 등 유형도 

다양하다(표 1). 지위비행은 성인이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 했을 때 

문제가 되는 음주, 흡연, 유흥장 출입 등과 같은 행동 등을 말하며, 폭력비행은 폭행, 

패싸움 등과 같은 폭력적 행동, 재산비행은 절도와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 김준호(2009, 

p.26)는 일차적으로 청소년 비행을 사회적 규범에 벗어나는 청소년의 일탈행동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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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고, 법적인 개념에서 소년범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사회학적인 관점

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살인, 강도와 같은 형법 위법행

위, 둘째, 기타 법 위반 행위와 같은 경한 비행, 셋째, 청소년의 지위로 행하였을 때 

일탈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범죄행위와 촉법행위, 우범행위 등

을 포괄하는 의미를 청소년 비행으로 언급하였다(이장현, 우룡, 조혜경, 2004, 6p).

표� 1.�청소년�비행의�개념과�유형
�

학자 비행의�개념과�유형

홍봉선, 남미애(2000) 범죄를 제외한 규칙위반행위

한상철 등(2014)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제한

김향초(1998)
지위비행(음주, 흡연 등), 폭력비행(패싸움, 폭행, 욕설), 재산비행(물건 
훔치기 등)

김준호(2009)
중한 범죄행위(살인, 강도, 강간, 폭행 등의 형법 위반행위), 경한 비행(사소한 
절도, 폭행 등의 법 위반행위), 청소년 지위비행(음주, 흡연, 음란물 접촉 등)

김준호, 이동원(1995) 일반지위비행, 약물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Trojanowicz & 
Morash(1973)

법적으로 위반되는 범죄행위와 가출, 무단결석과 같은 지위비행

(김진석, 2013, p.313)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남정자(1993, p.37)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

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

였고, 김준호(1994, p.6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원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김준호와 이동원(1995, p.1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규정이 

되어있지 않고, 외국의 비행측정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형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33개 비행항목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를 일반지위비행, 약물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김지선(2000, p.18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연구 동향에 대하여 수량적 고찰을 실시하였는데, 1958년부터 1998년까지 

국내 청소년비행과 관련된 연구 간행물은 총 1,11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상국, 김정연, 이수정, 윤희진(2015, p.203)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범죄 현황으

로 소년범 증가 및 저연령화, 강력범죄 증가, 재범율 증가, 재범기간 단축, 공범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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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현철, 김경식, 최성보(2016, p.144)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를 토대로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

한 결과 청소년의 지위비행과 범죄행위에 있어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

음이 나타났다.

2. 청소년 비행과 Akers의 사회학습이론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최근 청소년 비행과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고 있는 이론 중 하나로, Akers가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에 

Bandura의 이론을 도입하여 발전시킨 이론이다(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 2016, 

p.361). 사회학습이론의 기본 가정은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행이나 일

탈이 학습 된다는 것이며, 주요 개념으로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정의, 모방을 제시

하고 있다(Akers, 1997, 1998; Hwang, 2000, p.24; 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 

2016에서 재인용, p.361).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이 일탈적 행동을 하거나 비행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또래와 접촉하게 

되면 비행행동에 우호적인 정의를 새롭게 배우거나 이를 기존의 정의에 추가한다. 이를 

통해 비행을 강화하는 모델에 노출되어 비행행동이 증가하거나, 이러한 행동이 다시 

자신의 비행에 대한 정의와 사회적 접촉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을 거치게 된다(유순

화, 2003, p.293).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차별적 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은 차

별적 교제라고도 하며(임정재, 2016, p.102) 비행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가치, 규범 

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에 얼마만큼 노출되어 있는지를 의미한

다(황성현, 이강훈, 2013, p.130). 이것은 비행에 대해 거부감이 없거나 부정적인 가치

나 규범을 갖지 않은 친구와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규범

적 정의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유순화, 2003, p.293).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는 행동 후의 결과로 나타나는 처벌이나 보상에 대한 것으로 비행의 결과

로 긍정적인 보상을 얻고 부정적인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특정한 행위가 

강화된다. 이와 달리 보상의 상실이나 부정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면 특정한 행위가 약화

된다는 것이다(황성현, 2009, p.116). 정의(definition)는 주어진 행위에 개인이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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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와 의미이며, 특정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바람직 또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말한다(유순화, 2003, p.293). 개인이 비행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비행행동에 대한 합리화를 잘 하는 경향이 강하면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황성현, 이강훈, 2013, p.130). 모방(imitati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Akers, 1994; 유순화, 2003에서 재인용, p.293).

선행연구에서는 Akers의 사회학습이론 변인들 중 차별적 접촉 변인이 청소년의 지위

에 맞지 않는 행동(청소년 지위비행)이나 형법에 어긋나는 행동(청소년 중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황성현, 2010, p.51; 이완희, 2014, p.155). 또한, 다른 

청소년 비행 이론보다 사회학습이론이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유순화, 2003; 유순화, 정규석, 2003; 황성현, 2009; 2010; 2012; 

2015; 황성현, 이강훈, 2013; 이완희, 2014; 이완희, 황성현, 2016; 하영진, 2016).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문헌의 검색과정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해 살펴본 국내 문헌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검색어의 단계적 검색을 실시하였다. 문헌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시작 

시점에 제한을 두지 않고 2018년 7월 18일 현재까지 검색되고,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에 

동일 날짜까지 출판된 학술지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검색은 DBpia, KISS, 

Scholar, e-article, RISS 총 5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다. 1차적으로 <사회학습이

론>, <social learning theory>, <차별적 교제>, <차별적 접촉>, <Akers>, <에이커스>의 

검색어 중 하나라도 논문내용에 포함되는 논문을 선정하였다. 수집된 문헌은 총 5,486

건이었으며, RefWorks를 통해 중복된 문헌을 제거한 뒤 4,279건의 문헌을 얻을 수 있었

다. 2차적으로 연구주제인 청소년에 해당하는 검색어 <청소년>, <10대>, <중학생>, <고

등학생>을 통해 관련 논문 총 334건을 선정하였다. 이후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비행>, 

<일탈>, <범죄>, <음주>, <흡연>, <폭력>, <지위비행>, <중비행>을 검색어로 하여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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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관련 키워드의 선정과 검색 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2. 연구대상 문헌의 선정기준

Akers의 사회학습이론과 청소년 비행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126건의 문헌들

에 대해 문헌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초록과 전문을 검토하였다. 공동연구자들 간의 합의

된 선정기준은 첫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둘째, Akers의 사회학습이론과 사회학

습변인을 적용하여 진행된 연구, 셋째, 청소년 비행에 관한 실증 연구이다. 문헌선정의 

제외 기준은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 회색 문헌(각종 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 

학위논문이었다. 상기 언급한 문헌선정 및 제외 기준에 따라 전문 검토를 마친 후 36건

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그림� 1.�분석대상�논문의�선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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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질 평가 및 분석방법

비뚤림은 체계적인 오류로 결과나 추정에 있어 옳은 값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고, 

중재 효과를 과소 또는 과다추정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김수영 등, 2011, p.64). 본 연구에서는 2004년에 캐나다 의료연구재단 

AHFMR(Alberta Heritage Foundation for Medical Research)가 개발한 비뚤림 위험 평

가 도구(QualSyt: checklist for assessing the quantitative studies)를 사용하여 논문의 

질 평가를 진행하였다. 해당 평가 도구는 최근 발표된 보건 분야의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많이 사용되며, 유용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도구이다(Phillips, 2014, p.1324; 

Wassenaar, Schouten, & Schoonhoven, 2014, p.264; Ghannouchi, Speyer, Doma, 

Coridier, & Verin, 2016, p.55; 권리아, 신상수, 신영전, 2017, p.550에서 재인용).

<표 2>와 같이 QualSyt의 평가 항목은 연구목적 및 질문, 연구 설계 근거, 대상자와 

변수의 출처 및 정의, 대상자 특징, 표본 크기, 분석방법, 결과 보고, 혼란변수의 중재여

부, 적절한 결과 및 결론을 포함한다. 검색과정을 통해 선정된 36편의 문헌 중 평가항목

에 해당되면 1점, 그렇지 않다면 0점을 부여하였다. 평가 도구의 문헌 포함기준 최저는 

0.55점이며, 기준 미만의 문헌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Kmet, Lee, 

& Cook, 2004, p.10; 권리아, 신상수, 신영전, 2017, p.550에서 재인용). 분석 대상 

논문에 대해 세 명의 연구자가 비뚤림 위험 평가를 진행하였고, 평가 점수가 낮은 논문

에 대해서는 연구자들간 상의를 통해 분석 대상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총 36편의 

논문들은 평균 0.75점으로 최저점인 0.55점을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36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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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비뚤림�위험�평가�도구
�

기준

1. 연구목적 및 질문은 충분히 설명되어졌는가?

2. 연구설계에 근거가 존재하며 적절한가?

3. 대상자, 비교그룹이나 정보 및 입력변수에 관련된 자료 선택도구가 설명되었으며 적절한가?

4. (만약 있다면, 비교집단 포함) 대상자의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5. 노출측정과 결과는 잘 정의되었으며 오 분류 바이어스 및 측정은 견고한가? 
  그리고 평가의 방법은 보고되어 있는가?

6. 표본의 크기는 적절한가?

7. 분석방법은 적절히 기술 또는 정의되었는가?

8. 변수의 추정 값이 잘 보고되었는가?

9. 혼란변수를 중재하였는가?

10. 결과는 충분하고 세심하게 보고하였는가?

11. 결과에 의해 결론이 지지되는가?

(AHFMR, 2004)

4. 논문 분석 방법

최종 선정한 36편의 논문을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한 이후, Akers 사회학습이론의 

구성 요소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게재년도, 활용데이터, 게재학술지 등의 특성과 함께 성별, 연령, 거주지 등 연구

대상의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 비행을 비행유형별로 살펴보았고,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인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정의, 모방 변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 변인들이 청소년 비행을 얼마나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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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의한 분류: 선정 논문 / 연구 대상자

가.�게재년도�별�분류

논문의 게재 연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1993년 청소년 비행 유형별 관련요인

을 분석한 논문 1편을 시작으로, 2003년 2편, 2006년 2편, 2007년 2편, 2008년 2편, 

2009년 3편, 2010년 2편, 2011년 2편, 2012년 2편, 2013년 2편, 2014년 8편, 2015년 

1편, 2016년 7편이 게재되었다. 1993년 이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2편씩 

게재되다 2014년과 2016년에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청소년의 범죄

의 흉악성이 높아지고 강력범죄가 점차 증가하여(연합뉴스, 2014; 연합뉴스, 2016; 인

사이트, 2018),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연구에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

표� 3.�선정�논문의�현황
�

연도
구분

2002
이전

2003-
2005

2006-
2008

2009-
2011

2012-
2014

2015-
2017

총

학
술
지 
분
류

행정학 1 1 6(3) 2(2) 11

기타사회과학 2 1(1) 4(3) 1(1) 3(2) 11

사회과학일반 1 1 2

법학 3(3) 1 1 5

사회과학 1 1

교육학 1(1) 1

정책학 1(1) 1

지역학 1 1

사회학 1 1 1(1) 3

총 1 2 6 7 12 7 36

∴ 패널데이터 활용논문 편수는 ( )안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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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활용�데이터�수집�특성별�분류

36편의 논문 중 29편의 논문은 2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 20편의 논문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고, 9편의 논문은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20편의 논문 중 10편의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1)

가 사용되었고, 10편의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를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논문은 7편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유순화(2003), 유순화, 정규석(2003)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청소년과 

전국 쉼터에 거주중인 쉼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고은, 정세

훈(2014)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성식(2011a), 이

성식(2011b), 이성식, 박정선(2014)은 서울시의 남녀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2016)의 연구에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수용

된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게재학술지�학문구분�범주별�분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살펴보면 한국범죄학, 청소년학연구, 보건사회연구, 형사정

책연구 등 총 18개의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별 분류를 

살펴보면 행정학이 5개(한국범죄학,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경찰

학회보, 한국경호경비학회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사회과학 4개(청소년학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 21), 사회과학일반 2개(보건사회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법학 2개(형사정책연구, 교정담론), 사회과학 1개(한국경찰

연구), 교육학 1개(상업교육연구), 정책학 1개(정책분석평가학회보), 지역학 1개(한독사

회과학논총), 사회학 1개(보건과 사회과학)순으로 총 9개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

1)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는 전국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2003)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후 1년차(2008)까지 반복적으로 추적조사 하였으며, 
전국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을 초등학교 4학년(2004)부터 중학교 2학
년(2008)까지 5년 동안 추적 조사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KCYPS)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후속연구로 아동 청소년 성장과 발달의 
다양한 양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에 표집된 초1, 초4, 중1 패널을 2016년
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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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1993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꾸준히 2편 이상의 논문

이 게재되어왔고, 주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행정학, 법학, 교

육학, 정책학, 지역학, 사회학, 사회과학전반 등의 다양한 사회과학분야의 학술지에 게

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연구�대상자의�특성에�따른�분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편의 논문이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학생만 대상으로 

한정한 논문은 없었다. 나머지 34편의 논문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1편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한 논문이 9편, 고등학생을 대상 6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편, 만 13~18세 청소년 대상 

1편이었다. 

대부분의 연구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나 대상을 선별하여 조사한 논

문도 있었다. 즉, 비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5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대상 2편, 서울소년분류원에 위탁･
수용된 남자청소년 대상 논문이 1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대상을 선별한 

논문은 서울지역 3편, 부산지역 2편이며, 미국청소년과 한국의 부산청소년을 대상으로 

비교한 논문 2편이 있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며,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 대상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기준이

다. 둘째는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쉼터 거주 청소년, 소년분류원에 위탁･수용된 청소

년과 같이 대상자가 갖는 특성 기준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부산, 미국과 같은 지역을 

기준으로 연구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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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선정논문의�특징�요약
�

번
호

저자
(발행
연도)

연구�대상자�특성
자료수집
데이터

사회학습이론�구성�요소

연구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청소년�비행

-�차별적�접촉
-�차별적�강화
-�정의
-�모방

1

고순청, 
김다은, 
이창한
(2016)

1,969명,
중3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의 
가출행위

- 차별적 접촉: 지난 1년간 비행친구의 수
- 정의: 비행행동에 대한 정의
- 통제변수: 성별

소년 가출을 설명함에 있어 사회유대, 
사회학습, 일반긴장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은 두 번째. 사회학습이론에서 
영향력 있는 변수는 비행친구와의 차
별접촉.

2
김은영
(2014a)

300명,
청소년,
남자,
비행청소년

2차(설문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최영신(2005) 청소년 생활과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 폭력적 비행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 모방: 아버지의 전과횟수

사회학습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Widom(1989)이 제시한 ‘폭력의 순
환’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결과. 비
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중요한 위
험요인.

3
김은영
(2014b)

2,500명,
만13~18세

2차(설문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8),
자기보고식 설문데이터

- 또래 폭력 가해 
행위

- 모방: (1) 또래 폭력의 
피해경험(폭력직접노출)
(2) 부모의 폭력에의 
노출(폭력간접노출)

- 통제변수: 성별, 나이, 어머니의 
교육수준

직접적인 폭력피해경험과 간접적인 
폭력피해경험 모두 다 청소년들의 또
래 폭력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침.

4
남정자
(1993)

1,412명,
고등학생

1차(설문조사)
- 청소년 비행

(지위 및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비행과의 접촉
- 정의: 비행에 관한 태도

측정된 사회학습요인은 지위 폭력
쾌락 가출 재산비행에 영향을 미침. 
사회학습요인은 폭력비행에 가장 큰 
영향, 반항비행에선 낮은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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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저자
(발행
연도)

연구�대상자�특성
자료수집
데이터

사회학습이론�구성�요소

연구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청소년�비행

-�차별적�접촉
-�차별적�강화
-�정의
-�모방

5
노성호
(2006)

3,449명, 중2
3,188명, 중3
3,125명, 고1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지위비행
- 범죄행동

- 차별적 접촉: (1) 지위비행을 경험 
친구의 수
(2) 범죄행동을 경험 친구의 수

지위비행의 경우 비행친구가 비행행
동에 미치는 영향 유의미하지 않음. 
범죄행동의 경우 비행친구가 범죄행
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함.

6
서인석
(2014)

716명, 고1
734명, 고2
641명, 고3
특성화고 재학생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비행
(지위 및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 비행친구 수
비행친구의 수는 자기통제력에 영향
을 미치며,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하
여 비행에 영향을 미침.

7
신송연, 
장현석
(2013)

695명,
중학생,
서울시 학생 대상

2차(설문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8),
청소년 학대와 비행 실태조사

- 청소년 
일반비행 경험 
여부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
- 통제변수: 성별, 연령, 비행친구, 주관적 
계층

독립변수 간 설명력을 살펴보면 비행
친구가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8
유순화
(2003)

352명,
학교청소년(부산인문계
고등학생) /
143명,
쉼터청소년(전국쉼터거
주청소년)

1차(설문조사)
우편 또는 현장조사

- 청소년 
지위비행
(가출, 음주, 
흡연, 
학교중퇴)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 수, 비행친구의 
비행에 대한 정의

- 차별적 강화: 비행에 따른 이해득실
- 정의: 사회유대이론의 신념과 유사개념, 
비행행동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

사회유대, 사회학습이론의 통합 판별
함수는 청소년의 비행경험을 유의미
하게 판별, 단일이론보다 정확하게 
사례를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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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순화, 
정규석
(2003)

347명,
학교청소년(부산인문계
고등학생) / 
140명,
쉼터청소년(전국쉼터거
주청소년)

1차(설문조사)
우편 또는 현장조사

- 음주 흡연

- 차별적 접촉: 음주 흡연 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 음주 흡연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

- 차별적 강화: 음주 흡연에 따른 
이해득실

- 정의: 음주 흡연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

사회학습이론 변인들이 결합하여 학
교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행동의 
46%, 쉼터청소년 음주 및 흡연 행동
을 56%를 설명. 그중 차별적 접촉이 
가장 중요한 예측변인.

10
유영재, 
심호규
(2010)

1,475명,
고2,
비행경험 있는 학생

2차(패널),
한국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
006),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일반비행
- 인터넷비행

- 차별적 접촉: (1) 비행친구접촉(비행친구 
수)
(2) 인터넷접촉(인터넷 활용방법 중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사회학습요인인 비행친구접촉과 인
터넷접촉 모두 일반비행, 인터넷비행, 
전체비행에 영향을 미침.

11
윤민우
(2012)

411명,
청소년,
폭력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

2차(설문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5),
최영신(2005) 청소년 생활과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 불량써클 
가입여부

- 차별적 접촉: (1)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2) 아버지의 체포경험

- 통제변수: 성별, 나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 
부모와의 거주형태

사회학습 변수인 또래집단과 아버지
와의 비행에 우호적인 차별적 접촉은 
불량써클 가입여부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임.

12
이고은, 
정세훈
(2014)

514명,
중고등학생,
서울시 소재 
중고등학교

1차(설문조사),
현장조사

- 사이버 
언어폭력 
행위의도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접촉
- 모방: (1) 아동학대,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
(2) 미디어노출(폭력관련 뉴스 시청 
횟수)

사회학습 요인인 사이버폭력 피해경
험과 비행친구접촉이 사이버 언어폭
력 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
한 변인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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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대웅, 
손주희, 
권기헌
(2016)

4,151명,
초6 중1 중3 고1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 
학교폭력 
가해행동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의 수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결과 ‘비행친
구의 수’, 개인의 ‘공격성’, 부모의 ‘감
독’, ‘과잉기대’ 등은 학교폭력 가해행
위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로 도출됨.

14
이성식
(2006)

3,499명,
중2
3,209명,
중3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

- 청소년비행
(지위 및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와의 접촉
- 통제변수: 이전의 비행, 성, 가족의 
월수입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
전의 비행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한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을 살펴
보았기 때문으로 보임.

15
이성식
(2007)

초4 초5,
중3 고1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

- 청소년비행
(흡연, 음주, 
무단결석, 폭행, 
절도, 강도)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와의 접촉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남녀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초등학생보다 중학
생에게 더 큰 영향력을 보였고, 초등
중학생 모두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큰 영향력을 보임.

16
이성식
(2011a)

715명,
중학생,
서울시 소재 학교

1차(설문조사),
현장조사

- 비행
(지위 및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와의 
접촉(비행친구 수)

- 정의: 비행태도(비행행동에 대한 생각)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매개과정에서 
작용,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
독과 비행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
남. 남녀 모두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매우 중요한 요인, 여자청소년의 경
우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가부장적 가
정과 독립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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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성식
(2011b)

715명,
중학생,
서울시 소재 학교

1차(설문조사),
현장조사

- 비행
(지위 및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와의 접촉
- 차별적 강화: (1) 비행보상

(2) 비행주위, 비행처벌손실
- 정의: 비행태도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차
별접촉, 비행태도가 비행에 독립적 
또는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미. 차별
강화요인은 독립적 또는 상호작용효
과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음.

18
이성식, 
박정선
(2014)

640명,
중학생,
서울시 소재 학교

1차(설문조사),
현장조사

- 모바일 
문자폭력

- 차별적 접촉: 모바일 문자폭력 친구
- 통제변인: 성별, 연령, 가족수입

다중회귀분석결과 모바일 매체기회
요인, 모바일 문자폭력의 친구,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 순서로 나타남. 
종속변인을 로그화 모바일 문자폭력
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
면 모바일 문자폭력 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19
이성식, 
전신현
(2009)

3,499명, 중2
3,408명, 중3
3,358명, 고1
3,121명, 고2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

- 청소년비행
(지위비행, 
폭력, 
사이버비행)

(매개변인)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와의 
접촉(비행친구 수)

- 통제변인: 성, 부모님의 교육수준

학업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비행친구
와 사귀게 되거나 주위 사람들의 낙
인으로 인해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됨. 
또한, 학업성적의 비행에의 영향력이 
비행친구나 주위 낙인에 의해 직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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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완희
(2014)

2,351명, 중1
2,280명, 중2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 중비행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친구와의 
차별접촉(비행친구 수)

- 정의: 긍정적 정의(긍정행동에 대한 
생각)

- 통제변인: 성별

다중회귀분석과 회귀방정식에서 사
회학습변인은 청소년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학
습변인 중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이 
청소년비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남.

21
이완희, 
유완석
(2014)

2,337명, 고1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 
지위비행
(흡연행위, 
음주행위, 
무단결석, 
가출행위)

- 차별적 접촉: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 정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생각
- 통제변인 : 성별

청소년 지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사회학습변인들이며,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가장 영향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남.

22
이완희, 
황성현
(2014)

2,259명, 고1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 
일반비행

- 사이버비행

(매개변인)
- 차별적 접촉: (1) 폭력비행친구 수

(2) 재산비행친구 수
(3) 성비행친구 수

친구차별접촉을 통한 매개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 부정적 자극을 경
험한 청소년들이 우울감, 불안감, 공
격성이 증가하여 청소년비행을 저지
르는 것이 아닌 비행친구들과 자주 
어울림으로써 일반비행과 사이버비
행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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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완희, 
황성현
(2016)

2,280명, 중2
2,259명, 중3
2,108명, 고1
2,091명, 고2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비행
(지위 및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1) 경비행친구 수
(2) 중비행친구 수
(3) 총비행친구 수

잠재성장모형을 살펴보았을 때 사회
학습이론 변인의 모형은 우수. 다변
량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독립변수
들 중 사회학습이론 모형의 적합도는 
우수, 비행에 영향력을 미친 초기값
과 변화율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

24
이철
(2009)

2,607명,
초등학생
2,910명,
중학생

2차(설문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 면접조사

- 지위비행
- 중비행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 접촉(비행친구 
수)

비행친구의 비행 촉진 효과는 직간접
효과 모두 초기 및 중간 청소년기에 
걸쳐 꾸준하게 존재, 효과의 크기도 
상승 후 감소하는 경향. 이 경향은 지
위비행 및 중비행 모두 발견되었으며, 
다만 효과가 정점에 이르는 시점은 
예측보다 이른 12~14세인 것으로 나
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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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정재
(2016)

2,844명, 초4
2,707명, 초5
2,672명, 초6
2,511명, 중1
2,448명, 중2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음주시작
(지난 1년 간 
응답자의 음주 
여부)

- 차별적 접촉: 음주친구 수(음주경험친구 
수)

- 통제변수: 부모 친구 교사 애착, 부모 
관심, 주관적 성적, 사교육 여부, 
동거형태, 부모학대 피해정도, 
일탈피해경험 여부, 우울, 경제적 
스트레스, 낮은 자기통제력, 부모의 
학력, 연령, 성별

카플런-마이어 생존분석 결과 특히 
음주친구가 존재하는 경우,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이미 생존자 함수가 반
감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
친구 유무에 따라 음주시작의 생존자 
함수에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 이산시간 사건사 분석 결과 
음주친구 수는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함.

26
정규석
(2008)

2,949명, 초4
3,697명, 중2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학교폭력 
가해경험

- 차별적 접촉: 폭력가해 경험이 있는 친구 
수

- 통제변인: 성별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폭력 가해경
험 친구 수가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높은 학교폭력 영향요인으로 나타남.

27

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
(2016)

247명,
12~20세,
남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수용

1차(설문조사),
현장조사

- 청소년 비행
(지위비행, 
약물비행, 
성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

- 차별적 접촉 
- 차별적 강화: 보상, 처벌
- 정의
- 모방

Akers 사회학습이론 개념 중 처벌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년 비행 전체에 
영향을 미침. 비행 유형에 따라 차별
적 접촉은 지위 약물 성비행에 영향
을 미쳤고, 정의, 처벌, 모방은 재산비
행, 보상과 모방은 폭력비행에 영향
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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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하영진
(2016)

758명,
중2,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 비행
(지위 및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 수
- 정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생각
- 통제변인: 성별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접촉변인은 청
소년비행 지속을 가장 잘 설명. 정의
변인은 청소년비행 지속을 설명하지 
못함.

29
황성현
(2007)

3,065,
미국 
중고등학생(7~12학년), 
미국 중서부 /
1,035명,
한국 
고등학생(1~2학년),
부산지역인문 실업계

1차(설문조사)
자기기입식설문지

- 약물남용
(술, 진정제 및 
흥분제)

- 차별적 접촉: (1)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2) 부모, 친구들의 규범적 태도

- 차별적 강화: (1) 부모, 친구들의 반응
(2) 공식적 저지
(3) 보상-처벌
(4) 강화 균형

- 정의: 중화적, 법순응/위반, 
긍정적/부정적 정의

- 모방: 미디어, 친구, 부모 모방

미국과 한국 모두 사회학습이론 변인
이 청소년 약물남용을 더 잘 설명. 특
히 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 변인은 
두 나라의 청소년 음주행위, 진정제
와 흥분제 남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짐. 미국과 한국 모두 
사회유대변인보다 사회학습변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0
황성현
(2008)

3,065,
미국 
중고등학생(7~12학년), 
미국 중서부 /
1,035명,
한국 
고등학생(1~2학년),
부산지역인문 실업계

1차(설문조사),
자기기입식설문지

- 음주 행위

- 차별적 접촉: (1)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2) 부모, 친구들의 규범적 태도

- 차별적 강화: (1) 부모, 친구들의 반응
(2) 공식적 저지
(3) 보상-처벌
(4) 강화 균형

- 정의: 중화적, 법순응/위반, 
긍정적/부정적 정의

- 모방: 미디어, 친구, 부모의 모방

한국과 미국 모두 사회학습변인이 청
소년 음주행위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학습변인은 미국 청
소년의 음주행위보다 한국 청소년들
의 음주행위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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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황성현
(2009)

3,449명, 중2
3,188명, 중3
3,125명, 고1
3,121명, 고2
2,967명, 고3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음주 흡연행위

- 차별적 접촉: 음주 흡연 경험한 친구 수
- 차별적 강화: (1) 공식적 저지

(2) 주위사람들의 반응
- 정의: 법순응/위반정의
- 통제변인 : 성별

청소년 음주 흡연행위의 지속효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친구집
단의 음주 흡연행위로 나타남. 2007
년 시점에서 청소년 음주 흡연행위 
횟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회학습
변인들 중 특히 친구의 음주 흡연 변
인으로 드러남.

32
황성현
(2010)

3,449명, 중2
3,449명, 중3
3,125명, 고1
3,121명, 고2
2,967명, 고3
2,833명, 대1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 
지위비행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 차별적 접촉
- 차별적 강화: (1) 비공식, 공식적 저지

(2) 주위사람들의 반응
- 정의: 법순응/위반정의
- 통제변인: 성별

3가지 유형의 독립변인 중 사회학습
변인의 설명력이 가장 뛰어났고, 회
귀방정식 또한 같은 결과. 3가지 이론
의 변인들 중 사회학습변인이 청소년 
지위비행을 가장 잘 설명, 그 중 친구
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보임.

33
황성현
(2012)

2,657명,
초등학생
3,254명,
중학생
3,933명,
고등학생
전국(제주도 제외)

2차(설문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2010년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

- 청소년 
흡연 음주행위

- 차별적 접촉: 음주 흡연친구 수
- 정의: (1) 긍정적/부정적 정의

(2) 법순응/위반 정의
- 모방: 부모모방
- 통제변인: 성별, 나이

청소년 흡연 음주행위에 결정적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사회학습이론의 변
인. 그중에서도 친구와의 차별적 접
촉변인이 청소년 흡연 음주행위를 가
장 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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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황성현
(2015)

2,108명, 고1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비행
유무(지위 및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 수
- 정의: 긍정적 행동에 대한 생각
- 통제변인: 성별

회귀분석결과 사회학습이론이 청소
년비행을 가장 잘 청소년비행을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사회학습이
론의 친구차별접촉변인으로 나타남.

35
황성현
(2016)

2,280명, 중2
2,259명, 중3
2,108명, 고1
전국(제주도 제외)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자료

- 경비행
(술마시기, 
담배피우기, 
무단결석, 가출, 
성관계비행)

- 차별적 접촉: 비행친구 수
- 통제변인: 성별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비행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잠재성장모형이 비행
이 비행친구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보
다 모형적합도 지수가 더 우수함에 
따라 비행친구선행론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36
황성현, 
이강훈
(2013)

2,351명, 중1
2,280명, 중2

2차(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

- 청소년비행
(지위 및 
일반비행)

- 차별적 접촉: 친구와의 
차별접촉(비행친구 수)

- 정의: 긍정적 정의(긍정적 행동에 대한 
생각)

- 통제변인: 성별

사회학습이론의 변인 모두는 청소년
비행을 잘 설명하였고, 그중 친구와
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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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비행 유형에 따른 분류

가장 많은 청소년 비행을 측정한 논문은 남정자(1993)[4번]의 연구로 총 44가지의 

비행행동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항목들을 요약하면,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지위비

행이나 폭력, 금품 갈취 등과 같은 범죄행동들이다. 두 가지 이상의 청소년 비행유형을 

측정한 논문은 16편이며(4번, 5번, 6번, 10번,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2번, 

23번, 24번, 27번, 28번, 34번, 36번), 청소년 지위비행을 측정한 논문은 11편(1번, 8번, 

9번, 11번, 21번, 25번, 30번, 31번, 32번, 33번, 35번), 청소년 범죄행동(범법행위)을 

측정한 논문은 9편(2번, 3번, 7번, 12번, 13번, 18번, 20번, 26번, 29번)이다.

그림� 2.�분석대상�논문에서�측정된�청소년�비행유형�빈도에�따른�표기

[그림 2]와 같이 가장 많이 측정된 청소년 비행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흡연･음주로 

23편의 논문(5번, 6번, 8번, 9번, 14번, 15번, 16번, 17번, 19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7번, 28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에서 청소년 비행변

인으로 측정되었다. 이 중 흡연 및 음주만을 단독으로 측정한 논문은 5편(9번,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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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31번, 33번)이었으며, 2편의 논문은 음주만 측정하였고(25번, 30번), 흡연만을 

단독으로 측정한 논문은 없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들의 비행유형 또한 변화하

여 2009년 이후의 논문에서는 인터넷비행,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 모바일 문자폭력과 

같은 사이버상의 청소년 비행이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09년 1편, 2010

년 1편, 2014년 3편의 연구에서 사이버상의 청소년 비행이 측정되었다.

청소년 비행의 측정은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의 경우 관련된 패널조사의 문항을 

추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친한 친구 중 지난 일 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친구들이 있습니까?’와 같은 문항을 통해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을 측정하였고,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잘 한다’와 

‘휴지 등을 버릴 때 꼭 휴지통에 버린다’를 통해 정의 변인을 측정하였다. 남정자

(1993)[4번]의 경우 Gold의 자가보고에 의한 26개의 비행항목과 Axenroth의 12개의 

항목, 민병근의 49개 항목을 참고하여 80문항의 비행 항목을 작성하였고, 현직 고등학

교 교사 2인의 검토 및 고등학생 대상의 2번의 사전 조사를 거쳐 결정하였다(Gold, 

1966; Axenroth, 1983; 민병근, 1978; 남정자, 1993에서 재인용, p.38). 조은미, 진영

선, 임정아, 조아미(2016, p.365)[27번]에서는 김준호, 이동원(1995, p.70)이 개발한 

청소년 비행 척도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는데, 해당 척도는 

22문항으로 지위비행, 약물비행, 성 비행, 재산비행, 폭력비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있다. 수정된 문항은 성 비행 항목의 ‘나는 여자 친구나 아는 여자와 성관계 경험이 

있다’에서 ‘여자 친구나 아는 여자’를 ‘이성 친구’로 수정하였고, 재산비행 항목의 ‘나는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친 경험이 있다’에서 오토바이를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존 

항목의 설문양식은 거트만 척도로 ‘있다’와 ‘없다’로 구성되어있는데, 이것을 Likert 5점 

척도인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 비행의 측정에 있어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기존 패널조사의 문항 중 청소년 비행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

가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수집한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존의 

척도를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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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학습변인: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정의, 모방

가.�차별적�접촉(differential� association)

<표 4>를 살펴보면 차별적 접촉변인은 1편(3번)을 제외한 35편에서 측정되었고, 사

회학습변인들 중 가장 많이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로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 또는 비행친구의 수로 측정되었다. 다른 경우 아버지의 체포경험을 통해 차별적 

접촉변인을 측정하거나(11번), 부모의 규범적 태도, 친구들의 규범적 태도를 통해 측정

한 경우(29, 30번)도 있었다.

측정된 차별적 접촉변인은 대부분의 논문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해 뛰어난 설명력을 

보였다(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1번, 13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9번, 31번, 32번, 33번, 36번). 

해당 논문에 대해 살펴보면 노성호(2006)[5번]에서 비행친구 요인은 지위비행보다 범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미쳤다. 서인석(2014)[6번]에서는 비행친구의 수만이 자기통제력

을 매개변수로 비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송연, 장현석(2013)[7번]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모형 모두 비행친구가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으며, 유영

재, 심호규(2010)[10번]에서는 비행친구 접촉이 많은 학생이 일반비행 및 전체비행 모

두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민우(2012)[11번]의 연구에서는 또래집단과 아버지의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차별적 접촉이 불량써클 가입여부와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고은, 정세훈(2014)[12번]의 연구에서는 사회학습변인의 차별적 접촉과 모방

의 변인 중 차별적 접촉변인인 비행친구접촉만이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정적인 영향

력을 미쳤고, 이대웅, 손주희, 권기헌(2016)[13번]에서는 비행친구의 수는 학교폭력 가

해행위를 유발하는 주요 변수로 도출되었다. 이성식(2007)[15번]의 연구에서는 비행친

구와의 접촉은 남녀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 영향

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성식(2011a)[16번]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

나 여자청소년의 경우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가부장적 가정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였고, 

이성식(2011b)[17번]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유의미한 상호작

용효과를 제시하였다. 이성식, 박정선(2014)[18번]의 연구에는 모바일 문자폭력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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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이성식, 전신현(2009)[19번]에서는 학업성

적과 비행과의 관계에서 비행친구접촉은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완

희, 황성현(2014)[22번]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정자극과 청소년비행의 관계에서 친

구차별접촉이 매개효과를 보였고, 이철(2009)[24번]의 연구에서는 비행은 부모애착 감

소나 비행친구 접촉으로 매개되어 다음 시점의 비행발생에 영향력을 미쳤는데, 부모애

착 감소의 매개효과보다 비행친구의 매개효과가 더 뚜렷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임정재(2016)[25번]에서 친구연결망 내 음주친구는 주요 비행관련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정규석(2008)[26번]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의 학교폭력 영향요인 중 폭력 가해경험 친구 수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은 중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2016)[27번]에서는 차별적 접촉이 지위･약물･성비행

에 영향을 미쳤고, 황성현(2007)[29번]은 친구들과의 차별적 접촉이 미국과 한국 청소

년들의 음주행위, 진정제, 흥분제 남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황성현

(2009)[31번]은 청소년 음주･흡연행위의 지속효과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친구집단의 음주･흡연행위이며, 황성현(2010)[32번]은 사회학습이론, 범죄일반이론, 사

회유대이론 중 사회학습변인이 청소년 지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그중 친구와

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였다. 황성현(2012)[33번] 연

구에서 청소년 흡연 및 음주행위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학습변인이며, 

그중에서도 차별적 접촉변인이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황성현, 이강훈(2013)[36번]은 사회학습이론,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

론 중 사회학습이론의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변인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이성식(2006)[14번]의 연구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 영향력은 상대적

으로 낮았는데, 이는 이전의 비행을 통제하여 순수한 비행친구와의 접촉 영향력을 살펴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나.�차별적�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

차별적 강화는 총 8편에서 측정되었다(8번, 9번, 17번, 27번, 29번, 30번, 31번, 32

번). 차별적 강화변인은 대부분 차별적 강화 또는 처벌로 측정되었는데, 이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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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b)[17번]에서는 비행보상, 비행주위손실, 비행처벌손실을, 황성현(2007; 2008; 

2009; 2010; 2012)[29번, 30번, 31번, 32번, 33번]에서는 부모의 반응, 친구들의 반응, 

공식적 저지, 보상-처벌, 강화 균형을 통해 차별적 강화변인을 측정하였다.

차별적 강화가 측정된 논문을 살펴보면, 신송연, 장현석(2013)[7번]에서는 어머니의 

부모애착과 아버지의 부모애착 및 정서적 지지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나타났고, 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2016)[27번]에서 차별적 강화 중 처벌 

요인은 청소년 비행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그중 폭력비행에는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소년 비행에 처벌 요인이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차별적 강화를 강화와 처벌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유순화, 정규석(2003)[9번]에서 차별적 강화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차별적 강화의 영향이 작은 것이 아니라 다른 변인과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해 다른 변인의 효과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이성식

(2011b)[17번]에서 차별강화요인의 보상과 손실은 독립적으로도 낮은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범죄기

회요인 간 상호작용효과가 약한 것과 연관된다고 언급하였다. 범죄기회이론에서의 범죄

기회는 범죄로 얻게 되는 이득이나 손실과 같이 사회학습요인에서의 차별강화요인과 

비슷하지만,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도 이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약한 점을 제시

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차별적 강화는 대부분 차별적 강화와 처벌로 측정하였고 그 외 

보상, 손실, 주위 사람들의 반응 등으로 측정되었다. 차별적 강화는 사회학습이론의 다

른 변인들과는 달리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

다. 이에 대해 다른 변수와의 상관관계로 인해 차별적 강화변인의 설명력이 다른 변인에 

흡수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정의(definition)

정의는 총 17편의 논문에서 측정되었다(1번, 4번, 8번, 9번, 16번, 17번, 20번, 21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정의 변인은 정의, 비행에 관한 태도 또는 비행태

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황성현(2007; 2008)[29번, 30번]에서는 중화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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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법 순응/위반 정의, 긍정적/부정적 정의를 측정하였다. 이성식(2011a)[16번]에서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정의변인인 비행태도가 중요하게 나타났고, 이성식(2011b)[17번]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태도와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제시되었다. 이는 최근

의 외국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도덕적인 태

도나 비행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하

는 결과라고 하였다(이성식, 2011b, p.363). 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2016)[27

번]에서 정의는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순화(2003)[8번]의 연구

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의 정의를 사회유대이론의 신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았고, 신념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정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차별적 접촉 다음으로 정의가 청소년 

비행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순화(2003)는 청소년 비행의 예방에

서 건전한 신념 및 부모-자녀관계가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인성교육과 부모와

의 관계를 향상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황성현(2008)[30번]은 구조모델 

분석을 통해 정의에서 음주행위로의 경로가 한국의 경우 유의미하였으나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선정된 논문에서 정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으로 

측정되었으며, 대부분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는 비행에 대한 정의, 비행에 관한 태도로 

통해 측정되었다. 정의변인은 사회유대이론의 신념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회유대이론의 

신념의 측정치를 사용하여 사회학습이론의 정의변인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정의변인은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변인 다음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모방(imitation)

모방이 총 7편의 논문에서 측정되었다(2번, 3번, 12번, 27번, 29번, 30번, 33번). 모

방 변인은 김은영(2014a)[2번]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전과횟수, 김은영(2014b)[3번]은 

또래 폭력의 피해경험, 부모의 폭력에의 노출, 이고은, 정세훈(2014)[12번]은 아동학대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미디어노출, 황성현(2007; 2008; 

2012)[29번, 30번, 33번]은 미디어 모방, 친구들의 모방, 부모의 모방을 통해 측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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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은영(2014a)[2번]은 아버지의 전과횟수를 통해 모방변인을 측정하였으나, 통

제변수로써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영(2014b)[3번]의 연구에서는 사회학습

변인 중 다른 변인에 대한 측정 없이 모방변인만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로 

또래들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피해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폭력을 목격하는 간접적 

폭력피해 또한 청소년들의 또래폭력가해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간접적 폭력피해경험이 직접적인 폭력피해경험보다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은 모방이 

청소년들의 학습에 있어 결정적이며, 주요 롤 모델의 폭력행동에 대한 모방학습이 단순

히 관찰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고은, 정세훈

(2014)[12번]에서는 아동학대 피해경험, 학교폭력 피해경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미

디어 노출을 통해 모방을 측정하였으나, 그중 사이버폭력 피해경험만이 사이버 언어폭

력 의도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들로 인한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이 다시 가해행동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며, 친구들로부터의 괴롭힘을 사이버 

가해행동으로 대처하는 심리적 특성을 보이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조은미, 진영선, 임정

아, 조아미(2016)[27번]에서 모방은 전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며, 세부적으로 재

산비행, 폭력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현(2007)[29번]에서 모방변인

의 경우 미국 청소년들은 타인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본인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서로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 청소년의 경우 특히 음주에서 타인의 음주

를 보고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현(2012)[33번]에서 부모가 흡연･
음주를 할수록 그 자식인 청소년 또한 흡연･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변인의 경우 Akers 사회학습이론의 모방변인과 Bandura 사회학습이론의 모델링

의 개념이 혼용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이 Sutherland의 

차별접촉이론을 기반으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요소를 더하여 발전된 이론이기 

때문이다(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 2016, p.358). 분석대상 논문들 중 모방변인

을 측정한 일부 논문(2번, 3번)에서는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의 모방에 대한 개념설명과 

함께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의 모델링에 대한 개념설명이 동시에 언급되고 있었다. 

분석대상 논문 중 모방변인이 측정되지 않은 논문이 대다수인데, 이는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이 2차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해당 데이터에서 모방변인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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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대해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국내 문헌들을 체계적

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청소년 비행의 주요 요인을 탐색하며, 후속 연구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DBpia, KISS, Scholar, e-article, 

RISS)에 문헌검색을 통해 최초로 얻어진 4,279건의 논문들을 단계별 분류를 거쳐 최종

적으로 36편의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들을 최종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kers의 사회학

습이론을 적용한 국내 문헌들은 1993년 처음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과 2016년에 급증하였다. 그리고 행정학, 법학, 정책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의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분석대상 논문 36편 중 29편이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2차 데이터 중 한국청소년개발원의 한국

청소년패널조사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

자의 특성 중 성별에 따른 분류로는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또한, 

남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있었으나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 논문은 없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으며, 만 13~18세 

청소년 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있었다. 대상자의 속성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도 있었는데,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리고 서울소년분류원에 위탁･수용된 청소년을 대상

으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둘째, 청소년 비행유형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청소년 비행유형

을 측정한 논문은 총 44가지의 청소년 비행행동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청소년 비행 유형을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가장 많이 측정된 청소년 

비행 유형은 청소년 흡연과 음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도 청소년 음주만을 측정한 

논문은 2편, 흡연만을 측정한 논문은 0편으로 흡연 또는 음주에 대해 단독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 흡연과 음주를 같이 측정하였다.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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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2009년 이후 새로운 청소년 비행유형으로 사이

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바일 문자폭력, 인터넷비행,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와 같은 

비행이 발견되었다. 이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청소년 비행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청소년 비행의 방법 및 장소가 다양해졌음

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학습변인에 따른 주요 결과로 청소년 비행에 대해 차별적 접촉변인이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차별적 접촉변인은 사회학습이론의 네 가지 변인과

의 비교에서 청소년 비행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사회학습이

론 변인뿐만 아니라 주요 청소년 비행이론으로 언급되는 다른 이론의 변인들과의 비교

에서도 사회학습이론은 대체적으로 뛰어난 설명력을 보였다. 예외적으로 이성식

(2006)[14번]의 연구에서는 차별적 접촉변인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순수한 

비행친구의 접촉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전의 비행을 통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학습변인 중 차별적 강화요인은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차별적 강화요인을 강화와 처벌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 다른 변인들과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점 

등 외부 요인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비행

에 대한 차별적 강화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 사회복지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후속연구를 위한 함의이다. 1993년 연구를 시작으로, 청소년 비행은 

지속적으로 사회의 관심을 받아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비행은 유형의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기존 연구에선 청소년 비행에 대해 지위비행과 범죄행위 등과 같이 세부

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청소년 비행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청소년의 신분에 맞지 

않는 행동, 법 위반 행위 등 총체적인 청소년의 일탈행동으로 측정을 하였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유형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남정자, 1993; 조은미, 진영선, 임정아, 조아미, 2016). 그렇기에 

이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비행유형을 세분화하여 각 유형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구성요인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비행연구는 대부분 2차 자료 중에서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의 변인들 중 차별적 접촉의 변인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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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변인들

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모방변인을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는 지금까지의 청소년 비행 연구가 주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패널데이터 중 Akers 사회학습이론의 모방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없어 측정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의 4가지 주요 변인 모두를 측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야 청소년 비행에 

대한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kers의 사회학습이론은 Sutherland 차별접촉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한 이론이

기 때문에, 차별적 접촉변인 뿐만 아니라 다른 차별적 강화, 정의, 모방변인들을 함께 

측정해야만 청소년 비행연구에 있어 Akers 사회학습이론이 갖는 설명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석대상 논문에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있는 반면, 

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없었다. 여성가족부(2018)에 따르면 여자 소년의 범

죄율은 2015년 14.8%에서 16.1%로 증가하였고, 이상문(2018)의 연구에서는 여자 청

소년의 경우 남자 청소년보다 비행 친구의 영향력이 비행 발달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이후 연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여자 청소

년의 비행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이후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유형이 새로이 

등장하였다. 여성가족부(2016)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의 청소년폭력 피해 경

험을 조사한 결과 폭력을 당한 장소로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이 3위를 차지하였다. 이고은과 정세훈(2014)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습요인을 살펴본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비행친구접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기에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 대한 함의이다. 문헌고찰을 통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청소년 비행에 큰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과 비행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있어 개인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집단에게까지 

초점을 맞춰야함을 시사한다. 현재 청소년 복지정책들은 대부분 청소년 개인에게 초점

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비행 청소년에게 개별적인 개입을 실시하더라도 그들이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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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 변하지 않는다면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소년사건관련 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행실태에 대해 연구(한상국, 김정연, 이수정, 윤희진, 2015, 

p.203)한 결과 소년범죄의 특징으로 재범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범관계가 증가

하고 있음이 보고되었다. 특히 공범관계는 학교 동창과 동네친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인에 대한 접근과 함께 청소년의 소속(또래) 집단별로 비행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비행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또래관계에 대한 지원이나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기능적인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현철, 김경식, 최성보, 2016, 

p.144). 아울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환경에서 비행친구와의 접촉

을 예방하고, 학교 환경에서 이들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미숙(2007)은 소년

비행이 학교와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교육 및 환경이 범죄와 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유발 및 촉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에 

학교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인성교육 실시, 

전문 상담교사의 확충 등을 통해 비행을 예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엄명용(2000)은 

비행청소년들은 비행친구집단이 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여, 비행위험 요소에 노출된 청소년이 비행친구와 어울

리기 전에 그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유익한 활동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

록 지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Akers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요인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다수의 연구결과에 따라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을 차단하여 사전

에 비행을 예방하거나, 반대로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과의 접촉

을 통해 청소년의 부정적 인지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비슷한 나이의 청소년이 서로 도움을 주는 또래상담자나, 2~3인의 소규모 집단 

또래상담 등이 청소년 비행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래상담자의 

경우 국내에서도 실시, 그 효과성이 보고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또래상담을 받은 학생들의 외로움 수준은 감소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하

여 또래상담 활동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희, 이지은, 노성덕, 2000, p.88). 

또한, 또래상담은 청소년의 인간관계 발달을 촉진하여, 긍정적인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

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상희, 이지은, 노성덕, 2000, p.88). 마지막으로 또

래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또래상담은 상담자와 대상자의 심리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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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므로 학교환경에서 또래상담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주장된 

바 있다(노성덕, 김계현, 2004, p.8). 서구에서는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 여러 프로

그램들이 제시되었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사회적 집단을 활용하여 비행을 변

화시키고자 한 ‘하이필드(Highfields)’, 비행청소년에 대해 보호관찰 및 소년원 수용에 

대해 준거주식 대안을 제공한 ‘프로보(Provo)’,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강화원리를 적용

한 ‘성취지위(Achievement Place)’와 ‘교육가족 모형(The Teaching Family Model)’, 부

모에 초점을 두고 부모와 10대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가족관리기술을 다루는 ‘청소년 

변화 프로그램(Adolescent Transition Program: ATP)’이 있다(Akers, Sellers, 2005, 

p.161).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방과 후 여가활동을 

통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시설로 청소년수련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이동원, 박철현, 2003, 

p.523).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헛소문 퍼뜨리기’, ‘악성 댓글 달기’, ‘악성 문자 보내기’ 

등과 같은 새로운 비행유형인 사이버비행이 발생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정한호, 

2012, p.222). 최근 학교 사이버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와이파이셔틀’, ‘게

임셔틀’, ‘스마트불링’, ‘떼카’ 등과 같은 용어3)로 불리며 점차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

이다(정한호, 2012, p.223).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심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물리적 피

해까지 동반할 수 있기에 학교현장에서의 주의를 요구한다. 이고은, 정세훈(2014, 

p.152)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사이버 언어폭력 의도에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비행친구접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있거나 

비행친구가 많은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행동 의도가 증가함을 의미하기에 학교현장에서 

이들에 대한 상담이나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함의이다. 2009년 이후로 사이버상에서 발생되는 청소년 

비행유형이 측정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이용률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른 현상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과는 달리 정부의 대책은 미약하

다. 여성가족부(2017)의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는 

3) 와이파이셔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사용하여 무선데이터를 갈취하
는 행위. 게임셔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게임을 대신 플레이시키거나, 아이템을 상납을 요구하
는 행위. 스마트불링: 스마트폰 메신저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피해 학생에게 협박을 가하
거나,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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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청소년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책에 집중되어 있고, 사이버 비

행,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매뉴얼(제1차 학

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른 후속 업무처리 매뉴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도 학교폭

력 중 사이버폭력에 대한 언급은 다른 유형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정한호, 2012, 

p.209). 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형법」이다. 그러나 「학교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이버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나,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형법」과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으며, 이에 따라 선도교

육이나 조치를 받은 경우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p.9). 

하지만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유형 중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다(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p.9).

본 연구의 한계로는 최종 선별된 36편의 논문 중에서 연구자에 따라 청소년 비행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상이하기에 웹 데이터베이스 검색 중 ‘비행’ 키워드를 선정하여 검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자들이 정의하는 청소년 비행이 모두 검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이 모두 측정된 논문

이 소수이기 때문에 사회학습이론의 구성변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분석 대상 논문의 대부분이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

되었다. 패널데이터의 경우 범죄학 이론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된 

자료가 아니기에,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범죄학 이론들을 비교한 결과만으로 사회학

습이론이 청소년 비행에 대해 뛰어난 설명력을 갖는다고 단정 짓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들의 지위비행을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범죄

행위를 설명하기엔 한계점이 분명하다. 그리고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국내 연구 중 

사회학습이론의 주요 개념이 모두 측정된 논문이 드물고, 특정 학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대다수이기에 사회학습이론이 

청소년 비행을 분명히 설명한다고 언급하기에도 제한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범죄학 

이론들을 비교하기 위해 측정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 간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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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혹은 등재 후보지

에 게재 문헌을 선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회색문헌(정부보고서, 학술대회 발표논문 

등)이 포함되지 않은 출판편향이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 강력범죄의 증가, 저연령화 추세에 있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특정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였으며,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실천적 전략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권구환은 청주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과정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건강이며 
현재 중독행동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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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Studies 
on Juvenile Delinquency Applying the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Kwon, Guhwan
(Cheongju University)

Jang, Soo Mi
(Cheongju University)

Hong, Seokho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ypes and factor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To do so, this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juvenile delinquency applying the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Key words of the systematic search were adolescents, 

delinquency, and social learning theory using web-based databases. Studies published 

until July in 2018 were searched and initially 5486 studies were found. Out of 5486 

studies, 36 empirical studies were finally included for anlaysis after quality 

assessment. In results, first, studies on juvenile delinquency was actively conducted 

in various disciplines since 2003 and majority of them used panel data. Second, 

while various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were reported,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were the most common behaviors studied. Also, types of juvenile 

delinquency has been changed; since 2009, problematic behaviors related to internet 

such as cyber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bullying were studies. Lastly,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l association influencing juvenile delinquency was commonly 

reporte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this study confirmed the usefulness of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to explain juvenile delinquency, and provided some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udy, social work practice, and policy.

Keywords: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Juvenile Delinquency,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