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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도덕적 이탈의 매개적 역할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석사1, 이화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2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s of mothers’ monitoring, psychological 
control,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moral disengagement on adolescents’ aggression. 
Methods: A total of 403 middle school students (147 males, 256 females) completed a self-report 
questionnaire, including measures of mothers’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s’ moral disengagement and aggress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Results revealed that the direct effects of mothers’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adolescents’ aggression and the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moral disengagement were significant.  
Conclusion: This study underlines the importance of mothers’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and moral disengagement on adolescents’ aggression. The study results defined that a cognitive 
distortion acted as an internal mechanism that produces aggression by discovering the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moral disengagement accordingly indicated a need for a cognitive approach in 
the intervention programs of moral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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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청소년기는 급격한 발달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갈등과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못하거나 

발달과업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공격성, 비행, 우울 등

의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Röonnlund & Karlsson, 

2006). 문제행동 중에서도 공격성과 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인천 중학

생 추락사 사건 등으로 청소년의 폭력과 또래 괴롭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8년 1차 학교폭

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도에 비

해서 증가하였으며, 폭력의 형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

토킹,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나타났다(Ministry of Education, 

2018). 청소년의 공격성은 학업적인 부분은 물론 비행, 범죄, 

정신병리까지의 심각한 부적응적 결과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Crick & Grotpeter, 1995; Vaillan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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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dgen, Boivin, & Tremblay, 2003).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

한 교육과 개입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요인을 살펴볼 필요

성이 있다.

연구자들은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과 

부모의 양육행동으로 보았다(H. Y. Kim, 2010; D. Lee & Yum, 

2015).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 중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는 감독과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심리

적 통제로 나누어 공격성과의 상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감독은 자녀들이 어디에 있고, 누구와 함께 있으며, 어떤 활

동을 하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는 양육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의미한다(Steinberg, Fletcher, & Darling, 1995). 

부모는 이 과정을 통해 자녀의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자

녀를 지도할 수 있다. 이전 연구자들은 부모가 자녀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녀의 문제행

동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Fuligni & Eccles, 1993; 

Oh, 2010). 지나친 억압과 간섭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자녀

의 일상생활과 행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 측면의 감독은 자

녀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의 지표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감독

은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자신에 대해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

다고 지각하게 하며(Harter, 1988), 자녀의 정서적 행복에도 도

움을 준다(Ceballo, Ramirez, Murray, & Maltese, 2003). 이 과정

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는 향상되고, 자녀는 낮은 공

격성과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또래로부

터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이며 또래동조성이 높아, 또래의 일

탈행동을 접한 청소년은 모델링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공격성

과 비행을 보이게 된다(H. Lee & Kim, 2011).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이 과정에서 서

로의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이에 따른 자녀에 대한 지식을 바

탕으로 부모는 청소년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위험상황에서

나 더 나아가 일탈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방지하고, 문제

행동을 예방할 수 있으며 위험상황에 개입할 수 있다. 부모의 

감독과 공격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 G. Lee와 Han 

(2016)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감독과 공격성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부모의 감독 수준이 높고, 양육행

동이 애정적일수록 자녀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Yim, Kim과 Chung (201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감독 수준

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공격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외의 다수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감독이 높을수록 자녀

의 공격성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

였다(Cha & Kim, 2016; H. H. Kim, 2003; H. Y. Kim, 2010; S. 

Kim, 2007; Ko, 2005; Pettit, Laird, Dodge, Bates, & Criss, 2001).

심리적 통제는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부모가 애

정을 철회하거나 자녀가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의 심리적

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녀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영역에 지

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양육행동이다(Barber, 1996). 

이전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보았다(Jeon, 2007; H. 

H. Kim, 2003). 청소년기는 자율성 확립이 중요한 시기인데 

심리적 통제는 이를 방해한다(Albrecht, Galambos, & Jansson, 

2007; Barber, 1996; Barber & Harmon, 2002;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Steinberg, 1990).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기 어려우며, 분노와 슬

픔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끼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쉽다

(Davies & Cummings, 1994). 또한 자신이 통제받는다고 느끼

고, 이에 따라 좌절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의 기대

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애정 철회의 불안을 느낄 수 있

다. 이런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청소년은 공격성과 외현화 문

제행동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H. Y. Kim, 

2010; E. Lee & Lea, 2012).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공격성에 관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심리적 통제와 관계적 공

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

소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관계적 공격

성을 더 많이 보였다(K. A. Kim & Kweon, 2015; H. Lee & Park, 

2014). 이외에도 다수의 연구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

수록 자녀의 공격성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Chang, 2015; H. Kim, 2014; H. H. Kim, 2003; H. 

Y. Kim, 2010; H. S. Lee, 2016; Loukas et al., 2005; Min & Han, 

2012; Noh, 2012; Rathert, Fite, Gaertner, & Vitulano, 2011).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 중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감독과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심리적 통

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과 부정적 양육행

동인 심리적 통제라는 두 변인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 모델 안에서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 중 긍

정적 측면의 활성화와 부정적 측면의 비활성화의 의미가 청소

년의 도덕적 이탈과 공격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을 세분화하여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부모의 감독

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과정

에서 작동하는 청소년의 내적, 인지적 메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불러올 청소년의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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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가 공격성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다양한 내적 인지적 메커니즘 중 도덕성 발달과 접점에 있는 

도덕적 이탈이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회인지 이론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 이탈은 자신의 유

해한 행동이나 비도덕적 행동을 인지적 왜곡을 통해 자

기 합리화하여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사회인지 이론에 따

르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은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

동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경험이나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태도나 신념에 노출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Bandura et al., 1996).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청소년이 위험하고 유해한 행동을 저

지를 상황에 개입할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경험하거나 관

찰하는 도덕적 이슈에 대해 건강한 해석과 판단을 하도록 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도덕적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으

며, 따라서 또래관계 등에서도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

이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통제를 받

은 청소년은 부모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좌절, 

수치심,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한다. 청소년은 그 과

정에서 심리적 통제와 같은 부모의 양육행동을 모델링하고 받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본인이 경험하는 도덕적 갈

등적 이슈에 대해 왜곡된 해석과 판단을 하게 하는 도덕적 이

탈과 같은 인지적으로 편향된 심리적 기제를 형성하게 하여 

이를 통해 또래관계 등에서도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도덕적 이탈과 공격성의 관계를 설명

한 바 있는데, Bandura (1991)는 타인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은 자신의 행동과 결과를 정당화하고 부정적인 감정

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덕적 이탈을 보인다고 하였고, Guerra

와 Slaby (1990)는 도덕적 이탈과 같은 인지적 왜곡이 반사회

적 행동 중에서도 특히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 Kim (2014)의 연구에서는 외적 귀인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이 본

인의 유해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행동의 원인을 피

해 학생이나 주변 환경으로 돌리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격성을 보이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

은 청소년에 비해 도덕적 정서와 책임감을 낮게 지각하였다

(Menesini, Sanchez, Fonzi, Ortega, Costabile, & Feudo, 2003). 즉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도덕적 이탈과 공격성이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S. Seo, 2018; Shin & Kim, 2014),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를 보인 것이

다(Kokkinos, Voulgaridou, Mandrali, & Parousidou, 2016; H. S. 

Lee, 2016; Yoo, 2018).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

며(Malti & Krettenauer, 2013),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아동기는 

물론, 초기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J. S. Lee, 2016). 부모의 감독을 통해 자녀

는 부모의 애정을 느끼게 되며(Harter, 1988), 보호받는다는 느

낌과 함께 정서적 행복과 안정감에도 도움을 받는다(Ceballo 

et al., 2003). 부모의 감독은 부모와 자녀가 긍정적 관계를 형

성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일상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

도록 도와준다. 청소년이 공격적인 행동을 저지를 위험상황

에 처했을 때, 부모는 감독을 통해 적절하게 조정하고 개입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부모의 도덕적 규

준을 내면화하며 도덕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년이 도덕적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감독이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어머니의 감

독 및 애정적 양육이 도덕적 이탈에 부적 영향을 미쳤음을 밝

혔다(Pelton, Gound, Forehand, & Brody, 2004; Yun, 2018). 또한, 

양육자가 부족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

이 보일수록 자녀는 높은 도덕적 이탈을 보인다고 보고 한 바 

있다(Campaert, Nocentini, & Menesini, 2018).

다음으로 심리적 통제 또한 도덕적 이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외

적 귀인 성향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H. Kim, 2014). 부

모의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는 죄책감, 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며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변명을 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유해한 행동의 이유를 외적 요인으로 돌리며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책임을 덜기 위한 인지적 왜

곡이 일어남으로써 도덕적 이탈이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는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자녀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

록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J. M. Kim & 

Kim, 2013; Sohn & Han, 2019).

이러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감독, 심리적 통제

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경로를 논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비슷한 맥락의 연

구를 살펴보면, Yun (2018)의 연구는 청소년 자녀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애정, 합리적으로 인식할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이 

낮게 나타났고, 이는 청소년 비행에도 영향을 미쳤다. 심리적 

통제와 관련하여 J. M. Kim과 Kim (2013)의 연구에서는 청소

년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도덕적 



Park and Han   4

이탈 수준이 높았고, 그 결과 높은 가해행동을 보인다고 하였

다. 그러나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과 부정적 양육행동인 심

리적 통제를 도덕적 이탈과 함께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청

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상, 어머니로부터 독립적인 판단과 사

고, 행동영역을 구축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생활에서 어머니

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반된 측면이 공존한다. 어머니는 청

소년의 사고와 행동, 사회적 관계에 대해 적정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통제해야 함과 동시에 청소년기 심리의 독립적 지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적합하고 바람직한 감독과 통제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양육자에게도 쉬운 과제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의 인지적 도덕발달이 형성되고 왜곡되는 과정에서 양육자의 

긍정적 감독과 부정적 통제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를 함께 살펴보아,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자녀

에 대한 감독과 통제의 기준을 탐색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기

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양육자의 

적절한 통제의 한 지표인 감독과 부적절한 통제의 한 지표인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기의 도덕적 인지적 왜곡인 도덕적 이탈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동시에 파악하여 청소년의 인지

적 도덕발달에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청소년

기 자녀에 대해 어떠한 수준의 통제를 행해야 하는지를 밝히

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공격성이라는 행동문제에는 어

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

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도덕적 이탈을 통해 미치는 간

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외

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인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청소년의 내

적, 인지적 요인인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으로 이

어지는 경로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도덕적 이탈과 같은 인지

적 왜곡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며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도덕

적 이탈의 수준을 낮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통

해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는 2018년 12월 중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에 위

치한 2곳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403명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을 중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기

는 새로운 도덕 개념이 형성되고 도덕성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

한 시기이며(Cho, 2012), 폭력적인 행동과 공격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Blitstein, Murray, Lytle, Birnbaum, 

& Perry, 2005).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학생 147명(36.5%), 여학생 256(63.5%)이었다. 

학년 구성은 1학년 186명(46.2%), 2학년 117명(29.0%), 3학년 

100명(24.8%)이었다. 연령은 만 13세 183명(45.4%), 만 14세 120

명(29.8%), 만 15세 100명(24.8%)으로 평균 연령은 13.79세로 나

타났다. 부모의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경우 4년제 대

학 졸업이 138명(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110명(27.3%)으로 그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도 4년제 대학 졸업이 151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이 90명(22.3%)이었다.

  

연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 청소년

의 도덕적 이탈 및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로 구성되

었으며, 청소년의 보고로 이루어졌다.

감독

어머니의 감독은 Stattin과 Kerr (2000)이 개발한 부모감독 척

도(Parental Monitoring Scale)를 Park (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

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이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청

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감독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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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다. 본 연구에

서 어머니의 감독은 단일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방정

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항을 부분적으로 

합산하여 측정변수로 설정하는 항목 묶음(item parceling) 방법

을 사용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Little, Rhemtulla, Gibson과 Schoemann (2013)의 제안에 따라 

세 개의 문항 묶음을 사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요인부하량

이 0.4 미만인 감독 9번 문항을 제외하였다.

심리적 통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Barber (1996)가 개발한 심리적 통제 

척도(Psychological Control Scale-Youth Self Report [PCS-YSR])

를 Jeon (200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자기표현 

제한(3문항), 감정 불인정(3문항), 비난(3문항), 죄책감 유발(2

문항), 애정 철회(3문항), 불안정한 감정 기복(2문항)의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

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4점 Likert식 척

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

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확

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결과, 심리

적 통제의 하위요인 중 비난의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산출

되어 이를 제외하였다.

도덕적 이탈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은 Bandura (1996) 등이 개발한 도덕

적 이탈 기제 척도(Mechanism of Moral Disengagement Scale 

[MMDS])를 M. J. Seo와 Kim (2006)이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도덕적 정당화(4문항), 완

곡한 명명(2문항), 유리한 비교(4문항), 책임 전가(4문항), 책임 

분산(4문항), 결과 왜곡(4문항), 비인간화(4문항), 비난의 귀인

(3문항)의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

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으

며 4점 Likert식 척도이다. 8개의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

록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

위요인 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도덕적 정

당화는 .70, 완곡한 명명은 .59, 유리한 비교는 .84, 책임 전가

는 .68, 책임 분산은 .92, 결과 왜곡은 .73, 비인간화는 .81, 비난

의 귀인은 .58로 나타났다. 완곡한 명명과 비난의 귀인의 신뢰

도는 선행연구에서도 낮게 나타나 이를 제외 후 분석한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Sohn & Han, 201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도 이를 제외하고 도덕적 이탈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확인

적 요인분석(CFA) 결과,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 중 책임분산

의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산출되어 이를 제외하였다.

공격성

청소년의 공격성은 Marsee, Kimonis와 Frick (2004)이 제작한 

자기보고형 또래갈등척도(Peer Conflict Scale [PCS])를 Han 

(2008)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반응

적 외현적 공격성(10문항),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10문항), 반

응적 관계적 공격성(10문항),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10문항)

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

점), 대체로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이루어져 있으며 

4점 Likert식 척도이다. 4개의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 별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은 

.86,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은 .83,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82,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83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2018년 12월 중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에 

위치한 2곳의 각 중학교에 협조를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후, 

12월 중 각 학교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

문을 실시하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조사 내용과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담임교사에 의해 설문지 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지의 응답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배부된 430부 

중 414부가 회수되어 약 96%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중 무응답 

설문지를 포함한 11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총 403부를 사

용하였다. 정규성이 확보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왜도 및 첨도

의 절대값을 살펴본 결과, 각각 3과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

성 기준을 충족하였다(G. Kim, 2010).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22.0 프로그램(IBM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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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onk, NY)과 AMOS 21.0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및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와 백

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를 살

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그 후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도덕적 이탈을 통

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구조방

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분석하였다. 

측정변인이 각각의 잠재변인을 잘 구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통제

의 하위요인 중 비난과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 중 책임분산

의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산출되어 이를 제외한 후 분석하

였다. 다음으로 측정모형이 포함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산출

하여 검증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실시하였다.

 

Results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 그리고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

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구체적으로 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 및 청소년의 공

격성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감독의 하위요인들은 청소년

의 공격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32~.-20, p < .001). 즉 어머니의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

소년의 모든 공격성의 하위 유형인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

도적 외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

격성은 낮게 나타났다.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과 청소년 공

격성의 하위요인에서는 심리적 통제의 감정 불인정과 죄책감 

유발은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

았다. 이를 제외한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 공격성의 하위요인

들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1~.36, p < .05~.001).

둘째, 도덕적 이탈과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도

덕적 이탈의 모든 하위요인들은 공격성의 모든 하위요인들과 

정적 상관(r = .20~.50, p < .001)을 보였다. 즉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인 도덕적 정당화, 유리한 비교, 책임 전가, 결과 왜

곡, 비인간화가 높을수록 청소년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높았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감독 및 심리적 통제와 도덕적 이

탈 간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감독의 하위요인 중 감독3과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인 도덕적 정당화, 책임전가는 유의

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외 감독의 하위요인들과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들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 = 

-.19~-.11, p < .05~.001). 심리적 통제와 도덕적 이탈의 상관관

계는 심리적 통제의 하위요인인 감정 불인정과 죄책감 유발은 

모든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제외한 심리적 통제와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

인들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3~.21, p < .01~.001).

측정모형 분석

어머니의 감독,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및 공격

성을 측정하는 측정변인이 각각의 잠재변인을 잘 구성하고 있

는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확

인적 요인분석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와 χ2/df, 

Normed Fit Index (NFI), Tucker-Lewis Index (TL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

SEA),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을 통한 

적합도 지수로 평가하였다. 적합도 평가의 기준은 χ2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χ2/df 값이 3보다 작을 때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Kline, 2015), χ2값은 표본의 수에 크게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를 같이 고려하여 모형의 적

합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NFI, TLI, CFI값이 .90 

이상이면 높은 적합도로 해석하고, RMSEA는 .05 이하인 경

우 적합도가 적절하며 .08 이하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

다(Hong, 2000). 또한 SRMR은 .08 이하인 경우 양호하다고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 296.366 (df = 113, p < .001), χ2/df = 2.623, NFI 

= .910, TLI = .930, CFI = .942, RMSEA = .064 (90% CI [.055, 

.072]), SRMR = .052로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Table 

2). 또한 최종모형의 요인부하량과 관련하여 모든 잠재변인에

서 측정변인으로의 표준화회귀계수(β)가 .417~.918로 나타났

고,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판단할 수 있는 측정변

수들의 Critical Ratio (CR) 값은 α = .001 수준으로 모두 유의하

였다. 따라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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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모형 분석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 296.366 (df = 113, p < .001), χ2/

df = 2.623, NFI = .910, TLI = .930, CFI = .942, RMSEA = .064 

(90% CI [.055, .072]), SRMR = .052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

였다.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을 통해 공격성에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Table 3). 첫째, 

어머니의 감독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

는 유의하였다(β = -.153, p < .05).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유의하였다(β 

Monitoring

Psychological 
Control

Moral 
Disengagement

Aggression

Monitoring 1

Monitoring 2

Monitoring 3

.863 

.763 

.773 

Invalidating Feelings

Guilt Induction 

Love Withdrawal 

.471 

.533 

.865 

Constrain Verbal 
Expressions 

Erratic Emotional 
Behavior 

.687 

.824 

.884 

.866 

.918 

.804 

Advantageous 
Comparisons

Displacement of 
Responsibility

Distortion of 
Consequences

.665 

.417 

.638 

Moral Justification  

Dehumanization 

.606 

.504 

Reactive Overt

Proactive Overt 

Reactive Relational

Proactive Relational

-.248 *** 

.351 *** 

.688 *** 

-.312 *** 

.384 *** 

-.372 *** 

e1 

e2 

e3 

e5 

e4 

e6 

e7 

e8 

e10 

e9 

e11 

e12 

e13 

e14 

e15 

e16 

e17 

Table 2
Testing the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χ2 df χ2/df NFI TLI CFI
RMSEA

(LO90~HI90) SRMR
296.366*** 113 2.623 .910 .930 .942 .064

(.055~.072)
.052

Note. N = 403.
***p < .001.

 

Figure 1. Factor loadings of the measurement model.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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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p < .05). 둘째,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와 

관련하여, 먼저 어머니의 감독이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으며(β = -.239, p < .01), 어머니

의 심리적 통제가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적

으로 유의하였다(β = .292, p < .05). 또한 도덕적 이탈에서 청

소년 공격성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β = .592, p < 

.01). 즉,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도덕적 이

탈을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이 어머

니의 감독을 높게 지각할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은 낮았고, 심

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았다. 그

리고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은 높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igure 2).

한편,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

접효과와 도덕적 이탈을 통한 간접효과와 총효과를 살펴보았

다(Table 4). 그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공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도덕적 이탈(β = .592, p < .01)로 나타

났고, 다음으로 심리적 통제(β = .310, p < .01), 감독(β = -.295, 

p < .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

Table 3   
Path Coefficient of Structural Model                    

B β SE CR
Monitoring → Aggression -.110 -.153 .036 -3.066*
Psychological control → Aggression .073 .138 .027 2.735*
Moral disengagement → Aggression .447 .592 .056 7.936**
Monitoring → Moral disengagement -.228 -.239 .062 -3.680**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05 .292 .046 4.435*

Note. N = 403.
*p < .05. **p < .01.

Figure 2. Direct and indirect paths from mothers’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to adolescents’ aggression through moral 
disengagement.
 *p < .05. **p < .01. ***p < .001.

Moral 
Disengagement Aggression

Reactive 
O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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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심리

적 통제(β = .292, p < .05), 어머니의 감독( β = -.239, p < .01) 순

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신뢰구간 95%를 기준으

로 간접효과를 검증하였을 때, 신뢰구간 범위가 감독의 경우 

-.238~-.087, 심리적 통제의 경우 .095~.261로 모두 0을 포함

하지 않아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감독이 도덕적 이탈

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며

(β = -.142, p < .01), 심리적 통제가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

의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 β = .173, p < .05). 

외생변수가 내생변수의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

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을 살펴본 결

과, 어머니의 감독 및 심리적 통제는 도덕적 이탈과 함께 청소

년의 공격성을 51.7%를 설명하였으며,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

적 통제는 도덕적 이탈의 17.7%를 설명하였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감독 및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

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도덕적 이탈을 통한 간접적인 영

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어머니의 감독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

머니 감독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감독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의 공격

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감독이 청

소년의 공격성과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

수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Cha & Kim, 2016; H. H. 

Kim, 2003; Ko, 2005; E. G. Lee & Han, 2016; Pettit et al., 2001; 

Yim et al., 2014).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을 높게 지

각한 청소년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긍정적 정서

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감독을 통해 자녀의 일상생활

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는 자녀가 공격적

인 행동을 보이면 이를 제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일탈된 또래

들과 어울리거나 비도덕적이고 부적절한 위험 상황에 처할 위

기에서 빠른 개입이 가능하다. 이는 청소년들이 공격성과 같

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평가되는 감독과 대조적으로 부정적

인 양육행동으로 평가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 또한 청소년

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

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은 높

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

소년의 공격성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선

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Chang, 2015; H. Kim, 2014; H. 

H. Kim, 2003; K. A. Kim & Kweon, 2015; H. Lee & Park, 2014; 

H. S. Lee, 2016; Loukas et al., 200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인 자율성과 정체성 확립을 

방해한다. 청소년은 어머니로부터 심리적으로 통제받고 있다

고 느끼며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을 때, 불만과 좌절감,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심리적 통

제는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부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Bootstrapping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E, 95% CI) Total effect SMC

Monitoring → Aggression -.153* -.142**
(.035, -.238~-.087)

-.295* .517

Psychological control → Aggression .138* .173*
(.041, .095~.261)

.310** 

Moral disengagement → Aggression .592** - .592** 

Monitoring → Moral disengagement -.239** - -.239** .177

Psychological control → Moral disengagement .292* - .292* 

Note. N = 403.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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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감과 애정 철회의 불안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청소년의 부정적 감정은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

적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외현적으로 공격성이 

발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감독 수준이 높을수

록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낮은 

공격성으로 이어졌다. 또한 청소년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도덕적 이탈은 높게 나타났고, 이는 높은 공

격성으로 이어졌다. 이를 경로별로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도덕적 이탈에 미치

는 영향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어머니의 감독

을 높게 지각할수록 도덕적 이탈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부

족한 모니터링을 포함하는 부정적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자녀

의 도덕적 이탈이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Campaert et al., 

2018)와 감독, 애정, 합리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이 도덕적 이

탈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Pelton et al., 

2004; Yun, 2018). 어머니의 감독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보호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어 안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를 형

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와 자녀 간 의사

소통이 증진되며 어머니는 자녀의 생활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을 공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어머니로부터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도덕적 기준과 태도를 습

득하고, 도덕성을 향상시키며 낮은 도덕적 이탈 수준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를 높게 지각할수록 

도덕적 이탈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

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고된 J. M. Kim과 Kim (2013)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여학생

의 도덕적 이탈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Sohn과 Han (2019)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애정적이지 못한 양육을 받은 청소년은 

어머니와 안정적인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지

지 못해 도덕성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높은 도덕적 이탈

과 연관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경험한 자녀는 

애정 철회의 불안, 죄책감을 느끼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회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잘못을 인

정하기보다 외적 귀인 성향을 보이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

명하고 원인을 환경적 요인으로 돌리는 도덕적 이탈을 보일 

수 있다. 때문에 부모는 양육과정에서 감독과 같은 긍정적 양

육행동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감독과 규

율을 적용하여, 청소년 자녀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올바른 

도덕적 규준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며, 자

녀에게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통제와 같은 

양육행동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도덕적 이탈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도덕적 이탈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이 증

가함을 나타낸다. 이는 도덕적 이탈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정

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Kokkinos et 

al., 2016; H. S. Lee, 2016; Yoo, 2018). 도덕적 이탈이 높은 청소

년은 공격성과 같은 유해한 행동을 보인 후, 자신의 잘못을 인

정하지 않고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감

정을 회피하기 위한 인지적 왜곡 과정을 보인다. 이러한 기제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낮은 책임감과 죄책감을 경험하며 더

욱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도

덕적 이탈을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변

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감독과 같이 긍

정적 양육행동으로 평가받는 애정, 합리적 양육행동이 도덕적 

이탈을 통해 청소년의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준 Yun (2018)의 연구결과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심리적 통제와 도덕적 이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비슷한 맥락에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쳐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J. M. 

Kim과 Kim (201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는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덕적 이탈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

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인 감독을 통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심리적 통제는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

을 높일 수 있는 위험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

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의 공격

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자녀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한 애정적 양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

하는 결과이며,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또한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

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도덕적 이탈의 간접적인 영향

을 살펴보았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라는 외적 요인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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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내적, 인

지적 요인인 도덕적 이탈이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양육

의 영향이 공격성이라는 외현화되는 문제행동으로 표출되기

까지 작동하는 내적 메커니즘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에 영향을 미쳐, 공격적인 행동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외적 요인을 어떻게 

흡수하고 이를 내면화하는지에 따라 도덕적 이탈의 정도와 공

격성에 대한 태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은 가정에

서는 물론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며 많은 

영향을 받는데, 청소년이 접하는 부모, 또래, 교사와 같은 다양

한 외적 요인들로부터 주어지는 영향을 인지적으로 어떻게 수

용하고 또는 왜곡하는지, 이를 통해 도덕적 규준을 작동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인 것이다. 즉 공격성의 감소를 위해

서는 외부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환경의 변화를 도모할 뿐 아

니라 외적 요인의 영향을 인지적으로 해석하고 작동하는 메커

니즘인 도덕적 이탈의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공격성 감소를 위해서 가정은 물론 학교

에서의 예방적 개입과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위험요인에 노출

되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상담적 개입과 학교폭력 예방 또는 

감소를 위한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 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

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도덕적 이탈

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

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인 감독과 부정적 

양육행동인 심리적 통제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청소년의 도덕

적 이탈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상대적 역할을 확인하였

으며, 또한 각 영향의 크기 또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녀의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과 관련하

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이

며, 특히 감독과 같은 긍정적 양육의 측면을 실행하는 것과 심

리적 통제와 같은 부정적 양육의 측면을 자제하는 것이 청소

년의 도덕적 이탈을 예방하고 공격성을 감소시키는데 유사한 

수준의 무게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한 그 과정에서 청소년의 내적, 인지적 요인인 도덕적 이탈의 

간접적 영향을 밝혔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

과는 추후 청소년 따돌림, 폭력과 같은 공격적인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과정에 있어 외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행동

이 도덕성과 같은 개인의 내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부모는 양육 과

정에서 도덕적 인식을 형성하는 청소년의 내적, 인지적 메커

니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도덕적 기준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녀의 일상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며 

적절한 개입과 규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전라북도의 

각 한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전체 중학생을 일반화하고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광범위한 지역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척도 사용 과정에

서 일부 문항이나 요인을 삭제 후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는 기

존 척도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머니

의 양육이 중요시되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아버지의 양육 참

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아

버지 각각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

서는 도덕적 이탈의 하위요인에서 책임분산의 요인부하량이 

.40 이하로 산출되어 이를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또한 ‘완곡

한 명명’과 ‘비난의 귀인’에 대한 내적 합치도도 다른 하위요인

과 비교하여 낮게 나타나 이를 제외하였다. 이는 Sohn과 Han 

(2019), H. S. Lee (2016)와 Yun (2018)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것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내 도덕적 이탈 기

제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당화 작업의 필요성이 

있다(Sohn & Han, 2019).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도덕적 이탈의 선행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

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는 도덕적 이탈의 선행요인에 대해 살

펴보았으며, 그 결과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청소년

의 도덕적 이탈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을 살펴보기 위해 외적 요인인 어머니

의 감독, 심리적 통제와 내적, 인지적 요인인 청소년의 도덕적 

이탈을 포함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감독과 심리적 통제가 도덕적 이탈을 

매개로 하여 공격성에 간접적 영향을 밝혔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어머니의 감독, 심리적 통제 및 청

소년의 도덕적 이탈이 공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청소년 공격성 및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

모 교육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도덕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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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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