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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보호 찰 상 청소년을 상으로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이

들의 비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보호 찰소에 입소 인 295명이 연구에 참

여하 으며, 한국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 자기애 성격성향 척도,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자기보고용을 시행하 다. 분석 결과, 냉담-무정서 특질, 자기애 성격성향, 비행의 하 요인

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의 비행수 이 더 높음을 확인하 다. 성별

에 따른 냉담-무정서 특질, 자기애 성격성향, 비행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

년의 경우 냉담성이 비행과 유의미한 상 을 보 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감정표 결여가 비

행과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한 성별에 따라 냉담-무정서 특질의 하 요인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한 결과, 냉담성은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잘 설명하

고 감정표 결여는 남자 청소년의 비행을 잘 설명하 으며, 자기애 성격성향은 비행에

해 냉담-무정서 특질의 설명력을 넘어서는 추가 인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 제한 에 해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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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란 도덕 , 윤리 , 사회 , 법률 으

로 옳지 못한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들

의 비행은 사회 으로 빈번해 왔다(이혜선,

2005). 그런데 최근 발생되는 청소년 비행은

과거에 비해 비행 방법과 강도가 성인 범죄

수 못지않게 흉악해지고 담해지고 있다는

에서 우려될만하다. 2010년 ‘국회 행정안

원회’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강력범죄는

2008년보다 337% 증하 으며 재범률도 높

아져 청소년 비행이 잔인한 범죄로 향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원인

은 다양한 요인의 복합 인 결과로 불안정한

청소년 시기와 상호작용하여 발생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 특

성에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비행과 련되는

개인의 심리내 요인에 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권은정, 2011). 청소년 비행의 개인내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냉담-무정서 특질

(Callous-Unemotional traits: 이하 CU 특질)과 자

기애 성격성향에 을 맞추고자 한다.

CU 특질은 정신병질을 측정하는 세 가지

측면 정서 측면에 을 맞춘 특질이

다. 정신병질은 인 계, 정서, 행동 측면에

서 측정되는데 냉담하고 비정서 인 특징은

성인 정신병질을 개념화하는 요한 특질

하나이다(Hare, 1993). 이러한 정신병질 정

서를 Frick(1998)은 냉담-무정서 특질(Callous-

Unemotional traits)로 개념화하 다. CU 특질은

죄책감과 후회의 결여, 타인의 감정에 한

심 부족, 피상 인 정서 표 등을 특징으로

한다(Frick, 2009). CU 특질이 높은 사람들은 공

감 심이나 도덕 추론에서의 결함(Fisher

& Blair, 1998; Pardini, Lochman, & Frick, 2003),

낮은 정서반응, 타인의 부정 정서 표 에

한 인식 부족과 같은 정서 결함을 보인다

(Blair, Colledge, Murray, & Mitchell, 2001; Loney,

Frick, Clements, Ellis, & Kerlin, 2003; Stevens,

Charman, & Blair, 2001). 한, 두려움이 결핍

되어 있고, 높은 수 의 자극 보상추구 경

향성을 보이며(Frick, Lilienfeld, Ellis, Loney, &

Silverthorn, 1999), 처벌에 덜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부정 인 효과에 해

신경을 쓰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Fisher & Blair,

1998; Frick et al., 1999; Pardini et al., 2003).

CU 특질이 기에는 사회 으로 강력한 범

죄를 일으키는 성인 범죄자에게 국한되어 보

고되었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만 2세의 유아들

에게도 CU 특질이 측정되었으며(Waller et al.,

2012), CU 특질이 아동 청소년의 심각한

품행문제와 련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

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Frick, Ray, Thornton과

Kahn(2013)에 따르면 심각한 반사회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 CU 특질을 가진 청소년

들은 특히 더 공격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CU 특질이 높은 청소년들은 심각한 품행문

제를 가진 다른 아동, 청소년에 비해 개인

인 이익이나 지배성을 취하기 해 더 도구

이고 계획 인 공격성을 보이며(Frick et al.,

2003; Kruh, Frick, & Clements, 2005; Lawing,

Frick, & Cruise, 2010; Marsee, & Frick, 2007),

성인기에도 더욱 반사회 인 결과를 나타낸

다(Burke, Loeber, & Lahey, 2007; McMahon,

Witkiewitz, & Kotler, 2010). Frick과 Viding(2009)

은 높은 CU 특질이 정상 인 양심(conscience)

의 발달을 간섭하고 이것이 궁극 으로 심각

한 반사회 행동 공격성의 험을 높인다

고 주장한 바 있다.

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CU 특질에 한

연구들에서도 CU 특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과 높은 련성을 지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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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정(2011)의 연구에서는 CU 특질이 비행을

유의미하게 설명하 는데, 특히 CU 특질의 하

요인 냉담성 요인이 반사회성 성격특성

과 비행 문제에 가장 큰 향력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

도 CU 특질이 청소년의 품행문제와 련된다

는 선행연구들(Fanti, Frick, & Georgiou, 2009;

Marsee, & Frick, 2007; Stickle, Kirkpatrick, &

Brush, 2009; Kimonis, Frick, Muñoz, & Aucoin,

200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

니라, 청소년의 마음읽기 능력과 래괴롭힘

간의 계를 살펴본 오승은과 이승연(2011)의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모두 CU 특질이 강

할수록 직 가해는 많이, 방어행동은 게

보 다. 이 연구에서 오승은과 이승연(2011)은

남녀 청소년 모두 CU 특질이 높은 경우에는

마음읽기 능력이 좋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정

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목 을 달성하는 공격 이고 반사회 행동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 다. 지진숙(2013)의 연

구에서는 CU 특질이 높은 비행집단이 일반집

단에 비해 험감수행동을 더 많이 하고 비행

집단 내에서도 CU 특질이 높은 경우에 험

감수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하 다. 이는 CU

특질이 비행과 같은 외 행동과 결합될 때

험감수행동이 더 상승함을 보여 다. 이상

의 국내 연구들은 일 되게 CU 특질이 청소

년들의 비행 품행문제, 공격행동과 련됨

을 보여 다.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다른 내 요인

은 자기애 성격성향이다. CU 특질이 정신병

질의 정서 측면을 설명하는 요인이라면 자

기애 성격성향은 정신병질의 인 계 측

면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Muñoz,

Kimonis, Frick, & Aucoin, 2013). 기본 으로 자

기 자신에 한 과 한 지각을 반 하는 자기

애 성격성향은 인 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해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선행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련될 수 있다

(Barry et al., 2007). Muñoz 등(2013)의 연구에

서는 정신병질과 결부된 자기애 성격성향

(psychopathy-linked narcissism)이 높은 청소년들

은 부정 인 단서에 과민하고 정서조 능력

이 조하여 타인과의 계에서 지배 인

치를 획득하기 해 공격 이고 폭력 인 행

동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이들이 제안하

는 정신병질과 결부된 자기애 성격성향은

자기 과시, 타인 조종, 잘난 척과 속임수 등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품행문제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이고 자아존 감이나 사회기

술 등과는 부 으로 련된다(Barry, Wallace,

& Guelker, 2011). 한편, 자기애 성격성향을

DSM-Ⅳ(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의 자기애 성격장애와 연결지어보면, 자기

자신에 한 과 한 칭찬과 주목에 한 끊임

없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허 심, 자

기 심성, 타인 이상화, 강한 시기, 거만함, 특

권의식, 착취성, 내 공허함, 무가치함, 취약

성, 지나친 과민성 등을 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차타순, 2001). Kernberg(1975) 역시 자

기애 성격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을 사랑

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며, 만성 지루함

과 공허함, 착취 인 인 계를 맺는다고 하

다. 이들은 자신의 고양감을 높이기 해

타인을 이용, 조종 혹은 착취하는 형태를 보

인다. 이러한 자기애 성격성향의 상과 원

인 특성들은 비행 청소년들이 보이는 과다

활동, 반항, 충동, , 분노, 공격, 흥분, 쾌

락 추구, 자기 심성, 공감 결핍 등의 특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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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

애 성격성향이 높을수록 비행 성향도 강하

게 나타난다(차타순, 2002). 이수정과 이혜선

(2006)의 연구에서는 비행유형과 자기애 성

격성향과의 계를 살펴보았는데, 도 비행

이 자기 심 인 태도와 유의미한 상 을 보

다. 이는 도 비행이 타인을 배려하지 않

고 자신의 입장만을 취하는 태도에 기인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자기 심성

이라고 할 때 이는 CU 특질의 하 요인

냉담성 요인과 상당 부분 공통된다. CU 특질

의 냉담성 요인은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는 태

도와 상호 호혜성 부족 냉담함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기의 이익을 해 타

인의 것을 빼앗는 도, 품갈취, 착취 등의

청소년 비행 행동에 향을 미칠 수 있다.

Barry, Frick과 Killian(2003)은 자기애 성격성

향이 CU 특질과도 련되어 있다고 보고하면

서 자기애 성격성향의 부 응 인 측면( :

착취성, 특권의식 등)이 CU 특질과 비교 높

은 상 을 보인다고 하 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자기애 성격성향과 CU 특질간의 련

성을 살펴보고, CU 특질의 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기애 성격성향이 비행을 추가

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 다.

청소년 비행 문제를 다룰 때 성차를 고려하

는 것 한 요하다. 청소년 비행에 한 이

론들은 주로 남자의 비행을 설명하기 때문에

상 으로 여자의 비행 문제는 간과되어 왔

다. 실제로 여자 청소년의 비행율이 차 증

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자 청소년의

비행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비행 수 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비행

경험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하고 있어(정익 , 2005), 남녀의 비행 수

비행과 련되는 변인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차를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

가 있다. 성별에 따라 비행의 원인을 살펴보

는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비행의

원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입장에서

는 노출되는 경험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성별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다르다는 입장에

서는 남녀의 비행에 향을 미치는 고유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성별 특수(gender specific)

이론이 있다. 비행 문제에서 남녀 차이를 설

명하는 표 이론인 Hagan(Hagan, Gillis, &

Simpson, 1985; Hagan, Simpson, & Gillis, 1987)의

권력통제 이론은 성별 특수 이론을 제안하며

여자 청소년의 비행만을 설명할 수 있는 독특

한 요인을 찾고자 했다. 가부장 성역할 사

회화에 의한 성역할 고정 념은 여자 청소년

의 비행은 낮추지만 상 으로 남자 청소년

의 비행 가능성은 높일 수 있다(Hagan et al.,

1985; Hagan et al., 1987). 다른 측면에서

통 인 성역할 고정 념의 내면화는 사회 으

로 여성 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여자 청

소년들이 강한 부정 인 평가를 받게 하여

험을 피하게도 하지만 오히려 강한 통제로 비

행을 유발하게 만들기도 한다(Bursik, Merten, &

Schwartz, 1985). 정익 (2005)은 여자 청소년의

비행도 남자 청소년만큼 심각하며, 성역할 고

정 념이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자아존 감에

부정 인 향을 주어 비행을 증가시킨다고

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CU

특질에서도 성차가 발견된다. Essau, Sasagawa와

Frick(2006)의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을

상으로 성별에 따른 CU 특질, 학교 수행,

래 계, 가정에서의 의무 수행 차이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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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연구 결과, 청소년 행동평가척도(Youth

Self-Report: YSR)에서 평가되는 내재화 문제와

CU 특질과의 련성에서 남자 청소년은 불안,

우울, 축 등을 나타내는 내재화 문제가 CU

특질 총 냉담성 차원과 미비한 상 을

보인 반면 여자 청소년은 간 정도의 정

상 을 보여 CU 특질과 문제행동간의 련

성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보여주었다. 권은정

(2011)의 연구에서도 CU 특질이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문제행동에 한 유의한 측력을

보 지만 하 요인에 따라 성차가 발견되었다.

냉담성 요인은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유의한

측력을 가졌지만 부주의 요인은 남자 청소

년의 문제행동만 측하 다. 오승은과 이승연

(2011)의 연구에서도 여자 청소년에게서만 CU

특질이 마음읽기와 방어행동 간의 계를 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마음읽기 능력이 좋더라도 CU 특질의 높

고 낮음이 반사회 행동을 할 것인지 친사회

행동을 할 것인지 결정함을 의미한다. 이상

의 선행 연구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도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치

는 향에서 성차가 나타날 것으로 상된다.

본 연구는 보호 찰 상 남녀 청소년 집단

에서 비행에 향을 미치는 개인내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먼 , 성별에 따

라 CU 특질, 자기애 성격성향, 비행 수 의

차이를 확인하고, 남녀 집단에서 CU 특질과 자

기애 성격성향, 비행과의 상 계를 살펴보

고자 하 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CU 특질의 하

요인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각각 비행과

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CU 특질과 자

기애 성격성향의 련성도 확인되었다. 하지

만 성별에 따라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

이 비행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로 검토한

국내 연구는 없으며, 특히 비행에 한 기질

취약요인으로 잘 알려진 CU 특질의 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자기애 성격성향이 비행을

추가 으로 설명하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청소년 집단에서

CU 특질의 하 요인인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감정표 결여가 규칙 반, 공격행동, 외 화 문

제에 미치는 향과 자기애 성격성향의 추가

인 설명력을 확인하고자 하 다. 선행연구들

의 결과를 참고해볼 때, 높은 CU 특질은 비행

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고, 자기

애 성격성향은 CU 특질의 향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비행을 유의하게 설명할 것으로 기

된다. 한 비행에 향을 미치는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의 설명력은 성별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는 청소년 비행에 향을 미치는 요한 개인

내 요인들에 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이

들에 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

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방 법

연구 상

서울, 경기, 지역의 4개 보호치료시설

의 보호 찰 상자 300명이 연구 상에 포

함되었다. 연구 상자들은 모두 법원에서 6

호 처분1)을 받은 청소년들이며, 연구자와 기

1) 6호 처분. 만 19세 이하 소년범들을 상으로 법

원에서 6개월 동안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교정 교

육을 받도록 하는 처분. 비행 정도를 볼 때 더 이

상 부모에게 교육을 맡기기 어렵고 소년원에 들어

갈 정도는 아닌 소년범들이 6호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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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에 따른 죄명별 빈도 (n=295)

범죄유형 죄명
N(%)

남자 여자

강력범

특수강간 2(0.5) 2(1.0)

강간치사 1(0.2) 0

강간 4(0.9) 0

강도상해 4(0.9) 2(1.0)

강도 2(0.5) 0

특수강도 3(0.8) 1(0.5)

강도미수 1(0.2) 0

방화 1(0.2) 0

강제추행 1(0.2) 0

살인미수 0 1(0.5)

유아유기 0 1(0.5)

합계 19(4.4) 7(3.5)

보호 찰

보호 찰 반 69(16.2) 38(19.7)

보호처분변경 4(0.9) 0

합계 73(17.1) 38(19.7)

약물

(유해물질)

약물 3(0.7) 8(4.1)

유해물질흡입 9(2.1) 3(1.6)

합계 12(2.8) 11(5.7)

폭력범

공동폭행 2(0.5) 1(0.5)

공동상해 폭행 0 2(1.0)

폭행감 0 1(0.5)

특수폭행 0 1(0.5)

폭력 5(1.2) 6(3.1)

집단폭행 2(0.5) 3(1.6)

폭행 41(9.5) 33(17.3)

갈취 7(1.6) 2(1.0)

공동상해 1(0.2) 0

상해 5(1.2) 1(0.5)

공갈 18(4.2) 5(2.6)

공동공갈 3(0.7) 1(0.5)

상습공갈 2(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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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갈취 1(0.2) 0

공갈 박 0 2(1.0)

품갈취 0 1(0.5)

박갈취 0 1(0.5)

합계 87(20.3) 60(31.1)

재산범

도 66(15.4) 15(7.8)

도교사 2(0.5) 0

특수 도 교사 0 1(0.5)

특수 도 76(17.8) 31(16.1)

특수 도미수 1(0.2) 0

특수장물 도 1(0.2) 0

여신 융법 반 2(0.5) 1(0.5)

공 횡령 1(0.2) 0

재물손괴 3(0.7) 0

장물취득 2(0.5) 1(0.5)

장물알선 3(0.7) 0

공동재물손괴 1(0.2) 0

사기 11(2.6) 11(5.7)

상습사기 0 1(0.5)

유이탈물횡령 0 1(0.5)

합계 169(39.5) 62(32.1)

교통사범

뺑소니 2(0.5) 0

음주운 1(0.2) 0

교통 반 30(7.0) 2(1.0)

무면허 16(3.7) 3(1.6)

합계 49(11.4) 5(2.6)

기타

공동물건훼손 1(0.2) 0

공무집행방해 1(0.2) 0

공사문서 조 4(1.0) 2(1.1)

모욕 4(1.0) 0

불법문신기계 1(0.2) 0

성매매알선 1(0.2) 1(0.5)

주거침입 4(1.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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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3-4명의 감독 하에 자기보고식 설

문지를 작성하 다. 총 300명의 연구 상

설문을 제출하지 않은 4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분

석에 포함된 연구 상은 남자 청소년 206명

(69.80%)과 여자 청소년 89명(30.20%)으로 총

295명이었다. 연구 상의 평균 연령은 남자

15.65세(SD=1.48), 여자 15.89세(SD=1.40) 다.

학교에 재학 인 청소년은 총 61명이었고,

2(6.8%)와 3(7.5%)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다. 한편, 학업이 단된 청소년은

총 234명이었으며, 이들의 최종 학력은 각각

2(21.0%), 3(15.6%), 고1(20.7%), 고2(6.8%)

다. 부모의 결혼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이혼

가정의 청소년들이 140명(47.5%)으로 가장 많

았다. 연구 상의 죄명을 강력범, 폭력범, 보

호 찰, 약물(유해물질), 재산범, 교통사범, 기

타로 나 어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폭력범과 재산범이 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죄명별 빈도

는 표 1에 제시하 다.

측정 도구

한국 냉담-무정서 특질 척도(Korea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K-ICU)

ICU는 Frick(2004)이 청소년의 냉담하고 비

정서 인 특성을 측정하기 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총 24문항으로 ‘ 아니

다’(0 )부터 ‘매우 그 다’(3 )까지 평정하

도록 되어 있다. Essau 등(2006)의 타당도 연

구에서 냉담성(Callous) 11문항, 부주의/무신경

(Uncaring) 8문항, 감정표 결여(Unemotional) 5

문항으로 하 요인이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 척도를 사용하 다. 냉담성

(Callous) 10문항, 부주의/무신경(Uncaring) 9문항,

감정표 결여(Unemotional) 5문항으로 하 요인

이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척도의 하

요인 수를 분석에 활용하 으며, 내 합

치도 계수(Cronbach's α)는 냉담성 .67. 부주의/

무신경 .78, 감정표 결여 .66이었다.

자기애 성격성향 척도

자기애 성격성향은 Raskin과 Terry(1998)의

자기애 측정 도구, Emmons(1981)의 자기애 측

정 도구, 한수정(1999)이 Raskin과 Hall(1979)이

개발한 자기애 측정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한

폰팔이 1(0.2) 0

학교통고 2(0.5) 0

가출 0 1(0.5)

공동감 0 1(0.5)

기물 손 0 2(1.1)

성매매강요 0 2(1.1)

합계 19(4.5) 10(5.3)

체 428(100) 193(100)

* 죄명은 최 3개까지 기입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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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자아에 한 Kohut의 개념 허 자

율성 개념과 동료 집단 의존성 개념을 기 로

한 곽희경(1991)의 척도, 황순택(1995)이 DSM-

Ⅳ의 진단 거에 의거하여 만든 자기애 성

격장애 척도 등을 참고로 하여 차타순(2001)이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차타

순(2001)의 자기애 성격성향 척도는 권 9

문항, 착취/특권의식 7문항, 우월성 7문항, 허

성 5문항, 자기 심성 7문항, 칭찬과 주목에

한 욕구 7문항, 과장성 5문항으로 총 47문

항이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1 )부터

‘ 으로 그 다’(7 )까지로 평정된다. 본 연

구에서의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권

.85, 착취/특권의식 .83, 우월성 .84, 허 심

.84, 자기 심성 .76, 칭찬과 주목에 한 욕구

.86, 과장성 .72 다. 단, 본 연구에서 비행에

한 자기애 성격성향의 향력을 검증하는

계 회귀분석에서는 개별 하 요인 신

총 을 활용하 다.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Report: YSR)

한국 YSR은 새로 개정된 Youth Self-Report

(Achenbach & Rescorla, 2001)를 한국어로 번역

한 것이다(오경자, 김 아, 2010). 행동평가척

도는 상자의 사회 응 문제행동을 측

정하는 평가 도구로 크게 문제행동척도와

응척도로 나뉘어지며, 문제행동척도에 속하

는 문제행동증후군 척도는 증후군 소척도 8

개, 기타문제와 이들 하 척도의 합으로 구성

되는 상 척도인 내재화, 외 화, 총 문제행동

수(문제행동총 )로 구성된다. 이 내재화

총 은 불안/우울, 축/우울, 신체증상 척도의

합으로 구성되며, 외 화 총 은 규칙 반과

공격행동 척도의 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만 11∼18세 청소년을 한 청소년 행동

평가척도-자기보고용(YSR)을 사용하 고 연구

상자의 문제행동 비행의 정도를 평가하

기 해 외 화 척도에 속하는 규칙 반(15문

항)과 공격행동(17문항) 척도를 사용하 다. 지

난 6개월 내에 자신이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

동을 보 는지를 단하여 ‘ 아니다’(0 ),

‘가끔 그 다’(1 ), ‘자주 그 다’(2 )로 평정

하며 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의 문제행동

을 많이 보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규범에 어 나는 문제행동들을 충동

으로 하는 것과 련된 규칙 반 수와 언어

, 신체 으로 괴 이고 공격 인 행동이

나 인 태도와 련된 공격행동 수,

규칙 반과 공격행동 척도의 합으로 구성된

외 화 수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 으며, 내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외 화 .90, 규

칙 반 .81, 공격행동 .87이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

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의 분석을 실

시하 다. 먼 ,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성

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해 t검증을 실

시하 다. 다음으로, 남녀 집단에서 CU 특질

과 자기애 성격성향, 청소년 비행간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남녀 집

단에서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청

소년 비행에 미치는 향력을 검증하기 하

여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계 회

귀분석에서는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측변인으로 1단계

에 CU 특질에 해당하는 3가지 하 요인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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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투입한 후, 2단계에 자기애 성격성향 총

을 투입하 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상

먼 , 성별에 따라 CU 특질과 자기애 성

격성향, 비행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해

t검증을 실시하 으며(표 2), 다음으로 주요 변

인간의 상 계를 표 3에 제시하 다.

표 2를 보면, CU 특질 부주의/무신경, 자

기애 성격성향 허 심, 자기 심성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수를 보 으며,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에서도 여자가 유의

미하게 높은 수를 보여 여자 청소년의 비행

수 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을 보면, 남자 집단의 경우, CU 특질

냉담성은 외 화(r=.15, p<.05)와 규칙 반

(r=.16, p<.05) 척도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감정표 결여는 외 화(r=-.17, p<.05),

규칙 반(r=-.17, p<.05), 공격행동(r=-.14, p<

.05) 모두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반

면, 부주의/무신경은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

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애 성격성향 척도

측정변인 하 요인
평균(표 편차)

t
남(n=206) 여(n=89)

냉담-

무정서

특질

냉담성 7.52(3.83) 6.61(3.85) 1.89

부주의/무신경 11.28(4.47) 12.62(4.52) -2.36*

감정표 결여 7.45(3.02) 7.34(3.01) -.29

총 26.25(7.31) 26.56(6.98) -.34

자기애

성격성향

권 31.32(11.23) 29.99(10.52) .95

착취/특권의식 21.09(20.81) 8.65(8.16) .26

우월성 23.78(9.10) 23.43(8.49) .31

허 심 17.59(7.54) 22.09(7.05) -4.79***

자기 심성 25.02(8.68) 27.98(8.21) -2.72**

칭찬과 주목에 한 욕구 26.01(9.67) 28.38(9.50) -1.94

과장성 16.66(5.96) 15.55(5.84) 1.48

총 161.47(49.37) 168.22(44.97) -.1.11

비행

외 화 25.67(9.99) 30.81(9.98) -4.05***

규칙 반 13.54(4.93) 15.71(5.19) -3.41**

공격행동 12.13(6.21) 15.10(5.80) -3.84***

*p<.05, **p<.01,***p<.001

표 2.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 (n=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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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모든 하 척도에서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과의 상 이 유의미하게 나타났

다. 여자 집단에서는 CU 특질 냉담성이 외

화(r=.26, p<.05), 규칙 반(r=.24, p<.05), 공

격행동(r=.24, p<.05) 모두와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감정표 결여는 규칙 반(r=-.23

p<.05)과만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부

주의/무신경은 남자 집단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자 집단에서도 문제행동과 유의미한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애 성격성향 척

도는 우월성을 제외한 모든 하 척도에서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과의 상 이 유의미

하 다.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간의 상

에서는 남녀 공통 으로 냉담성이 권

착취/특권의식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부주의/무신경과 감정표 결여는 자기애

성격성향과 체로 부 상 을 보 다.

냉담-무정서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비

행에 미치는 향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

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계 회귀분

석을 실시하 다. 1단계에서 CU 특질의 각 하

요인을 투입하여 비행에 한 설명력을 확

인한 후 2단계에서 자기애 성격성향의 추가

설명력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에 한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의 설

표 3. 냉담-무정서 특질, 자기애 성격성향, 비행간의 상 계 (n=295)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냉
담

무
정
서

특
질

냉담성 - .15 -.08 .30** .50** .02 .08 .15 .08 .09 .26* .24* .24*

2 부주의/무신경 .05 - .03 .08 .16 -.34** -.11 .01 -.21** -.29** .07 -.03 .15

3 감정표 결여 .10 .22** - -.25* -.30* -.35** -.32** -.12 -.14 -.26* -.19 -.23* -.13

4

자

기

애

성

격

성

향

권 .15* -.15* -.07 - .79** .43** .52** .43** .78** .49** .46** .41** .43**

5 착취/특권의식 .37** -.01 -.05 .69** - .45** .46** .50** .65** .53** .56** .50** .51**

6 우월성 .10 -.36** -.29** .56** .53** - .54** .27* .51** .83** .29** .35** .18

7 허 심 .06 -.33** -.23** .57** .53** .78** - .47** .59** .45** .47** .49** .36**

8 자기 심성 .24** -.03 .02 .64** .60** .33** .41** - .57** .32** .57** .37** .64**

9
칭찬과 주목에

한 욕구
.04 -.30** -.08 .74** .62** .67** .70** .60** - .56** .53** .48** .48**

10 과장성 .19** -.38** -.18** .51** .59** .79** .67** .40** .60** - .42** .42** .34**

11

비

행

외 화 .15* .05 -.17* .45** .46** .22** .28** .58** .34** .22** - .90** .92**

12 규칙 반 .16* .06 -.17* .33** .39** .19** .21** .45** .22** .20** .87** - .65**

13 공격행동 .11 .03 -.14* .46** .43** .20** .29** .58** .37** .20** .92** .60** -

* p<.05, ** p<.01,*** p<.001: 각선 는 여자, 아래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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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

하기 하여 남녀 집단을 나 어 분석하 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부주의/무신경을 투입한

경우, 남녀 집단 모두에서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에 한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으며,

2단계 자기애 성격성향의 설명력만이 유의

하 다. 아래에는 CU 특질의 하 요인 비

행을 유의하게 설명한 냉담성과 감정표 결여

를 각각 1단계 측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

에 자기애 성격성향 총 을 투입한 결과를

제시하 다. 먼 , 냉담성과 자기애 성격성

향이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에 미치는

향을 표 4, 표 5, 표 6에 제시하 다.

표 4와 표 5를 보면, 남녀 집단 모두에서

표 4. 외 화에 한 계 회귀분석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남자(n=206)

냉담성 .389 .184 .149* .157 .166 .060

자기애 성격성향 .091 .013 .449***

R2=.022 R2=.216, ∆R²=.194***

여자(n=89)

냉담성 .678 .268 .261* .330 .226 .127

자기애 성격성향 .128 .019 .575***

R2=.068 R2=.381, ∆R²=.313***

* p<.05, ** p<.01, *** p<.001

표 5. 규칙 반에 한 계 회귀분석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남자(n=206)

냉담성 .208. .089 .161* .122 .086 .095

자기애 성격성향 .034 .007 .336***

R2=.026 R2=.135, ∆R²=.109***

여자(n=89)

냉담성 .322 .140 .239* .157 .124 .116

자기애 성격성향 .061 .011 .525***

R2=.057 R2=.317, ∆R²=.261***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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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성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외 화 행동과

규칙 반 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 다. 표 4

에 따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냉담할수록

외 화 행동이 증가하고 자기애 성격성향

한 추가 으로 외 화 행동의 증가를 설명

하 다(각각 β=.15, p<.05, β=.45, p<.001). 여

자 청소년의 경우도 냉담성이 외 화 행동을

설명하 고 자기애 성격성향이 유의미한

추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각각 β=.26,

p<.05, β=.58, p<.001). 규칙 반 행동에 한

분석에서도(표 5), 남자 청소년의 경우, 냉담할

수록 규칙 반 행동이 증가하고 자기애 성

격성향 한 추가 으로 규칙 반 행동의 증

가를 설명하 다(각각 β=.16, p<.05, β=.34,

표 6. 공격행동에 한 계 회귀분석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남자(n=206)

냉담성 .181 .113 .112 .035 .103 .022

자기애 성격성향 .057 .008 .455***

R2=.012 R2=.212, ∆R²=.199***

여자(n=89)

냉담성 .356 .157 .236* .174 .139 .115

자기애 성격성향 .067 .012 .519***

R2=.056 R2=.311, ∆R²=.255***

* p<.05, ** p<.01, *** p<.001

표 7. 외 화에 한 계 회귀분석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남자(n=206)

감정표 결여 -.573 .228 -.173* -.360 .207 -.109

자기애 성격성향 .090 .013 .445***

R2=.030 R2=.224, ∆R²=.194***

여자(n=89)

감정표 결여 -.643 .348 -.194 -.017 .299 -.005

자기애 성격성향 .134 .020 .603***

R2=.038 R2=.366, ∆R²=.328***

*p<.05, **p<.01,***p<.001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 646 -

p<.001). 여자 청소년의 경우도 냉담성이 규칙

반 행동을 설명하 고 자기애 성격성향이

유의미한 추가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각

각 β=.24, p<.05, β=.53, p<.001). 반 으로

냉담성과 자기애 성격성향의 설명력은 남자

보다 여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공격행동에 한 냉담성의 설명력은

여자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표 6).

여자 청소년의 경우 냉담할수록 공격행동이

증가하고 자기애 성격성향 한 추가 으

로 공격행동의 증가를 설명하 다(각각 β=

.24, p<.05, β=.52, p<.001). 반면, 남자 청소년

은 냉담성이 공격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 으며(β=.11, ns), 자기애 성격성향만이

표 8. 규칙 반에 한 계 회귀분석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남자(n=206)

감정표 결여 -.282 .112 -.173* -.203 .107 -.125

자기애 성격성향 .034 .007 .337***

R2=.030 R2=.141, ∆R²=.111***

여자(n=89)

감정표 결여 -.402 .180 -.233* -.115 .163 -.067

자기애 성격성향 .061 .011 .531***

R2=.054 R2=.309, ∆R²=.254***

*p<.05, **p<.01,***p<.001

표 9. 공격행동에 한 계 회귀분석

1단계 2단계

B SE β B SE β

남자(n=206)

감정표 결여 -.290 .142 -.141* -.157 .129 -.076

자기애 성격성향 .056 .008 .448***

R2=.020 R2=.217, ∆R²=.197***

여자(n=89)

감정표 결여 -.241 .205 -.125 .098 .183 .051

자기애 성격성향 .072 .012 .562***

R2=.016 R2=.301, ∆R²=.285***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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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46, p<.001).

다음으로, 감정표 결여와 자기애 성격성

향이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에 미치는

향을 표 7, 표 8, 표 9에 제시하 다. 표 8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감정표 이 결여될수록

규칙 반 행동이 감소하 고, 자기애 성격

성향이 높을수록 규칙 반 행동이 증가하 다

(남자: β=-.17, p<.05, β=.34, p<.001; 여자: β

=-.23, p<.05, β=.53, p<.001). 한편, 외 화 행

동과 공격행동에 한 감정표 결여의 설명

력은 남자 집단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표 9). 즉, 감정표 결여는 여자 청소

년의 외 화 행동과 공격행동은 설명하지 못

하 다. 그러나 외 화 공격행동에 한

자기애 성격성향의 추가 설명력은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 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

성향이 보호 찰 상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

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특히, 성별에

따라 각각의 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향이 어

떻게 다른지 구체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CU 특질, 자기애 성격

성향, 외 화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에서 높은 수를 보여 여자

청소년의 비행수 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비행수 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YSR의 평균 원 수를

살펴본 결과, 외 화 문제행동의 경우 남녀

모두 임상 수 에 속하는 수2)를 보 고(남

자 25.67, 여자 30.81), 규칙 반 행동에서도 남

녀 모두 임상 수 에 속하는 높은 수를 나

타냈다(남자 13.54, 여자 15.71). 그러나 공격행

동의 경우 여자 청소년은 임상 수 에 가까

운 수(15.10)를 보 지만 남자 청소년은

임상 수 에 못 미치는 수(12.13)를 보 다.

즉, 본 연구에 포함된 여자 청소년들은 89명

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의 문제행동의 수

은 206명의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훨씬 더 심

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

반 으로 남자와 여자가 사회화 되는 과정에

서 반사회 문제나 품행문제에 해서는 여

자에게 가해지는 제지 압력이 더 크기 때문에

여자의 비행은 상 으로 덜 드러나게 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처럼 여자

의 반사회 문제나 품행문제가 명백하게 나

타나는 경우에는 여자 청소년의 병리 수 이

남자 청소년보다 심각함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의 근거는 Loeber와 Keenan

(1994)이 주장한 ‘성차의 역설(gender paradox)’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차의 역설’이란 특정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집단에서 증상

의 심각성은 더 커지는 것을 말한다(Taylor,

Ounsted, 1972). 즉, 여자 청소년들의 반사회

문제나 품행문제는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드

러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드러나면 증상의

심각성은 남자 청소년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2) 외 화 척도의 경우, 남자는 원 수 22 , 여자

는 원 수 20 이상이면 임상 수 에 해당한다.

규칙 반 척도는 남자 12 , 여자 8 이상인 경

우에, 공격행동 척도는 남자와 여자 모두 18

이상인 경우에 임상 수 에 해당하며, 남자와 여

자 모두 16 이상인 경우에는 임상 수 에

속한다(오경자, 김 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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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여자 청소년의 비행이 차 증가하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이들의 병리 수 이

상 으로 더 심각하다는 사실은 여자 청소

년들에 한 개입 방안이 차별 으로 구성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간의 상

을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냉담한

기질이 타인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자기애

성격성향과 련이 있었다. Stellwagen과 Kerig

(2013)은 CU 특질(callous-unemotionality), 충동

성(impulsivity), 자기애 성격성향(psychopathic

narcissism)이 심각한 문제행동 발달과 련된다

고 하 으며, Lau와 Marsee(2013)는 CU 특질은

공격성, 계 공격성, 비행, 행동조 장애와

련되고 자기애 성격성향은 추가 으로 정

서조 장애와 련된다고 하 다. 결국 CU 특

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공통 으로 비행,

공격성, 계 공격성과 련이 있음을 시사

한다. 다른 연구에서 Barry 등(2003)도 자기

애 성격성향은 CU 특질과 자주 련된다고

하 고, 정신병질의 개념에서도 자기애 성

격성향이 핵심특성으로 간주된다고 하 다

(Gustafson & Ritzer, 1995). 비록 자기애 성

격성향은 정신병질과 련되는 여러 차원

하나에 불과하지만, 자기애 성격성향은 특

히 정신병질의 공격성을 측한다(Cooke, &

Michie, 2001; Frick, Bodin, & Barry, 2000). 한,

어린 시 품행문제가 발병된 집단에서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과의 련성이 높

은데, 이들의 자기애 성격성향은 낮은 자

존감을 보상하기 한 시도로 해석되기도 한

다(Ruble, Boggiano, Feldman, & Loebel, 1980;

Sprinthall & Collins, 1988).

셋째, CU 특질과 비행간의 상 을 살펴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CU 특질의 하 요인

인 부주의/무신경은 비행과 련이 없었다. 이

러한 결과는 권은정, 손애리, 황순택(2010)의

연구에서 부주의/무신경이 남자 청소년의 문

제행동을 측한 것, 권은정(2011) 연구의 비

행 청소년 집단에서 부주의/무신경이 비행문

제와 상 이 있었던 것, Essau 등(2006)의 연구

에서 냉담성 부주의/무신경 요인이 공격행

동, 비행 등의 외 화 문제와 상 이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재규(2013)

의 연구에서는 부주의/무신경 요인이 비행성

향과 상 이 나타나지 않아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비일 인 결

과는 연구 상으로 포함된 비행 집단의 고유

한 특성에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권은정, 손애

리, 황순택(2010)과 Essau 등(2006)의 연구는 일

반 지역사회 청소년을 상으로 한 반면, 이

재규(2013)의 연구 상은 본 연구 상과 유

사한 보호 찰 상 남녀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권은정(2011)의 연구는 비행 청

소년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연구 상자가 학

교폭력 가해 청소년이라는 에서 본 연구의

상인 6호 보호 찰 청소년과는 비행 수 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주의/무신경(uncaring)

요인은 ‘나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한다’(역

채 ), ‘나는 다른 사람의 기분에 해 신경을

쓴다’(역채 ) 등의 문항에서 나타나듯이 일의

수행이나 인 계에서의 세심함 부족과 무성

의한 태도를 측정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는 문제행동의 수 과 련되

는 반면 보다 극단 인 수 의 비행 집단에서

는 비행의 수 과 큰 상 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 듯 비행 청소년 집단의 고유한 특

성이 연구 결과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는 만

큼 추후 연구들에서 이에 한 재검증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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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CU 특질과 비행간의 상 에서 냉담성

요인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비행과 상 이

더 높았고 감정표 결여 요인은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더 높은 상 을 보여 성별에 따라

비행과 련되는 CU 특질의 하 요인이 다름

을 확인하 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죄책감

이 결여되고 냉담한 기질이 비행과 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의

비행 수 이 훨씬 더 높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자 청소년의 냉담한 특성이 높은 수 의

공격 비행과 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

면, 남자 청소년들은 감정표 결여가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 모두와 부 상 을 보

다. 즉, 남자 청소년들은 분노와 같은 부정

인 감정에 한 표 을 많이 할수록 비행이

높아졌는데 이는 Essau 등(2006)의 연구에서 감

정표 결여가 내재화 외 화 문제 모두와

부 상 을 보인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일

반 청소년 집단을 상으로 한 권은정, 손애

리, 황순택(2010)의 연구에서는 감정표 결여

요인이 반사회성 성격장애 특성과 유의한 상

을 보이지 않았으며, 한국 아동․청소년 성

격검사(Korean Adolescent Personality Inventory for

Self Report)의 불안과만 유의한 정 상 을 보

이고 과잉활동 비행문제와는 유의한 련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즉, 타인에게 감정표

을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태도를

가진 청소년들은 불안을 잘 느끼고, 주변 환

경에서 오는 자극에 한 자신의 감정 반응

을 차단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비행문제로 법 인 처분을 받아

보호 찰 상자로 선정된 본 연구의 상자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감정표 을 많이 할

수록 비행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범법 행동을 지르는 남자 비행

청소년들의 주된 문제가 부정 인 감정표 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과 련됨을 시사하는 것

일 수 있겠다. 요약하면, 보호 찰 상자들

여자 청소년의 비행은 CU 특질 높은 냉담

성과 련되고, 남자 청소년의 비행은 CU 특

질 낮은 감정표 결여와 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비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

과 CU 특질의 하 요인 냉담성과 감정표

결여가 공통 으로 남녀의 비행을 설명하

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의 비행은 냉담성이

더 잘 설명하 고 남자 청소년의 비행은 감정

표 결여가 더 잘 설명하 다. 한편,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 각각을 설명하는 요인에

서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감정표 결여가 외 화, 규칙 반, 공격

행동 모두를 설명한 반면 냉담성은 외 화와

규칙 반만을 설명하 다. 여자 청소년의 경

우에는 냉담성이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

모두를 설명한 반면 감정표 결여는 규칙 반

만을 설명하여 성별에 따라 CU 특질의 하

요인이 비행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는 정도에

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 공격행동을 설명하

는 변인에서 성차가 있었는데, 남자는 감정표

이 많아질 때 공격행동이 증가하지만 여자

는 냉담성이 높아질 때 공격행동이 증가하

다. YSR에서 규칙 반과 공격행동 척도를 비

교해보면, 규칙 반은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

는 행동이나 사회 규범에 어 나는 행동을

의미하며, 공격행동은 언어 으로나 신체 으

로 괴 이고 인 행동을 의미한다. 각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도 규

칙 반은 사소한 일탈행동을 측정하지만 공격

행동은 이보다 심각한 괴 이고 공격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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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측정하므로 본 연구에서 여자 청소년

의 공격행동이 임상 수 에 근 하고 남자

청소년의 공격행동은 그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 임을 감안해 볼 때, 감정표 과 련되는

정서 특성보다는 냉담한 기질이 높은 공격

행동을 측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결과

가 여자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자 청소년은 감정표 을 많이

하는 것이 공격행동을 측하는데, 이러한 결

과는 정서표 에서의 성차에 일부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아동 연구에서 남아는 분노와 같은

부정 인 정서를 표 하는 경향이 있고 여아

는 남아보다 정 으로 정서를 조 한다고

하 다(Fabes, & Eisenberg, 1992; Maccoby, &

Jacklin, 1974; Miller, Danaher, & Forbes, 1986).

남녀의 사회화 과정에서도 여자는 남자보다

부정 인 감정표 에 해 부정 인 피드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감정표 이 억제된다(Hagan

et al., 1985; Hagan et al., 1987). 이처럼 부정

인 감정표 에 한 여자 청소년의 소극 인

태도가 감정표 이 비행에 미치는 향을 상

으로 억제했을 수 있다. 즉, 여자 청소년

들은 남자에 비해 분노와 같은 부정 인 감정

을 드러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

기 때문에 비행에 미치는 향 한 남자에

비해 을 수 있고, 남자 청소년들은 부정

인 감정표 이 많아짐에 따라 그에 상응하

는 문제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김 호, 김은경, 1995; 김 실, 2002;

Rantakalio, Myhrman, & Koiranen, 1995).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비행에 한 CU

특질의 설명력을 넘어서는 자기애 성격성향

의 추가 설명력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자기애 성격성향은 CU 특질과

일부 공유하는 특징이 있으나(Lau, & Marsee,

2013) 본 연구에서는 CU 특질이 모두 설명하

지 못하는 비행의 일부분을 자기애 성격성

향이 추가 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그러한 설명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자기애

성격성향의 설명력이 상 으로 크게 나

타났다. Lau와 Marsee(2013)의 연구에 기 해볼

때, 자기애 성격성향은 CU 특질과 달리 정

서조 장애와 련된다. 이러한 특징은 자기

애 성격성향 청소년들에게 충동성과 무책임

성, 분노와 걱정 같은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

게 하고 감정 조 을 어렵게 한다(Vazire, &

Funder, 2006). 따라서 자기애 성격성향이 높

은 청소년들은 충동 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즉, CU 특질은 정서 인 측면과 련되

지 않는 개인의 행동 문제와 련되지만 자기

애 성격성향은 비행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

는 정서와 행동조 의 문제를 모두 포 하는

것으로 보인다. Barry 등(2003)의 연구에서도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모두 품행

문제와 련이 있었지만 두 요인간의 상호작

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애

성격성향이 독립 으로 품행문제를 설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자 청소년의 정서 반응

정신병질과 결부된 자기애 성격성향

(psychopathy-linked narcissism)과 공격성과의

련을 살펴본 Muñoz 등(2013)의 연구에 따르

면, 정신병질과 결부된 자기애 성격성향

(psychopathy-linked narcissism)이 높은 사람은 타

인보다 높은 자신만의 지 를 확보하고 원하

는 목표를 추구하거나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

기 해서 계산 이고 착취 인 비행 행동을

한다. 이들은 비행 행동을 통해 타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자신이 타인보다 우월하다는 것

을 보여 수 있기 때문에 비행 행동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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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한, 이 연구에서는

정서 반응성의 수 에 따라 자기애 성격

성향과 련되는 공격성의 유형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정서 반응성이 낮은

자기애 성격성향은 주도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과 련되고, 정서 반응성이 높은

자기애 성격성향은 반응 공격성(reactive

aggression)과 련됨을 보여주었다. CU 특질

이 낮은 생리 /정서 반응성과 련된다

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Muñoz, Frick,

Kimonis, & Aucoin, 2008), 본 연구에서 비행에

한 자기애 성격성향의 추가 설명력이

나타난 것은 자기애 성격성향이 갖는 정서

특성 정서조 에서의 어려움이 비행을

독립 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편, 자기애 성격성향의 설명력

이 반 으로 여자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여자 집단의 높은 비행수 과 련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의 비행수

의 차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 한, 여

자 집단에서 CU 특질의 하 요인인 감정표

결여는 외 화 행동과 공격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한 반면 자기애 성격성향은 유

의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상 분석 결과를 참고할 때 자기애 성격

성향과 련되는 정서 특성보다는 착취 인

태도와 자기 심성,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고자

하는 욕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구체 으로 자기애 성격성향의 어떠한 기제

(underlying mechanism)가 여자 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지에 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하

겠다.

본 연구는 보호 찰 상 청소년들을 상으

로 비행에 향을 미치는 개인내 요인을 살

펴보고자 하 으며, 성별에 따라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남녀의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에 미치는 향이 다름을 확인하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 을 가지

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법원에서 6호 처분

을 받은 보호 찰 상자들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지역사회 집단의

비행 청소년 6호 처분보다 더 높은 처분을

받거나 낮은 처분을 받은 보호 찰 청소년을

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한, 본 연구에서는 상 으로 여자 청소년

의 비율이 낮았던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성비를 보다 균등하게 구성하여 성차를 재검

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자료는 비행 청

소년의 자기보고식 설문에 근거하 기 때문에

비행 문제가 과소보고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객 인 측정을 해 제 3자(부

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보고가 추가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비행을 설명하

는 개인내 요인들 에서 CU 특질의 설명

력을 넘어서는 자기애 성격성향의 추가 설

명력을 검증하는 것이 목 이었으나 CU 특질

과 자기애 성격성향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비행에 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개인의 타

고난 CU 특질이 자기애 성격성향을 증가시

킬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조 효과 매개효과 검증도 가능할 것으

로 상되며, 다른 변인들과의 련성도 검토

해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비행은 개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속성, 가족 래 계 특

성, 개인내 요인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치

므로 어느 한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본

연구는 CU 특질과 자기애 성격성향이라는

내 요인들에만 을 맞추고 있어 연구

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변인들

에 해서는 살펴보지 못하 다. 한,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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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이 어린 시 에 확인되는 기질(Hawes, &

Dadds, 2007)인 만큼 기에 CU 특질을 확인

하여 비행을 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비행의 원인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

년보호 처분을 받은 비행 청소년들을 상으

로 반사회 행동에 한 측력이 검증된 바

있는 CU 특질을 평가하고 이러한 특질이 자

기애 성격 특성과는 어떠한 련성이 있으

며 이상의 두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외 화,

규칙 반, 공격행동을 어떻게 측하는지 구

체 으로 확인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성별에

따라 비행에 향을 미치는 개인내 요인이

다르다는 사실은 청소년 비행을 이해하고

방하기 해서는 성별에 따라 련되는 개인

내 요인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새로 개정된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는 품행문제 진단

시에 CU 특질의 동반 여부를 ‘제한된 친사회

정서(with limited prosocial emotions)’라는 항

목으로 확인하도록 하 다. 이러한 변화는 CU

특질을 품행문제와 구분하여 평가해야 할 필

요성을 보여 다. CU 특질은 개인이 품행장애

진단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유의 심각

한 행동문제를 래한다(Frick et al., 2013). 이

듯 CU 특질이 심각한 행동문제 반사회

행동의 지속과 련되며 진단 으로도 그

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

는 국내 보호 찰 상 청소년들을 상으로

CU 특질의 요성을 재차 검증했다는 에

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 Kochanska, Kim, Boldt

와 Yoon(2013) 연구에서는 CU 특질이 높은 아

동들에게도 부모와의 정 인 상호작용이 문

제행동의 악화를 방하는 치료 인 효과가

있음이 밝 졌고, Somech과 Elizur(2012)는 높은

CU 특질을 가진 아동, 청소년이 심각한 품행

문제를 보이게 되는 독특한 과정을 인식하고

이들의 감정인식 기술 공감 능력을 집

으로 교육하는 개입이 임상 장면에서 유용하

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높은 CU

특질로 인해 처벌에 반응하지 않는 아동, 청

소년들에게 용할 수 있는 치료 기법을 고

안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Caldwell,

Skeem, Salekin, & Van Rybroek, 2006; Dadds,

Cauchi, Wimalaweera, Hawes, & Brennan, 2012;

White et al., 2013). 한, 본 연구는 자기애

성격성향이 CU 특질이 설명하지 못한 비행의

일부분을 추가 으로 설명함을 확인했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자기애 성격성향이 비행

청소년의 조한 정서조 능력과 련될 수

있다는 을 고려할 때(Lau & Marsee, 2013),

이들을 한 정서조 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겠다. 특히,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자기애

성격성향의 설명력이 상 으로 컸다는 것은

여자 비행 청소년들의 자기애 성격성향을

정확히 평가하여 이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을 보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행 청소년의 CU 특질 자기애 성격성

향에 한 이해를 돕고 향후 비행의 방

개입 로그램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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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on delinquency of adolescents on probation across gender

Bo-kyung Song Joo-Young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and narcissistic

personality on delinquency of adolescents on probation. A total of 295 adolescents on probation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Korean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Narcissistic

Personality Criterion, and Youth self-repor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irls showed more delinquent

problems and girls ’ delinquency showed greater correlation with callousness while boys’ delinquency

showed greater correlation with lack of emotional expression. The CU traits were highly correlated with

narcissistic personality.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when CU trait was

controlled, narcissistic personality had significant predictive power for delinquency and this power was

higher in girl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further discussed.

Key words : callous-unemotional traits, narcissistic personality, probation, adolescents, delinquency, gender differ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