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7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5호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Vol. 10. No. 5. pp.117-131
http://dx.doi.org/10.14698/jkcce.2014.10.5.117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김혜금* 양숙경**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Neglect Perceived by Child and

Community Awareness of Child on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Child Gender

Kim, Hye Gum Yang, Suk Kyung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2012년)

데이터로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총 2,219명(남아 1,167명, 여아 1,052명)이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의 학대를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가 여아보다 지역

사회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교우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

관을 보였고 남아가 지각한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

관을 보였고 여아가 지각한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믿을만하다고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해가는 전이과정에 있는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의 방임

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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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는 아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 체계이다. 학교는 아동이 선생님으로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 기술을 배우는 학습의 장이며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사

회적 대인관계의 기초적인 능력을 형성하는 장이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공간에서 보

내면서 아동이 사회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일괄적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아동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편안하고 성공감을 느끼는 것(Perry & Weinstein, 1998) 혹은 학교의 요구

에 대해 아동이 적응하기 위해 시도하는 결과(Ladd, 1990)로 간주된다. 즉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

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로서 학업을 포함한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적응

을 의미하므로(정규석, 2004), 아동이 학습에 흥미를 보이고 잘 따라가며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또래 친구 및 선생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다(Hoy 

& Sweetland, 2001).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히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아동의 학교

생활적응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박경인, 정승원, 신안나, 2013; 박기원, 2014; Manly, 

Lynch, Oshri, Herzog, & Wortel, 2013; Shonk, & Cicchetti, 2001).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을 뿐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또래들로부터 소외되

거나 교사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조은정, 2013), 전반적인 학교적응은 물론, 교사, 수업, 

친구 그리고 학교생활 등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신성자, 2001).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

로 전이되는 시기로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어(정익중, 이지언, 

2010, 2012) 학교에 가지 않거나, 가출을 하거나, 또래관계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의 학

교생활에 있어서 부적응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

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김유경, 2008)가 있는가 

하면 서양 아동의 사례를 검토하여 보고된 결과로는 여아가 남아보다 방임과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송주영, 2011)는 상이한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은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남아와 여아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지역사회 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인프라와 자원을 제공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으로(Karriker-Jaffern, 2006) 아동의 발

달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이웃으로 인식하는 아동은 지역사회에 오래 살고 싶어하며 소속감을 갖는다. 아동의 지

역사회에 대한 유대감, 신뢰, 안정 등의 긍정적인 태도는 학교에서의 적응을 더 잘 하게 하고 

보다 높은 성취 수준으로 이끈다(조정아, 2012; Kowaleski-Jones, Dunifon. & Ream, 2006). 집 주

변 지역사회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동은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며,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반면 지역사회의 위험은 아동의 학교 출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학업성

적의 부진으로 이어지며(Bowen,  Richman, Brewster, & Bowen, 1998), 지역사회의 비공식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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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통제, 범죄, 부정적인 또래 문화는 아동의 학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폭력

적인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Nash, 2002). 이처럼 지역사회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를 보

고하는 연구는 많지만 성차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여아가 남아에 비해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성차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적응 수준과 질은 중학교 이후의 적응을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초등학

교 적응 여부는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이정윤, 이경아, 2004; 이희은, 

문수백, 2011, 정현희, 2003; Bagwell, Newcomb, & Bukowski, 1998).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시

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학년으로 간주된

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로 진학해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전환기이기 때문에 초

등학교에서의 적응이 이들의 발달에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박성혜, 윤종희, 2013). 고학년

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낮아지며(양숙경, 문혁준, 2009),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못하

는 아동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중학교 이후의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적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김혜금, 2014),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최지은, 신용주, 2003), 국

외연구로는 13살~15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Danielsen, 2009)에서는 여아가 남아보

다 학교생활적응을 잘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경

님, 2008; 정미영, 문혁준, 2007)에서는 남아와 여아 간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

하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보다 반복적이며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아동에게 있어 

학교는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인식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화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영향력

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

동의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과 간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변인이 성별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는 성별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필

요로 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

는가? 

  둘째,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는 어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5호

- 120 -

떠한가?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

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2012년) 데이터로서 초등학교 6학년 아

동 총 2,219명(남아 1,167명, 여아 1,052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표 1>에 제시하였

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아가 1,167명(52.6%)으로 여아 1,062명(47.4%)보다 조금 더 많았고 형제

가 있는 아동이 1,960명(88.4%)으로 외동아 258명(11.6%)보다 많았다.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대졸 

897명(43.0%), 고졸 783명(37.5%), 전문대졸 229명(10.9%)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고졸 997명(46.9%), 대졸 736명(34.7%), 전문대졸 287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는 1,349

명(63.9%)으로 비취업모 763명(36.1%)보다 현저히 많았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구분 빈도 %

성별

남 1,167  52.6

여 1,052  47.4

소계 2,219 100.0

형제유무

형제아 1,960  88.4

외동아   258  11.6

소계 2,218 100.0

아버지

최종학력

중졸 이하   58   2.8

고졸  783  37.5

전문대졸  229  10.9

대졸  897  43.0

대학원졸  121   5.8

소계 2,088 100.0

어머니

최종학력

중졸이하    47   2.2

고졸   997  46.9

전문대졸   287  13.5

대졸   736  34.7

대학원졸    57   2.7

소계 2,124 100.0

어머니

취업

취업모 1,349  63.9

비취업모   763  36.1

소계 2,1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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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부모의 방임학대 

  부모의 방임학대 척도는 허묘연(2010)의 척도와 김세원(2003)의 척도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8개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방임 4문항(예; 부모님께

서는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과 학대 4문항(예,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도 이

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총 8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학대 문항은 역으로 합

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방임이 .81, 학대가 .84, 그리고 방임학대 전체는 

.78로 나타났다. 

2) 지역사회 인식 

  아동의 지역사회 인식 척도는 ADD Health(2009)의 문항을 번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설문지의 문항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지역사회 인식

은 6개 문항(예; 나는 우리 동네 사람을 대부분 알고 있다, 나는 거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을 만

나면 인사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

다)로 측정되었다. 지역사회 인식 문항 중 ‘우리 동네에서는 이웃끼리 경계한다’ 문항을 제외

하고 역으로 합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

식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3) 학교생활적응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가 초등학생용으로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 문항 

중 학교행사 관련 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20개 문항

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별 각 5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하위요인은 학

습활동 5문항(예;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교규칙 5문항(예; 당번이나 1인 1역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교우관계 5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교사관계 5문항

(예;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이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

혀 그렇지 않다)로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를 제외한 문항

은 역으로 합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적응이 높은 것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학습활동이 .72, 학교규칙이 .81, 교우

관계가 .67, 교사관계가 .89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전체는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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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측정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

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의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방임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남아(M=1.76, SD=.67)가 여아(M=1.60, SD=.60)보다 높게 나타

나(t=5.78, p<.001)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학대를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역사회 인식은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아의 지역사회 인식

(M=2.98, SD=.53)이 여아의 지역사회 인식(M=2.86, SD=.51)보다 높게 나타나(t=5.56, p<.001) 남아

가 여아보다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지각은 교우관계에서만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교우관계에서 남아(M=3.08, SD=.46)가 여아(M=3.15, SD=.42)보다 낮게 나타나(t=-3.72, p<.001) 남

아가 여아보다 교우관계에 있어서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N = 2,219)

변인

남아

(n= 1167)

여아

(n=1052) t

 M(SD)  M(SD)

방임학대
방임 1.63(.62) 1.63(.56)   -.10

학대 1.76(.67) 1.60(.60)    5.78***

 지역사회 인식 2.98(.53) 2.86(.51)    5.56***

학교생활

적응

학습활동 2.91(.54) 2.94(.50)  -1.52

학교규칙 2.97(.60) 3.00(.50)  -1.24

교우관계 3.08(.46) 3.15(.42)   -3.72***

교사관계 3.04(.71) 3.03(.70)   .58

학교생활저응 전체 3.00(.46) 3.03(.41) -1.5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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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r=-.24, p<.001)과 학대(r=-.16, p<.001)는 

지역사회 인식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학교

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아가 지각한 지역사회 인

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남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N = 1,167)

1 2 3 4 5 6 7

1. 방임 1

2. 학대 .16*** 1

3. 지역사회인식 -.24*** -.16*** 1

4. 학습활동 -.34*** -.14*** .27*** 1

5. 학교규칙 -.27*** -.13*** .25*** .57*** 1

6. 교우관계 -.36*** -.15*** .38*** .54*** .48*** 1

7. 교사관계 -.31***   -.10* .30*** .50*** .49*** .4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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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r=-.31, p<.001)과 학대(r=-.15, p<.001)는 지역

사회 인식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아가 지각한 방임과 학대는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지각한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여아가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N = 1,052)

1 2 3 4 5 6 7

1. 방임 1

2. 학대  .25*** 1

3. 지역사회인식 -.31*** -.15*** 1

4. 학습활동 -.31*** -.23***  .34*** 1

5. 학교규칙 -.25*** -.16***  .34*** .58*** 1

6. 교우관계 -.34*** -.21*** .32*** .52*** .45*** 1

7. 교사관계 -.25*** -.10** .33*** 47*** .40*** .35*** 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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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력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u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 계수를 조사한 결

과 VIF 계수는 남아의 경우 1.04~1.08점, 여아의 경우 1.07~1.16점으로 10보다 현저하게 작아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남아의 경우 1.90, 여아의 

경우 1.88로 잔차 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만족한다

고 볼 수 있다.

먼저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1단계에 투입된 부모의 방임(β=-.38, 

p<.001)과 학대(β=-.10,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17%의 설명력이 있었다. 남아의 

지역사회 인식이 포함된 2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24%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남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생활

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N = 1,167)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방임 -.28  -.38*** -.24  -.32***

학대 -.07 -.10*** -.04 -.06*

지역사회 인식 .25  .29***

F값 115.90*** 124.10***

R2 .17   .24

R2변화량 -   .07
 *p<.05, ***p<.001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 제시된 바에 의하면, 1단계에 투입된 부모의 방임(β=-.33, 

p<.001)과 학대(β=-.13, p<.001)가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15%의 설명력이 있었다. 지역사

회 인식(β=-.34, p<.01)이 포함된 2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25%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여아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

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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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N = 1,052)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B β B β
방임 -.24 -.33*** -.17 -.23***

학대 -.09 -.13*** -.07 -.11***

비행 피해경험 -.27 -.34***

F값 92.22*** 119.00***

R2 .15 .25

R2변화량 - .10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남아와 여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는 

것으로 연구문제 별로 얻은 결과를 기초로 논의 및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방임에 대

한 지각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모

의 학대를 더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송주영, 2011)는 주장을 지지하며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방임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김유경(2008)의 주장과 일부 일치한다. 그러나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방임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본 송주영(2011)의 연구결과,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2013)의 학대 유형별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에 있어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은 남아가 여아보다 통제하기 어

렵기 때문에 부모가 남아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여아보다 강압적인 훈육방법을 더 많이 사용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부모의 행동을 남아가 학대로 지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지각은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가 여아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없으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주변의 위험에 

보다 민감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데 생물학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지각하거나, 여아가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웃을 신뢰하기 보다는 경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남아가 여아보

다 특히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학

대경험이 타인과의 밀접한 유대와 애착형성을 막는다(전영실, 2008)고 보는 사회통제이론을 지

지하는 것으로 부모의 학대를 더 높게 지각한 남아가 여아보다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대체로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높은 기대를 하고 

남아에게 보다 엄격한 양육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부모의 행동은 남아에게 부모의 학대로 지

각될 수 있으며 부모에게서 받은 학대경험이 타인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남아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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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남아는 여아보다 자신의 어려움이

나 고민을 타인에게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는 특성이 있기(Hunter, 

Boyle, & Warden, 2004)에 부모의 학대는 남아에게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에 어려움을 야기하

고 특히 친구가 중요해지는 아동기의 교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과 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남아와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지역사회 인식과 부적 상관을 그리고 학교생활

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지역

사회 인식과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는 아동의 방임과 학대에 있어 보호요

인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방임학대 경험이 학교생활 적응과 부

적 상관이 있다는 최은희(2005)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좌문경(2009)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

로 일치하는 결과로 아동은 가정의 분위기나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의해서 학교에서의 불충분

한 성취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사회 인식은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하위변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좌문경(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사회적 자본 중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함은 학업성취와 관련이 있다고 한 이정선

(2005)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으로 하여금 지역사회

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남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

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아동의 학업성취, 학

교규범, 교사관계, 친구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미정과 염동문(20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로 6학년 아동은 부모가 방임과 학대를 한다고 덜 지각할수록 학교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방임이나 학대 등으로 대표되는 부모의 비효과적인 

양육행동은 많은 위험요소와 적은 심리 사회적 자원 등으로 인해 비행이나 학교부적응 등과 같

은 행동양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Mistry외 2012). 또한 본 연구결과는  부모 방임

과 학대가 아동의 학업성취와 동기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학교생활적응도

를 낮춘다고 보고한 Ng, Kenney-Benson과 Pomerantz(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

이다. 

  그런데 부모의 학대보다 방임이 남아의 학교생활적응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모르고 자녀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

으로 부모의 아동학대 유형을 조사한 이복희(2007)는 방임이 56%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방임은 아동학대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중 방임을 경험하는 남아가 

많음을 시사한다. 2012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에서도 방임

이 가장 많이 나타난 아동의 연령은 만10세에서 12세사이로 나타났는데 6학년은 이 연령대에 

속한다. 또한 사춘기에 접어든 남아는 부모와 의견 충돌 시 폭력적으로 변화는 경우도 생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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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부모가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자녀를 방임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부모의 방임은 

남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김미숙, 박명

숙, 2007; 송주영, 2011; 신성자, 2001)). 남아의 학교생활적응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방임

과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의 적응력을 

증진하는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지역사회가 안전하고 이웃이 신뢰할만하다고 인식할수록 남아

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들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아의 경우에도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덜 지각할수록, 지역사회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에 의한 학대경

험은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허균, 2011)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아동기는 영유아기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보호와 양

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기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여아의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교육이 강조되

어야 하며, 특히 재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아동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바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아도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친밀감, 공고한 유대관계

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다고 보고한 이정선(2005)의 연구결과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고 적응을 잘한다는 연구결과

(Danielsen, 2009)를 지지하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아동의 지지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므로 아동에게 위해가 되는 지역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

고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

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로서 패널자료

에 국한되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

학대와 지역사회 인식만을 다루었으므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전체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성별에 따른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종단자료임에도 불구하고 3차년도 자료만을 본 연구에 활용함

으로써 변화 양상에 대하여 논의 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 지역사회 인식, 학교생활적응 정도를 측정하였기에 자기 보

고식 질문지의 제한점을 지닌다. 후속연구에서는 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면담이나 질문

지를 병행하거나,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

라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인인 남아와 여아가 인식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 및 학교 적응은 모두 부모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지역사회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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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요인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통제되지 않은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

겠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방임학대를 덜 인식

할수록,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

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하여 부모의 방임과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적

극적인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역사회의 안전, 신뢰,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해가는 전이과정에 있는 6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지역사회 인식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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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abuse perceived by child and community

awareness of child on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child gender. The participants were 2,219

sixth grade students(1,167 boys, 1,052 girls) in the third Korea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oys perceived parental abuse more than girls and boys perceived

community more positively than girls. Boys perceived more difficulty than girls in peer relationship

adjustment. Second, parents' neglect and abuse perceived by boy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and community awareness of boy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parents' neglect and abuse perceived by girl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and community awareness of girl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Third, the less perceived parental neglect/abuse and the better perceived

community, the better the boys and girls could have school life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s a fundamental data about the parental neglect/abuse and the community awareness which can

improve the school life adaptation of a sixth grade students who are moving from a primary school

to a midd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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