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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기종단연구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있어서 성

별과 학년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

응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종단적으로 탐색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

활적응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5학년 2,264명과 3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6학년 2,21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에 따라 다르고 종단적으로 남아

와 여아 모두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5, 6학년 시기에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것으

로 부모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지원하는 것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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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연구는 동남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제 1저자 :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교수(E-mail : khghoonba@hanmail.net)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1호

- 356 -

Ⅰ. 서 론

  학교는 초등학교 아동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장으로 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기의 중요한 발

달과업이다. 아동이 학교에서 접하는 선생님을 비롯한 또래와의 관계는 아동의 사회관계망의 가

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후의 사회적 관계의 기초가 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

습활동은 아동으로 하여금 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자신의 자

아개념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면서 아동은 사회생

활의 기본적인 규범과 질서에 대해 알아나가게 된다. 

  학교생활적응은 “아동이 학교환경에 적응하고 통제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박성혜, 윤종

회, 2013), “학교라는 환경 안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한편, 학

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학교환경과 개인 사이에 균형을 이루려 하는 적

극적인 과정”(곽수란, 2006),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고 조작하는 학생의 외현적, 내재적 행동”(문은식, 김충희, 2002), 

“학교 환경의 요구에 적응하고자 하는 아동의 시도에 대한 결과”(Ladd, 1990) 등 다양하게 정

의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학생이 학교에서 학습활동에 잘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지키며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며 또래들 간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한다. 학습활동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학업성적이 부진하게 되

어 수업참여도가 낮아지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학교에서 지켜야 하는 규

칙을 어기거나 사회적 일탈행동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

을 갖게 되면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한다. 즉 초등학교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출발점에 있는 중요한 정규 교육기관이다(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부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아동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원인은 부모에게서 비롯된다(하명선, 이순복, 2009).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

기 자녀의 인성과 생활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길경숙, 2006),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때 아동은 학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선생님과 또래 간에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 알려주고 학습활동에 아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며 학교규칙에 잘 따르도록 지도하는 경우 아동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다. 반

면, 부모가 아동의 학교생활에 무관심하거나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를 가할 경우 

아동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두기도 한다(박기원, 2014; 이은영, 김

경혜, 2005; 이재성, 문영경, 최형임, 2012). 

  그런데 경제 위기와 맞물려 부모가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지 못하고 방임하거나 학대

하는 경우도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현황 결과 보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에 의하면, 아동

을 방임하고 학대하는 가해자의 80%이상이 부모이고 특히 10-12세 아동이 학대 피해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수가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가정 내 방임과 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방임은 

학대의 하위요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방임은 가정 내에서 암묵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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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4; 박기원, 2014) 학대 못지않게 방임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임은 자녀의 성장 발달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양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

나 거부하는 것으로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무관심하고 지지가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박기원, 

2014). 아동기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지속적인 심리적, 행동적 문제로 

이어지며, 청소년의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서현, 임혜림, 정익

중, 2014),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비행행동 및 성인범죄로 연결된다(Grusec & Goodnow, 

1994; Maughan & Moore, 2010). 신체적 학대와 비교하여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더 심한 인지적, 

학업적 결함을 보이며 사회적으로 더 위축되고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더 많이 

가지며(Lee & Hoaken, 2007),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적 문제와 관련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갖는다(Young, Lennie, & Minnis, 2011). 

  학대는 자녀가 사소한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의도적이고 과도한 체벌을 하거

나 해를 입히는 것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기원, 

2014). 부모의 학대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및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달을 저해하고 학교부적응으로 이끌 수 있다(류경희, 2003).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낮은 학업성취도와 문제행동을 보이며(Wodarski, Kurtz, Gaudin, & Howing, 1990), 다른 사람의 

정서, 특히 긍정적인 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Koizumi & Takagishi, 2014) 우울증, 불

행감, 주의산만, 자살시도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빈번하게 한다(Christoffersen & DePanfilis, 

2009). 부모로부터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장기간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이후 청소

년 및 성인기의 대인관계(Cicchetti & Toth, 1995)와 인지기능에 문제를 야기시키고(Spann et al., 

2012), 약물의존, 자살시도, 정신분열증 등의 장․단기적으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이끌며

(Marshall, Galea, Wood, & Kerr, 2013; Norman, Byambaa, De, Butchart, Scott, & Vos, 2012), 당

뇨병, 폐질환, 영양실조, 시력문제 등의 신체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Widom, Czaja, 

Bentley, & Johnson, 2012) 삶의 질을 낮춘다(Al-Fayez, Oheari, & Gado, 2012; Snoeren, 

Hoefinagels, Evers, & Lamers-Winkelman, 2013). 

  아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인지하고 이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증폭된

다. 특히 학령기에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학교부적응 문제를 파생시키고 학령기라는 중요한 발달

시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김현옥, 2014),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있게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지각하는 경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도는 낮아

지고 일탈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아동기의 학교생활적응에서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부모

의 방임과 학대에 대해 사회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

한 지각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아동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각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조은정, 2012; 하명선, 

이순복, 2009),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지각하는 아동이 학년이 올라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지각하는지 그리고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높게 지각하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 

학년별로 차이가 있을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기종단연구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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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ime 1(5학년) Time 2(6학년)

빈도 % 빈도 %

성별

남 1,180  52.1 1,167  52.6

여 1,084  47.9 1,052  47.4

소계 2,264 100.0 2,219 100.0

형제유무

형제아 1,971  88.0 1,960  88.4

외동아  269  12.0   258  11.6

소계 2,240 100.0 2,218 100.0

아버지

최종학력

중졸 이하    45    2.1    58   2.8

고졸   808   38.4   783  37.5

전문대졸   219   10.4   229  11.0

지각에 있어서 성별과 학년 시기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이 지각한 부

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종단적으로 탐색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 부모의 방임/학대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초등학교 5, 6

학년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 하에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로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차이가 있

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종단적으

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아동기 후기는 여전히 부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인데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1’ 2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5학년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2’ 3차년도 자료 중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Time 1에서는 5학년 아동이 2,264

명으로 남아 1,180명(52.1%), 여아는 1,084명(47.9%)이었다. Time 2는 1년 후 아동이 6학년 때이

다. 종단연구의 대상은 1년간의 간격으로 결석이나 전학 등으로 9.8% 정도의 탈락이 있어 2,219

명이며 남아가 1,167명(52.6%), 여아는 1,052명(47.4%)이었다.

  

<표 1> 변인들의 문항수와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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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923  43.8   897  43.0

대학원졸   110   5.2   121   5.8

소계 2,105 100.0 2,088 100.0

어머니

최종학력

중졸이하    40   1.9    47   2.2

고졸 1,034  48.4   997  46.9

전문대졸   279  13.0  287  13.5

대졸   734  34.3  736  34.7

대학원졸    51   2.4   57   2.7

소계 2,138 100.0 2,124 100.0

어머니

취업

취업모 1,356  63.2 1,349  63.9

비취업모   789  36.8   763  36.1

소계 2,145 100.0 2,112 100.0

  

2. 연구 도구

  1) 부모의 방임/학대

  부모의 방임/학대 척도는 허묘연(2000)의 척도와 김세원(2003)의 척도 중 일부를 참고로 하여 

구성한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설문지의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방임은 4문항(예; 부모님께서는 

다른 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님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

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학대 4문항(예;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정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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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학대는 역으로 합산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방임과 학대를 높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표 2>와 

같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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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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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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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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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도구의 신뢰도

Time 1(5학년) Time 2(6학년)

학습활동 .72 .72

학교규칙 .78 .81

교우관계 .62 .67

교사관계 .86 .89

방임 .77 .81

학대 .81 .84
  

 

3. 자료분석

  연구문제 1은 이원변량분석, 연구문제 2, 3, 4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 차이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5학년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 평균은 1.58(SD= .56)이고, 5학년 여아

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 평균은 1.54(SD= .54)이었고, 6학년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 평균은 

1.63(SD= .62)이고, 6학년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 평균은 1.63(SD= .56)이었다. 즉 5학년은 남

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방임을 더 높게 지각하고 6학년은 남아와 여아 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방임에 대한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5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 평균은 

1.56(SD= .55), 6학년은 1.63(SD= .59)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방임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과 학년 시기별 부모의 방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N=4,483)

학년 시기별 성별 M SD

Time 1

(5학년)

남(n=1,180) 1.58 .56

여(n=1.084) 1.54 .54

계(n=2,264) 1.56 .55

Time 2

(6학년)

남(n=1,167) 1.63 .62

여(n=1,052) 1.63 .56

계(n=2,219) 1.63 .59

전체

남(n=2,347) 1.61 .59

여(n=2,136) 1.58 .56

계(n=4,483) 1.60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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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방임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있어서 성별과 학년 시기별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

는지를 알아본 결과 부모의 방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학년 시기

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 16.64, p<.001), 성별과 학년 시기별의 상호작

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아동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의 방임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표 4> 성별과 학년 시기별 부모의 방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의 차이 

(N=4,483)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년 시기별 5.47 1 5.47 16.64***

성별  .58 1  .58        1.77

학년 시기별×성별  .72 1  .72 2.18

오차 1472.36 4479  .33

합계 1478.98 4482

 ***p< .001

  부모의 학대에 대한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표 6>과 같

다. 5학년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학대 평균은 1.89(SD= .68)이고, 5학년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학대 평균은 1.64(SD= .59)이었고, 6학년 남아가 지각한 부모의 학대 평균은 1.76(SD= .67)이고, 6

학년 여아가 지각한 부모의 방임 평균은 1.60(SD= .60)이었다. 한편으로 부모의 학대에 대한 학

년시기별 차이를 살펴보면, 5학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학대 평균은 1.77(SD= .65), 6학년은 

1.68(SD= .64)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학대를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

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학대를 더 낮게 지각하고 남아와 여아 모두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대를 

더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표 5> 성별과 학년 시기별 아동의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N=4,481)

학년 시기별 성별 M SD

Time 1

(5학년)

남(n=1,180) 1.89 .68

여(n=1,084) 1.64 .59

   합계(n=2,264) 1.77 .65

Time 2

(6학년)

남(n=1,165) 1.76 .67

여(n=1,052) 1.60 .60

   합계(n=2,217) 1.68 .64

전체

남(n=2,345) 1.82 .68

여(n=2,136) 1.62 .59

   합계(n=4,481) 1.73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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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있

는지 알아본 결과, 부모의 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성별(F=115.56, p<.001)과 학년 시기별

(F=20.92,  p<.001)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과 학년 시기별 상호작용 또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F=6.49,  p<.05). 즉 여아가 남아보다 부모의 학대를 낮게 지각하고 남

아와 여아 모두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부모의 학대를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표 6> 성별과 학년 시기별 부모의 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의 차이

                                  (N=4,481)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학년 시기별 8.50 1  8.50  20.92***

성별 46.97 1 46.97 115.56***

학년 시기별×성별 2.64 1  2.64  6.49*

오차 1819.62 4477   .41

합계 1878.27 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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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 간 종단적인 관계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의 종단적인 관계는 <표 7>과 같다. 

<표 7>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 간 종단적인 관계

Time 2

Time 1

방임 학대

  남아(n= 1,180)

방임 .36*** .14***

학대 .13*** .40***

  여아(n=1,180)

방임 .39*** .20***

학대 .22*** .47***

 ***p< .001

  남아는 Time 1(5학년) 시기에 부모가 방임한다고 지각했으면 Time 2(6학년) 시기에 부모의 방

임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고(r=.36, p<.001), 부모의 학대 또한 유의하게 지각하였다(r=.13, 

p<.001). 또한 남아는 Time 1(5학년) 시기에 부모가 학대한다고 지각했으면 Time 2(6학년) 시기

에 부모의 방임을 유의하게 지각하였고(r=.14, p<.001), 부모의 학대 또한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

였다(r=.40, p<.001). 한편으로 여아는 Time 1(5학년) 시기에 부모가 방임한다고 지각했으면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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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학년) 시기에 부모의 방임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고(r=.39, p<.001), 부모의 학대 또한 유의

하게 지각하였다(r=.22, p<.001). 또한 여아는 Time 1(5학년) 시기에 부모가 학대한다고 지각했으

면 Time 2(6학년) 시기에 부모의 방임을 유의하게 지각하였고(r=.20, p<.001) 부모의 학대 또한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다(r=.47, p<.001). 남아와 여아 모두 Time 1(5학년) 시기에 부모가 방임

한다고 지각했으면 Time 2(6학년) 시기에 부모의 방임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고 남아와 여아 

모두 Time 1(5학년) 시기에 부모가 학대한다고 지각했으면 Time 2(6학년) 시기에 부모의 학대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였다. 즉 남녀 아동 모두 5학년에서 6학년 시기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부

모의 방임/학대를 지각함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인 관계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종단적 관계는 <표 8>과 같다. 

 <표 8>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인 관계 

Time 1

방임 학대

  Time 2

  남아(n=1,108)

학습활동 -.27*** -.13***

학교규칙 -.16*** -.09**

교우관계 -.26*** -.10***

교사관계 -.21*** -.10**

  여아(n=1,084)

학습활동 -.27*** -.20***

학교규칙 -.19*** -.14***

교우관계 -.28*** -.21***

교사관계 -.1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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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학년 남아의 경우 부모의 방임을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활동에 덜 참여하고(r=- .27, 

p<.001),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r=- .16, p<.001),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r=- .26, 

p<.001),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 .21, p<.001). 또한 6학년 남아의 경

우 부모의 학대를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활동에 덜 참여하고(r=- .13, p<.001),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r=- .09, p<.01),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r=- .10, p<.01),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 .10, p<.01). 한편으로 6학년 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방임을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활동에 덜 참여하고(r=- .27, p<.001),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r=- .19, p<.001),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r=- .28, p<.001),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r=- .19, p<.001. 또한 6학년 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대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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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활동에 덜 참여하고(r=- .20, p<.001),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r=- 

.14, p<.001),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r=- .21, p<.001),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 .09, p<.01). 즉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활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

계도 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아동의 성별 차이와 학년 시기별 차이를 살펴보고 아동이 지각

한 부모의 방임/학대 간의 종단적인 관계를 아동의 성별로 알아보았으며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과의 종단적인 관계를 성별로 탐색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

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첫째, 아동의 성별과 아동의 학년 시기별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지각 차이 중 먼저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성별 차이의 경우, Time 1의 5학년 시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더 지각하였고 Time 2의 6학년 시기에는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만 

남아가 여아보다 부모의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박민정과 최보가(2001)의 연구결과와 남아가 여

아보다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 강경아, 류점숙과 신효식(1999) 연구결과와 부

분적으로 일치한다. 박영준과 성효정(2014) 또한 여아보다 남아가 아동학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가 남아에게 보다 더 엄격하고 체벌을 많이 사용하고(도현심, 김민경, 박

보경, 황영은, 2005; 오채미, 공인숙, 2007), 여아가 남아보다 더 유순하고 어른의 말에 순종적이

므로 신체적 학대의 대상으로 남아가 더 많다(Gil, 1971)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보다 많이 취해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학대는 전쟁과 유사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상황으로 장기적인 부적응 행동

과 관련된다”(Mastern & Coatsworth, 1998)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초등학교 5, 6학년 남아를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남녀 아동의 학년 시기별 차이에서는 남아는 Time 2 시기(6학년) 보다 Time 1 시기(5학년)에 

부모의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아는 Time 1 시기(5학년)보다 Time 2 시

기(6학년)에 부모의 방임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사춘기에 접

어들면서 거칠고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체벌이나 강압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하

게 되는데 6학년이 되면 신체적으로 성숙하게 되어 신체적인 체벌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므로 부

모가 체벌 수준을 낮추기 쉽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아가 6학년보다는 5학년시기에 부모로부터 

더 많은 학대를 받은 것으로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아는 5학년보다는 6학년 시기에 

신체적, 인지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부모가 여아에게 간섭을 덜 하게 되고 관심을 덜 두게 되는

데, 여아는 이러한 부모의 태도를 방임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 간 종단적인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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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안정적인 부모의 방임/학대를 보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5학년 시기에 부모가 방임한다고 

지각했으면 6학년 시기에 부모의 방임을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고 남아와 여아 모두 5학년 시기

에 부모가 학대한다고 지각했으면 6학년 시기에 부모의 학대에 대한 지각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부모의 방임/학대를 지각하는 경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모의 방임/

학대를 더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의 방임/학대가 지속될 뿐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이 지각 또한 높아지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적절한 중재가 지원되지 않으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부모의 방임/학대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역기능을 미치기 전에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

동의 지각에 보다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살펴보고 부모를 면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여 아동에게 미치

는 부정적인 측면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성별로 지각된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관계에서 6학년 남

아의 경우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활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학년 여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더 많았다고 지각할수록 학술활동에 

덜 참여하고,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으며, 교우관계가 더 좋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임에 노출된 아동이 학교규범을 지키지 않고, 학업수행에 있어서 

낮은 성취율을 보이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는다고 보고한 나은숙과 정익중(200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미숙과 박명숙(2004), Kinard(2001)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중학교 1

학년이 지각한 방임과 학대는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방임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는 교우관계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권지은, 이지은과 노충래(201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학교

에서 요구하는 규범과 규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하여 다양한 폭력문제를 야기한다

고 한 선행연구(김평화, 윤혜미, 2013; Eckenrode, Laird, & Doris, 1993; Shields & Cicchetti, 

2001)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력이 낮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금지현, 손찬희, 채수은, 강성국, 2013; 김종범, 2009; 김미정, 염동문, 2012; 박경인, 정

승원, 신안나, 2013; 조은정, 2013)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아 여아 모두 부모의 방

임과 학대로 인해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중재를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교에서 부모의 

방임과 학대와 관련한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어려움을 판별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한 선

행연구(배화옥, 2010; Appleton & Sidebotham, 2012; Arata, Langinrichsen-Rohling, Bowers, & 

Farrill-Swails, 2005; Kinard, 2001; Rees et al., 2011; Zolotor, Kotch, Dufort, Winsor, Catellier, & 

Bou-Saada, 1999)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는 지속적으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후 아동의 삶 전반에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학교생활적응이 이후 학교생활적응의 토대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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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회생활적응으로 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양해야 한다. 

더구나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시작되면 중간에 멈추지 않으며 이로 인해 아동이 경험하는 어려

움은 학교부적응 및 사회부적응으로 내몰게 한다. 그런데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더라도 

주변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존재가 있을 경우 아동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적응해나

갈 수 있다(김혜금, 2014; 이영분, 김나예, 2012; 조은정, 2012; Kim & Cicchetti, 2010; Sperry & 

Widom, 2013; Zimmerman, Ramirez-Valles, Zapert, & Maton, 2000). 교사, 또래, 가해부모가 아

닌 다른 가족원 등의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여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성별과 학년 시기별로 다르고 종단

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의 방임과 학대에 대한 지각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추후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아동의 지각에 의존하여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을 살펴보았기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면접 및 관찰 등의 방법이 추가되어야 하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담임

교사의 의견 및 관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교생활적응 도구는 

1991년에 제작된 도구로 현재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의 개념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1’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2’의 자료를 이용하였기에 연구도구의 선택에 있어서 제한적이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

생활적응 도구를 보다 최근에 개발된 도구로 사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학대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있어서 성별 차이와 학

년 시기별 차이를 살피고 부모 방임/학대의 종단적인 관계를 아동의 성별로 탐색하고, 부모의 

방임/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인 관계를 아동의 성별로 살펴보아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

동의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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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between school life adjustment and the parents' 

neglect/abuse as perceived by children according to gender. The participants were 5th and 6th grade 

children and the instruments were parents' neglect/abuse scale and school life adjustment scale. 

Using Korea Youth Panel data of Child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5th and 6th grade data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Neglect/abuse as perceived by childre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gender and grade. Children who had perceived more parents' neglect/abuse were 

more likely to have difficulty in school life adjus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appropriate interventions for the parents‘ neglect and abuse is needed by showing the stability of the 

child's perception of the parents‘ neglect and abuse during the 5th-6th grade. 

▶Key Words :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school life adjustment, parents' abuse & negl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