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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

이 상 

( 남신학대학교)

[요 약]

1. 서 론

발달적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정 내에서의 경험은 이들의 성장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향

을 미친다. 특히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이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약 50%가 가정 내에서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보건복지부, 2000; 장덕희, 2001), 청소년들의 약 

60% 이상이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기도 하고(조미숙, 1999; 김정란, 2003), 약 40%는 이들 부모로

부터 다시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김연옥․박인아, 2000). 이처

럼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될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직접적인 폭력에도 노출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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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희생자가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러한 경험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일반적이

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적 어려움이나 대인

관계 문제 등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나타내거나(Shonk and Cicchetti, 2001; Darwish, Esquivel, 

Houtz, and Alfonso, 2001; Lansford, Dodge, Pettit, Bates, Crozier, and Kaplow, 2002; Kernic, Wolf, 

Holt, McKnight, Huebner, and Rivara, 2003), 비행이나 폭력, 가출과 자살 등의 문제행동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Smith and Thornberry, 1995; Thomson and Braaten-Antrim, 1998; Ryan, Kilmer, 

Cauce, Watanabe, and Hoyt, 2000; Tyler and Cauce, 2002). 

그러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모두 부적응을 나타내는 것만은 아니다. 또 다른 연구들은 

가정폭력 경험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간에 그리고 폭력의 세대간 전이간에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있더

라도 약한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Fincham and Osborne, 1993; O'keefe, 1998), 가정폭력에 노

출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더 많이 참여하 다고 밝히고 

있다(Perkins and Jones, 2004). 가정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전자와 같이 가정폭력이라는 

위험요인과 이들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부적응적 현상만을 주목해 왔다. 그러나 이들의 부적응에만 초

점을 둔 문제중심적 관점으로는 어린시절부터 그 뿌리를 지니고 있는 가정폭력의 향력을 통제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후자와 같이 위험환경에도 불구하고 부적응을 보이지 않고 잘 적

응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설명하기에는 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도 환경적 어려움을 극

복하고 보다 적응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에 초점을 둔 강점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들 중에서도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유능성을 회복한다는 강점관점의 연구가 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탄력성이란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거나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유능성

(competence)을 의미하며, 부정적 사건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Garmezy, 

1993). 탄력성 연구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생활에서의 유능성을 강조하는 

학업적 탄력성(박현선, 1998; Hernandez, 1993; Makris, 1999; LewisⅢ, 2003)과, 관계적 차원에서의 

유능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탄력성(Luthar, 1991; Luthar et al., 1993; Spaccarelli and Kim, 1995; 

Voegler, 2000)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가정폭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세대간 전이현상을 나타내고(김재엽, 1997; 장덕희, 2001; Kaufman and Zigler, 1987; Ehrensaft et 

al., 2003), 이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하는 등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를 나타낸다

고 보고하고 있다(김정옥․박경규, 2002; 이신옥, 2003; Smith and Thornberry, 1995; Darwish et al., 

2001). 이는 아동기에 경험한 가정폭력이 이들이 성장하면서 맺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으로 가정에서의 폭력을 통해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왜곡된 관계를 

경험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왜곡

된 관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적 차원의 유능성을 사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의 

사회적 탄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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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 연구에서는 위험상황에서 역기능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보호요인을 가장 핵

심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박현선, 1998). 보호요인은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인 향력을 중재하거나 완화시켜 결과적으로 문제행동이 야기될 수 있는 확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Rutter, 1979; Garmezy, 1985). 결국 청소년들의 탄력성은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경로로부터 위험의 

향을 중재하는 보호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탄력적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 위험의 부정적 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들에게 보호

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탐색은 인간에게 있어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

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고,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위험과 환경적 보호요인의 향력을 

확인하며,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가정폭력의 부정적 향력을 완화시

키는 환경적 보호요인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가정에서의 위험 가운데 대표적 위험요인인 부모의 이혼과 별거 또는 빈곤은 청소년기 적응에 

향을 미치는 원거리(distal)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며, 폭력적 가정분위기나 강압적 자녀양육 방식, 부모

의 애정결핍 등은 청소년의 적응에 향을 미치는 보다 근접한(proximal) 요소로 여겨진다(신현숙, 

2003). 그만큼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위험은 이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이라는 부정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청소

년들은 폭넓은 행동적 역에서 그리고 정신건강의 산물에서 유능성을 나타낸다. 역경(adversity)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능성의 발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탄력성으로 정의되어 왔다(Arrington and 

Wilson, 2000). 

탄력성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매우 다양하여 역경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리가 없거나 증상수준이 낮

은 상태 또는 해당연령에 기대되는 학업적, 사회적 유능성을 성취한 상태(Masten and Coatsworth, 

1998)로 정의되기도 한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탄력성을 고위험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

을 극복하고,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 또는 기대된 결과 이상의 좋은 적응을 보이는 상태로 정의

하고 있다(Rutter, 1990; Masten, 1994; Fraser, Richman, and Galinsky, 1999). 결국 탄력성의 개념은 

심각한 위험에 대한 노출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하는 우수한 긍정적 적응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함축하고 있다(Masten and Coatsworth, 1998; Luthar, Cicchetti, and Becker 2000).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이 심각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적응성을 보일 때, 이들을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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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인 청소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탄력성의 정의와 타당성에는 각기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탄력성 모델은 크게 ‘산물중심

(outcome-focused)’과 ‘과정중심(process-focused)’ 접근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져 왔

다(Olsson, Bond, Burns, Vella-Brodrick, and Sawyer, 2003). 이러한 접근은 탄력성의 측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산물중심의 연구에서 탄력성은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유능한 행동

이나 효과적인 기능패턴을 유지하는 산물로서 정의되고 있으며, 전형적으로 기능성의 유지 또는 유능

성을 강조하고 있다. 과정중심의 연구는 위험상황의 향을 중재하도록 작용하는 보호기제의 범주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탄력성을 역동적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고위험에 처한 개인의 발달적 산물에 

기여하는 보호적 요인들을 탄력성이라고 보았으며(Rutter, 1990), 주로 청소년들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이나 과정을 탐색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결국 산물중심의 연구는 탄력성을 적응적 결과로 

보며, 과정중심의 연구는 탄력성을 보호적 자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라는 위

험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탄력적 산물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 다는 점에서 산물중심의 접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산물중심의 접근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가정폭력이라는 특정 위험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보호적 요인들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탄력성은 각기 다른 연구집단에 따라 다양한 위험상황이 고려되어 왔으며,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탄력적 산물이 정의되어 왔다(Olsson et al., 2003). 이러한 탄력적 산물에 대해 매스턴 등(Masten, 

Coatsworth, Neemann, Gest, Tellgen, and Garmezy, 1995)은 청소년들에 대한 탄력성의 적절한 지표

는 학업적 유능성이나 사회적 유능성이 될 수 있다고 하 으며, 올슨 등(Olsson et al., 2003)은 다양한 

역을 제시하면서 개인적, 학업적, 직업적, 관계적 차원에서 유능성을 사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

러나 루따 등(Luthar et al., 2000)은 탄력성의 지표인 탄력적 산물은 위험상황의 특징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을 통해서 왜곡된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폭력적 가정환경에

서 왜곡된 관계 경험을 한 청소년들에 대한 탄력성은 관계적 차원에서의 능력을 사정하는 사회적 유

능성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역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과 상호교류에서 성

공하는 정도로서 사회관계망을 긍정적으로 조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Conger and Conger, 1982; 

Raver and Zigler, 1997). 즉, 사회적 탄력성(social resilience)이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차원에서 발휘되는 높은 적응능력을 의미한다.

사회문제와 건강문제를 개념화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로서 등장하게 된 탄력성의 개념은 보호요인

의 탐색을 동반한다(Fraser et al., 1999). 보호요인이란 취약한 환경적 조건 하에서도 위험의 원천에 

작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산물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ompas, Hinden, and 

Gerhardt, 1995). 그러나 탄력성 연구에서 보호요인은 부적응적 산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위험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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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향을 조절하여, 적응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묘사되고 있으며(Masten, 1994), 이러

한 보호요인들은 위험을 완충시키거나 중단시키고 심지어 예방하기도 한다(Greene, 2002). 워너

(Werner, 1995)는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출생하여 만성적 빈곤이나 가정불화, 부모 이혼 등의 고위

험 환경에서 성장한 아동들을 30여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탄력성은 보호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탄력성은 강점이나 약점과 같이 개인의 고

정된 특성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개인과 환경의 보호요인들에 의해 향상된다는 것

이다(Stewart, Reid, and Mangham, 1997). 

2,41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호요인의 역할에 대해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 제써 등(Jessor, Bos, 

Vanderryn, Costa, and Turbin, 1995)은 위험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요인이 많을수록 문제행

동은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향을 

완충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이다. 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뮤리와 브로디(Murry and Brody, 1999)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골지역의 모자가정을 조사하 는데, 이들의 위험이 탄력

적 산물에 미치는 향에 대해 보호요인이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요인은 유

사한 환경의 집단보다는 고위험 아동집단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지역 청소년

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루따(1991)는 생활사건의 스트레스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향을 보

호요인이 완충적으로 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보호요인은 긍정적인 발달이나 행동을 적극적

으로 증진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위험요인의 향을 경감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

드시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 가시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Jessor, 1991).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다양한 보호요인을 범주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

여 왔다. 청소년 탄력성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적 수준, 가족수준, 지역사회수준의 세 가지 수준에서의 

보호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Olsson et al., 2003). 보젠쉬네이더(Bogenschneider, 1996)는 보호요인

의 범주를 좀더 세분하여 개인,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역을 제외한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의 환경적 보호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요인에서는 가족지지를 살펴보고, 또래요인에서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학교

요인에서는 민주적 학교분위기, 지역사회요인에서는 가족 이외의 다른 성인의 지지를 환경적 보호요

인으로 사정하고자 한다.

가족환경에서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는 청소년의 성격과 발달 및 행동에 많은 향을 준다. 가정폭력

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가족 내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정폭력의 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고(이경은․장덕희, 2000), 적어도 한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가족 불화의 위험에 보호적으로 작

용한다(Rutter, 1979).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 중에서도 가족의 지지가 높은 경우에는 음주나 흡

연, 자살 등의 문제행동에 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Perkins and Jones, 2004), 가족지지는 

부정적인 생활환경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학업적, 심리사회적 탄력성에도 주요 보호요인으로 알

려져 있다(박현선, 1998; Makris, 1999; Tusaie-Mumford, 2001).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의 향력은 부모의 향력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갖는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친구들과 친분을 맺고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이들의 발달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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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일탈성향의 또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들은 우울이나 자살사고 등의 심리적 

문제와 약물이나 폭행, 절도와 같은 행동적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한다(Dekovic, 1999). 퍼킨스

와 존스(Perkins and Jones, 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이 친사회적 특성의 또

래집단에 소속된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사회적인 또래들과 관계를 맺는 청소년들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oglund and Leadbeater, 2004). 이는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사

회적 탄력성에 보호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앤더슨(Anderson, 1998)은 학교분위기가 학교의 교육적 임무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며, 학교의 

내적 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감에 긍정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부

정적인 학교분위기와 왜곡된 학교환경은 학교폭력의 발생에 향을 주고(이상균, 1998; Williams, 

Stiffman, and O'Neal, 1998),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학교에 더 흥미를 갖고 생

활하게 된다(Hernandez, 1993). 또한 민주적인 학교분위기는 빈곤이나 부모의 음주문제와 같은 위험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의 학교탄력성에 보호적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박현선, 1998; 김재한, 2003). 

이에 학교분위기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과도 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교사, 성직자, 상담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 내의 다른 지지적인 성인들은 가족이 최적의 지지적 환경

을 제공해 줄 수 없는 아동들의 탄력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erner and Smith, 1992; Lindsey, Kurtz, Jarvis, Williams, and Nackerud, 2000). 매스턴(1994)은 

청소년의 탄력성에 대해 지지적인 성인의 향을 강조하면서, 지지적인 성인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

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게 하고,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하 다. 탄력성 연구자들은 부모 이외의 다른 중요한 성인의 지지가 청

소년들로 하여금 환경적 불화로부터 일치감과 낙관성을 갖게 하고, 탄력성을 촉진시키며(Spencer, 

2002),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의 성장행동(thriving behaviors)에 도움을 주고(Perkins and 

Jones, 2004),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에 보호적으로 기능한다고 밝히고 있다(Voegler, 2000). 이

처럼 다른 성인의 지지는 가정폭력에 노출됨으로써 부모와의 왜곡된 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에게 이

러한 왜곡된 관계를 보완하고 대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 다. 대전광역시의 전체 

130개 학교 중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중학교 6개교,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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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교를 비비례층화표집하 으며, 학년 에 따라 학교당 6개 학급씩을 조사하 다. 본 연구는 

2,114명의 응답자료를 기초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1,244명을 선별하여 이들 중 고위험집단1) 

795명의 표본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은 크게 ‘부모간의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의 두 유형으

로 구분하 으며, 초등학교시절까지의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 다. 정서적, 신체적 폭력은 스트

라우스 등(Straus et al., 1996)이 개발한 CTS2(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를 본 연구자가 번안

하여 사용하 다. CTS2는 국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목격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가장 폭

넓게 사용되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본래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청소

년이 부모간의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자기보고식으로 평가하도록 각각 수정하여 사

용하 다. 정서적 폭력은 7개 문항, 신체적 폭력은 12개 문항으로 가정폭력 노출 유형에 따라 각각 19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 범주는 “전혀 없다”, “1년에 1-3번”, “1년에 여러 번”, “한달에 1-3

번”, “일주일에 1회 이상”으로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계수는 부모간 폭력 목격은 .96,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은 .95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가정폭력 노출”의 구조모형은 부모간 정서폭력 목격과 신체폭력 목격, 부모로부터의 정

서폭력 경험과 신체폭력 경험의 4개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① 가족지지 - 듀반과 울만(Duban and Ulman, 1989)이 사용한 가족지지 척도와 박지원(1986), 김

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참고로 이명화(1998)가 재구성한 가족지지 하위척도를 사용하 다. 

5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77로 나타났다.

②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 퍼킨스와 존스(2004) 연구의 또래집단 특성척도와 세반스(Sebanc, 

1999)가 사용한 친사회적 행동척도(Assssment of Prosocial Behavior), 그리고 넬슨(Nelson, 1999)이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10

1) 가정폭력과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Cicchetti, Rogosch, and Holt, 1993; Herrenkohl, Herrenkohl, 

and Egolf, 1994; Kaufman, Cook, Arny, Jones, and Pittinsky, 1994; Sagy and Dotan, 2001; 

Perkins and Jones, 2004)에서는 고위험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 정도는 1점에서 76점까지 분포되어 있어 이들 모두를 동일한 수준의 위험으로 보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에 가정폭력 노출 점수 하위 3분의 1을 제외한 상위 3분의 2를 
고위험집단으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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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71로 나타났다.

③ 민주적 학교분위기 - 카바조스 등(Cavazos et al., 1990)이 사용한 학교생활척도(School Life 

Scale: SLS)를 박현선(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8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

을수록 학교분위기가 민주적이고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74로 나

타났다.

④ 다른 성인의 지지 - 퍼킨스와 존스(2004), 올슨(Olson, 2003)의 다른 성인의 지지척도, 그리고 

헤르난데즈(Hernanadez, 1993)가 역할모델과 성인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10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성

인의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탄력성은 그레샴과 엘리엇(Gresham and Elliott, 1990)이 개발한 사회기술평가척도(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중에서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

다. SSRS는 여러 연구자들(Miller, 1998; Lazzaro, 2000; Lloyd, 2000; Graham, 2001; Loveland, 

2001)이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로서, 본 연구에 부합하는 공감 10문항, 협동성 9

문항, 주장성 9문항, 총 28개 문항을 사용하 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능성

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계수는 .82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사회적 탄력

성”의 구조모형은 공감과 협동성, 주장성의 3개 측정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SPSS 12.0과 AMOS 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

성과 사회적 탄력성 집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사회적 탄력

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위험 및 환경적 보호요인의 향력과 환경적 보호요인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구조방정식모형은 이론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고, 이론변수를 구성하는 각 측정변수(하위요인)의 향을 그대로 반 해

주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호작용변수인 환경적 보호요인은 평

균값을 중심으로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각 집단에서 나타난 

회귀계수의 유의미도의 차이를 통해 상호작용효과 즉, 환경적 보호요인의 완화효과를 검증하 다. 

<그림 1>은 가정폭력 노출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향에 대해 환경적 보호요인의 완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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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투입될 각 요인변수들은 평균을 중심으로 낮

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되어 회귀분석에 투입되었다.

환

경

적

요

인

․가족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민주적 학교분위기

․다른 성인의 지지

가정폭력

노출

부모 정서

폭력 목격

협동성

부모 신체

폭력 목격

정서폭력 

경험

신체폭력 

경험

공감

주장성

사회적

탄력성

<그림 1>  가정폭력 노출과 사회  탄력성에 한 환경  보호요인의 완충효과 모형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남학생 386명(48.6%)과 여학생 409명(51.4%)으로 전체 795명을 대상으로 하 다.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중학생이 375명(47.2%)이었고, 인문계 고등학생이 248명(31.2%)이었으며, 실업계 

고등학생이 172명(21.6%)이었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94명(11.8%)이었고, 2학년이 131명

(16.5%), 3학년이 150명(18.9%)이었으며, 고등학생 중에는 1학년이 174명(21.9%), 2학년이 246명

(30.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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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사회  특성 N % 체

성별
남학생 

여학생

386

409

48.6

51.4
795

학교

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375

248

172

47.2

31.2

21.6

795

학년

학교 1학년

학교 2학년

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94

131

150

174

246

11.8

16.5

18.9

21.9

30.9

795

<표 1>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  특성

본 연구에서 탄력성이란 “청소년이 심각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적응성

을 보이는 상태”로 규정하 다. 카우프먼 등(Kaufman et al., 1994)은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의 평균적 적응수준 이상이라면 탄력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 고, 이들의 가능성을 최대화하

기 위해 평균이상을 기준으로  사용하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2,114명)의 사회적 유능성 평균(78.51점)을 우수한 적응성의 기준으로 하여, 79점 이상인 청소년들을 

탄력적 집단으로 설정하 다.

체 조사 상 청소년의 사회  유능성 평균 우수한 사회  유능성

78.51 79  이상

<표 2>  우수한 사회  유능성의 기

<표 3>은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고위험집단 청소년들 중 사회적 탄력성을 나타내는 집단의 분

포를 나타낸 결과이다. 

가정폭력 노출 유형
사회  탄력성 집단

체
N %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 277 43.3 640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302 43.1 701

<표 3>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의 사회  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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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 중 43.3%가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에서는 43.1%가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과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 간의 사회적 탄력성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간 폭력 목격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에 대한 사회적 탄력성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각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향력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고 유사

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본 연구에서 약 43%가 사회적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들에 대

한 카우프먼 등(1994)의 연구에서 14%가 사회적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매우 높은 

비율을 보 다. 이처럼 탄력적 집단이 43%로 높게 나타난 결과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

한 문제중심적인 관점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로서 이들에 대한 접근에 매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해 준다.

<그림 2>는 가정폭력 노출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의 측정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변수 중 신체폭

력 경험과 공감은 기준지표로 삼기 위해 회귀계수를 1로 고정시킨 고정미지수이다. 분석결과, 가정폭

력 노출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의 각 측정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수

들이 각 이론변수를 측정하기에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9**가정폭력

노출

부모 정서

폭력 목격

협동성

부모 신체

폭력 목격

정서폭력 

경험

신체폭력 

경험

공감

주장성

사회적

탄력성

1.00

.700***

.517**

.313**

.401***

.685***

1.00

<그림 2>  가정폭력 노출 험과 사회  탄력성의 측정모형

<표 4>는 상호작용효과 분석에 앞서, 가정폭력 노출과 환경적 보호요인의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향력을 각각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χ2 검증은 표본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점

이 있어 최근에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추세이며, RMR(Root Mean-Square Residual)과 

GFI(Goodness of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해 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하 다. RMR은 0.05 이하, GFI와 NFI는 0.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rowne and Cudeck,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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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수
회귀계수 모형 합도

B β t χ 2 (p) RMR GFI NFI

가정폭력 노출 험 -.097 -.169 -2.596** .000 .016 .987 .976

환

경

요

인

가족지지

래집단의 

 친사회  특성

민주  학교분 기

다른 성인의 지지

.065

.356

-.004

.082

.195

.538

-.007

.258

3.996***

9.615***

-.145***

5.166***

.000 .015 .976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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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사회  탄력성에 한 가정폭력의 험과 환경  보호요인의 향력

먼저, 모형의 적합도 평가에서 χ2 검증은 각 회귀모형 모두 기각되었지만, 가정폭력 노출 모형의 경

우 RMR은 .016, GFI는 .987, NFI는 .976으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모형이 좋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 모형에서는 RMR이 .015, GFI는 .976, NFI는 .906으로 모두 양호하게 

나타나 이 모형의 적합도 역시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각 변수들의 향력을 살펴보면, 가정폭력 노출 위험은 사회적 탄력성에 대

해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9(β) 만큼의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보호요인의 

경우에는 가족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가 사회적 탄력성에 대해 정(+)적으

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수들의 향력을 살펴보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β

=.538)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른 성인의 지지(β=.258), 가족지지(β=.195) 

순으로 사회적 탄력성에 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을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는 위의 분석에서 유의미성이 확인된 3가지 환경적 보호요인인 가족지지, 또래집단의 친사회

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에 앞서 각 보호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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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요인
N

가족지지
래집단의

친사회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

M SD M SD M SD

795 3.03 0.72 3.17 0.36 2.74 0.76

<표 5>  환경  보호요인의 평균과 표 편차

<표 5>와 같이 가족지지의 평균은 3.03점으로 나타났고,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3.17점, 다른 

성인의 지지는 2.74점으로 나타났다. 

<표 6, 7, 8>은 <표 5>에서 제시된 평균값을 기준으로 각 보호요인을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

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변   수
회귀계수 모형 합도

B β t χ 2 (p) RMR GFI NFI

가족지지 낮은 집단 -.135 -.154 -3.456***
.001 .019 .983 .969

가족지지 높은 집단 -.003 -.024 -.037***

***p<.001 (독립변인: 가정폭력 노출 위험, 종속변인: 사회적 탄력성)

<표 6>  사회  탄력성에 한 가족지지의 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χ2 검증의 유의미도는 0.05보다 낮아 기각되었지만, RMR은 .019, GFI

는 .983, NFI는 .969로서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가족지지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

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154(β) 만큼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 노출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

치는 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지지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간에는 가

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향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가족지

지가 낮은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낮아지는 반면, 가족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이 심각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높은 가족의 지지는 이러한 위험

의 부정적인 향력을 상쇄하여 그들의 사회적 탄력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

국 가족지지는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을 완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족의 지지가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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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할지라도 다른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가정폭력의 부정적 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경은․장덕희, 2000; Rutter, 1979)의 논의를 뒷받침하고 있다. 

변   수
회귀계수 모형 합도

B β t χ 2 (p) RMR GFI NFI

래집단의 친사회   

특성 낮은 집단
-.118 -.141 -2.938**

.006 .018 .985 .972
래집단의 친사회   

특성 높은 집단
-.001 -.010 -.015**

**p<.01 (독립변인: 가정폭력 노출 위험, 종속변인: 사회적 탄력성)

<표 7>  사회  탄력성에 한 래집단의 친사회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표 7>과 같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의 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χ2 검증은 

유의도가 .006으로 나타나 기각되었으나, RMR은 각각 .006, GFI는 .985, NFI는 .972로서 모두 양호하

게 나타나 이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의 각 집단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낮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141(β) 만큼 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집단의 친사

회적 특성이 낮은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의 위험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낮아지는 반면, 또래집

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을 경우 청소년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회적 탄력성은 약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또래집단의 친사회

적 특성은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

정적인 향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   수
회귀계수 모형 합도

B β t χ 2 (p) RMR GFI NFI

다른 성인의 지지

낮은 집단
-.157 -.171 -3.530***

.002 .019 .984 .970
다른 성인의 지지

높은 집단
-.019 -.043 -.320**

***p<.001 (독립변인: 가정폭력 노출 위험, 종속변인: 사회적 탄력성)

<표 8>  사회  탄력성에 한 다른 성인의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표 8>의 다른 성인의 지지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에서 χ2 검증은 .002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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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RMR은 .019, GFI는 .984, NFI는 .970으로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 모

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성인의 지지 각 집단의 모형을 살펴보면, 다른 성인의 지지가 낮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향은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171(β) 만큼의 향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향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다른 성인의 지지가 낮은 청소년들은 

가정폭력의 위험이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낮아지는 반면,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을 경우 청소년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회적 탄력성은 약화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다른 성인의 지지는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상호작용함으로

써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을 완화시켜 사회적 탄력성 향상에 기여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다른 성인의 지지가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가정에서의 

심각한 폭력에 노출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 향을 가족 이외의 환경이 보호적으로 중재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들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리고 부모 이외의 다른 성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긍정적 상호작

용 경험을 하게 되면 이들의 사회적 탄력성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3>은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사회적 탄력성에 대한 가정폭력 노출 위험을 완화시키는 환경적 

보호요인들의 역할을 도식화한 것이다.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사 회  

탄 력 성

가족지지
래집단의

친사회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

완 화  효 과

<그림 3>  사회  탄력성에 해 완화효과를 나타내는 환경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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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강점관점에 기초하여 고위험집단 청소년들 

중 사회적 탄력성을 나타내는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고,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각 요

인들의 향력을 확인하며, 가정폭력의 위험과 사회적 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환경적 보호요인

이 완화효과는 나타내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전체 2,114명의 청소년들 중 가정폭력에 노출된 

고위험집단 7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 중 

43.3%가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 중에서는 

43.1%가 사회적 탄력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환경적 보호요인 중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

성과 다른 성인의 지지, 가족지지 순으로 사회적 탄력성에 정(+)적으로 높은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적 학교분위기는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이 

높을수록, 다른 성인의 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하 다. 셋째,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과 다른 성인의 지지, 가족지지는 가정폭력의 노출 위험과 상

호작용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완화효과를 통해 사회적 탄력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 향상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탄력성 향상에 맞출 수 있도록 기여한다

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고위험집단 청소년들의 약 43%가 사회적 탄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일반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능성 평균을 탄력성의 기준으로 하 다는 점에서 매

우 높은 분포로 보여진다. 이는 이들을 문제청소년으로 보고 이들의 비행이나 문제행동 감소에 초점

을 두었던 기존의 문제중심적, 병리적 관점을 넘어서서 이들의 강점과 잠재력에 기초한 탄력성 향상

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개입방향의 설정에 큰 함의를 준다고 본다. 

둘째,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 향상을 위한 개입에서 환경적 보호요인의 중요성

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4가지 환경적 요인 중 3가지 요인이 이들 청소년의 사회

적 탄력성 향상에 독립적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가족지지, 또래집단의 친사

회적 특성, 다른 성인의 지지가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탄력성에 향력을 나타내는 

주요 요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두 대인관계적 맥락의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지지는 가족 

간의 관계적 특성을 반 한 것이고, 또래집단의 친사회적 특성은 또래집단과의 관계적 특성을 반 한 

것이며, 다른 성인의 지지는 부모 이외의 타인들과의 관계적 맥락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 주목할 것은 가정폭력에 노출됨으로써 관계적 왜곡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의 회

복은 환경적 맥락에서 폭력적 관계 이외의 새로운 관계 경험을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이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이들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환경적 자원이 제공되지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  347

않는다면, 이들의 사회적 유능성은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이들 환경적 보호요인이 가정폭력 노출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 향상에 위험과는 독립적으

로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의 위험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향을 중재하여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들 개별적인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점이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대개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어린시절부터 깊은 뿌리를 갖고 있어 이러한 폭력에 

대한 경험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탄력성은 평범한 마술(ordinary magic)과도 같

다(Masten, 2001). 이는 위험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적응력과 유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

법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의 가족이나 관계적 맥락 속에 있으며 그리고 지역사회에 존

재하는 인간 누구나가 지닐 수 있는 일상적인 자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환

경 속에는 언제나 평범함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적 가정환경에서도 폭력적 관계를 맺는 부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분명 이들에겐 일상적이

지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가족환경에 개입하여 지지적 가족구조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탄력성 향상이라는 목표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친구환경에서는 청소년들이 친사회적 특성을 지닌 또래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놀이프로그램이나 집단활동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유능성

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가족 이외의 친척, 교사 또는 종교모임이나 동아리모

임의 지도자, 청소년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사회복지 역에서 위험환경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mentoring)프

로그램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반 한다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몇 가지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가정

폭력에 노출된 고위험집단을 선별함에 있어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척도화 점수에 근

거하여 선별하 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는 실천현장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엄 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둘째,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수집에 있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자기보고에만 의존

하 다는 점이다. 가정폭력의 위험상황이나 청소년들의 유능성 또는 이들의 환경적 자원에 대한 객관

적인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나 가족, 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

이 보다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 탄력성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가정폭력만을 상정하 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른 위험도 존재한다. 예컨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모의 음주문제 또는 

부모의 실직 등의 요인이다. 후속연구는 이와 같이 가정폭력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위험요인의 향

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변인들 간의 관계와 보다 정확한 예측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을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차후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계속적

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탄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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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on Social Resilience 
of Adolescents Exposed to Family Violence

Lee, Sang-June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ocial resilience group of 

adolescents exposed to family violence, the influences of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on their social resilience, and buffering effects of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The sample consisted 795 high-risk group exposed to family violence.

The findings are as following.  

First, 43.3% of adolescents witnessed father-mother violence and 43.1% of 

adolescents experienced violence by parents had social resilience.

Second, the higher level of family support,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and other adult's support were more likely to be increased social resilience. Third,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family support, prosocial characteristics of peer group and 

other adult's support had a significant buffering effect moderating negativ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to their social resilience.

Key words: social resilience, family violence exposure, environmental protectiv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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