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 pp. 300-307, 2015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300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300

청소년 가정환경요인이 폭력행동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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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 가정환경 요인과 폭력행동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상은 거제

시 O동의 청소년 남녀 430명을 상으로 2014년 3월5일 부터 7월 2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분석방법은 SPSS Win 

18.0 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수  5%에서 검증하 다. 연구결

과는 첫째는 가족의 지지 정도에 따라 폭력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 모의 

지지와 의사소통, 모의 민주  양육태도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부(-)의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폭력행동

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 은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한 로그램 개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youth home environment on violent behavior and suicidal thought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rch 5, 2014 to July 02 on a juvenile male and female target group of 430 people 
subject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Win 18.0 with verification at the 5% significant leve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upport of the father had a negative influence on violent behavior. Second, the support of both the father and mother,
communication with the father and mother, and the mother’s parenting attitude have a negative influence on suicidal 
thoughts. Third, the youth’s violent behavior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uicidal thoughts. This study provides 
essential data for making polices to resolve the youth crisis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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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이유  폭력피해 이유로는 특별한 이유 없다가

(51.8%), 성격 때문에가(12.4%)순으로 나타났고, 폭력유

형별 피해 경험은 욕설․폭언(56.2%), 집단 따돌림

(38.2%) 순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의 자살에 한 충동

여부  이유의 주된 원인은 13-19세는 성   진학문

제(39.2%), 가정불화(16.9%)순으로 나타났고, 20-24세는 

경제  어려움(27.6%)과 직장문제(18.7%)로 지난 1년 동

안 자살생각을 경험한 청소년은 11.2%로 조사되었다[1].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반에 부

정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은 자살생각에서 

자살행동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자살을 방지하기 한 



청소년 가정환경요인이 폭력행동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301

방 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향을 주는 요인들은 개인  

특성과 가정환경, 건강행  등 여러 요인들이 있다. 특히 

자살 생각, 우울, 스트 스 등 정신건강과 련된 요인이 

자살시도에 요한 험요인으로 악되었다[2]. 청소년 

자살시도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악 향을 미치므

로 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살 문제에 한 개입은 방이 유일하면서도 최선

의 방법일 것이다. 방  개입은 개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

리고 사회 반의 자살에 한 민감도를 높이는 측면에

서 이러한 근이필요하다. 하지만 효율  방을 해

서는 좀 더 자살 가능성이 높은 험 집단을 악해 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단된다[3]. 이를 해서는 자살 

험요인을 분석하여 방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살 련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 개인의 심리  

요인과 사회문화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심리  요

인이 자살에 미치는 향은 스트 스와 자존감, 우울, 자

살생각, 자살계획과 자살시도가 요한 험요인원인으

로 나타났다[4].   따라서 청소년의 심리  요인은 가정환

경과 학교환경이 매우 요한 요인이다. 주변 환경이 자

살 련요인이므로 자살 방에 한 선행연구가 이루어

졌다[5-13].

최근까지 진행된 청소년의 기행동에 한 연구들은 

청소년 생활스트 스, 우울, 약물의 연구변인을 분석하는 

데 집 되어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정환경 요

인(의사소통, 민주  양육태도, 가족지지)을 기반으로 한 

폭력행동  자살생각의 문제를 부와 모의 에서 나

어 분석하고자한다. 즉, 가정환경과 가정폭력이 인구통

계학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민주  양육태도, 가족지지

의 구체 인 원인을 밝 냄으로써 청소년의 자살생각이 

무엇인가를 악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정환경과 가정폭력이 자살생각

에 미치는 향을 부와 모의 에서 나 어서 분석하

고자 한다.

1.1 연구문제 제기

본 연구의 구체 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폭력행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폭력행동은 자살생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 

1.2 연구모형

연구의 모형은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폭력행동과 자살

생각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독립변수로 의사소

통, 민주  양육태도, 가족의지지, 매개변수를 폭력행동, 

종속변수를 자살생각으로 정하여 연구범 를 한정하 다.

Home environment                    Youth crisis

communicati
on

parenting 
attitude

support of 
family

H1

H1-2

H1-3

Violent  
behavior

Suicidal  
thoughts

H2-1

H2-2

H3

H2-3

  

[Fig. 1] Research Model 

1.3 연구가설

이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그림1과 같이 연

구모형을 작성하고 이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

하면 다음과 같다.

H1.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폭력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2.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H3. 폭력행동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설계

본 연구는 2014년 3월 5일부터 7월 2일까지 거제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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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청소년 남녀 43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

지 못했거나 일부 문항의 답변이 락된 20명을 제외한 

410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 134명의 표본 크

기는 Cohen의 표본추출 공식에 따른 검정력 분석 로그

램 G*Power 3.1을 이용하여 5% 유의수 과 95% 검정력, 

효과크기는 간지수 0.30로 지정하 다. 분석결과 최소 

표본 수는 134명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에서는 410명을 

연구 상으로 하 다.

2.2 연구방법

연구 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에 본 설문조

사의 취지  질문지 작성방법에 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Self-reported)으로 실시하 다.

2.3 연구 도구

조사도구는 인구사회학  요인 8문항, 가정요인 20문

항, 기행동요인 20문항으로 총 48문항으로 구성하 다. 

각 변수의 구체 인 척도와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2.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도구는 유 옥[14]의 8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 다. 인구사회학  변수로는 성별, 연령 , 학교

성 , 가족형태, 경제  수  등으로 구분하여 답변하도

록 하 다. 연령은 “13세 미만”, “만13-15세”, “만16-18세, 

“만19세 이상”으로 구분하 다.

2.3.2 청소년 가정환경에 관한 척도

조사도구  가족의 지지는 유 옥[14] 설문지 5개 문

항을 사용하 다. 민주  양육태도는 이시형 등[15]의 연

구에서 개발, 구성된 민주  양육태도 설문지 5개 문항을 

5  척도로 사용하 다. 의사소통은 김윤희[16]가 번안한 

청소년 개방형 의사소통 설문지 10개 문항을 사용하 다. 

측정방법은 ‘  아니다’(1 ), ‘ 체로 아니다’(2 ), ‘보

통이다’(3 ), ‘ 체로 그 다’(4 ), ‘매우 그 다’(5 )를 

부여하 다. 평균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정 이고 개

방 임을 의미한다. 

2.3.3 위기행동 요인 척도

조사도구  폭행은 강은주[17]의 청소년과 련된 행

동 역의 질문지 에서 학교폭력에 련된 10개 문항을, 

자살은 권 용[18]이 사용한 기청소년 평가항목  10

개 문항을 사용하 다. 측정방법은 ‘  아니다’(1 ), 

‘ 체로 아니다’(2 ), ‘보통이다’(3 ), ‘ 체로 그 다’(4

), ‘매우 그 다’(5 )를 부여하 다.

2.3.4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인 신뢰성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일반 으로 0.6이상이면 

비교  신뢰성이 높다고 한다[19]. 본 연구는 가정환경

(부. 모)의 의사소통, 가족지지, 민주  양육태도가 ,0.7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 인 연구결과는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Factor Analysis of Home Environment 
           (Father. Mother)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Name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Cronbach’s 

α

Home 
Environment
(Father)

Communication 51.954 0.922

Family Support 65.205 0.784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s 59.766 0.811

Home 
Environment
(Mother)

Communication 54.812 0.898

Family Support 60.670 0.784

Democratic parenting 
attitudes 65.835 0.828

기행동에 한 신뢰도 분석결과는 폭행, 자살이 0.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연구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of the crisis action

Factor Name
 Cumulative 

Explanatory power

 Cronbach’s 

α

Assault 38.035 0.873

Suicide 57.115 0.887

2.3.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자료는 유의수  5%에서 검증하 으며, 통계처리는 

SPSS Win 18.0 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

석, 신뢰도 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가설검증

을 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해 각 요인에 해 신뢰성

검정을 하 다. 각 측정도구에 한 신뢰도를 구하기 

해 크론바하 알  계수를 사용 검증하 으며, 일반 으

로 0.6이상이면 비교  신뢰가 높다고 한다. 모집단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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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회학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하여  실태를 고찰하

고,  가설 검증에 의한 측정 항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청소년 가정의 폭

력행동과 자살생각과의 인과 계 분석을 해 기상황

에 한 요인분석을 실시 후에 도출된 요인 수를 바탕

으로 기행동과의 다  회귀분석을 하 고, 폭력행동을 

매개요인으로 하여 자살생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해 각 요인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 연구 결과

3.1 인구사회학적 특성

청소년 기행동 상자의 인구사회학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ategory frequency(N) percentage(%)

Sex
Man 219 53.4

Women 191 46.6

Age

13-15 years 204 49.8

16-18 years 205 50.0

Over 19 years 1 0.2

School
Middle 204 49.8

High School 206 50.2

Grade

Grade 1 103 25.1

Grade 2 171 41.7

Grade 3 136 33.2

Family 
forms

Parents living with short 
summary

375 91.5

Single-parent families 

(Father)
14 3.4

Single-parent families 

(Mother)
2 0.5

Remarriage home 7 1.7

Parents died early home 3 0.7

Other 9 2.2

성별은 ‘남자’ 53.4%, ‘여자’ 46.6%로 남자의 비율이 높

았고, 연령은 ‘16-18세’가 50.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3-15세’, ‘19세 이상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는 ‘고등학

교’ 50.2%, ‘ 학교’ 49.8%로 조사되었고, 성 은 권, 

상 권이’ 높았고, 이어서 가족형태는 ‘부모와 함께 생

활’ 9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2 가설1.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폭력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1 가정환경 요인(아버지)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요인(아버지)이 폭력에 미치는 향에 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기분

석표를 보면 독립변수 에서 가족의 지지(P=0.007)가 유

의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P=0.723), 민주

 양육태도(아버지) (P=0.111)는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지지가 폭력에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민주  양육태도는 폭

력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과 민주  

양육태도가 폭력행동에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은 단순히 부모의 

의사소통 부재와 민주  양육태도의 문제와 별개로 사회

문화 인 환경인 폭력  게임과 화의 향을 주로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ategor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at
ion 

Coefficient t
Significa

nt odds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009 .050 .186 .853

Communica
tion

.018 .050 .018 .355 .723

Democratic 
Rearing

-.080 .050 -.079 -1.598 .111

Family 
support -.135 .050 -.135 -2.723 .007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민주  양육태도가 다소 부족해

도 가족의 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Table 

5]의 결과와 같다. 학생들은 기행동인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이다. 이 결과는 가족의 인 지

지를 받고 있다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음으로 가

족구성원 간 서로를 잘 이해해 주는 노력이 요구됨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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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results

Hypoth
esis

Hypothetical path β
P 

values
Hypothesis 
Verification

H1-1
Communication

→Violent behavior
.018 .723 Dismissed

H1-2
Father of democratic 

rearing

→ Violent behavior
-.080 .111 Dismissed

H1-3
Family support

→ Violent behavior
-.135 .007 Adoption

3.2.2 가정환경 요인(어머니)이 폭력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요인(어머니)이 폭력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설결과 분산분

석표에서 F값이 1.916이고 p=0.126임으로 어머니의 지지

는 폭력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음

의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을 할 수가 없었다. 

3.3 가설2.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1 가정환경 요인(아버지)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 요인(아버지)이 자살에 미치는 향에 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을 한 회귀분석표의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독립변수 에서 의사소통(P=0.000), 

가족의 지지(P=0.000)로 유의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

다. 민주  양육태도(아버지)(P=0.075)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이 결과는 아버지의 지지와  의사소통은 자살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  양육

태도는 자살에 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ategor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
dization 
Coefficie

nt t
Significa
nt odds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002 .046 -.034 .973

Communication -.237 .046 -.237 -5.144 .000

Democratic 
Rearing

-.082 .046 -.082 -1.784 .075

Family support -.311 .046 -.312 -6.783 .000

의사소통, 가족의 지지에 따라 자살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정(+)의 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아버지의 민

주  양육태도가 부족해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가족

의 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Table 7]과 같

다. 청소년들은 기행동인 자살의도에 노출 될 가능성

이 낮음을 알 수 있다.

[Table 7]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results(Father)

Hypoth
esis

Hypothetical path β
P 

values
Hypothesis 
Verification

H2-1
Communication

→Of suicide
-.237 .020 Adoption

H2-2 Father of democratic 
rearing→ Of suicide -.082 .075 Dismissed

H2-3
Family support

→ Of suicide
-.311 .000 Adoption

3.3.2 가정환경(어머니)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요인(어머니)이 자살에 미치는 향에 한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을 한 회귀분석표를 보면 

[Table 8]의 결과와 같이 독립변수 에서 의사소통

(p=0.000), 민주  양육태도(어머니)(p=0.022), 가족의 지

지(p=0.000)는 유의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는 어머니의 지지 정도에 따라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향은 가족 간의 화와 자녀에 한 양육방법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8]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ategor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
zation 

Coefficie
nt t

Significant 
odds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007 .045 -.152 .880

Communication -.201 .045 -.204 -4.462 .000

Democratic 
Rearing

-.104 .045 -.105 -2.307 .022

Family support -.333 .045 -.337 -7.380 .000

3.3.3 가설2의 검증결과 

어머니의 민주  양육태도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그

리고 가족의 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Table 9]와 같다. 청소년들은 기행동인 자살의도에 노

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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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results(Mother)

Hypothe
sis

Hypothetical path β
P 

values
Hypothesis 
Verification

H2-1
Communication

→Of suicide
-.201 .000 Adoption

H2-2
Mother of democratic 

rearing→ Of suicide
-.104 .022 Adoption

H2-3
Family support

→ Of suicide
-.333 .000 Adoption

이 의미는 어머니가 권 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아

이들과 의사소통이 제 로 되지 않고, 자녀들을 으

로 지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자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권 으로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의사소통이 제 로 되

지 않으면 자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

고 청소년들을 어머니가 모든 것을 지지하고, 신뢰할 경

우 자살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가설3. 폭력행동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칠 것이다.

3.4.1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증

독립변수의 유의성 검정을 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Table 10]과 같다. 독립변수 에서 폭력의도(p=0.000)

는 유의한 독립변수임을 알 수 있다. 

[Table 10] Significant validation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Category 

No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
ation 

Coefficient t
Significant 

odds

β
Standard 
Error

β

Constant 1.068 .109 9.780 .000

violence 
Intentions .559 .084 6.633 .000 .000

a The dependent variable : Of suicide

 

3.4.2 가설3의 검증결과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Table 11]과 같다. 분석결과는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실제 

자살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폭력 방을 이기 해서는 가족의 지지가 요

하다. 자살생각을 방하기 해서는 의사소통의 활성화

와 가족의 지지가 요시 되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가족

의 지지강화를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교육  상담

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Table 11] Verification of Hypothesis 3 results
Hypoth

esis

Hypothetical 

path
β

P 

values

Hypothesis 

Verification

H3
Of violence

→ Of suicide
0.559 0.000 Adoption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할 경우는 자살

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자살 험을 방하기 해서는 가족 간의 진솔한 

화와 자녀에 한 심이 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 은 청소년 가정요인이 폭력행동과 자

살생각에 미치는 향에 하여 분석하 다. 연구결과를 

토 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부의 민주  양육태도가 

부족해도 청소년들이 가족(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

낄 때는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았지만, 어머니와 

련된 가정환경요인은 청소년의 폭력행동에 아무런 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청소년들이 폭력행

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는 아버지가 자녀의 기행동인 폭력행동에 미치는 향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자녀양육의 의사결

정권이 아버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결론 으로 아

버지의 양육방식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과 유의미하다[20].

둘째, 가정환경요인에 따라 폭력에 미치는 향은 매

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족의 우애정도에 따

라 청소년 폭력 수 를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옥[21]의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간의 의사소

통,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에 노출될 가능

성이 낮다는 것과 유의미하다.

셋째, 부모의 지지 정도에 따라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향은 가족 간의 화와 자녀에 한 믿음이 요한 요

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김정란, 김혜신[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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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23]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

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향의 연구에서 부모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 학교폭력 피해는 자살충동과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는 것과 유의미하다. 

결론 으로 청소년 가정환경과 폭력행동에 따라 자살

생각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

정환경과 폭력행동이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의사소

통, 민주  양육태도, 가족지지는 자살생각에 매우 요

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의 토 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폭력행동에 향을 미치므

로 가족의 인 지지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은 

것으로 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의 폭력행동 감소를 해서 진솔한 가족 간의 상호작용

 화와 아버지의 올바른 자녀양육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에 유의한 향을 

미치므로 의사소통과 가족의 인 지지가 자살생각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자살사고 감소를 해서 가족 간

의 다양한 의사소통과 가족의 인 지지, 상호작용  

화가 요구되고, 아버지의 민주  양육태도에서 상호 

믿음과 이해를 증진 할 수 있는 교육 로그램 개발이 

실히 요구된다.

셋째, 청소년은 친구 는 선, 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거

나 폭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실제 자살 

의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자살 방센터에서 폭력행동 방과 자살생

각 방에 한 지속 이고 체계 인 교육  상담과 다

양한 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향후 청소년의 폭력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요인을 가

정환경과 사회 환경  요인의 복합 인 에서 연구하

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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