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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방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영향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A지역
에 거주하는 학부모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18.0과 AMO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
석,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분석결과는 첫째,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대해 
사회적 지지가 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은 집단의 경우 사회
적 지지가 높을수록 아동방임 인식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사회
적 지지가 아동방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아동방임 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여부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
한 실증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지지, 학부모, 아동방임인식, 아동학대예방교육,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awareness of child 
neglect and the difference of the child neglect awarenes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r not of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surveying parent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consisted of 388 parents 
living in metropolitan area A. The analysing methods are correlation and multi-group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variable of social support 
has the positive statistic association with the awareness of child neglect. Second, as a result of the 
multi-group analysis, there is the statistical difference of the child neglect awareness between the 
parent group having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the parent group having no education.
Key Words : Social support, School parents, Awareness of child neglect,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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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이 언론을 통해 잇달

아 보도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
고 있다. 그러나 주로 물리적인 신체학대나 성학대에 초
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아동방임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은 낮은 경향이 있다[1].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은 
15.6%, 신체학대와 성학대는 각각 14.5%와 2.6%의 비
율을 차지하고 있다[2]. 중복학대(45.6%)와 정서학대
(19.2%)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방임에 
대해 우리사회는 ‘아동방임에 대한 방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문제의식이 낮은 편이다[3]. 그러나 방임으
로 인해 아동의 발달지연, 성격장애 및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방임의 희생자로 간주될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4]. 또한 신선희[5]는 어린 시절 
방임을 경험한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방임할 수 있다
는 방임의 세대전이 가능성을 제시하며 방임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아동방임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와 함께 아동
학대의 하위유형의 하나로 분류된다. 아동복지법상 방임
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
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다른 유형의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인 반면, 아동방임은 아동에 대한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인 아동학대행위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6]. 방임행위에 대한 세부적 유
형으로는 기본적 의식주를 소홀히 하는 행위 및 불결하
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등의 물리적 
방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의 교육적 방임, 필
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장애아동 대상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 등의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6]. 따라서 아
동방임 인식은 위의 방임행위를 방임으로 간주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 

또한 '소리 없는 학대'인 방임의 경우 가해자는 아동들
의 부모인 경우가 86.4% 이상이다[2]. 이는 자녀를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어떤 행위가 ‘방임’인지에 대
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적절한 보호와 양육
을 제공하지 못하는 방임행위로 드러난 것일 수 있다. 홍
순옥과 이옥경[7]은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부모의 낮은 

아동학대인식이라는 점을, 정익중[4]은 부모의 아동학대
에 대한 인식 결여가 자녀의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이어진
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렇듯 부모의 방임인식 부족은 지
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방임을 유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아동방임의 발견 가능성을 낮추고 아동을 위한 
조기개입과 치료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방임을 근
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인식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방임은 아동학대의 하위유형 중 가장 연구가 
미진하며[8], 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제한적이다. 일부 진행된 아동방임 인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경은과 김미경[9]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아동
복지교사의 방임인식을, 정익중[4]은 방임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방임의 주요 가
해자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
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수준을 비교한 
최종백[10]의 경우는 전자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아동방
임에 더 관대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나, 아동방임 인식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그치고 있다. 그 외의 아동방임과 관
련한 기존 연구들은 방임에 대한 ‘인식’보다는 주로 ‘행위’
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11,12]. 하지만 아동방임의 
예방차원에서 본다면 방임행위가 아닌 방임인식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임피해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아동이 전체의 53%로 절
반 이상을 차지한다[2]. 이러한 실태를 고려하여 초등학생
과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방임 인식과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적 특성, 양육스트레스와 자
아존중감[13], 아동기 학대경험[14] 등이 분석되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방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제공되는 도움의 체계로서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
질적이고 정신적인 지원을 의미한다[15]. 학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자녀양육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방임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 수 있다. 반면에 사회로
부터 고립되고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낮은 학부모의 경
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개입이
나 교육프로그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어[16] 방임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의 주요한 사회
적 관계망인 가족·친구·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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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곽금주 외[17]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아
동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
향을 미치며 아동보호에 기여한다고 한 바 있다. 이현주
와 박소영[18]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결여가 개인적인 상
황과 결부되어 아동방임의 가능성을 높이게 한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은 아동방임과 특성이 유사한 노인
학대 인식에 관한 이금자와 이현지[19]의 연구에서도 사
회적 지지가 방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인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미
치는 영향에 있어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의 차이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학부모의 경우 참여자들 간의 관계형성 및 지역사
회 내에서 자조집단에 가입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에 비해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명숙과 이재경
[20]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프로
그램의 효과성 검증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이 참여
하지 않은 집단보다 사회적 지지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아동방
임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교육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날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해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아동방임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
함에 있어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
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가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에 따라 
아동방임 인식에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는지 연구하는 것
은 아동방임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예방을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
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아동
방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은 집단과 아동학
대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는 사회
적 지지가 아동양육 및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
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학부모의 아동방
임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학부모와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의 교육여부에 따라 
사회적 지지가 아동방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가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받은 학부모 집단과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집단 간에 차이
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이 연구는 수도권 A지역의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12개 

지역별로 설문지를 할당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설
문대상자는 아동방임의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2]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자녀
를 둔 학부모로 제한하였으며, 조사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조사내용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동의
한 학부모들만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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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의 유형은 물리적·교육적·의료적 방임 및 유기로 구
분되어지며, 각 방임유형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측정하
기 위해 최종백[10]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범주는 Likert 5점 척도로 제시하였
다. ‘전혀 학대가 아니다’가 1점, ‘학대가 아닌 것 같다’ 2
점,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3점, ‘학대인 것 같다’ 4
점, ‘틀림없는 학대이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방임의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형별로는 물리적 
방임인식 ‘아동에게 제시간에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아동이 철지난 옷을 입어도 내버려 두는 행위’, ‘아동이 
잘 씻지 않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아동이 지저분한 방
에서 생활하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 ‘아동을 집에 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행위’로 총 5문항, 교육적 방임인식 ‘아
동이 무단결석을 해도 내버려 두는 행위’, ‘아동의 숙제나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로 총 2문항, 의료적 방임
인식 ‘아동에게 제때 예방접종·시력검사·치아검사를 시키
지 않는 행위’, ‘아동이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로 총 4문항, 유기 인식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
키고 사라지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
위’, ‘아동을 복지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로 총 3
문항이다. 방임인식과 관련한 전체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5점 이었으며, 방임유형별 신뢰도는 
물리적 방임인식 .904점, 교육적 방임인식 .602점, 의료
적 방임인식 .919점, 유기 인식 .780점이었다.

2.3.2 사회적 지지: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아동방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인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특성으로 가족·친구·지인으로 
분류하며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도움 및 조언의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21].

이를 위해 House(1981)가 개발하고 양진환(1991)이 
한국사회에 맞게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한 송유미[22]
의 연구를 참조하여 총 6문항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문항
을 살펴보면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가족·친구·지인이 있는지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조
언해 줄 가족·친구·지인이 있는지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
지 Likert 5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
족·친구·지인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
한 전체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33점 이었
으며, 하위유형별 신뢰도는 가족지지 .916점, 친구지지 

.913점, 지인지지 .935점이었다.

2.3.3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 조절변수 
본 연구의 조절변수인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은 경우 
‘0’으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로 코딩
하였다.

2.4 연구절차
조사는 사전준비기간을 포함하여 2017년 5월 10일부

터 6월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진행되었다. 수도권 A지
역의 12개 하위행정구역의 인구분포 비율을 고려하여 설
문지를 지역별로 할당하였으며, 조사원은 B평생학습센터 
학습도우미 10명과 개별조사자 3명이 실시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내용 및 설문지작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총 40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는데, 이중 
무응답이 많거나 응답이 부실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388부가 연구에 사용되었다. 

2.5 자료 분석
사회적 지지가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그러한 영향이 아동학대예방 교육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수에 대해 데이터 클리
닝을 거쳤으며 관측변수가 많은 측정도구를 모형의 적합
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을 파셀링하였고[23] 연구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에 대해 정규성 검토와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모형분석과 구조모형분
석을 진행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증분적합지수(TLI), 
비교적합지수(CFI), 절대적합지수(RMSEA)의 값을 기준
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에 따라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
였다. 다집단 분석은 2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 측정 문항을 동일하게 인식하
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다. 
자료 분석에는 SPSS 18 ver.과 AMOS 18 ver.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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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1-1 1-2 1-3 1-4 2 2-1 2-2 2-3
1. Child Neglect Awareness 1

1-1      Physical 1
1-2   Educational .753** 1
1-3      Medical .713** .738** 1
1-4 Abandonment .534** .471** .413** 1

2. Social Support .142** 1
2-1 Family .131** .091 .078 .174** 1
2-2 Friend .412** .091 .095 .145** .689** 1
2-3 Acquaintance .119* .075 .082 .158** .606** .782** 1

Mean 4.20 4.10 4.05 3.88 4.77 4.10 4.19 4.06 4.05
Skewness -.468 -.478 -.300 -.423 -2.091 -.370 -.565 -.607 -.553
Kurtosis -.341 -.333 -.638 -.303 3.920 .293 .803 1.150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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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rrelation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41 (10.6)

Female 347 (89.4)

Age group

20∼29 9 (2.3)
30∼39 127 (32.7)
40∼49 210 (54.1)

more than 50 39 (10.1)
No answer 3 (0.8)

Educational
Level

less than high school 116 (29.9)
professional college 83 (21.4)
more than university 187 (48.2)

No answer 2 (0.5)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157 (40.5)
No education 231 (59.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N=388)

연구대상자는 수도권 A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 해당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388명이며,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41명(10.6%), 여
성은 347명(89.4%)로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연
령별로 보면 40대가 210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30
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127명(32.7%), 39명(10.1%)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이 187명
(48.2%),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16명(29.9%), 전문대학 
졸업자가 83명(2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학
대예방 교육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은 학부모 집단이 

157명(40.5%)이었고,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집단이 
231명(59.5%)이었다.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아동학대예
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부모가 많은 편이다. 

3.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사회적 지지 및 아동방임 인식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
체적으로 사회적 지지와 아동방임 인식간의 상관계수 및 
유의도를 살펴보면 r=.142 (p<.001)으로 .01 유의수준 
하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변수들 간
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다
고 볼 수 있으나[24]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수준의 변수
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보면 아동방임 인식과 관련
하여 의료방임인식의 평균(3.88점)이 가장 낮았고 유기
인식(평균 4.77점)이 전체 평균 4.20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전체 평균은 4.10점으로 보통
의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3이하의 값으로 Kline(2010)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여 정규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25].

3.3 측정모형분석 및 구조모형분석
사회적 지지와 아동방임 인식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

의 개념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측
정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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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x2 df TLI CFI RMSEA △x2 △df p
Unconstrained 36.775 26 0.988 0.993 0.033 

 Measurement weights1) 39.368 31 0.992 0.994 0.026 2.593 5 0.762 
  Structural covariances2) 64.212 41 0.984 0.984 0.038 27.437 15 0.025 
  Measurement residuals3) 86.671 48 0.977 0.974 0.046 49.896 22 0.001 

1) : 요인계수를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2) : 요인계수, 공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3) : 요인계수, 공분산, 오차분산을 집단 간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

Table 5. Results of measurement invariance between the parent group having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the parent group having no education

Path Estimate S.E C.RB β

Child →
Neglect 

Awareness 

Physical 1.000 .870
Education  .980 .874 .047 21.059***

Medical 1.106 .826 .056 19.675***

Abandon  .381 .558 .033 11.527***

Social →
Support

Family 1.000 .711
Friend 1.432 .969 .087 16.480***

Acquaint 1.313 .854 .080 16.404***

χ2=22.776,  df=13,  TLI=.990,  CFI=.994,  RMSEA=.044*p＜.05, **p＜.01, ***p＜.001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analysis 

모형의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x2값과 임계치를 비교하
여 확인하는데, 표본크기에 민감한 지수이기 때문에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20]. Tucker and 
Lewis(1973)이 제시한 적합도 선정기준은 TLI, CFI 값
은 .90이상, RMSEA는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
∼.08이면 적당한 적합도이다[26].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
의 적합도는 x2=22.776(df=13, p=.044), TLI=.990, 
CFI=.994, RMSEA=.044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또
한 모든 경로계수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이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적절하
게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x2=21.871(df=13, 
p=.057), TLI=.987, CFI=.994, RMSEA=.042로 나타나 
필요한 적합도를 만족했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
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학부
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β=.116, p<.05). 이는 사회적 관계
망을 통한 가족·친구·지인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부
모의 아동방임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Path Estimate S.E C.RB β
Social Support → Child Neglect 

Awareness .816 .116 .387 2.109*

χ2=21.871,  df=13,  TLI=.987,  CFI=.994,  RMSEA=.042*p＜.05, **p＜.01, ***p＜.001

Table 4.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3.4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의 다집단 분석
사회적 지지와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은 학부모 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집단 분
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2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측정동일성 검증과 다집단 경로분석으
로 이루어진다. 

3.4.1 다집단 분석의 측정동일성 검증
측정동일성 검증은 서로 다른 집단이 측정 문항을 동

일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형태 동일성, 
요인계수 동일성, 공분산 동일성, 오차분산 동일성의 순
서로 검증하였다[27].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에 따라 교
육을 받은 집단(n=157)과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
(n=231) 간의 형태동일성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성 여부
를 검증한 결과 x2=36.775 (df=26, p<.05), TLI=.988, 
CFI=.993, RMSEA=.033로 집단 간 형태 동일성은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참조). 요인계수 동
일성 검증결과 p<.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두 집단은 모형 형태뿐 아니라, 잠재변수와 측
정변수 간 요인계수의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어 다집단 
경로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공분산·오차분산 동일성 x2검증 결과는 유의하게 차
이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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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다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에 따른 집단 간 영향력의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별 모수의 C.R 값 차이로 먼저 살
펴보았다(Table 6 참고). 

Path Estimate S.E X2 △C.RB β
Social 

Support → 
Neglect 

Awareness 

Education .322 .238** .116 2.783
-2.641**No 

education .055 .037 .107 .510
*p＜.05, **p＜.01, ***p＜.001

Table 6. Results of path analysis on the social support 
and neglect awareness between the parent 
group having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and the parent group having no education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값이 ±1.96보다 크거나 작으
면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2.58보다 
크거나 작으면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사회
적 지지→ 아동방임 인식의 C.R값이 -2.641로 99% 신뢰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예방 교육
을 받은 학부모 집단과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을 받은 학부모 집단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방임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8, p<.01). 또한 집단간 구
분을 하기 전(β=.116, p<.05)보다 영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학부
모일수록 아동방임을 인식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의 영
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지 않은 학부모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아
동방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β=.037, p>.05). 이는 아동방임 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6의 아동학대예방 교육
여부에 따른 집단별 경로계수차이를 Fig 2에 제시하였다.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multi-group 

4. 논의 및 결론
선제적이고 실효적으로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

는 방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주요 가해자인 학부모의 방임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과 중
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친구·지
인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방임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와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아동학대예방 교
육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대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16, 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1이 채
택되었다. 이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족·친구·지인에 의
해 도움 및 조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
가 높을수록 학부모의 아동방임에 대한 인식수준도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하
위유형인 정서적 지지가 아동학대 및 방임을 감소시킨다
는 강지영[28]의 연구와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자원으로
서 노인의 방임인식을 증진시키는 변인임을 밝힌 이금자
와 이현지[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은 학부모 집단과 교육
을 받지 않은 학부모 집단으로 나누어 사회적 지지가 학
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
육여부에 따라 상당한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 2가 채택되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은 학부모 집단의 사회적 지지는 정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β=.238, p<.01), 교육
을 받지 않은 학부모 집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아동방
임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37, p>.05). 이러한 두 집단 간 사회적 지지→아동
방임 인식 경로의 차이는 99%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C.R=-2.641<-1.96). 또한 아동학대예
방 교육여부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기 전보다 교육을 받
은 집단에서 아동방임 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
향력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학대예방과 관련
된 교육을 받은 학부모일수록 아동방임 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아동방임 인식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이 
아동학대예방 교육 여부에 따라 조절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아동방임 인
식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정적 영향력을 증가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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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므로 아동방임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아동학
대예방 교육의 실증적인 조절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
증한 윤혜미[29]의 연구결과와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효과
성을 연구한 박명숙과 이재경[20]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연구가 미진했던 아동방임 
인식에 대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학부모
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그러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아동학대예방 교육여부
에 따라 조절되어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받은 학부모일수
록 아동방임을 인식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의 
강화방안과 아동학대예방 교육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
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적 
지지의 강화프로그램과 더불어 최근 정보습득 방법의 추
세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대
면방식으로 진행되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시·공간적 자
유가 보장된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학부모들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히 시간적 제약이 
많은 장애아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사회적 지지 인터넷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30]. 이러한 인터넷 중재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정
서적 지지나 정보를 나누는 상호교류의 과정은 자조집단
(self-help group)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지지를 증대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지지 제공 프로그
램에 부모가 자신의 양육태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방임예방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를 활용한 다양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은 방임교육을 통하여 방임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
식 및 정보를 습득하는 것에 초점을 둔 교육적인 부분
[31]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 지원[32]을 함께 고려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방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높은 부모들의 교육 
참여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일 수 있
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아동방임의 당사자인 아동이 부모와 함께 프로그램
에 참여함으로써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33], 더 
나아가 방임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비해 다소 연구가 미
진했던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과 아동학대예방 교육의 실증적 조절효과를 분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에 관한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교육
학, 심리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의 융복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여부만을 조사한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지 또는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교
육여부로는 해당 교육의 종류 및 양과 질을 정확하게 측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
는 학부모의 아동방임에 대한 교육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교육의 참여횟수나 시간을 기준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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