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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쉼터 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장 희 숙

(성공회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쉼터아동과 일반아동들이 내․외적 적응행동에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폭력
경험의 유형에 따라 표출하는 문제행동이 다른지 살펴보고, 적응력이 높은 아동과 부적응이 심한 집단
을 구별하는 요인들을 발견하였다. 또한 어떤 보호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가정폭력 쉼터에 거주한 72명 아동과 그들 어머니, 그리고 76명 비
폭력가정 아동과 어머니들이다. 일원변량분석, 로지스틱 회귀모델, 경로분석을 사용해서 밝혀진 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폭력가정 아동은 비교집단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고, 우울/불안 수
준이 높으며, 더 공격적이거나 잦은 횟수의 비행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아내폭력만 목격한 아동
과 아내폭력 목격과 동시에 신체적 폭력도 경험한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은 공격성과 비행행동으로 밝
혀졌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대한 보호요인은 사회적 지지이며, 비행행동의 예측요인은 어머니의 학력, 
소득, 아동의 연령,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다. 넷째, 아내폭력은 아동의 적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었으며, 아울러 학업성취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내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정서 또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 의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가정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법들
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가정폭력, 아내폭력, 적응행동, 적응유연성, 보호요인, 학업성취도, 사회적 지지, 자존감,    
우울, 경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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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아내폭력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적인 학대를 경험하면서 심각한 수준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피해여성들 위주의 기본적인 서비스만을 제공
하고 있을 뿐 아이들에 대한 전문적 개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쉼터에서는 입소아동을 위해 탁아
소 연계, 방과후 학습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일차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기 위
해 마련된 것이다. 학교나 일반 상담기관의 경우, 가정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아서 폭력가정 아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우며, 확인된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개입방법을 알지 못
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과 함께, 아이들의 
심각한 외상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여성과 자녀를 각각 분리된 서비스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폭력가정의 아이들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채울 수 없다. 따라서 직접적인 학대의 경험 여부
와 상관없이 아내폭력은 모든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로 부모폭력을 목격한 자녀
들은 학대를 직접 경험한 아이들과 유사한 정서 및 행동문제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신혜섭, 

2000; 장덕희, 2001; 조미숙, 1999; Fantuzzo and Mohr, 1999; Kaplan et al., 1998; Sternberg, 1993)

은 폭력가정 아동에게 나타나는 외현화 및 내재화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공격적인 행동과 비행, 

우울/불안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해결과 대인관계기술의 부족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저하시키고 학
교생활의 부적응을 초래한다(Cummings and Davis, 1994).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학업수행능력이 떨어지고(Allen and Tarnowski, 1989; EcKenrode et al., 1993; 

Kurtz et al., 1993), 폭력을 적합한 행동양식으로 인지하면서 가까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다(Sternberg et al., 1993). 

이와 같이 폭력가정 자녀들이 나타내는 부적응은 심각하고 광범위하여 그들의 문제행동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개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적인 원조를 통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외상을 효과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당사자들 뿐 아니라 미래의 그들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매
우 중요하다 하겠다. 폭력가정 자녀들을 위한 효율적인 개입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아
동에 대한 경험적 검증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연구들은 개입과 예방프로그램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내폭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문제행동뿐 아니라 적응행동에도 관
심을 갖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빈곤, 질병, 이혼 등 고위험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 
가운데 적응력이 뛰어난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적응유연성을 설명하려는 실증적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다. 아내폭력가정 자녀들 역시 모두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며, 26%(Wolfe et al., 

1985)에서 60%(O'Keefe, 1995)의 아동들이 발달단계에 따른 과업을 긍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적응
아동들을 대상으로 발달상 필요한 요인들을 발견하고,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폭력가정 아동을 위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제한에 관한 연구  257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적응유연성 연구들은 역경을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인과 환경의 
보호요인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헌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내적 보호요인은 사회적 능
력(Garmezy, 1985; Werner and Smith, 1982; Masten et al., 1990)과 자기효능감(장덕희, 2001; 

Cicchetti et al., 1993; Neighbors et al., 1993; O'Keefe, 1994)으로 요약된다.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
인들은 문제해결기술, 대인관계기술, 학업수행능력 등이며, 자기효능감과 관련해서는 자존감 변인이 
가장 대표적이다. 연구들이 일관되게 검증한 외적 보호요인은 부모, 친구, 선생님, 주변사람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김세원, 2003; 박근혜, 1999; Caliso and Milner, 1994; Jones, 1997; Kaufman and 

Zigler, 1987; MaCloskey et al., 1985)이다.

다양한 보호요인을 발견하는 것은 아동의 보호자원을 확충하는 설계에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
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적응행동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여러 보호요인들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구체
적으로 적응에 해당하는 종속변수를 학업성취도, 비행, 자존감으로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각각에 대한 
보호요인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Rutter(1990)는 보호요인이나 위험요인을 탐색하는 작업은 
적응유연성 발달경로를 찾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매개변인 관련 연구들로부터 조
금씩 시도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Bolger 등(1998)은 또래지지가 고위험 상황과 자존감을 중재하고, 

Hugh-Bocks 등의 연구(2001)는 어머니의 우울 정서가 아동의 인지발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 등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적응경로를 밝힌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검증된 
보호요인들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과 
관련된 지식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상호적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적응행동에 영향
을 주는지 살펴보는 탐색적 시도는 가정폭력 실천현장에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적응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는데 있
다. 연구자료는 다음의 4개의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되었다. 첫째, 아내폭력 발생 유무에 따라 아동의 
적응행동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아내폭력을 목격한 아동과 아내폭력 목격뿐 아니라 신체적 폭력도 
경험한 집단은 적응행동에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내폭력가정에서 적응력이 높은 아동과 부적응이 
심한 아동을 구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어떤 보호요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응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기존연구들과 다르게 디자인되었다. 우선, 쉼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심각한 아내폭력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정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이들 가정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비폭력가정 자료를 수집하고 두 집단을 비교했다. 어머니와 아동에게 별도의 설문을 실시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고, 비교집단에서의 아내폭력 발생 여부를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또한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사례와 아내폭력 목격과 동시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아동을 차별해서 집단간 차
이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보호메커니즘의 경로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실천방안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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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1) 고위험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보호요인

문제행동 아동의 특성을 밝힌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결핍된 측면을 주시하고 체계의 구조적 변화보
다는 개인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들 스스로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
적 요인들을 발견하면서 최근의 연구들은 역경 속에서도 잘 견디는 아동들에게 관심을 두기 시작했
다. 실제로 우리는 고위험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이 생애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환경에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일까?

개인의 결핍에서 개인의 강점으로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접근은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는 개념을 
출현시켰다. Benard(1991)는 적응유연성을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일련
의 속성 또는 보호메커니즘으로 정의하고 있다. Masten과 Coatsworth(1998)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적응유연성이라고 말한다. 

Rutter(1990)는 적응유연성이란 개인이 갖고 있거나 없는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변화하는 유동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동일한 개인이라도 적응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적응유연성은 개인의 내적 자산 뿐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외적인 
자산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내적 및 외적 자산들을 보호요인이라 일컫는다(e.g., Garmezy, 1985; Gore 

and Eckenrode, 1994). 적응유연성으로부터 파생된 보호요인이란 개념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시키
고, 개인의 반응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경험이나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된다(Rutter, 1990).  

고위험 아동과 관련한 내적 보호요인은 크게 사회적 능력과 자기효능감으로 요약할 수 있다(e.g., 

Garmezy et al., 1984; Garmezy, 1985; Werner and Smith, 1988; Masten et al., 1990). Howard와 그
의 동료들(1999)에 의하면, 사회적 능력이란 문제인식, 문제해결기술, 예측되는 결과에 대한 조망 등 
효과적으로 사회의 과업들을 성취하게 만드는 개인의 인지, 행동, 감정의 통합적 능력을 의미한다. 연
구들에서 사회적 능력과 관련해서 많이 조사되고 있는 변인은 지적기능(Huth-Bocks et al., 2001), 대
인관계기술, 문제해결기술, 학업성취도(Garmezy, 1985; Werner and Smith, 1982) 등이다. 

Rutter(1984)는 핵심 보호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중요시하면서, 이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직면
한 상황을 자신이 해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이라고 설명한다. 자기효능감 영역에 포함되는 변
인들은 자존감, 자율성, 미래와 목표에 대한 계획 등이다. 이미 상당수 연구들(Cicchetti et al., 1993; 

Neighbors et al., 1993; O'Keefe, 1994)이 자기효능감과 적응의 접한 상관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Rutter(1990)는 내적 보호요인 역시 개인이 고위험 상황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고유한 속성보다는 상황에 대처하는 인간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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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유연적 아동의 외적 보호요인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 가정환경에서 뚜렷하
게 나타나는 보호요인은 일관성 있는 양육과 지지이다. 부모의 적합하고 일관된 역할모델, 개방되고 
수용적인 태도로 자녀의 사회적 기능을 돕는 지지가 아동의 부적응을 완화시킨다고 한다(West and 

Farrington, 1973). 이외에 부모-자녀 관계(Rutter, 1978; Wyman et al., 1992), 가족 응집력(Garmezy 

et al., 1984; Yama et al., 1992)이 아동의 적응을 중재하는 요인으로 검증되고 있다.

또 다른 외적 보호요인은 학교체계에서 나타난다. Rutter 등의 연구(1984)는 학교에서의 유익한 경
험이 가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아동들의 부정적 결과를 감소시켜 보호효과를 가져온다고 밝히
고 있다. 학교생활 가운데 특히 교사의 지지, 학업이나 특정분야에서 경험한 성취감, 책임을 맡는 직
위가 아동의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Rutter et al., 1984).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보
여주는 교사의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oburn and 

Nelson, 1989; Geary, 1988),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성취감은 아동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
로 적응력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Rutter, 1987). 끝으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으로 
사회서비스기관, 친구, 친척들이 제공하는 공식․비공식 사회지지체계를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Pence, 1988). 요컨대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관련된 보호요인은 타인의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정리된다.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일 뿐 아니라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
하도록 돕는 요소이기도 하다.

2) 폭력가정 아동의 적응과 관련 요인들

임상적 경험이나 경험적 연구들은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아동들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부모폭력의 직접적 효과는 아동들의 다양한 내적, 외적 행동반응으로 나타
난다. 아동들이 흔히 보이는 내적 증상으로는 불안, 두려움, 우울, 위축 등(e.g., 신혜섭, 2000; 조미숙, 

1998; Hughes, 1988; Kaplan et al., 1998; Sternberg et al., 1993)이며, 외적 반응의 대표적인 문제행
동은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비행(e.g., 신혜섭, 2000, 조미숙, 1998; Fantuzzo and Mohr, 1999; 

Fantuzzo et al. 1991; Hughes et al. 1989; Kaplan et al., 1998)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이 약하며(e.g., Jaffee et al., 1990; Wolfe et al., 1985), 학
업성취도에서도 비폭력가정의 아동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e.g., Allen and Tarnowski, 1989; 

Eckenrode et al., 1993; Kurtz et al., 1993). 부모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으
며(Spaccarell et al., 1994), 폭력적인 행동을 더 빈번하게 사용한다(Singer et al., 1995)는 보고가 있
다. 이러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된 후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학생을 표본으로 한 연구들은 부모폭력을 목격한 이들이 상대집단에 비해 우울 수
준이 높고 자존감이 낮으며(Sivern et al., 1995), 낮은 수준의 갈등해결기술(Choice et al., 1995)을 가
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성별에 따라 폭력에 노출된 경험을 살펴본 자료들(e.g., Carlson, 1991; 

Cummings and Zahn-Waxler, 1992)은 남아가 여아에 비해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적인 문제를 더 많
이 표출하며, 여아는 남아보다 우울증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를 더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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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현상에 대해 Wilson(1997)은 부모의 폭력을 관찰하면서 남아들은 폭력을 갈등해결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여아들은 폭력을 피하거나 변화시킬 방법은 없으며 폭력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인지하
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그 유형 뿐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비록 폭력가
정 아동의 부적응 수준과 관련된 정보는 미약하지만 관련 요소들이 문헌에 제시되고 있다. Cummings 

등(1994)은 부모간 폭력의 빈도와 정도를 주요 예측요인으로 들고 있다. 곧, 부모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빈번하고 심각한 수준일수록 아동이 표출하는 행동의 심각성도 높다고 한다. O'Keefe 연구
(1994)에서도 부모폭력을 목격한 횟수와 아동의 외적인 행동문제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
다. 한편 부모의 갈등해결 방식뿐 아니라 갈등의 내용 역시 아동의 부적응 정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Jenkins와 Smith(199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자신과 결부된 이슈로 부모가 다툴 때 더 부정
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아동들이 부모폭력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죄책감을 느끼
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몇몇 연구들(e.g., Carlson, 1991; Hughes et al., 1989)은 부모폭력 목격과 자
녀학대를 동시에 경험한 아동들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한 아동들보다 더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킨다고 조사하고 있다. Rutter(1979)가 지적한대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누적될수록 아동의 적
응력은 저하된다는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폭력가정 아동들이 모두 부적응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고위험 상황
에서도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아동들이 있다. O'Keefe(1995)는 폭력가정 자녀들 가운데 40%만이 심각
한 부적응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폭력가정 아동의 적응장애를 완화시켜 주는 요인이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모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과 관련해서 내적 보호요인에 대해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다. O'Kee-

fe(1994)는 쉼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이 적응과 부적응 집단을 차별하는 요인
임을 발견했다. Neighbor 등의 연구(1993)도 자존감이 높은 아동이 상대집단에 비해 적응력이 높다고 
보고한다. 장덕희(2001)는 청소년의 내적 통제 수준과 자존감이 정서․행동 적응 정도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자녀 관계를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Holden과 
Ritchie(1991)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폭력적인 환경 속에서도 아동들이 적응
을 잘하는 것을 발견했다. O'Keefe의 연구(1994)는 어머니와 아동의 긍정적인 관계가 부모폭력 목격
의 횟수에 상관없이 공격적 행동이나 비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McCloskey 등 연구(1995)에서도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내외적 문제들을 줄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Neighbors 등 연구(1993)에서는 어머니와의 강한 유대감이 청소년의 잠재적 부적응에 완충
작용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Jones의 연구(1997)와 Kaufman과 Zigler의 연구(1987)에 의하면, 양육
자의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자란 이들은 세대에 걸친 폭력의 순환을 깨뜨리는 경향이 높다고 말한
다. Caliso와 Milner(1994)는 부모 중 한 사람의 지지는 자녀에게 인지 및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적 상호작용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 역할을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가정폭력 분야의 문헌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체계에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가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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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있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Jenkins와 Smith(1991)는 가족 외 성인과의 신뢰적 관계가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고 긍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Rogers와 Holmbeck(1997)은 또래지지가 
부모갈등과 아동의 적응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국내문헌들(김세원, 2003; 박
근혜, 1999; 장덕희, 2000)도 친구의 지지가 청소년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사지지(김세원, 2003)와 사회서비스기관의 공식적 지지(장덕희, 2000)도 폭력가정 자녀의 역
기능을 완화시켜 주는 변인으로 검증되었다. 폭력가정의 부모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역할로 인해서 
자녀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어렵다. 따라서 친구, 교사, 사회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지지는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
이라 하겠다.    

3) 아내폭력가정 아동의 적응경로

적응유연성 연구가 예방과 개입프로그램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보호요인 뿐 아니라 적응
과정을 설명하는 발달경로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들은 부모폭력의 직접
적 효과만을 검증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아내폭력이라는 고위험 상황에서 어떤 요인들이 어떤 경로
를 통해 아동의 적응을 돕는지 설명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아내폭력과 적응행동 사이에 개인, 가
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보호요인으로 검증된 아동의 지적기능, 자존감, 모의 심리적 기능과 사회적 
지지도를 중요 예측변수로 설정하고 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Rutter(1990)는 보호과정의 하나로 성취감을 통해 아동의 자존감을 증진시켜서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연구(1987)에서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성취감이 아동의 자존
감에 영향을 주면서 결과적으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밝혀냈다. Rutter(1987)의 가설은 Band-
ura(1977)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기초로 한다. Bandura(1977)는 수행성취가 자기효능감 기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 기대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재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문헌들은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이 비교집단보다 인지능력(Moore and Pepler, 1998), 언어적 
능력(Allen and Tarnowski, 1989; Eckenrode et al., 1993), 수학 능력(Kurtz et al., 1993), 학업성적
(Trickett et al., 1994)이 떨어진다고 밝힌다. 그러나 폭력가정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적기능과 자존
감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이들 변인들이 적응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특별히 학업성적에서 성취감을 얻을 것으로 추측하고, 학업수행능력
을 자존감의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였다. Rutter(1987, 1990)의 가설이 국내자료에서도 그 타당성이 입
증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는 <그림 1>의 경로도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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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로도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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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폭력 학업성취도 자존감 적응행동

두 번째 모형(<그림 2> 참조)은 아동의 학업적응을 결과변수로 지정하고 아내폭력, 어머니의 우울 
정서,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의 관계를 추정하는 모델이다. 모의 심리적 기능과 적응의 관련성을 이론
적으로 뒷받침하는 모델은 Jaffe 등(1990)이 형성한 가족붕괴가설이다. 가족체계이론을 기반으로 한 
가정붕괴가설은 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으로 가정 내에 존재하는 
요소들을 중시한다. 특히, 아동의 일차적 부양자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의 심리적 기능(예; 우울, 스
트레스, 자존감)과 양육능력이 자녀의 적응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아내폭
력으로 인한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가 비효율적인 자녀양육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아동의 부적응을 증
가시킨다는 모형이다. 지적기능 관련 선행연구들(Allen and Oliver, 1982; EcKenrode et al., 1993) 역
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부모의 관심 등을 아내폭력과 아동의 인지발달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학령기 이전 아동을 대상으로 아내폭력의 간접효과를 분석한 Huth-Bocks 등의 연구
(2001)는 어머니의 우울 정서가 가정환경의 결정요인이 되면서 아동의 언어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가족붕괴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아
내구타와 학업적응의 중간변수로 작용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제시하는 모형은 어머니의 심리 및 양육
기능 향상으로 보호효과를 증대시켜서 아동의 적응을 꾀하는 대안을 제안한다.  

한편 사회지지모델에 의하면, 주변으로부터의 지지는 적응에 직접효과를 주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완충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문헌들은 또래지지(김세원, 2003; 박근
혜, 1999; 장덕희, 2000; Rogers and Holmbeck, 1997), 교사지지(김세원, 2003), 사회기관의 공식적 지
지(장덕희, 2000)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을 입증하고 있다. 보다 세 한 Bolger 등의 연구(1998)에서는 또래지지가 가정폭력과 같은 역기능적 
상황과 자존감을 중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아동에게 새롭고 다양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제공하여 적응유연성을 높이는 전략(Rutter, 1990)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사회지지모델의 가
설을 근거로, 효율적인 양육방식이 결핍된 환경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적으로 완충하여 아동들의 학
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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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로도형 2

독립변수 매개변수 결과변수

아내폭력

모의 우울 정서

학업성취도매개변수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와 절차

조사대상자는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여성 쉼터에 거주한 72명 아동과 그들 어머니, 그리고 76명 비
폭력가정 아동과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는 2002년 4-9월에 전국에 위치한 총 10개 가정폭력 보호시설
에 일시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에 걸쳐 6개
월 동안 진행되었으나, 자녀동반 입소를 허용하는 쉼터가 제한되어 있고 학령기 이전 아동들을 표본
에서 제외시킨 탓에 연구에 참여한 쉼터나 표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쉼터에서 회수된 총 
77사례 가운데 자녀가 7세 미만이거나 17세 이상인 5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72사례가 연구에 포함
되었다. 이들 중 8명은 형제자매 관계로 설문지에 응답한 어머니는 총 64명이다. 한편 비교집단 설문
조사는 서울에 위치한 1개 초등학교에서 1-6학년에 걸쳐 학년별로 고르게 선정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수집된 전체 107사례 가운데 부모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가정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76명 아동과 그들 어머니가 본 연구의 비교집단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아내구타 발생유무는 아동과 
어머니 양측의 일치된 응답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었다.   

설문지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제작되었으며,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2개 질문지로 구
성되었다. 어머니들은 인구사회학적 정보를 비롯하여 폭력경험, 자녀양육, 심리사회적 질문에 관한 설
문지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작성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들은 부모와 자신에 관한 구조화된 설
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저학년 아동의 경우, 보호시
설의 실무자 또는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 2명이 대면조사를 하거나, 어머니가 설명해 주고 아동이 기
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의 조사방법의 차이는 보고한 자료에 대한 신뢰도
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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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1) 아동 대상 측정도구
① 문제행동: 아동의 문제행동은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의 3개 유형을 포함하며, 한국판 아동행동

평가척도(오경자 등, 1997; K-CBCL)를 활용해서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K-CBCL의 문제행동척도에
서 우울/불안 12문항, 공격성 14문항, 비행 1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
다’에서 ‘자주 그렇다’까지 3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우울/불안의 Cronbach's α계수
는 .84, 공격성은 .72, 비행은 .52를 나타냈으며, 전체 36문항을 합한 문제행동척도의 내부신뢰도는 .88
을 기록한다.

②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K-CBCL(오경자 등, 1997)의 사회능력척도에서 학업수행을 평가하
는 문항들을 활용해서 측정되었다. 아동들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5개 과목에 대해 ‘아주 못함’

에서 ‘아주 잘함’의 5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하였다.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72
이다.

③ 신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은 CTS-R(Straus, 1990)을 수정한 7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각 항목
은 ‘없음’에서 ‘거의 매일’까지 5점 리커트 양식으로 질문되었다. CTS-R의 내부신뢰도 α계수는 .77에
서 .88이며(Straus and Gelles, 1990), 이 연구에서 조사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8이다.  

④ 폭력에 대한 허용도: 폭력에 대한 허용 정도는 Margolin과 Foo(1992)가 제작한 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JVS)의 수정된 척도를 사용해서 측정했다. 아동들은 5개 상황에서 친구에게 사용하는 
신체적 폭력의 정당성을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방식으로 응답했다. JVS

의 Cronbach α계수는 .89(O'Keefe, 1998)이며, 본 연구에서는 .84를 기록한다.

⑤ 자존감: 아동의 자기수용과 자기가치에 대한 인식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SE)

에 의해 사정되었다. RSE의 10문항 중 5문항을 선택해서 사용했으며, 각 항목은 4점의 응답형식을 취
한다. Rosenberg(1965)는 .92의 재생산(reporducibility) 계수와 .72의 scaleability 계수를 보고했다.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는 .71이다. 

⑥ 사회적 지지도: 사회적 지지는 어머니, 교사, 또래의 정서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와 관련된 내용
으로 구성되었으며, Hermandez(1993)가 사용한 학업관련 사회지지 문항들을 수정해서 사용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자주 그렇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
된 척도의 신뢰도는 .85이다.

⑦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부모 양육태도 척도(이시형 
등, 1997)의 ‘민주형’에 해당하는 5개 문항들에 의해 측정하였다. 본 자료는 부모 양육태도의 신뢰도 
계수를 .87로 보고하고 있다.

⑧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부터 방임,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을 말한다. 본 연구는 Straus(1979)의 CTS 항목들을 토대로 방임 9문항, 언어적 폭력 6문항,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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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6문항을 구성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없음’에서 ‘거의 매일’까지 5첨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방임의 신뢰도 계수는 .88, 언어적 폭력은 .82. 신체적 폭력은 .73이다. 

(2) 어머니 대상 측정도구
① 생활스트레스: 어머니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Rutter 등(1970)이 개발한 문항

들을 수정하여 사용했다. 정서 및 생리적 반응에 관한 25개 질문에서 조사대상자들은 ‘전혀 없음’에서 
‘항상’까지 7점 척도로 응답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척도의 신뢰도는 .98을 기록한다. 

②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를 활용
해서 측정하였다. 부모가 자녀양육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부모, 부모-자녀, 아동 영역으로 분류하
여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된 것을 17문항으로 재구성해서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자료의 
신뢰도 계수는 .82이다. 

③ 우울: 어머니의 심리적 우울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Beck Depression Inventory(Beck et al., 
1961; BDI)를 사용하였다. 이는 정서, 인지, 동기, 생리적 증후군에 관한 2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제작되었다. 원판의 내부신뢰도 계수(split-half)는 .93이
며, 본 연구에서의 alpha 계수는 .89이다. 

④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RSE(Rosenberg Self Esteem)에 의해 측정되었다. RSE는 
총 10항목으로 이루어진 단일 차원의 거트만 척도로서 4점 척도로 측정된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RSE의 신뢰도 계수는 .75로 나타났다.  

⑤ 사회적 지지도: 사회적 지지도는 이영자(1996)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일부 수정하여 가족, 친구, 

전문가로부터 받는 정서, 평가, 정보, 물질적 지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5
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원도구의 Cronbach α 평균치는 .92(고려대학교, 1999)이며, 본 자료의 α 계수
는 .89이다.

3) 분석방법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들의 환경적 특성, 그리고 그들 어머니들의 인구사회학적 및 심
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기술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쉼터아동과 일반아동들이 각각의 내․외적 적응
행동에서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해서 조사했다. 다음 단계로, 쉼터거주 아동
들 가운데 부모간 폭력을 목격했으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자녀와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
고 동시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자녀를 구분하고, 문제행동, 학업수행, 자존감 등에서 두 집단 사이
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다음,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을 대
상으로 적응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분류한 후, 학업성취도, 비행, 자존감에 대한 세 개의 각기 
다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여 적응/부적응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측정했다. 끝으로, 적응행
동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아내폭력의 직․간접효과를 살펴보고, 선정된 예측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
명하기 위해 두 개의 독립된 재귀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경로도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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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내폭력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고, 학업성취도는 다시 자존감과 연결되면서 아동의 적응
행동에 영향을 준다. 둘째, 아내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 또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 경로분석의 모수치들은 AMOS 프로그램(Arbuckle and Wothe, 

2000)을 활용해서 보통최소자승법에 의해 산출되었다.

4. 연구결과

1)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 및 어머니의 특성
<표 1>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의 환경적 특성(N=148)

변인 쉼터아동(n=72)

M(SD)

일반아동(n=76)

M(SD)

F or χ2 

값 p

나이
학년
성별

남
여

11.00(2.25)

4.18(2.30)

    n(%)

28(38.9%)

44(61.1%)

10.33(1.91)

3.62(1.68)

n(%)

35(46.1%)

41(53.9%)

3.84

2.90

 .78

  

 .052

 .091

 .409

방임(부)

방임(모)

언어적 폭력(부)

언어적 폭력(모)

신체적 폭력(부)

신체적 폭력(모)

양육태도(부)

양육태도(모) 

사회적 지지(전체)

  어머니지지
  또래지지
  교사지지

2.56(1.35)

1.52(0.94)

1.84(1.02)

1.15(0.51)

1.50(0.66)

1.13(0.52)

2.43(1.00)

3.78(0.36)

3.16(0.54)

3.51(0.50)

2.88(0.92)

3.08(0.72)

1.27(0.52)

1.23(0.49)

1.02(6E-02)

1.08(0.27)

1.02(7E-2)

1.05(0.17)

3.72(0.52)

3.74(0.47)

3.33(0.50)

3.58(0.48)

3.03(0.79)

3.39(0.67)

59.38 

5.07

45.60

1.16

39.15

1.79

96.68

0.19

3.82

0.79

1.10

7.37

 .000

 .026

 .000

 .284

 .000

 .183

 .000

 .662

 .053

 .377

 .296

 .007

<표 1>은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들의 배경 및 환경적 특성을 비교한 도표이다. 전체 148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10.7년(SD=2.10)이며, 평균학년은 3.9학년(SD=2.02)으로 초등학교 1-3학
년이 69명(46.6%), 4-6학년이 67명(45.3%), 중학교 1-3학년이 12명(8.1%)을 차지한다. 양 집단의 초
등학생 비율은 학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쉼터에 거주하는 12명 중학생들로 인해서 폭력가정 
자녀들이 상대집단보다 연령과 학년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약화시킴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분석이 요구하는 표본크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쉼터
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여아 85명(57.4%), 남아 63명(42.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쉼터 거주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것은 대부분 보호시설들이 고학년 남아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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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학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자료의 경우,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아내폭력 발생과 유의미한 관련성
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방임(F=5.1; p< .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생활 및 심리
적 스트레스가 높은 쉼터 어머니들이 상대집단보다 자녀를 보살피고 감독하는데 더 소홀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한편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방임(F=59.4; p< .001), 언어적 폭력(F=45.6; p< .001), 신체
적 폭력(F=39.2; p< .001)은 두 집단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녀들에게 여러 종류의 학대를 각각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은 비교집
단 보다 아버지의 비민주적 태도(F=96.7; p< .001)를 더 많이 보고하고 있으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일반아동과 유사한 수준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쉼터 거주 아이들은 어머니 또는 친구로부터 상대
집단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지지를 받는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아동들이 인지한 교사지지
(F=7.37; p< .01)에서는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어머니들의 특성(N=140)

변인 쉼터여성(n=64)

M(SD)

일반여성(n=76)

M(SD)
F 값 p

나이
본인학력
결혼기간
자녀수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생활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우울 수준 
자존감

37.44(5.36)

3.09(0.74)

11.80(4.08)

2.13(0.73)

1.31(0.55)

3.22(0.97)

3.92(1.18)

2.56(0.52)

0.82(0.47)

2.78(0.48)

36.93(4.54)

3.06(0.69)

12.68(3.13)

2.05(0.54)

1.27(0.53)

3.37(0.77)

2.01(0.75)

2.11(0.48)

0.31(0.43)

3.07(0.39)

 .37  

 .07  

2.11 

 .47

 .23

1.07

140.51

30.75

46.93

16.71

 .543

 .795

 .149

 .492

 .629

 .304

 .000

 .000

 .000

 .000

* 학력: 1= 초졸; 2=중졸; 3=고졸; 4=전문대졸; 5=대졸; 6=대학원 이상
* 자녀와의 관계: 1= 매우 가깝다; 2=가깝다; 3=보통이다; 4=멀다; 5=매우 멀다 

<표 2>는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어머니들의 관련 특성을 살펴본 내용이다. 총 140명 조사대상
자의 평균 연령은 37.2년(SD=4.96)이며, 결혼기간은 12.2년(SD=3.64), 자녀수는 2.1명(SD=0.64)이
다. 대부분의 여성들(n=104; 74%)은 고졸학력을 지녔으며, 전체 어머니들의 ¾이 자녀와 매우 가깝다
고 응답했다. 두 집단은 인구사회학적 변인,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쉼터여성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생활스트레스(F=140.5; p< .001), 양육스트
레스(F=30.8; p< .001)를 보고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우울(F=46.9; p< .001)과 자존감(F=16.7; 

p< .001)을 나타내고 있다. 폭력가정 어머니들의 이러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자녀의 어떤 적응 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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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의 적응행동
<표 3>  아내폭력가정과 비폭력가정 자녀들의 적응행동 비교(N=148)

변인 쉼터아동(n=72)

M(SD)

일반아동(n=76)

M(SD)
F 값 p

학업성취도
문제행동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
신체적 폭력
폭력에 대한 허용도
자존감

3.28(0.67)

1.39(0.22)

1.58(0.37)

1.40(0.24)

1.17(0.18)

1.40(0.47)

1.97(0.77)

2.85(0.69)

3.53(0.64)

1.16(0.16)

1.19(0.25)

1.21(0.21)

1.07(0.12)

1.15(0.41)

1.50(0.65)

3.08(0.61)

5.42 

51.97 

55.97

23.98 

16.63

12.47

16.34

4.97

 .021

 .000

 .000

 .000

 .000

 .001

 .000

 .027 

<표 3>은 아내폭력가정 자녀와 비폭력가정 자녀들이 나타내는 내․외적 문제들을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아내폭력이 발생한 가정의 자녀들은 비폭력가정 아동들보다 학업성취도(F=5.42; p< 

.05)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우울/불안 수준(F=56.0; p< .000)이 높고, 공격성
(F=24.0; p< .001)이나 비행(F=16.6; p< .001)문제들을 더 많이 표출하고 있었다. 쉼터아동들은 상
대집단에 비해 폭력에 대한 허용도(F=16.3; p< .000)가 높으며, 신체적 폭력행동(F=12.5; p= .001)

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자존감(F=5.0; p< .05)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에
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의 검증과 크게 다르지 않다.   

3) 폭력경험 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적응행동 
<표 4>  폭력경험 유형에 따른 두 집단의 적응행동 비교(N=66)

변인 부모폭력 목격 
(n=37)

M(SD)

부모폭력 목격 + 
신체적 학대 

(n=29)

M(SD)

t 값 p

학업성취도
문제행동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
신체적 폭력
폭력에 대한 허용도
자존감

3.29(0.68)

1.34(0.19)

1.54(0.35)

1.35(0.24)

1.13(0.13)

1.39(0.45)

1.95(0.76)

2.81(0.65)

3.34(0.63)

1.48(0.23)

1.66(0.41)

1.51(0.22)

1.25(0.22)

1.47(0.52)

2.01(0.76)

2.93(0.73)

-0.268

-2.485

-1.240

-2.699

-2.801

-0.624

-0.359

-0.452

 .790

 .016

 .220

 .009

 .007

 .535

 .721

 .653 

쉼터에 거주한 총 72명 자녀들 중 66명(92%)이 부모간 폭력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들 가운
데 29명(44%)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4>는 부모간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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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했으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는 37명과 부모간 폭력을 목격하고 동시에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29명 자녀들의 문제행동을 비교한 표이다. 두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은 공격성(t= -2.70; p< 

.01)과 비행(t= -2.80; p< .0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행연구들(Davis and Carlosn, 1987; Hughes, 

1988)이 예측한 바와는 다르게, 우울/불안, 폭력행동 등 다른 변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다. 

  

4)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적응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구분하여 아동의 적응 또는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보호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e.g., Hermandez, 1993; 

Waxman, 1997; 조미숙, 1999)은 비교집단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5%, 하위 25%를 적응 또는 
부적응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표본의 크기를 고려하여 일반아동 평균의 상․하위 
30%를 기준치로 설정했다. 이 기준점은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임의로 정해진 것으로서 이론적 근거는 
미약하다.  

<표 5>  적응집단과 부적응집단의 빈도

변  인 적응 아동
n(%)

부적응 아동
n(%)

학업성취도
비행
자존감

22(30.6%)

55(76.4%)

21(29.2%)

34(47.2%)

16(22.2%)

39(54.2%)

<표 5>는 학업성취도, 비행, 자존감에 대한 적응과 부적응집단의 빈도를 표시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에서는 총 72명 쉼터 거주 아동들 가운데 31%를 차지하는 22명이 적응집단에 속했으며, 34명(47%)

이 부적응집단에 포함되었다. 문제행동의 하위척도인 우울/불안과 공격성은 부적응집단에 각각 3명
(4%)만을 포함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비행에서는 쉼터아동들 대부분(n=55; 76%)이 적응집단으
로 분류되었으며, 16명(22%)이 부적응집단에 해당한다. 아동들은 자존감 변인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부적응집단(54%; n=39)에 분포되어 있었다.   

<표 6>  학업성취도: 적응 vs 부적응에 관한 Logistic 모델(n=56)

변인 B(SE) p  Exp(B)

상수
여아

아내폭력 기간
신체적 폭력 경험

사회적 지지도

-5.664(2.429)

1.313(0.772)

-0.118(0.089)

0.940(0.718)

1.528(0.734)

.020

.089

.188

.190

.037

 .003

3.716

 .889

2.561

4.610

-2Log(df)

X
2 (p)

53.757(4)

10.686(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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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학업수행에 있어서 적응 또는 부적응집단에 대한 예측변수의 효과를 측정한 로지스틱 분
석의 결과이다. 제시하고 있는 모델(X2=10.69; p= .03)은 4개의 주요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
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도(p= .037)가 아동의 학업적응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밝혀졌다. 다른 모든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지지 수준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아동이 적응집단에 속할 예측 
odds는 4.61배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학업수행 적응과 성별(p= .089)은 0.10α-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학업에 적응할 확률의 odds는 3.72배 높았다. 그러나 부
모간 폭력기간이나 신체적 학대 경험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7>  비행: 적응 vs 부적응에 관한 Logistic 모델(n=71)

변인 B(SE) p  Exp(B)

상수
나이

신체적 학대 경험 
월소득(모)

학력(모)

사회적 지지도(모)

-4.376(2.758)

0.390(0.193)

0.530(0.827)

0.695(0.329)

-1.571(0.609)

1.512(0.567)

.113

.043

.521

.035

.010

.008

 .013

1.478

1.699

2.005

 .208

4.536

-2Log(df)

X
2 (p)

54.077(5)

18.177( .003)

*월소득: 1=0; 2= 50만원 미만; 3=50-100만원; 4=100-150만원; 5=150-200

만원; 6=200-250만원; 7=250-300만원; 8>300만원 이상  

<표 7>은 비행에서의 적응행동과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검사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제
시된 모델(X2=18.18; p= .003)은 나이(p= .043), 수입(p= .035), 모의 사회적 지지도(p= .008)가 
비행행동을 자제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업수행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지
지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표 7> 모델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도가 아동의 비행을 방지
하는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의 연령이 1년씩 증가함에 따라 적응집단에 속할 
예측 odds는 1.5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과 자녀의 비행행동 억제는 정적인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8>  자존감: 적응 vs 부적응에 관한 Logistic 모델(n=60)

변인 B(SE) p  Exp(B)

상수
성별

아내폭력 기간
사회적 지지도

자존감(모)

우울 수준(모)

-15.771(5.139)

0.510(0.862)

-0.195(0.114)

3.253(1.082)

2.095(1.035)

0.034(0.977)

 .002

 .555

 .088

 .003

 .043

 .972

 .000

1.665

 .823

25.872

8.129

1.035

-2Log(df)

X
2 
 (p)

42.976(5)

27.92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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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자존감에 있어서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로지스틱 모델이다. 제시하
고 있는 모델(X2=27.929; p= .000)에 따르면,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p= .003)와 어머니의 자존감
(p= .043)이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
지는 아동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또한 어머니의 자존감 
수준이 한 단계 증가할 때마다 아동이 적응집단에 속할 odds는 8.1배씩 증가하고 있다. 비록 엄격한 
통계적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아내폭력 기간(p= .088)이 줄어들면 아동의 자존감 수준은 높
아지고 있다.    

5)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적응경로

(1) 아내폭력이 자녀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아내폭력 

학업성취도 자존감

적응행동

e1
e2

e3

0.484
***

0.421***

-0.189*

0.356
***

-0.196**

0.373***

0.033***

* X
2
=4.470, df=2, p= .107; NFI= .989; PNFI= .099; #= p< .10  *=p< .05  **= p< .01  ***= p< .001

* 적응행동: 우울/불안, 공격성, 비행을 합한 값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적응력이 높음. 

<그림 3>  아내폭력이 아동의 적응행동에 향을 미치는 경로

<표 9>  경로도형의 인과효과

유의미한 효과 아내폭력 학업성취도 자존감
총효과 0.497 -0.070 -0.196

직접효과 0.484  0.000 -0.196

간접효과 0.013 -0.070  0.000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와 Rutter(1987)의 가설을 기초로 아내폭력, 학업성취도, 자존감, 적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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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림 3>은 전체표본 148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내폭력의 효과를 조사한 경로도형 결과이다. 제안모형은 절대적합지수 평가에서 X2=4.470, 

df=2, p=.107로 나타나 모집단의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은 적합도에 만족할
만한 표준적합지수 NFI=.989, 간명적합지수 PNFI=.099를 기록하고 있다. 변수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시하기 위해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오차정도가 그림에 제시되었다.   

아내폭력은 아동의 적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b=0.21; SE=0.03; CR=6.90; p=.00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간 폭력은 그 자체로 아동의 부적응을 예측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었
다. 또한 아내폭력은 학업성취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적응에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내폭력 경험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b=-0.25; SE=0.11; p=.02)

을 미치고, 학업성취도는 다시 자존감에 유의한 영향력(b=0.35; SE=0.08; p=.000)을 행사하며, 자존감은 
적응행동과 접한 관계(b=-0.07; SE=0.02; p=.005)를 맺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표 9>가 보여주
듯이 아내폭력의 적응에 대한 직접효과는 0.484이며, 간접효과는 0.013으로서 전체적인 영향력은 0.497 수치를 
나타낸다. 학업성취는 아동의 자존감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적응행동에 간접효과(0.356*-0.196=-0.07)

를 보이고, 자존감은 직접효과 -0.196으로서 아동의 적응행동 빈도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결과는 Rutter(1987)가 제안한 가설을 일부 지지하고, 아내폭력가정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업
수행능력과 자존감 향상을 꾀하는 개입방법을 제안한다.     

(2) 아내폭력이 자녀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

아내폭력 

어머니의 

우울수준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

아동의

학업적응

e1

e2

e3

-0.034

0.198***

-0.160#
0.245

**

0.263
***

0.374***

0.493***
-0.242**

* X
2
=0.649, df=1, p= .420; NFI= 1.00; PNFI= .100; #= p< .10  *=p< .05  **= p< .01  ***= p< .001

<그림 4>  아내폭력이 아동의 학업적응에 향을 미치는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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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경로도형의 인과효과

유의미한 효과 아내폭력 어머니의 
우울 수준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

총효과 -0.193 -0.242 0.245

직접효과 -0.034 -0.242 0.245

간접효과 -0.159 0.000 0.000

가족붕괴가설과 사회지지모델을 바탕으로 아동의 학업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림 
4>는 총 148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아내폭력, 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의 관련성을 
제시한 경로도형이다. 모형은 절대적합지수(X2=0.649, df=1; p=.420), 표준적합지수(NFI=1.00), 간
명적합지수(PNFI=.100)에서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그림 4>에서 표시된 값은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오차이다.   

아내폭력은 학업적응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않으며, 모의 우울 또는 아동의 사회적 지지
를 매개로 하여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행연구들이 검증했듯이, 아내
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b=0.50; SE=0.07; p=.000)을 행사하고,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접한 관련성(b=-0.31; SE=0.11; p=.006)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내폭력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증가시키고, 어머니의 높은 우울 정서는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학업성취에 대한 어머니의 우울의 직접효과는 -0.242이다. 

한편 아내폭력은 아동의 사회적 지지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b=-0.17; SE=0.09; p=.05)를 
갖고,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b=0.31; SE=0.10; p=.002)을 미치고 
있었다. <표 10>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의 효과(전체효과=0.245)는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내폭력은 결과변수에 대해 간접효과(-0.159)가 직접효과
(-0.034)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내폭력가정 자녀의 특성을 밝히고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요인들을 회귀모델과 경로분
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내폭력가정 아동들은 비교집단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더 빈번하게 방임,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어머니의 언어적 및 신체적 폭력은 상대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쉼
터거주 어머니들의 아동방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심각한 스트레
스 상황이 자녀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어머니의 역할과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본 자료에서도 쉼터여성이 상대여성보다 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이 월등하게 높고 자존감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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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쉼터아동들은 어머니지지와 또래지지에서 일반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
나, 교사로부터는 덜한 지지를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아내폭력가정 자녀들은 비폭력가정 아동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낮고, 우울/불안 수준이 높으며, 

더 공격적이거나 잦은 횟수의 비행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으며, 

신체적 폭력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고,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내용들과 유사하며,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재확인하고 있다. 

셋째, 아내폭력가정 자녀들 중 92%가 부모간 폭력을 목격했으며, 이들 가운데 44%가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폭력 목격만 경험한 아동과 아내폭력 목격과 
함께 신체적 폭력도 경험한 자녀를 비교해 보았다. 두 집단을 구별하는 요인은 외적행동에 속하는 공
격성과 비행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Carlson(1991) 또는 Hughes(1988)의 연구에서와 달리, 우울/불
안, 자존감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이 대부분 경미한 
수준의 신체적 아동학대를 보고하고 있어서, 연구표본들이 경험한 폭력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결
과가 나타난다고 보인다.   

넷째, 가정폭력이라는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아동의 적응력을 높여주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학업성취, 비행, 자존감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학업성취에 대한 보호요인은 어머
니, 친구, 교사의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부모뿐 아니라 또래, 선생님 등 외부의 정서
적 지원이 아동의 인지발달과 학업성취 동기유발에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비행행
동을 예방하는 요인들은 주로 어머니와 관련된 특성이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 소득, 사회적 지지 수
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비행횟수는 감소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특히 모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큰 
예측변인으로 확인되어서, 아내폭력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데 가족, 친구, 전문
가의 지지가 매우 중요한 외적 자원임을 알 수 있다. 아동의 낮은 연령도 비행행동과 관련이 있었는
데, 이와 관련하여 Hughes(1988)는 연령이 낮을수록 인지 또는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가정폭력의 효
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자존감에 대한 보호요인은 학업적응에서와 같
이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자녀의 자존감 수준은 어머니의 자존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개 분석결과들은 모두 아동 또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를 가장 중요한 보
호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선행연구들(Caliso and Milner, 1994; Jenkins and Smith, 1991; Jones, 

1997; Kaufman and Zigler, 1987; Rogers and Holmbeck, 1997)이 지적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의 접
한 관련성을 재검증하고 있다. 다섯째, 기존 연구결과와 가설들을 기초로 아내폭력, 학업성취도, 자존
감, 적응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예측한 바와 같이, 아내폭력은 아동의 적응행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학업성취도와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적응행동에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Rutter(1987)가 주장한대로, 학업성취도는 자존감의 예측요인으로 작용하고, 자존감은 적응행
동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 아동의 적응력과 연결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취감
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보호과정(Rutter, 1990)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 

두 번째 제시한 경로도형은 어머니의 우울 수준과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아내폭력과 학업적응사이
를 매개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가족붕괴가설이 설명하고 있듯이, 아내폭력은 모의 우울 수준에 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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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우울 성향은 다시 아동의 학업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비슷하게, 아동의 사
회적 지지는 아내폭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학업적응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에 대한 개입을 통해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보호과정과 아동에게 다양한 외적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이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자료는 특정 내․외적 보호요인들이 폭력가정 아동들의 적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요약하면, 아동의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심리정서 및 사회적 지지가 폭력가정 자녀
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폭력가정 아동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은 다각적 측면에서 
여러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의 교사는 과격한 행동, 우울/불안, 비행과 같은 문제를 보이는 폭력가정의 아동들과 만나게 
된다. 가정폭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선생님은 아동의 문제행동에 상관없이 가정폭력 여부를 조
사하고 가정폭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이 확실시되면, 가정폭력전문상담기관과 협조
체제를 이루어 상담을 하거나 전문인에게 의뢰하며, 필요한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하는 활동이 필요
하다. 

학교생활에서 얻는 성취감을 통해 아동의 적응을 높이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Rutter(1990)는 개별아동의 흥미와 자질에 따라 특별활동을 장려하고 특정영역에서 책임을 맡는 직위
를 부여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대안을 장려한다. 열악한 
환경의 아동들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방과후 학습지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일대일 수
업지도 등 사회기관의 다양한 서비스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아이
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사회적 지지와 적응의 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아동의 사회지지체계를 개발해 주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부모뿐 아니라 교사, 또래, 외부의 공식․비공식적인 지지는 헌신과 관심이 부족한 가정환
경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서 아동의 적응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교사와 친구의 지
지는 학업수행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보호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학교사회사업가는 아동들이 
또래지지를 확보하도록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
비스기관들도 폭력가정 아동들이 외부의 어른이나 친구들과 만나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익한 프
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실천해야 하겠다.

한편, 본 연구결과는 아내폭력가정의 어머니들에게 개입하고 그 효과를 통해 아동의 적응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은 자녀의 적응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우울 수준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
이며,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익히고, 사회지지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대
부분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폭력으로 인하여 각자가 위기에 직면했던 어머니와 자녀들은 그
들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표출한다. 따라서 폭력가정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어머니들의 태도, 가치, 신념에 도전하며 자녀양육기술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
다.  

학교, 쉼터,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는 폭력가정 자녀들을 위한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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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적응을 돕는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해야 한다. 상담은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꾀
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며,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교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특
히 폭력에 대한 교육, 폭력과 관련된 감정표현, 문제해결과 대인관계에 필요한 기술습득이 주요 내용
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쉼터 거주 어머니와 아동은 쉼터를 찾지 않은 아
내폭력가정 구성원과 다를 수 있고, 그들이 직면한 스트레스 수준을 감안할 때 연구결과를 전체 모집
단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횡단분석자료에 의존하여, 아내폭력의 영향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폭력의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지 못했다. 또한 연구에 포
함된 변수들의 시간적 우선성도 엄격하게 구별되지 못했다. 자기기입식과 연령에 따라 달리 채택된 
조사방법은 보고한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의 탐색적 분석
의 결과들은 향후 반복된 검증을 통해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
하고, 아동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부모폭력으로 인해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떻게 적응하
는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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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Children from 
Maritally Violent Homes : 

An Exploratory Analysis Focusing on Children Living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Chang, Heesuk

(SungKongHoe University)

This study sought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the adjustment of children living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Specifically,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internal and external adjustment was examined using data from two 

samples: children who were exposed to marital violence and those who did not have 

violent experience. Likewise, this study identified the variables that distinguished the 

"resilient" children from the maladjusted group. The pathways by which protective 

factors considerably affected children's adjustment were also investigated. A total of 

72 children in a women's shelter and their mothers and 76 children in nonviolent 

homes and their mothers were considered. ANOVA, logistic regression models, and 

path analysis were employed to process the data.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 of 

battered women demonstrated a high frequency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had poor academic achievement and depressive mood compared to 

children coming from nonviolent homes. Likewise, children who were exposed to 

marital violence and were physically abused themselves were more likely show 

aggressive or delinquent behaviors compared to those who only witnessed marital 

violence. In addition, social support was found to be a protective factor in academic 

achievement. Predictors of delinquent behavior included the mother's education and 

income as well as the children's age and social support. Factors related to children's 

self-esteem included the social support and the mother's self-esteem. Moreover, 

woman battering has a direct effect on children's adjustment as well as indirect effect 

through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Finally, woman battering 

indirectly affecte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the mother's depression 

or the child's social support.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implications of 

enhancing children's adjust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family violence, woman battering, adjustment, resiliency, protective 

factor, academic achievement, social support, self-esteem, depression,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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