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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비행과 폭력

등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사회의 폭력에 대한 허용성을 높

인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는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아동

복지문제이다 년 월 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 2000 1 21

대와 방임에 대한 국가개입을 명문화하여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치료 및 보호와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윤혜미( ,

2000).

특히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 이미 일어난 학대나 방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이나

지역사회로부터 자녀학대자 로 낙인찍힌 부모의 사회적응에“ ”

도 영향을 미쳐 이후의 가족기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안혜영 사후적 접근보다는 예방적( , 1998),

접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더욱이 자녀수가 적어서 부모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기

대 속에 자라고 있는 요즘의 학령기 아동들에게는 조기 교육

강화의 사회적 경향과 예전의 아동들에 비해서 해야 할 학습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 훨씬 많아져 부모들로부터 더욱 많은

통제와 훈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부모들로.

하여금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잃어버리기 쉽게 하고 아,

동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학대 환경에 놓여지고 있다.

최근 전국 규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의 아동학

대 발생율은 인 것으로 추산되어 외국에 비해 매우 높43.7%

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전국 개 지역 가구를, 5 1094

대상으로 한 이 조사는 신체적 학대 발생율이 이고 연23.5%

간 회 이상의 체벌율은 연간 회 이상 발생하는 정1 74.6%, 20

서적 학대와 방임율도 각각 와 인 것으로 보고19.0%, 20.2%

하고 있다이현주 박소영 이 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 , 2000).

둔 가족에서 학대 발생과 관련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부모의

어떤 요소가 학대로 이끌고 있는 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모든 가족 집단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된 부모의 역할은 적

절한 성 역할과 자녀양육 책임이다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그들과 함께 할 시간을 스스로 찾고 아동을 거절하지,

않고 상처를 주거나 화내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적절히 그들

을 지지하여 더 넓은 세계로 독립성을 증가시키는 준비를 하

기 시작한다(Whaley & Wong, 1997).

한편 양육효능감이란 아동의 적절한 발달과 관련된 가치있,

는 행동을 수행하는 부모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서 양육 효,

능감이 높은 부모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

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와(Dosey, Klein, Forehand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

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Coleman & Karrake, 1997;

그리고 자녀를Dumka, et al., 1996 ; Teti & Gelfan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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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

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체벌적이고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고 부모역할에 수동적 대처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한다,

(Coleman & Karrake, 1997; Gondoli & Silverberg, 1997; Teti

& Gelfand, 1991).

또한 부모의 양육에 대한 태도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아

동의 행동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

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태훈 곽영숙 은 초등학생 어머니. , (1990)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 문제가 있는 아동의 어머니는

정상 대조군 어머니보다 자녀에 대해 더 증오적이고 거부적

이며 내향적 태도를 취하고 의존성 조장 태도와 함께 자녀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정상 대조군 어

머니는 좀 더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외향적 태도를 취하고,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부여하며 긍정적

으로 평가해주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는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태도나 양육에 대한 자신감은 아동의 행동 문제

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일환으로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의 양육 관련 특성양육효능감 체벌지지도을 파악하( , )

고 양육 관련 변수들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학령기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의 토대를 마련하

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 체벌지지도 아동학대, , ,

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 체벌지지, ,

도 아동학대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양육관련 특성과 아동학대,

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양육 관련 특성이 아동학대,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지각하고 있는 양육효능감 체벌지지,

도 아동학대 등을 파악하고 양육효능감 및 체벌지지도 등이,

부모의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한 조

사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기간
본 연구는 년 월 일 일 까지 실시되었다 자료 수2002 4 10 -20 .

집 대상은 학령기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아동을 직접 양육

하고 있는 부모 중 특별한 지정 없이 원하는 사람이 보고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직접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J

하여 주임 교사 및 담임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초등학교 학년 아동들에게. 3-4

설문조사의 목적 및 설문 작성 방법을 설명한 후 개별 봉투,

에 담아진 설문지를 한 부씩 배부하였다 방과 후 가정에 가.

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설

문지를 작성한 후에 봉투에 밀봉하여 가져오도록 당부하였다.

일주일 후 배부된 총 부의 설문지 중 기재 사항이 많이160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시키고 개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 129

였다.

연구 도구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아동양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 및 복지를

저해하는 신체적 가해 행위안혜영 로 본 연구의 아동( , 1998) ,

학대에 대한 측정 도구는 가 가족간 갈등상태를Straus(1979)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지표로 개발한 가족갈등척도

중 폭력 척도를 번안 수정권자영(Conflicts Tactics Scales) , ( ,

한 것을 발생 빈도를 잘 기억해낼 수 있는 범위로 본1992)

연구자가 수정한 것이다.

폭력 척도는 폭력정도가 낮은 문항에서 부터 점차적으로

폭력정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신체

적인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적 아동학대 측정도구는 문항으10

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년 동안 아동에게 행한 적이 있는, 1

각 항목의 행동 빈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번 문항은 경미한1-3

아동학대 번 문항은 심한 아동학대 번 문항은 매우, 4-6 , 7-10

심한 아동학대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의 발생빈도를 전혀 없. ‘

다부터 매일까지 단계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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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효능감 척도•

최형성 정옥분 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 (2001)

로 개발한 것이다 도구의 세부 영역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

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이나 지식 행동 등을 포함,

하는 전반적인 양육 효능감 개 문항 자녀의 심신 건강과‘ ’ 11 ,

관련된 문항이 되는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개 문항 자녀‘ ’ 7 ,

에 대한 이해 및 수용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의사소, ‘

통 능력 개 문항 자녀의 지적 학습과 관련된 학습 지도 능’ 9 , ‘

력 개 문항으로 총 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점 척도’ 6 37 5 Likert

이다 점수의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 효능감이 높은 것을 나타.

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이었다. Cronbach = .96 .α

체벌지지도•

체벌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용적이며 규제가 적은 사회문화적 분위기이거나 양육자가,

체벌의 효과에 대해 확신이 있는 경우에 신체적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련 연구 결과로부터 고성혜 가 개발(1992)

하였고 안혜영 이 수정하였다, (2001) .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이 도구는 점 척도로 전적10 5 Likert ‘

으로 찬성에 점 대체로 찬성에 점 보통이다에 점 대’ 5 , ‘ ’ 4 , ‘ ’ 3 , ‘

체로 반대에 점 전적으로 반대에 점을 주며 부정적 질문’ 2 , ‘ ’ 1 .

에 대해서는 그 반대로 점수를 주어 총 점수로 체벌에 대한

지지도 점수를 산출한 것이다 이 척도는 체벌과 관련된 속담.

이나 격언 체벌의 효과에 대한 확신 문항 체벌의 불가피성, ,

과 관련된 문항과 양육자의 체벌에 대한 권한과 관련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점수는 점 점의 범위로10 - 50

점수가 높을수록 체벌에 대한 신념이 강함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이었다Cronbach's = .81 .α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SPSSWIN .

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부모의 체벌지지도와 양육효,

능감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 및 표준편차로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양육효능감 체벌지지도 아동학대의 차이는 와, , t-test one

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양육 관련 특성양육way anova . (

효능감 체벌지지도과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는, ) Spearman's rho

를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체벌지지도 양육효능감이. ,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대상자들의 연령은 세 미만이 명 세 미만1>. 40 60 (46.5%), 50

이 명 으로 가장 많았고 세 이상이 명60 (46.5%) , 50 4 (3.1%), 30

세 미만이 명 이었다 아동과의 관계는 어머니가 명1 (0.8%) . 94

아버지가 명 이었다 부모의 나이 평균은(72.9%), 24 (18.6%) .

세였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명39.54(sd = 6.14) . 61 (47.3%),

여아가 명 이었다 아버지의 교육 정도는 대졸이60 (46.5%) . 78

명 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명 중졸이 명(60.5%) , 34 (26.4%), 4

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n=129)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부모의 나이 세 이하30 1 0.8

미만31 - 40 60 46.5

미만41 - 50 60 46.5

이상50 4 3.1

무응답 4 3.1

아동과의 관계 부 24 18.6

모 94 72.9

무응답 11 8.6

아동의 성별 남 61 47.3

여 60 46.5

무응답 8 6.2

아버지의 교육수준 대졸 78 60.5

고졸 34 26.4

중졸 4 3.1

국졸 1 0.8

무응답 12 9.3

어머니의 교육수준 대졸 44 34.1

고졸 65 50.4

중졸 7 5.4

무응답 13 10.1

아버지의 종교 불교 26 20.2

기독교 29 22.5

천주교 12 9.3

기타 2 1.6

없음 47 36.4

무응답 13 10.1

어머니의 종교 불교 23 17.8

기독교 41 31.8

가톨릭 18 14.0

기타 2 1.6

없음 28 21.7

무응답 17 13.2

사회경제적 상 1 0.8

경제 중상 18 14.0

중 68 52.7

중하 28 21.7

하 9 7.0

무응답 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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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명 으로(3.1%) , 65 (50.4%)

가장 많았고 대졸이 명 중졸이 명 이었다, 44 (34.1%), 7 (5.4%) .

아버지의 종교는 무종교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기‘ ’ 47 (36.4%) ,

독교가 명 불교가 명 천주교가 명29 (22.5%), 26 (20.2%), 12

기타 종교가 명 이었다 어머니의 종교는 기독(9.3%), 2 (1.6%) .

교가 명 으로 가장 많았고 없음이 명 불41 (31.8%) , ‘ ’ 28 (21.7%),

교가 명 천주교가 명 기타 종교가 명23 (17.8%), 18 (14.0%), 2

이었다 사회경제적 상태는 중류 중에 중이 명(1.6%) . 68

으로 가장 많았고 중류 중에 하가 명 중류(52.7%) , 28 (21.7%),

중에 상이 명 하류가 명 상류가 명18 (14.0%), 9 (7.0%), 1 (0.8%)

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기 부모의 아동학대,
체벌지지도 양육효능감의 차이,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들의 체벌지지도 평균은 32.66(sd=

양육효능감 평균은 였다6.03), 128.61(sd=28.72)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학대 체벌지지도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학대 정도는 남

아 집단에서 평균 로 여아 집단의 평균3.08(sd=2.81) 2.66

로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sd=4.51) (t=.63,

는 없었다 즉 부모들은 아동학대에 있어서 남여의p=.53) . ,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체벌지지도 정도는

여아 집단에서 평균 로 남아 집단의 평균32.93(sd=6.57)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32.48(sd=5.73)

는 없었다 즉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체(t=-.40, p=.69) . ,

벌지지도에 있어서 구분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 정도는

남아 집단에서 평균 로 여아 집단의 평균130.92(sd=16.16)

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126.03(sd=37.99)

는 없었다 즉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t=.92, p=.36) .

육효능감을 다르게 지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아동학대 정도는 아버지군에서 평균 로1.42(sd=1.47)

어머니 군의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다3.16(sd=4.03) (t= -3.397,

즉 어머니들이 아버지들보다 아동학대를 많이 하고p=.001). ,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지각하는 체벌지지도는 아버지군에서 평균

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령기 부모의 아동학대 체벌지지도 양육효능감의 차이< 2> , ,
아동학대 체벌지지도 양육효능감

실수 평균표준편차( ) 실수 평균 표준편차( ) 실수 평균 표준편차( )

아동의 성별 남 60 3.08(2.81) 61 32.48(5.73) 61 130.92(16.16)

녀 58 2.66(4.51) 55 32.93(6.57) 61 126.03(37.99)

t=.63 P=.53 t=-.40 P=.69 t=.92 P=.36

부모 부 24 1.42(1.47) 23 33.35(6.93) 24 133.79(18.29)

모 94 3.16(4.03) 88 32.91(5.74) 94 127.59(31.66)

t=-3.397 P=.001 t=.312 P=.755 t=.920 P=.359

사회경제적 중상이상 19 3.00(7.13) 19 35.47(5.90) 19 134.53(38.94)

상태 중 68 2.35(2.09) 65 31.85(5.67) 68 133.95(16.10)

중하이하 37 3.86(3.50) 35 32.34(6.47) 37 122.47(25.67)

F=2.019 P=.137 F=2.767 P=.067

A>B,C

F=3.096 P=.049

A,B>C

아버지의 대졸 78 2.40(3.90) 76 32.49(6.40) 78 133.53(22.85)

교육정도 고졸 34 3.26(3.15) 29 32.93(4.57) 34 116.12(39.86)

중졸 5 7.40(3.13) 5 36.00(2.83) 5 118.30(10.18)

F=4.649 P=.011

A,B<C

F=.856 P=.428 F=4.689 P=.011

A>B,C

어머니의 대졸 44 2.68(4.90) 42 32.43(5.31) 44 132.23(25.02)

교육정도 고졸 65 2.94(2.95) 61 33.31(5.84) 65 126.92(28.98)

중졸 7 3.71(3.40) 6 33.67(4.37) 7 104.86(48.24)

F=.232 P=.793 F=.358 P=.700 F=2.742 P=.069

A>B,C

아버지의 유 67 2.75(4.27) 61 33.85(4.92) 67 124.99(35.05)

종교 유무 무 47 3.06(3.08) 46 30.63(6.19) 47 130.94(17.59)

t=-.436 P=.663 t=3.001 P=.003 t=-1.072 P=.286

어머니의 유 82 2.73(2.50) 76 33.45(5.27) 82 127.77(25.97)

종교 유무 무 28 3.68(6.37) 28 31.29(5.77) 28 130.18(29.64)

t=-.766 P=.449 t=1.819 P=.072 t=-.409 P=.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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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어머니군에서 평균 로 약간33.35(sd=6.93) 32.91 (sd=5.74)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312, p=.755) .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아버지 군에서 평균 133.79

로 어머니 군의 평균 보다 약간 높(sd=18.29) 127.59(sd=31.66)

았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t=.920, p=.359) .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학대

정도는 중상 이상 집단상과 중상을 합하였음에서 평균‘ ’ ( ) 3.00

중 집단에서 평균 중하 이하 집단(sd=7.13), ‘ ’ 2.35(sd=2.09), ‘ ’

중하와 하를 합하였음에서 평균 로 중하 이하( ) 3.86(sd=3.50) ‘ ’

집단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F=2.63, p=.53) .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체벌지지

도는 중상 이상 집단상과 중상을 합하였음에서 평균‘ ’ ( ) 35.47

중 집단에서 평균 중하 이하 집단(sd=5.90), ‘ ’ 31.85(sd=5.67), ‘ ’

중하와 하를 합하였음에서 평균 로 집단 간( ) 32.34(sd=6.47)

유의한 차이 는 없었다(F=2.767, p=.067) .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효능

감은 중상 이상 집단상과 중상을 합하였음에서 평균‘ ’ ( )

중 집단에서 평균 중하134.53(sd=38.94), ‘ ’ 133.95(sd=16.10), ‘

이하 집단중하와 하를 합하였음에서 평균’ ( ) 122.47(sd=25.67)

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즉 중상(F=3.096, p=.049) . ‘

이상 집단과 중 집단은 중하 이하 집단보다 양육효능감이’ ‘ ’ ‘ ’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교육 정도에 따라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학대 정

도는 대졸군이 평균 고졸군이 평균 으로 중졸군의2.40, 3.26

평균 보다 낮았으며 유의한 차이 가 있었7.40 (F=4.649 p=.011)

다 양육효능감에서는 대졸군이 평균 으로 고졸군의 평. 133.53

균 나 중졸군의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116.12 118.30 .

아버지의 교육 정도에 따 체벌지지도에서는 유의한 차이fms

가 없었다 즉 아버지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F=.856, P=.428) . ,

록 아동학대가 심하고 양육효능감은 낮음을 알 수 있다, .

반면에 어머니의 교육 정도에 따른 아동학대(F=.232

체벌지지도 양육효능감P=.793) (F=.358 P=.700) (F=2.742 P=

의 차이는 없었다.069) .

아버지의 종교 유무에 따라 대상자가 지각하는 아동학대

와 양육효능감 의 차이는 없(t=-.436, P=.663) (t=-1.072, P=.286)

었다 그러나 체벌지지도에서는 종교를 가진 군평균 과. ( 33.85)

종교를 갖지 않은 군평균 간의 유의한 차이( 30.63) (F=4.649

가 있었다 반면에 어머니의 종교 유무에 따른 아동학p=.011) . ,

대 체벌지지도 양육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

주요 변수와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
아동학대와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3>.

학령기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학대는 양육효능감(r=-.359, p=

사회경제적 상태 어머니의 교육 정도.000), (r=-.290, p=.001),

아버지의 교육정도 부모의(r=-.211, p=.027), (r=-.342, p=.000),

나이 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체(r=-.200, p=.028) ,

벌지지도 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42, p=.008) .

즉 부모의 양육효능감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태 부모의 교육, , ,

수준 및 부모의 나이가 높을수록 아동학대가 감소함을 보였

고 부모의 체벌지지도가 강할수록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지각하는 체벌지지도는 부모의 나이(r=.182, p=.047)

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 ,

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체벌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효능감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태

어머니의 교육정도 아버지의(r=.261, p=.003), (r=.193, p=.038),

표 제 변수와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 3>
아동학대 체벌지지도 양육효능감 사회경제적 상태

어머니의

교육정도

아버지의

교육정도
부모의 나이

아동학대 1.000

.

체벌지지도 .242** 1.000

(.008) .

양육효능감 -.369** .127 1.000

(.000) (.162) .

사회경제적 -.290** .102 .261** 1.000

상태 (.001) (.268) (.003) .

어머니의 -.211* -.073 .193* .526** 1.000

교육정도 (.027) (.448) (.038) (.000) .

아버지의 -.342** -.094 .273** .472** .588** 1.000

교육정도 (.000) (.331) (.003) (.000) (.000) .

부모의 나이 -.200* .182* -.010 .180* -.050 .086 1.000

(.028) (.047) (.915) (.048) (.599)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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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도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73, p=.003) .

즉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태 어머니의 교육수준 및 아버지의,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는 어머니의 교육정도(r=.526, p=

아버지의 교육정도 와 유의하게 양의 상.000), (r=.472, p=.000)

관관계가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아버지의 교육정도.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588, p=.000) .

양육 효능감 및 체벌 지지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

학령기 아동 부모의 양육효능감 체벌지지도 부모의 나이, , ,

부모의 교육정도 사회경제적 상태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가장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 효능감과 체벌지지도였다 양육효능감.

은 학령기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변

수로서 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49.7% ,

음으로 아동학대를 잘 설명하는 변수는 체벌지지도로서 이

두 변수가 아동학대를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3.3% .

그 외에 부모의 나이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

상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아동학대에 대한 회귀분석< 4> (N=129)
변수 beta R2 T P

양육효능감 -.272 .497 98.74 .000

체벌지지도 .277 .533 57.51 .004

논 의

본 연구는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룩하고 자녀수가 격감하여

자녀에 대한 관심 및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증가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발달 뿐 아니라 학업

수행 취미 활동 능력 배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인 발,

달을 위해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많이 필요한 학령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양육에 대해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 양육은 자녀를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고 자녀의 성취가 곧 부모의 성취라고 생각

하며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동학대에 기여하는 요인은 가족이 처한 생태학적 환경에

따라 수십 가지에 이르지만 부모 편에서의 요인들에 대한 접

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데 부모에게 특별한 병리적 특성이,

없는 경우 부모 자녀 관계의 성격과 부모역할에 대한 자기만

족도 그리고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아동학대로 이어,

질 수 있는 주요 요인윤혜미 이라고 볼 수 있다( , 2000) .

본 연구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일반 가정에서 아J

동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모 중 초등학교 학년 자녀를3-4

둔 대상자들로 하였으며 주로 어머니가 응답하였다 아동학, .

대에 대한 연구의 주요 표적 인물은 아동과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이며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다수도 어머,

니이다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들의 아동학대 평균은 으로. 3.16

아버지들의 평균 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1.42 .

학령기 아동의 부모들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나 체벌지지도에 있어서 구별이 있는 지를 분석한 결과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 태도나 신념에 있어.

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들이 어릴 때부터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양성성,

을 발달시키려는 사회적 요구나 기대 등이 부모들의 자녀 양

육에서부터 제대로 출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령기 부모들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변수를

살펴본 결과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

인 변수는 양육효능감이었다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에. ,

게서 아동학대가 적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의 사회경제

적 상태와 부모의 교육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사회경제적 형,

편이 좋고 부모의 교육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며 아동학대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경자 이혜련 은 우리 사회 특유의 현상인 우리나라, (1997)

교육제도의 경쟁적 성격과 학업 성취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지적한 바 있는데 한국의 교육과열 현상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아동학대는 사회경제적으.

로 낮은 계층이나 사회적으로 결혼 상태가 완전하지 않을 때

발생이 증가한다는 결과 고(Conger, Burgess & Barrett, 1980,

성혜 안혜영 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가정의 사, 1992, , 2002) .

회경제적 상태는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양육에 영향을 미쳐서

열악한 환경의 아동들은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많은

만큼 양육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양육에 대한 지식 태도 비용 등에 자신감이 부족한 부모들, ,

은 아동을 제대로 훈육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양육이 제대로

행해지기 어려울 때 훈육의 일환으로 아동학대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아동학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

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를 종속변수

로 두고 양육효능감 체벌지지도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 , ,

나이 사회경제적 상태 등의 변수에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 변수는 양육효능감이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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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양육효능감은 아동학대의 를 단독으로 설명하고49.7%

있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체벌지지도가 아동학대를 잘 설,

명하고 있었는데 이 두 변수가 함께 아동학대를 정도, 53.3 %

설명하고 있다 이 결과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부모들의 아동학대는 부모들이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

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성숙한 아동양육이 가

능한 지 조급하고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아동을 학대,

할 지의 경계가 된다 특히 체벌에 대한 신념은 이것과 더불.

어 부모들에게 미성숙하고 근시안적인 훈육 방법으로서 아동

을 학대하도록 할 것이다.

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경쟁적인 학습 환경 대학입시를, ,

자녀교육의 목표점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서 부모들이

바라는 바대로 아동을 잘 양육하기 위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부모의 교육수준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기본 토대가 되고 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 자신감. ,

있고 성숙한 부모됨은 최소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길러

져야 하고 중재되어야 할 부분이다 경쟁적인 교육의 초기, .

단계인 학령기 가족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자녀 양육과

훈육 방법을 습득하게 하는 중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하는 연령층인 학령기 아

동을 둔 가족의 아동학대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

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년 월 지역의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2002 4 , J

여 학년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3-4

하여 명에게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총 개의 자료를160 129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들의 체벌지지도 평균은 32.66∙

양육효능감 평균은 였다(sd=6.03), 128.61(sd=28.72) .

아동의 성별에 따른 부모가 지각하는 아동학대(t=.63, p=∙

체벌지지도 양육효능감 에.53), (t=-.40, p=.69), (t=.92, P=.36)

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른 아동학대 체벌(F=2.019, p=.137),∙

지지도 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양(F=2.767, p=.067) ,

육효능감 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F=3.096, p=.049)

로 나타났다.

부모의 아동학대는 양육효능감 사회경제(r=-.369, p=.000),∙

적 상태 어머니의 교육정도(r=-.290, p=.001) (r=-.211, p=

아버지의 교육정도 부모의 나이.027), (r=-.342, p=.000),

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체벌(r=-.200, P=.028) ,

지지도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42, p=.008) .

부모의 체벌지지도는 부모의 나이 와 유의(r=.182, p=.047)

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태 어머니의 교육정도(r=.261, P=.003),

아버지의 교육정도 와 유(r=.193, p=.038), (r=.273, p=.003)

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가장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효능감과 체벌지지도였다.

양육효능감은 부모들의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서 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49.7% ,

음으로 아동학대를 잘 설명하는 변수는 체벌지지도로서

이 두 변수가 아동학대를 정도 설명하는 것으로 나53.3%

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적 위기와 과열된 교육 환경

에서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아동을 바

람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자신있게 양육을 할 수 있는 태

도와 지식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특, .

히 자녀 양육을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부족

과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우리 사회의 저 출산

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들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령기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분,

노조절 프로그램 부모들의 힘 북돋우기 프로그램 등의 실제,

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이나 사교육비 절감 대책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들의 어려움을 각

종 매체나 연구 자료를 통해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학령전기 및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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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urvey was done to describe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as they are

related to child abuse. Also demographic variables that influence child abuse were investigated. Method: A

cross-sectional study was conducted during the second week of April 2002. The 160 participants were parents of

students in five elementary schools in the J area of Korea. They replied to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129

repli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WIN SPSS program was used for the analysis. Result: Parenting



부모의 양육효능감 체벌지지도가 학령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년 월10(4), 2004 10 487

self-efficacy,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and child abuse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of the children. Child abuse by parents has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parenting self-efficacy (r=-.369,

p=.000), socioeconomic states of family(r=-.290, p=.001), educational level of mother(r=-.211, p=.027), educational

level of father(r=-.342, p=.000), parent's age(r=-.200, p=.028).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significantly influence child abuse in Korean parents. Conclusion:

As parenting self-efficacy explained 49.7% of child abuse, it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for preventing child

abuse. Belief in corporal punishment was the second most important variable in preventing child abuse. These two

variables explained 53.3% of variance in child abuse by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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