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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인이 피학대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14)

김 순 규

(목포가톨릭 학교)

[요 약]

아동학대는 그 자체로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영향을 주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

에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

분의 연구가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아동학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적응유연 한 아동들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대경험에도 불구하고 유

능함을 보이는 아동의 특성, 즉 보호요인에 초점을 두고 보호요인이 어떻게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4년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

상으로 조사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동

시에 고려하고 측정오차를 포함하여 분석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인 Mplus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위험

요인인 학대는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위험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매개하여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의 결과를 토대로 피학대아동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개입전략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 아동학대, 위험요인, 보호요인, 적응유연성

1. 서 론

아동학  상담신고전화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아동학  현황은 총 신고된 8,000건의 사례 중 

5,761건(72.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과 비교할 때 18% 증가한 수치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2006). 

이러한 아동학 의 높은 발생률과 최근 보고되고 있는 학 의 심각성은 아동학  문제에 한 사

*본 연구는 2006학년도 목포가톨릭 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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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부장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 는 가정 내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동학 는 그 자체로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부정적 향을 미

침으로써 PTSD, 행동 상의 어려움, 공격적 행동, 우울, 정신적 문제 등을 유발하며, 비행 및 범죄와 

연결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아동에게 미치는 학 의 향은 장기적으로 지속

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  문제는 개인적 문제로만 바라

볼 수 없으며, 아동학 의 부분이 일차적으로 아동을 보호․양육해야 할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1)에서, 아동학  문제를 가정에만 맡겨둘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는 등 아동학  문제에 한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본격화되었으며, 학문적 연구를 통해 아동학 에 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 다. 

그러나 부분 연구가 아동학 를 유발하는 아동과 부모의 일반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 가족환

경 등의 위험요인과 부정적 결과에만 초점을 둠으로써(George and Main, 1979; Hoffman-Plotkin 

and Twentyman, 1984;  이재연 ․한지숙, 2003; 신혜 ․최해림, 2003; 김미숙․박명숙, 2004; 황현

자, 2006), 아동학 에 한 실질적 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학 를 경

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하게 적응하는 아동들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동학 를 예방하

고 아동학 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

서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아동의 특성인 보호요인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은 위험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향을 완화시키는 개인, 환경 차

원의 변인으로(Henderson and Milstein, 1996; Schoon and Bynner, 2003), 적응과 발달을 위협하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유능성을 이루는 적응유연성(resilience)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유연성은 다양한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하는 연구에서(Garmezy, 1970; Rutter, 1979; Werner 

and Smith, 198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로 확 되고 있다(Smokowski, 

Rynolds and Bezruczko, 1999; Schoon and Bynner, 2003; Crosnoe and Elder, 2004; Randolph, 

Fraser and Orther, 2004; 박현선, 1998; 김순규; 2006). 

따라서 이러한 적응유연성을 아동학 에서 살펴볼 경우, 적응유연성을 지닌 아동이란 학 라는 위

험상황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아동의 발달단계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아동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이

와 관련하여 Rak와 Patterson(1996), Lowenthal(1999), Lowenthal(2001), Lichty(2004) 등은 문헌연

구를 통해 학 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향과 학 받은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

방향에 해 살펴보고 있다. 또한, Henry(1999)는 질적 연구를 통해 아동학 에도 불구하고 적응유연 

한 아동들의 단어를 분석하여 이들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 받은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아동학 로 인한 부정

적 결과를 완충하는 보호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크게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차원에서 논의되며(Thurston, 2006), 일반적으로 매개효과를 통해 검토되고 있다(Smokowski et al., 

1) 2005년 전체 아동학  중 학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83.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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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Schoon and Bynner, 2003; Crosnoe and Elder, 2004; Randolph et al., 2004; 박현선, 1998; 김

순규; 2006).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위험요인인 아동학 와 보호요인이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살펴본 다음, 적응유연성에 한 아동학 의 부정적 향을 보호요인이 매개하여 완충하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학 의 부분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통계결과를 근거로 아동학 에 

향을 주는 아동 개인 및 가족 특성과 가족환경 위험요인은 통제변수를 통해 살펴보고, 아동학  자

체를 위험요인으로 상정하고자 한다. 단, 보호요인은 가족요인을 제외한 개인, 학교, 지역사회 역에

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보다 정교한 분석방법인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인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피학  아동을 포함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조사 상으로 선정함으로써, 피학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보다 객관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보호요인은 매개 과정을 통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아동학 의 부정적 향을 완화시키는가?

2.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 

아동학 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학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 2조 4항). 이를 통해 아동학 가 가정, 학교, 기타 다양한 집단

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학 가 신체에 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 에서부터 아동의 기본욕구를 충족시

켜 주지 못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 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다른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Paplia, Olds and Feldman, 1999; Thurston, 2006) 아동학  유형을 신체적 학 (physical abuse), 정

서적 학 (emotional abuse), 성적 학 (sexual abuse), 방임(neglect)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신체적 학 는 아동에게 타박, 화상, 골절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발로 차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

과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Paplia et al., 1999). 따라서 아동이 납득될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신체적 학 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성적 학 는 아동을 상으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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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성교, 그리고 기타 성적 착취의 여러 형태를 의미한다(Paplia et al., 1999). 이러한 성적 학 와 관

련하여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드물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아동들이 성적 학 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urston, 2006). 정서적 학 는 조롱, 모욕, 위협 등

의 행위로서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다(Paplia et al., 1999). 이러한 정서적 학 는 

신체적 학 보다 발견하기 어려우며, 그것의 향 또한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서적 학

는 다른 학  유형과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체 학 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Claussen and Crittenden, 1991). 방임은 음식, 옷, 의료적 돌봄 등 아동의 기본적인 신체적 욕구

를 충족해주지 못하거나 애착이나 정서적 지지에 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

한다(Paplia et al., 1999).

이러한 아동학  유형과 관련하여 아동학 를 신체적․정서적․성적 학 를 포함하는 적극적 학

와 방임을 의미하는 소극적 학 로 분류하거나, 신체적 학 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과 신체적 학

 뿐 아니라 성적 학 , 정서적 학 , 방임, 유기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정리하면, 아동학 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학 와 방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신체

적․정서적․성적 학 를 의미하는 적극적 학 와 방임을 의미하는 소극적 학 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 는 신체적 학 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과 신체 학  뿐 아니라 정서적․성적 학 , 

방임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 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실제로 아동학 의 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 되고 있어(보건복지부․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2006), 가정 내의 아동학 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아동학 를 신체적 학 와 정서적 학 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신체적 학 와 

정서적 학 는 적극적 학 로서 위험상황을 전제로 한 본 연구에 적합하며, 아동학  피해아동 중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령기 아동에게 신체적 학 와 정서적 학 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

문이다(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그러나 적극적 학 인 성적학 는 문제 특성상 

설문조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심층면접 등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방임은 의미가 광범

위하여 학 범위가 지나치게 확 될 수 있고, 소극적 학 로서 위험상황을 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

단되어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2) 보호요인

 

보호요인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의 부정적 향들을 경감시키는 개인 혹은 환경적 특성들로 정의

되며, 적응유연성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Henderson and Milstein, 1996; Schoon and 

Bynner, 2003). 따라서 보호요인은 위험상황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발달을 가져오는 개인들에 한 설

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보호요인은 위험요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위험요인

의 부정적 향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위험요인이 존재할 때 기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험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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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보호요인에만 초점을 둘 경우 위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이지 않고, 

위험요인이 감소되지 않은 고위험 상황에서 보호요인이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요인은 위험요인

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Pollard, Hawkins and Arthur, 1999).

한편, 보호요인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빈곤, 학업중퇴, 비행, 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들

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요소들을 찾고자 하 으며, 크게 개인, 가족, 환경 차원으

로 분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신체․인지적 상태, 자존감, 자기효능감, 내

적 통제와 같은 심리적 측면, 의사소통 기술 등이 지적되며(Borman and Overman, 2004; Orthner, 

Jones-Sanpei and Willianmson, 2004), 가족 차원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양육태도 등이 지적된다(Baldwin, Baldwin, Dasser, Zax, Sameroff and 

Seifer, 1993; Egeland, Carlson and Sroufe, 1993; Smokowski et al., 1999; Schoon and Bynner, 

2003; Thurston, 2006). 그리고 환경적 차원에서는 교사, 학교 친구의 지지, 이웃, 동료, 어른들과의 비

공식적 네트워크 형성, 가족 밖에서의 정서적 지지, 유용한 외부 지원체계 등이 지적되며(Baldwin et 

al., 1993; Egeland et al., 1993; Smokowski et al., 1999; Eamon, 2001; Crosnoe and Elder, 2004), 이

러한 자원은 가족의 지지가 결핍된 상태에서도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

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의 중요성은 질적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을 살펴본 Hilty(2004)

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아동이 학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보호요인이 있을 경우, 학 의 부정

적 향이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개인, 가족, 환경 관련 보호요인들 중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학업․비행․정서 측면의 적응유연

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단, 본 연구가 가정 내 아동학 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

관련 보호요인은 제외하고, 학 와 관련된 가족관련 위험요인을 통제변수로 살펴보았다. 또한 환경 차

원의 보호요인은 학교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 관련 요인으로 자존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존감은 다양한 위험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표적인 보호요인으로(Turner,2000), Schoon과 Bynner(2003)는 청소년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빈곤이라는 위험상황에서도 행동적․학문적 적응이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

존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감이 높기 때문에 정서적 적응유연성 측면에서도 자존감은 중

요한 보호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학교환경 요인은 선생님과의 애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생님과의 애착은 선행연구에서 

교사의 지지로 표현되는데, 교사의 지지는 아동학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상황을 고려한 선행연구에

서 적응유연 한 아동의 보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Baldwin et al., 1993; Egeland et al., 1993; 

Smokowski et al., 1999; Crosnoe and Elder, 2004; Thurston, 2006). 학교는 아동이 가족 다음으로 많

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아동의 전반적 발달측면에 향을 미치며, 특히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생님의 향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보호요인은 지역사회 애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 애착은 이웃의 

정서적 지지로 표현되며, 구체적으로 이웃과 만나는 정도와 신뢰정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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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 의 부정적 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개인관련 요인으로 자존감, 학

교환경 요인으로 선생님과의 애착, 지역사회환경 요인으로 지역사회 애착을 살펴볼 것이다. 

3) 피학대 아동의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은 발달과 적응을 위협하는 심각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유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

된다(Masten and Coatsworth, 1998). 따라서 적응유연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호요인과 마찬가지

로 심각한 위험상황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긍정적 적응이나 유능함을 나타내야 한다. 또한 적응유

연성은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변화 가능한 유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

응유연성에 한 평가는 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Luthar, Cicchetti and 

Becker, 2000).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연구들은 교육적응유연성 및 학교적응유연성의 개념으

로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학업성취, 학교부적응에 해 살펴보거나(Crosnoe and Elder, 2004; 

Randolph et al., 2004; Schoon, Parsons and Sacker, 2004; 박현선, 1998; 양국선․장성숙, 2001; 김순

규, 2006), 행동적 적응유연성으로 비행행동, 외현화 행동문제, 약물남용 등에 초점을 둔다

(Cunningham, 2004; Embry, 2004; Lichty, 2004 재인용). 또한 정서적 적응유연성의 개념으로 우

울․불안, 자살에 초점을 두고 적응유연성을 살펴보고 있다(Cunningham, 2004; Embry, 2004; 

Harvey and Delfabbro, 2004).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연구들이 적응유연성을 평가하는데 아동․청소년의 발달단

계에 따른 발달과업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분 연구가 단편적인 발달과업만을 

검토함으로써,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응의 유능성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을 포괄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업측면, 행동측면, 정서측면의 적응유연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적, 정서적 학 를 중심으로 아동학 가 학업, 행동, 정서측면의 아동발달에 미치

는 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학업측면과 관련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 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아동학 는 아동의 학습능

력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Eckenrode, Laird, and Doris, 1993; Malekpour, 2004; 

김미숙․박명숙, 2004). Lownthal(1999) 연구에서도 학 의 종류와 상관없이 학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과 비교할 때 인지적 측정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며, 학업성취가 낮다고 설명한다. 즉, 학

받은 아동들은 성장하면서 그렇지 않은 동료들보다 더 많은 인지적 결함과 더 많은 학업중퇴의 위험

요인들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음, 행동측면에서 신체적으로 학 받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비행, 폭력, 약물남용 등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하며, 초기 아동학  부분의 연구에서 학 가 비행문제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

다고 설명한다(Wolfe and Manion, 1984; Riggs, Alario and Mchorney, 1990). 정서적으로 학 받은 

아동 또한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을 가짐으로써 철회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공격적․적

적이 되어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전 실, 2000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보호요인이 피학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향  257

학 를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공격성, 폭력허용도, 비행의 정도가 평균보다 높다는 형사

정책연구원(2000)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측면과 관련하여 학 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새로운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 적응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학 로 인해 높은 수준의 우울과 절망감 등을 갖는 경향

이 있다(Harvey and Delfabbro, 2004). 또한 학 유형과 상관없이 학 를 받은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정서적 표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Lowenthal, 1999). 정서적 학 가 아

동의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측면에 보다 많은 향을 미치지만, 신체적 학 를 받은 아동의 경우에도, 

신체적 증상 뿐 아니라 무표정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우울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Wind and Silvern, 1994). 

이처럼 학 는 학 유형과 상관없이 아동발달 전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학업, 행동, 정서 측면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제변수로 아동 개인의 특성인 성별과 가족관련 요인인 가족구조, 부부불화, 빈곤을 살펴보

았다. 피해아동의 성별은 일반적으로 성적 학 인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

만(Sedlak and Broadhurst, 1996), 학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파악한 경우 통계자료에서는 성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가족관련 요인과 관련하여 

가족구조의 경우, 2006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통해 살펴본 결과, 일반가정(25.3%)보다 한부모 가정

(47.9%)에서 아동학 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불화 및 경제적 어려움 또한 선행연

구에서 지적되는 아동학  위험요인으로, 부부간에 사이가 좋지 않거나 가정이 빈곤할수록 아동에 

한 신체적․정서적 학 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고성혜, 1992; 안혜 , 1998; 이재연․한지

숙, 2003).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선행연구의 논의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인 주효과 모형과 매개효과 모형을 제시하면 <그

림 1>,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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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효과 모형

주효과 모형인 <그림 1>을 통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연구문제 1),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모형인 <그림 2>를 통해 적응유연성에 한 보호요

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연구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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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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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2)

본 연구는 2004년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아동들을 상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자료3)를 사용하 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종단적 연구모형으로 동일 표본에 해 세 번 이상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를 기본설계의 원칙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하에 전

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과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을 2003년과 2004년부터 추적조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청소년 및 가족에 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국(제주도 제

외)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이루어져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연구 상을 중학생이 아닌 초등학생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더 많은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 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도 전

국아동학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연령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이 만 

10-12세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 신체적 학 와 정서적 학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

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6). 

자료모집단은 200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이고, 조사 상은 2004년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뽑힌 2,949명이다. 이들 표본 중 학생 조사와 부모 조사

가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된 경우는 2,844명이다. 구체적으로 2,844명 중 정서적 학 와 신체적 학 가 

심각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2264)명이었다.

자료구성은 먼저, 자료에서 조사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위험요인(학 ) 및 보호요인의 측정변

수와 적응유연성 측정변수를 추출하 다. 다음, 추출한 변수들 중 일부를 연구에 적합하게 변환하

다. 정서적 학 와 신체적 학 를 나타내는 변수는 그 로 사용하고, 보호요인의 측정변수인 자존감 

변수는 일부 역점수 문항을 변경한 후 합산하고, 나머지 선생님과의 애착 변수와 지역사회 애착 관련 

변수는 그 로 합산하 다. 적응유연성의 측정변수인 학업성취 변수는 주요과목 성적 문항을 합산하

고, 정서변수는 불안․우울․자살충동 문항을 합산하고, 행동변수는 1년 동안의 문제행동 횟수를 합산

하 다. 그리고 정서변수와 행동변수는 학업성취 변수와 방향이 같도록 수정하 다. 통제변수는 성별

과 가족관련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성별은 남,녀로, 가족구조는 관련 문항을 재구성하여 양부모, 한부

모, 기타로 구분하 다. 부부불화는 관련 변수를 합산하고 소득은 연속변수를 그 로 사용하 다. 마

지막으로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인 Mplus 사용하기 위해 자료를 아스키 파일로 저장하 다. 

2)「이경상 외(2005).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Ⅲ-조사개요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참조.

3) 본 연구 진행시 1차년(2004년)도 자료만 공개된 상태 음.

4) 정서적 학 와 신체적 학 와 관련된 질문에 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답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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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변수

먼저, 적응유연성 변수에 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은 이들의 발달단계

를 고려하여 학교․교육 적응유연성(Crosnoe and Elder, 2004; Randolph et al., 2004; Schoon et al., 

2004; 김순규, 2006; 박현선, 1998; 양국선․장성숙, 2001), 정서적․행동적 적응유연성

(Cummingham, 2004), 심리적 적응유연성(Cunningham, 2004; Harvey and Delfabbro, 2004)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 있다. 

학교․교육적응유연성은 학업성취를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 학업성취는 학령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

한 과업 중 하나로, 유능함을 나타내는 표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Smokowski et al., 1999 재인

용; Turner, 1999; Crosnoe, 2002). 정서적․행동적 적응유연성에서 정서적인 부분은 우울, 자살과 관

련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행동적 측면은 비행 및 약물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정서적․행동적 

측면의 유능함 또한 학업과 마찬가지로 학령기에 성취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며, 적응유연성이 역경에

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부재에 있기 때문에(Dyer and 

McGuinness, 1996), 우울 및 자살과 관련된 정서와 문제행동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

는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학업, 정서, 행동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취는 국, , 수 주요과목 성적을 통해 살펴보았다. 주요과목 성적(3문항)은 ‘매

우 못하는 수준’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 측면은 우울․불

안․자살과 관련 관련하여(6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행동측면은 문제행동과 관련된 문항(5문항)을 통해 1년 동안의 문제행동 횟수를 합산하여 

연속변수로 정리하 다. 한편, 정서․행동 측면의 문항은 학업성취와 방향이 같도록 모든 값에 (-)를 

부여하 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유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변수에 해 살펴보면, 위험요인은 정서적 학 (1문항)와 신체적 학

(1문항)를 묻는 질문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

커트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 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보호요인은 자존감, 

선생님과의 애착, 지역사회 애착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존감은 일반 청소년 연구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으며(Turner, 2000), 선생님과의 관계는 아동 및 청소년의 학문적 성장을 촉진하고, 긍정

적 역할모델이 되는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Smokowski et al., 1999; Eamon, 2001). 지역사회 보호요

인은 아동에 한 이웃의 지지가 있는 경우이다(Emon, 2001; Thurston, 2006). 이는 지역주민과 만나

는 빈도와 신뢰정도를 묻는 지역사회 애착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방식은 자존감(6문항), 선생님과의 애착(3문항), 지역사회 애착(3문항)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보호요인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통제변수는 성별, 가족구조, 부부불화, 소득을 포함한다. 성별은 일부 연구에서 남, 녀에 따라 

적응유연성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으며(Norman, 2000; Turner, 2000; Crosnoe, and Elder, 2004), 가

족구조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로써 가족소득 및 아동․청소년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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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Dupper, 1993). 그러나 성별은 그 차이의 정도가 조사 변수, 자료 유형, 상 및 설문참여 상

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Cunningham, 2004 재인용), 가족구조 또한 연구에 따라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부부불화는 자녀 양육을 포함한 아동발달 전반에 

향을 주는 비물질적 요인이며(Guo and Harris, 2000),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전부터 신체적 측면 뿐 

아니라 학업성취, 심리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 등 아동 발달에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Boggess, 1998; Guo and Harris, 2000; Cunningham, 2004; 

Crosnoe and Elder, 2004). 또한 빈곤은 아동학 에 간접적 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부갈등, 부모-자녀 

상호작용, 양육태도 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Guo and Harris, 2000; Eamon, 2001). 

그러나 본 연구는 아동학 를 부모에 의한 아동학 로 규정하고 있어 가족과 관련된 부부불화, 소득 

변수는 통제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측정방식은 성별은 남, 녀, 가족구조는 양부모가족, 재혼가족, 기타 가족으로 구분하 으며, 부부갈

등(2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소득은 월평균소

득으로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통제변수 분석결과, 아동의 성별과 소득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구조, 부부불화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

변수 내용 문항 수 원자료 질문번호

응유연성

학교 응유연성 3 5번(1-3)

행동 응유연성 5 11-5번(8-9,13-15)

정서 응유연성 6 22번(10-15)

험요인
정서  학 1 7번(14)

신체  학 1 7번(15)

보호요인

자존감 6 19번(1-6)

선생님과의 애착 3 9번(5-7))

지역사회 애착 3 10번(1-2)

통제변수

성별(남, 녀) 1 SQ3

가족구조 1 가구용설문지 1번

부부불화 2 7번(12-13)

소득 1 가구용설문지 10번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프로그램인 Mplus를 사용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

모델(measurement model)과 이론모델(structural model)을 동시에 고려하고, 측정변수(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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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의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s)를 포함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

다(Klein and Moosbrugger, 2000; 배병렬, 2005). 또한 Mplus 프로그램은 측정변수, 잠재변수가 연속

변수인 경우는 물론, 범주변수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측정변수와 잠재변수가 범주변수와 연속

변수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SEM 프로그램보다 더 강력하고 유연하

다. 또한, 횡단적 데이터와 종단적 데이터, 단일차원과 다차원적 데이터를 분석하는데도 용이하다

(Muthén and Muthén, 2005). 따라서 Mplus는 연구자들에게 모델과 관련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유형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 특성상 확인적 요인분석이 필요하고,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간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적응유연성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하기 때문에, 측정오차를 고려한 구조방정식모형이 적합하다

고 본다. 특히, 일부 자료가 결측치(missing data)를 포함하고, 연속변수인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살

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Mplus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구조방정식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절 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절 적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rker-Lewis Index)를 사용하

고자 한다. RMSEA는 표본크기에 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을 평가할 때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

에 고려하는 장점이 있다. 체로 RMSEA<.05 또는 RMSEA<.06이면 좋은 적합도, RMSEA<.08이면 

괜찮은 적합도,  RMSEA<.10이면 보통적합도,  RMSEA>.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 TLI는 표

본크기에 거의 향을 받지 않으며, 모형오류가 작을수록, 모형이 간명할수록 그 값이 증가한다. CFI 

역시 표본크기에 향을 받지 않고 모형오류를 측정하므로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할 때 유용한 지수라

고 할 수 있다. TLI와 CFI 값은 0과 1 사이에 있고, 0.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

다(홍세희, 2000 재인용).

4. 분석결과
 

구조방정식모형은 모형분석을 하기 전에 다변량정규성과 다중공선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료의 분포적 특성으로 다변량정규성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모수

추정치 및 적합도가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정규성을 점검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보았다. 왜도와 첨도는 0에 

가까울수록 정상분포를 이루며, 왜도는 절 값이 3.0 이상일 경우, 첨도는 절 값이 10.0 이상일 경우 

분포의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점검결과, 적응유연성 변수 중 문제행동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

수의 왜도가 -.22~2.20 사이로 나타나 절 값 3.0을 넘지 않았으며, 첨도도 -.30~4.95로 나타나 절

값 10.0을 넘지 않았다. 따라서 전전반적으로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이면 강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점검결과, VI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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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1.362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정에 향을 줄 수 있는 결측치(missing data)와 관련하여, 결측치 양과 결측치 유형을 살

펴보았다. 결측치 양은 분명한 기준은 없지만 5-10%까지 누락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배병렬, 2002 재인용), 본 연구의 자료들은 2.6%이하로 나타났다. 결측치 유형5)은 무작위(random)

인지, 체계적(systematic)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어떤 변수에 한 수치가 있거나 없을 확률이 그 변

수에 한 응답자의 진실한 상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Kline, 1998). 분석결과, 결측치가 체

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분석결과에서는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조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

며, 다음으로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변인들이 적절한 측정요인으로 구성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향(연구문

제 1)과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적응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연구문제 2).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2> 참조), 상자는 2004년에 초등학교 4학년

인 아동으로 총 2,844명 중 학 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이 90.7%(2,579명), 학 경험 아동 9.3%(264

명), 무응답 1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상자의 성별은 비학  아동의 경우 남학생 51.7%, 여학생 4832%로 남, 녀의 차이가 거의 없지

만, 피학  아동의 경우 남학생 72.0%, 여학생 28.0%로 남학생의 학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

별에 있어 비학 아동과 피학  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39.46, P<.001).

아동 부모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부의 교육수준은 비학  아동의 경우, 졸이 43.8%로 가장 많았

으며, 다음으로 고졸 42.2%, 학원(석사) 졸업 이상이 6.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학  아동의 경

우, 고졸이 45.5%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졸 38.6%, 종졸 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

는 두 집단에서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X2=14.19 , P<.05). 한편, 모의 교육수준은 비

학  아동과 피학  아동 모두에서 각각 고졸이 59.0%, 졸 30.7%, 중졸 5.3% 순, 고졸 64.0%, 졸 

23.5%, 중졸 4.5%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X2=20.95 , P<.01). 

가족구조는 비학  아동과 피학  아동 모두 양부모 가정이 각각 96.2%, 95.5%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

에서 양부모(25.3%)보다 한부모 가정(47.9%)에서 학 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자료와 다른 결과

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6)통계자료가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학 아동의 

연령구분 없이 가족구조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만을 상으로 한 본 연구의 데

이터 결과와 다를 수 있다고 본다.

5) 결측치가 있는 모든 변수에 해 결측치를 포함한 집단과 결측치를 포함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비교
(t검증)를 실시하여 결측치가 완전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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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월평균소득은 비학  아동의 경우, 201-300만원이 31.5%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101-200만원 27.8%, 301-400만원 16.7%, 401만원 이상 15.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학  아동의 경우에

는 101-100만원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300만원 27.3%, 301-400만원 19.7%, 401만원 이

상 1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성별과 부모의 교육수준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학 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

족구조, 소득에서 비학  아동과 피학  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인구사회학  특성

변 수
비학 아동

빈도(%)

피학 아동

빈도(%)
X2검증

성별
남 1,334(51.7) 190(72.0)

39.46***

여 1,245(48.3) 74(28.0)

교육

수

부

무학 4(0.2) 1(0.4)

14.19*

등학교 졸업 36(1.4) 9(3.4)

학교 졸업 110(4.3) 13(4.9)

고등학교 졸업 1,089(42.2) 120(45.5)

학교 졸업( 문  포함) 1,131(43.8) 102(38.6)

학원(석사) 졸업 이상 159(6.1) 12(4.5)

무응답 50(1.9) 7(2.7)

모

무학 3(0.1) 3(1.1)

20.95**

등학교 졸업 38(1.5) 7(2.7)

학교 졸업 137(5.3) 12(4.5)

고등학교 졸업 1,521(59.0) 169(64.0)

학교 졸업( 문  포함) 790(30.7) 62(23.5)

학원(석사) 졸업 이상 33(1.2) 2(0.8)

무응답 57(2.2) 9(3.4)

가족구조

양부모 가정 2,482(96.2) 252(95.5)

5.30
한부모 가정 76(2.9) 10(3.8)

재혼가정 16(0.6) 0(0.0)

기타 5(0.2) 2(0.8)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166(6.4) 27(10.2)

8.40

101만원-200만원 716(27.8) 73(27.7)

201만원-300만원 811(31.4) 72(27.3)

301만원-400만원 431(16.7) 52(19.7)

401만원 이상 388(15.1) 34(12.9)

무응답 67(2.6) 6(2.3)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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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 분석은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전에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반 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러한 측정분석은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통해 추정되는데, 각 잠재

변수 당 가장 큰 값의 측정변수를 1.0으로 고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에 한 요인적재량의 

크기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잠재변수인 위험요인, 보호요인, 적응유연성의 측정변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측정변수의 적합도 지수는 CFI=.9, TLI=.9, 

RMSEA=.06으로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구체적으로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 하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p<.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변인들이 위험요인, 보호요인, 적응유연성의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반 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그림 3>, <표 4> 참조).

<표 3>  측정모형의 합도 지수

모형 CFI TLI RMSEA

측정모형 .9 .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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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호요인

자존감

선생님과의애착

지역사회애착

1

.26(.31) ***

.17(.28) ***

-.85(-.33) ***

7.91(1.13) ***

-1.02(-.59 *** )

적응유연성

학교적응유연성

행동적응유연성
1

1

.37(.36) ***

정서적응유연성

.26(.13) ***

신체적학대

위험요인

정서적학대

1

.68(. 67) ***

1

1

보호요인

자존감

선생님과의애착

지역사회애착

1

.26(.31) ***

.17(.28) ***

-.85(-.33) ***

7.91(1.13) ***

-1.02(-.59 *** )

적응유연성

학교적응유연성

행동적응유연성
1

1

.37(.36) ***

정서적응유연성

.26(.13) ***

신체적학대

위험요인

정서적학대

1

.68(. 67) ***

1

* 요인 재량은 비표 화추정치(표 화추정치)로 제시하 으며, 모두 p<.001에서 유의미하 음.

<그림 3>  측정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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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잠재변수들과 측정변인들의 관계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요인,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직접적 향(연구문

제 1)과 보호요인의 매개효과(연구문제 2)를 검증하 다.

먼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직접적 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주효과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CFI=.9, TLI=.8, RMSEA=.06으로 나타나 주효과 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알 수 있었다(<표 4> 참조). 

<표 4>  주효과 모형의 합도 지수

모형 CFI TLI RMSEA

주효과 .9 .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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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표 5>와 <그림 4>를 통해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적응유연성에 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직접적 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위험요인

은 적응유연성에 -.65의 부(-)적인 향을 미치고(P<.001),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에 .72의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는 위험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부적인 향을 미치고,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정적 

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다른 적응유연성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Sameroff, Seifer, Zax, and 

Barocas, 1987; Norman, 2000).

<표 5>  주효과모형의 구조모형 추정결과

잠재변수 B(β) S.E T-value

응유연성
← 험요인 -0.65(-0.22) 0.17 -3.72***

← 보호요인 0.72(1.06) 0.05 13.39***

응유연성

← 성별 -0.55(-0.13) 0.15 -3.79
***

← 가족구조 -0.28(-0.05) 0.18 -1.59

← 부부불화 -0.07(-0.05) 0.06 -1.23

← 소득 0.00(0.07) 0.00 2.20**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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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위험요인, 보호요인의 주효과 모형에 한 구조모형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적응유연성

위험요인

보호요인
.72(1.06)***

-. 65(-.22) ***

적응유연성

위험요인

보호요인
.72(1.06)***

-. 65(-.22) ***

<그림 4>  주효과 모형

둘째, 적응유연성에 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보호요인의 매개모형 적합

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CFI=.9, TLI =.8, RMSEA=.06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참조). 

<표 6>  보호요인의 매개모형 합도 지수

모형 CFI TLI RMSEA

매개모형 .9 .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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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표 7>과 <그림 5>을 통해 모든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으로, 위험요인은 보호요인에 -1.52의 부적인 향을 미치고(P<.001),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에 0.73의 

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특히 연구문제 2에서 살펴보고자 한 보호요인의 매

개효과와 관련하여, 보호요인을 매개변수로 추가할 경우,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위험요

인의 직접적 향이 -.65에서 -.58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을 매개할 경

우 적응유연성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보호요인을 통해 적응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요인이 위험요인을 매개하여 위험요인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Smokowski et al., 1999; Cronsone, 2002; Cunningham, 2004; 박현선, 

1998; 김순규, 2006).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 경험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보호요인 중심의 접근이 효과적

임을 알 수 있으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된 보호요인을 활용한 실천적 개입전략이 근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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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모형의 구조모형 추정결과

잠재변수 B(β) S.E T-value

보호요인 ← 험요인 -1.52(-0.35) 0.12 -12.32***

응유연성
← 험요인 -0.58(-0.20) 0.18 -3.23

***

← 보호요인 0.73(1.07) 0.05 13.60***

응유연성

← 성별 -0.58(-0.14) 0.14 -4.14***

← 가족구조 -0.33(-0.06) 0.17 -1.88

← 부부불화 -0.11(-0.08) 0.06 -1.95

← 소득 0.00(0.10) 0.00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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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험요인이 보호요인을 매개변수로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간접효과 경로를 매개효과의 검증공

식6)을 통해 살펴보았다(<표 8> 참조). 분석결과, 위험요인이 보호요인을 통해 적응유연성에 간접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다(-1.11, P<.001)).

<표 8>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통한 험요인과 응유연성의 계검증

매개변수를 통한 경로 간 효과 Standardized T-value

험요인→보호요인→ 응유연성 -1.11 -0.37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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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는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모형의 구조모형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적응유연성위험요인

보호요인

.73(1.07)***

-.58(-.20)***

-1.52(-.35)***

적응유연성위험요인

보호요인

.73(1.07)***

-.58(-.20)***

-1.52(-.35)***

<그림 5>  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모형

6) 매개효과의 통계적 검증공식: (a는 독립변수→매개변수의 경로계수, b는 매개변수→종속변수의 경로
계수, SE는 표준오차)

   가설 : ab=0

   =ab/        



보호요인이 피학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향  269

5. 결 론

아동학 는 그 자체로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향을 주며, 비행, 범죄 등과 연결될 경우 심각한 사

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아동학 에 

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  연구 등을 통한 이론적, 실천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아동학 의 부정적 결과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아동학  경험에도 불구하고 비

교적 잘 적응하는 아동에 한 설명이 어려웠으며, 실질적인 책을 제시하는데 제한적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 라는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아동의 특성 즉, 적응

유연 한 아동의 보호요인 특성에 초점을 두고, 보호요인이 어떠한 경로로 적응유연성에 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부분의 아동학 가 10-12세 초등학생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부모

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초등학생을 상으로 가정 내 아동학 를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자존감, 선생님과의 애착, 지역사회 애착을 보호요인 변수로 선별하고,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검토하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동학 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적응유

연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보호요인은 매개과정을 통해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부정

적 향을 완충하는가? 이다. 이를 위해 2004년도에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을 상으로 실시한 한국

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 으며, 적응유연성에 한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는 구조방정

식모형인 Mplus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 다.

분석결과, 위험요인은 적응유연성에 -.65의 부적 향을 미치고(P<.001), 보호요인은 적응유연성에 

.72 정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보호요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할 경우, 적응유

연성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향은 .07만큼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학 받은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호요인 중심의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요인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결과는 보호요인이 적응유

연성에 미치는 아동학 의 부정적 향을 상쇄시킨다는 것으로 보호요인을 통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몇몇 연구자들은 고위험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보호요인을 증진하는 실천전략을 사용하 으며, 그것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 다(박현선, 

1998; 윤미경, 2002). 

이에 피학  아동과 관련하여 자존감, 선생님과의 애착, 지역사회 애착의 보호요인을 통한 실천적 

개입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봉

사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역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자존감은 아동학 의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학업, 정서, 행동의 적응유연성을 형성하도록 기여 할 것이다. 특히, 멘토링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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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은 멘토와의 일 일 관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정서적 지원과 아동수준에 맞는 학습지원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 멘토를 통해 건전한 성인역할을 배움으로써, 사회기술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모델링할 수 있다. 이밖에 학교사회복지사, 상담가 등 전문가 집단에 의

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기술, 독서요법 등도 학 받은 아동이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Rak and Patterson1, 1996), 이를 활용한 다양한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생님과의 애착은 선생님을 통한 개입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아동에게 직접적 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의미 있는 타인의 기  및 지지가 아동

발달에 긍정적 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Lowenthal(2001)도 학 받은 아동의 적응유연성

을 증진시키는데 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적응유연성을 향

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된 지지 프로그램(사회기술훈련 등)을 학교에 보급하여,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가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품성계발프로그램,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애착은 학 받은 아동에 한 공식․비공식적 자원의 지지로 설명될 수 있는

데, 이러한 자원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

학 를 하는 가족은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Lichty, 2004 재인용) 학 받은 아동 및 가족에

게 공식 및 비공식적 자원을 제공한다면, 학 의 부정적 향이 감소될 것이다. 따라서 학 받은 아동

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들 가족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족상

담․치료센터 등의 공식적 지원체계와 친구, 이웃, 종교기관 등의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지역사회 안에서 학 받은 아동에게 정서․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들 간

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학 받은 아동과 가족이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아동학 를 증가시키는 구조적인 가족

관련 위험요인(예컨 ,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보호요인을 매개변수로 투입한 이후에도 아동학 의 직접적 향은 여전히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 받은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보호요인 향상과 더불어 위험

요인인 아동학 에 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  예방이 중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학 는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부정적 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며, 

아동발달에 장기적으로 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중심으

로 아동학 에 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  신고의무자의 역할강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

성화 등 아동학 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아동학 라는 위험요인이 적응유연성에 부적인 향을 미치고,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정

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적응유연성에 한 위험요인과 보호요

인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체계의 향을 받기 때문에 체계들 간의 긴 한 협조가 요구된다. 특

히 아동학 와 같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위험상황에서는 체계들 간 상호협력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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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더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Daniel과 Wassell(2002)은 학 받은 아동의 적응유연성을 촉진하는

데, 개인, 가족, 지역사회 등 다양한 수준에서의 개입이 용이한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Lichty, 2004 재인용). 

한편, 본 연구는 아동학 를 예방하고 학 받은 아동을 도울 수 있는 개입방법을 살펴보았다는 의

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종단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차년도 자료만을 사용함으로써 변인간의 인과관계 및 적응유연성의 순환적 특성을 검토하

는데 제한적이었다. 둘째, 아동학 를 신체적, 정서적 학 로 한정함으로써 학 유형에 따른 적응유연

성을 검토하지 못하 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3차년도 이상의 종단적 자료를 통해 변인 간의 시간

적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고, 적응유연성의 연속적인 순환적 발달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한 다양한 학 유형을 포함함으로써, 학 유형에 따른 적응유연성의 향 및 보호요인의 향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본 연구에서 신체적 학 와 정서적 학 를 각각 1개 문항으로 살펴보고 있

어 아동학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는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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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on the Resilience of 
Maltreated Children

Kim, Soon-Gyu
(Mokpo Catholic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maltreatment, protective factors, and resili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t 

was especially focused on what direct effect of the risk factor(child maltreatment) 

and protective factors to child resilience, and how protective factors affect the 

resilience of maltreated child. In the concrete, this study intended to find out 

whether protective factors mediate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resilience.

This study based on data from the first wave of 'Korean Youth Panel 

Survey(KYPS)' and subjects consisted of 2,844 4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ddition, to test the proposed models, the Mplus-structural equation 

modeling-was us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child maltreatment increased, 

resilience decreased. Second, when protective factors increased, resilience 

increased. Third, protective factors act as buffers against the negativ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resilience by mediation.

Results indicated that child maltreatment related negatively to resilience and 

protective factors related positively to resilience. In addition, a mediational model 

in which protective factors mediates child maltreatment and resilience was 

supported.

In conclusion, variou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focusing on the maltreated children were discussed.

Key words: Maltreated children, Child maltreatment,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 resilience

[논문 수일 2007. 2. 14.  게재확정일 2007. 3.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