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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 ·고 학생들  학 폭력 피해경험과 행복감  계에  아존 감  매개 과  악하는 

 연  목적  었다.  해  2016년 4월  5월 지 청 년 1274  상 로 충청남도 D시에  조

사  수행하 다. 주  연  결과  보 , 첫째, 청 년  학 폭력 피해경험  적 특   별, 학 , 학업

취도에 라 차  보 고 아존 감  , 학 , 가족 태, 가족 득 수 , 학업 취도에 라 차  보 다.

한편, 행복감  별, 학 , 가족 득 수 , 학업 취도에 라 차  보 다. 째, 상  결과 학 폭력 피

해경험  아존 감과 행복감 에 적 상 계  보 다. 째, 귀  결과 학 폭력 피해경험과 행복감과

 계에  아존 감  , 학생  경우 매개하 고, 고등학생  경우 전매개하 다. 끝 로 학 폭력

로 하여 행복감  저하  학생들  한 정책적 함  하 다.

주제어 : 학 폭력, 아존 감, 행복감, 학생, 매개 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For this study, 1274 adolescents were surveyed at D city of Korea 
from April to May in 2016.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school level,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school level, family type, income level, academic 
achievement. Also their happines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gender, school level, income level, 
academic achievement. Seco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were negatively correlated.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their happiness were negatively correlated. Third, self-esteem was partially 
mediated for elementary, middle school students, but perfectly mediated for high school students betwee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and happiness of adolescents. Lastly,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tudents with lower 
happiness due to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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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으로 발생

한 상해, 폭행, 감 , 박, 약취‧유인, 명 훼손‧ 모욕, 공

갈, 강요‧강제 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

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로 정의

된다[1].

최근국내에서이루어진 조사에 의하면 , , 고등학

생 체의 8.5%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

답하 는데[2] 구체 으로 등학생은 11.1%, 학생은

10.0%, 고등학생은 4.2%로 학교 이 낮아질수록 학교폭

력 피해경험은 높았다. 학교폭력 발생률은 2000년 이후

학교폭력은 지속 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3].

하지만, 2010년 이후엔 략 10% 내외로 정체되어 있고,

우리나라는세계주요 37개국 학교 폭력발생률이 9

로 여 히 상 권을 차지하고 있다[4]. 더군다나 최근 들

어 학교폭력의 다양성 과 복잡성은 더해가고 있다[5]. 따

라서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한다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폭력의 피

해자들은 학교 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보이고있으며 이

는 학교결석, 학교생활 불안, 집단활동의기피등 심리와

행동 모두에 부정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6].

행복감이란 시 와 종교, 철학 에 따라 다양하

게 정의되는데[7] 일반 으로 ‘삶의 질’과 련한 반

만족감이라 할 수 있다[8]. 2010년에 이루어진 한 조사에

서 우리나라 청소년들 71.2%가 행복하다고 응답하

다[9]. 이러한 비율은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나 우리나라

와 환경이비슷한 국가인 국은 92.3%, 일본은 75.7%로,

이에 비해 상 으로 조한 수 이다. 그 이유로 학업

스트 스를 지 하는 연구가 다수 다[10,11,12]. 한편,

청소년의 행복감은 종교가 있고 자존감이 높을수록[13],

건강이 양호하고, 부모 교우 계가 좋을수록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14], 성별은 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15].

학생들의 행복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개

인 측면과 학교생활 측면으로 별할 수 있다[16].

재까지 학교생활 측면에서 다량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학생들의 생활 부분은 학교에서이루어지기 때문

일 것이다. 청소년의 심리 성장과 발달이 외부환경과

상응한다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 에서 보면

[17], 청소년의 행복과 련한 요인으로 교우 계에서의

학교폭력은매우 요한 변수이다[18]. 한편, 최근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체로 학생들

의 안녕감에 부 향을 미침이 밝 졌는데, 구체 으

로 자살생각[19], 자살시도, 우울감 등 정서 인 측면과

련성이 깊었고[20], 이는 다시 행복감에 부정 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이다[21]. 한 다소 제한 인 범 에서

이루어진 연구이기는 하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주

으로 인지하는 행복감에 부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도 있다[22].

한편,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외로움, 무력감, 두려움

등 부정 정서를 겪게 되는데[23] 이는 심리 특성

낮은 자아존 감과 인과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이에 하여박종효[25]는 학교폭력은 우선피해 학

생의 심리 축을 일으키는데, 주 친구들은 보복에

한 두려움으로 피해 학생은 고립되어 외로움을 경험하

게 되며, 이러한 외로움은 다시 낮은 자아존 감으로 이

어진다고 설명하 다. 한 다른 연구에서도 학교폭력으

로 인한 우울증은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존 감을 유발하

는 심각한 요인으로 밝 졌고[26] 지속 인 학교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정상 인 자존감 형성이 불가한 것으

로 밝 졌다[27]. 한편, 스트 스에 주목한 연구도 있는

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스트 스를 가 시키

고[28] 이러한 가 된 스트 스는 다시 자아존 감을

하시킨다고 하 다[29].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학교

폭력은 다양한 경로로 자아존 감에 부정 향을 미치

고 있음이 분명하다.

끝으로 청소년 개개인이 인지하는 주 안녕감은

행복감에 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 졌다[7]. 주 안

녕감은 정 정서, 부 정서로 별되며 개인이 느끼는

유쾌한 정서 상태 즉, 낮은 수 의 부정 정서와 높은

수 의 만족감을 말한다[30]. 유쾌한 정서에는 만족감, 즐

거움, 고양감, 환희, 그리고 자아존 감이 포함된다[31].

따라서 자아존 감은 행복감에 정 향을 미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조한우[32]는 행복감을 측하

는 변인으로 자아존 감에 주목하 으며, 한권상 등[33]

도 행복감에 한 향을 미치는 향 요인으로 자아

존 감을 강조하 다. 한편, 은희[34]는 자아존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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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감에 하여 간 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자아존 감은 행복감에 직, 간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피

해는 학생의 자아존 감과 행복감에 부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자아존 감은 행복감에 정 향

을 미치고 있음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자아존 감은 학

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계에서 매개효과가있을 것으

로 단된다. 하지만 언 한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피

해, 자아존 감, 행복감에 있어서 직 효과에만 심

을 두었고 매개효과, 특히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에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청소년 일부 집

단에 한정하 던 연구가 부분이며 , , 고등학생 집

단 모두를 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 상을 , , 고등학생 세 집

단으로 나 어, 학교폭력 피해가 학생들의 행복감에 미

치는 향에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악하고자 하는

데 목 을 두었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연구

문제를 첫째, 연구 상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자아존 감, 행복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각 집단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행복감의 계에서 자아

존 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로 설정하 다. 본 연구

의 결과는 심각해지고 연령화되는 학교폭력문제와 열

악한 행복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2. 연

2.1 연 상

연구 상은 충청남도 D시의 체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에서 각 학년별로 1반만을표집하여 수조사하

으며, 설문조사는 조사원이 직 방문하여 취지를 설

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하 고, 조사는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1개월에 걸쳐 수행되었다. 회수

한 설문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

종 1,274부를 분석에 활용하 다.

연구 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562명(45.3%), 여학

생이 678명(53.2%)으로 여학생이 많았고, 학교 분포는

등학생이 263명(21.7%), 학생이 467명(38.6%), 고등

학생이 480명(39.7%)으로 ·고등학생에 비해 등학생

이 상 으로 었다. 이들의 연령 범 는 9-19세 으

며 평균 14.1세(SD=2.3) 다. 한편, 가족형태는 양부모가

1,038명(83.4%), 편부모가 127명(10.2%), 조손가족 기

타가 79명(6.4%)으로 양부모 형태가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가족의 소득수 은 ‘낮음’이 141명(11.4%),

‘보통’이 662명(53.5%), ‘높음’이 435명(35.1%)으로 ‘보통’

이 가장 많았고 ‘높음’, ‘낮음’ 순이었다. 끝으로 학업성취

도를 보면 ‘상’은 261명(21.0%), ‘ ’은 677명(54.6%), ‘하’

는 302명(24.4%)으로 ‘ ’이 가장 많았고 ‘하’, ‘상’ 순으로

나타났다.

2.2 연 도

2.2.1 학 폭력 피해

학교폭력 피해는 조주 [35]의 연구에 사용한 척도

피해경험 7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측정하 다.

이 척도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품갈취, 따돌림, 강요,

성폭력, 사이버 폭력과 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 그 지 않다” 1 부터 “항상 그 다” 5 까지

총 5 Likert척도이다. 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 피해

가 많음을 의미하며,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59로 나타났다.

2.2.2 아존 감

Rosenberg[36]의 자아존 감 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5개의 정 인 문항, 5개의 부정 인 문항, 총 10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 그 지

않다” 1 부터 “매우 그 다” 5 까지 총 5 Likert척도

이다. 부정 인 문항은 역산하 고,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26으로 나타났다.

2.2.3 행복감

행복감을 측정하기 하여 서은국 등[37]이 개발한 단

축형 행복척도를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개인 측면(성

취, 건강, 성격 등), 계 측면(가족, 친구, 동료와의

계 등), 집단 측면(학교, 직장, 지역사회등)의만족도를

측정하는 3문항과, 지난 한 달 동안 경험한 감정을 묻는

정 문항(PE) 3문항, 부정 문항(NE) 3문항, 총 9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은 “ 그 지 않

다” 1 부터 “매우 그 다” 7 까지 총 7 Likert척도이

다. 만족도 3문항과 정 문항 3문항을합산한 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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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문항을 빼어 총 으로 계산하며 총 이 높을수

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2.2.4 적 특

학생의 성별, 학교 , 연령, 가족형태, 가족의 소득수

, 그리고 지난 학기를 기 으로 주 으로 인지하는

학업성취도를 측정하 다.

2.3 료

설문지를 코딩한 후 SPSS Win. 23을 이용하여 분석

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자아존 감 행복감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

하 고, Duncan/Dunnett T3로 사후검정 하 다. 한주

요 변인 간의 상 계를 악하기 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고 학교 에 따른 매개효과 분석을 해 Baron

과 Kenny[38]의 분석 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수행하

으며, 매개효과의유의성은Sobel's test[39] 로검증하 다.

3. 연 결과

3.1 적 특 에  학 폭력 피해경험, 

    아존 감, 행복감 차

, , 고등학생의 일반 특성에 따른 학교폭력 피

해, 자아존 감, 행복감 차이를 <Table 1>에제시하 다.

학교폭력 피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t=3.059, p<.01), 학교 에 따라서는 학생이

고등학생보다(F=3.219, p<.05), 그리고 학업성취도에 따

라서는 ‘하’인 학생이 ‘ ’, ‘상’인 학생보다(F=6.362, p<.01)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 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t=2.006, p<.05), 학교 에 따라서는 등학생이 ·고등

학생보다(F=32.015, p<.001) 유의하게 높았다. 한 가족

형태가 ‘양부모’, ‘조손가족 기타’인 학생들이 ‘편부모’

보다(F=7.776, p<.001) 높았고, 소득 수 에 따라서는

‘상’, ‘ ’, ‘하’ 순으로 나타났으며(F=36.909, p<.001), 학업

성취도 한 ‘상’, ‘ ’, ‘하’ 순이었다(F=109.138, p<.001).

행복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t=4.807, p<.001), 학교 에 따라서는 등학생, 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나타났다. 한 소득 수 에 따라서는

‘상’, ‘ ’, ‘하’ 순으로 나타났고(F=33.240, p<.001), 학업성

취도 한 ‘상’, ‘ ’, ‘하’ 순으로나타났다(F=23.504, p<.001).

3.2 주  변  간 상

주요변인 간의상 분석 결과를<Table 2>에 제시하

다. 학교폭력 피해는 자아존 감 행복감과 부 상

계를 나타내었고(p<.01) 자아존 감은 행복감과 정

상 계를 나타내었다(p<.01). 자아존 감과 행복감

이 가장 높은 상 (r=.612, P<.01)을 띄었고, 다음으로 학

교폭력 피해와 자아존 감(r=-.249, p<.01), 학교폭력 피

<Table 1> Differences i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by general 

characteristics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N
Mean

(SD)

t, F,

Duncan
N

Mean

(SD)

t, F,

Duncan
N

Mean

(SD)

t, F,

Duncan

Gender
Male

Female

560

674

1.20(.39)

1.14(.31)
3.059** 561

678

3.61(.63)

3.54(.66)
2.006*

521

632

22.27(10.15)

19.25(10.96)
4.807***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263

465

477

1.16(.30)

1.20(.37)

1.15(.34)

3.219*
AB

A

B

263

466

480

3.84(.62)

3.55(.65)

3.46(.62)

32.015***
A

B

B

232

436

457

26.81(9.45)

21.21(10.36)

16.89(9.83)

77.619***
A

B

C

Family type

Intact parent

Single parent

Grandparent

rising, etc

1032

127

79

1.17(.35)

1.17(.31)

1.24(.46)

1.450

1037

127

79

3.60(.64)

3.36(.63)

3.56(.67)

7.776***

A

B

A

971

119

68

20.70(10.78)

19.69(9.87)

21.38(11.34)

.648

Income level

Low

Middle

High

140

659

433

1.24(.47)

1.17(.33)

1.16(.34)

2.733

141

661

435

3.27(.67)

3.52(.61)

3.75(.65)

36.909***

A

B

C

131

620

403

14.79(10.40)

20.24(10.12)

23.22(10.97)

33.240***
A

B

C

A c a d e m i c

achievement

Low

Middle

High

298

675

261

1.21(.38)

1.19(.37)

1.11(.24)

6.362**

A

B

B

302

676

261

3.23(.60)

3.57(.59)

3.98(.62)

109.138***
A

B

C

279

628

245

17.30(10.25)

21.16(10.44)

23.45(11.03)

23.504***
A

B

C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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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행복감(r=-.214, p<.01) 순이었다. 이러한 상 분석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다 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1. 2. 3.

1.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1

2. Self-esteem -.249** 1

3. Happiness -.214** .612** 1

Mean

(SD)

1.17

(.35)

3.57

(.64)

20.66

(10.71)
**p<.01

3.3 학 폭력 피해  행복감에  아존 감

매개 과

· ·고등학생의 학교 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와 행

복감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악하기 해

Baron과 Kenny의 매개 회귀분석 차에 따라 계 회

귀분석을 실시하 고 Sobel Test로 검증하 다.

3.3.1 등학생  행복감에 한 아존 감  

      매개 과

<Table 3>와 [Fig. 1]에 나타낸 바와같이 등학생인

경우 1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자아존 감을유의미하

게 측하 고(F=24.765, p<.001), 2단계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가행복감을유의미하게 측하 다(F=25.344, p<.001).

3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 감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인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측하 고

(F=47.264, p<.001), 3단계 학교폭력 피해의 표 화 계수

(β) 값이 2단계의 -.315에서 -.167로 감소되었다. 따

라서 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계에서 자

아존 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 효과

에 한 Sobel test 결과(Z=-4.360, p<.001)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매개효과가검증되었다.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294*** .463***

-.315***

-.167*

[Fig. 1]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3.3.2 학생  행복감에 한 아존 감  매개

과

<Table 3>와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학생인

경우 1단계에서학교폭력 피해가 자아존 감을 유의미하

게 측하 고(F=17.195, p<.001), 2단계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가행복감을유의미하게 측하 다(F=9.958, p<.01). 3

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 감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인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측하 고

(F=125.778, p<.001), 3단계 학교폭력 피해의 표 화 계수

(β) 값이 2단계의 -.295에서 -.130으로 감소되었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계에서 자

아존 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 효과

에 한 Sobel test 결과(Z=-4.034, p<.001)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매개효과가검증되었다.

<Table 3> The results of heirarchical regressions by school levels

IV DV B SE β R2 F Sobel's test

Elementary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605 .122 -.294*** .087 24.765***

-4.360***
violence victimization Happiness -9.520 1.891 -.315*** .099 25.344***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5.056

7.204

1.772

.912

-.167*

.463***
.292 47.264***

Middle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517 .079 -.293*** .086 43.326***

-6.057***
violence victimization Happiness -8.146 1.269 -.295*** .087 41.188***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3.583

9.004

1.086

.622

-.130*

.572***
.388 136.041***

High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342 .082 -.187*** .035 17.195***

-4.034***
violence victimization Happiness -4.379 1.388 -.147** .022 9.958**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1.320

9.557

1.143

.622

-.044

.589***
.358 12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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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293*** .572***

-.295***

-.130*

[Fig. 2]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3.3.3 고등학생  행복감에 한 아존 감  

      매개 과

<Table 3>와 [Fig. 3]에 나타낸 바와같이 고등학생인

경우 1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가 자아존 감을유의미하

게 측하 고(F=24.765, p<.001), 2단계에서도 학교폭력

피해가행복감을유의미하게 측하 다(F=25.344, p<.001).

3단계에서 학교폭력 피해와 자아존 감을 동시에 투입

시 이들 두 변인이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측하 고

(F=47.264, p<.001), 학교폭력 피해의 표 화 계수(β)

값은 2단계에서는 -.315(p<.01)로 유의하 으나 3단계

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p=.249). 따라서 고등학생의 학

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완 매

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 효과에 한 Sobel test

결과(Z=-4.360,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러한 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Happiness

-.187*** .589***

-.147**

-.044

[Fig. 3] The relationship among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self-esteem, and happiness

of high school students

4. 논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며 결론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

등학생보다 학생이,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높은 것으

로 나타났고 이는 다른 선행연구와 일치하 다[40]. 학

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폭력이 더 높은 이유로 고 곤

등[41]은 낮은 실 인식과 자기조 능력으로 설명하

다. 즉, 불완 한 실 인식과 자기조 능력은 통제되지

않는 공격성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며, 따라서 학교

에 따라 학교폭력에 한 방 조치가 다양해져야 함

을 시사한다. 한편, 자아존 감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 이 낮을수록, 양부모, 조손 가족이 편부모가족보

다, 가정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부분의 선행연

구와 일치하 다[42,43].

둘째, 행복감은 남학생이여학생보다학교 이 낮을수

록, 가정 소득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한 다른 선행연구와 부분

일치하 다[10]. 따라서 학생들의 주 행복감에 미치

는 객 특성이다양함을확인할수 있다. 이 학교 ,

학업성취도에 따른 차이는 입시 주 교육에 따른 스트

스와 련이 있을 것으로 단되며 이를 해소하기 한

스포츠활동, 여행, 래상담 등의 한 책이 필요하

다.

셋째, 상 분석 결과 행복감은 자아존 감과 정 상

계를 보 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부 상 간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기 해서는

자아존 감을 높이기 한 칭찬활동, 자신의 장 찾기

활동과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기 한 학교폭력 방을

한 학 회의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계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행

복감 간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

다. 하지만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등학생과

학생은 부분매개효과를, 고등학생은 완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 학생에 비하여 고등학생은 학

교폭력 피해로 하된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데에 자아존

감 회복 교육, 로그램이 상 으로 효과 임을 시

사한다. 한, 이와 같은결과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행

복감에 미치는 자아존 감의 향력이 높아짐을 의미하

며 학생들의 발달 과업인 자아존 감의 수 과 한

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와는 다르게 자아존

감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설명할 수 있다. 박승민 등[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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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고등학생에 비하여 학생은자아존 감이 상

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 환경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자아존

감은 상 으로 학생들에게 있어 자아존 감의 불

완 한 매개 즉, 부분매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며 상 으로 안정한 자아존 감을 지닌 고등학생에게

는 완 매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과 후속 연구를 한 제

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행복감의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

, 고등학생 세 집단으로 나 어 각 집단별 차이를 논했

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발달단계상 학생도 비슷

한 집단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학생 집단까지 상으

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교폭력 피해와 행복감의 계에서 매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되는 변수가 다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

서는 다양한 변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

째,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 로 하여 학교폭력 피해로 낮

아진 행복감을 회복하기 한 로그램이 각 집단별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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