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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와 영향요인 

하영옥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Child Abuse and Factors Influencing Those 
Perceptions
Young Ok Ha

Departmen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Ansan,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perceptions of child abuse and factors influencing those perceptions among nursing 
students. Method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 was used with a convenience sample of 669 nursing students.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1 to 25, 2016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 for Windows version 21.0. Results: The mean score for 
perceptions of child abuse was 3.52±0.41, and the scores by subcategory were as follows: physical abuse, 3.61±0.39; emotional 
abuse, 3.54±0.53; neglect, 3.17±0.69; sexual abuse, 3.85±0.35. A significant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perceptions of child 
abuse an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ttitude (warmth/affection, indifference/neglect, undifferentiated rejection). The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child abuse were gender, experiences of child abuse, and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of warmth/affec-
tion and undifferentiated rejection, which explained 5.1% of the variances.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 of this study, educa-
tional programs and guidelines should be developed to help nursing students improve their perceptions of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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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대중매체를 통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는 아동학대

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2016년 전국 59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로 접수된 사례는 총 29,674건

이었으며, 이 중 의심사례는 25,878건으로 2013년 6,796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1].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아동복지법에 아

동학대의 정의와 금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대아동의 부모 

격리, 긴급전화(1391) 개통,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제 등 이전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였으나 아동학대 발

생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2].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장소는 아동의 가정이나 기관, 학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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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2001년 World Health Organi-

zation (WHO)은 세계적으로 매년 4천만명의 아동이 학대로 희생

되고 있다고 하였다[3].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여겼던 과거 사회인

식과 달리 현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2014년 정부는 그 

대책법으로 ‘아동학대 특례법’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아동학대 발생률은 감소되고 있지 않다[1]. 2016년도 학대 피

해아동은 만 13~15세 아동이 가장 많았고,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등 학령기인 아동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1]. 우리나

라의 경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것으로 확인되어[4] 학대행위자의 대다수가 30~40대의 학

령기 자녀를 둔 부모라는 것을 유추 할 수 있다. 학대를 행한 부모의 

특성을 보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전체의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동기의 부정적 양육행동이나 학대경

험은 과거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시간이 지난 후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 성인이 되어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

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5].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적이고 부

정적일수록 수용적인 태도의 부모보다 아동학대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학대 또는 방임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문제행동을 유발하

고,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대 혹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읽기능력과 추상적 사고능력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청소년의 학업성적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형성 및 사회성 발달과도 유의한 관계를 가

지며, 이후 청소년의 교우관계 형성과 퇴학, 약물남용, 혼전임신, 

우울증 등 내 ․ 외적 문제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7]. 이처럼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대가 꾸준

하게 증가하는 만큼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

요하고, 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동

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간호사는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아동과 가족을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으로 아동-부모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중요

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방적인 측면에서 아동과 애착을 형

성하기 어려운 부모나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임

산부에게 아동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를 제공하기 때문

에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 신고, 중재 및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이상

적이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8].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

인 교사직군, 의료인직군, 아이돌보미 등의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년 전체 신고율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

며, 의료인의 신고율은 지극히 저조한 2~3%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9,10]. 그 중에서도 간호사의 신고율은 매우 낮은 편인

데,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지식, 관련 준비정도, 신고하는 

방법 및 이용 가능한 자원 활용방법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11]이며, 간호사의 아동학대 신고에 중요한 요인으로써 교육

을 통한 아동학대 인식의 향상은 이후 학대 의심사례 신고율을 높

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2]. 간호대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병

원뿐만 아니라 학교나 보건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을 가까이 

직면하게 되며, 학대아동을 신속하게 선별하고 간호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아

동학대 인식과 관심을 증가시키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간호사의 신고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아동학대 관련 선행 연구들

은 대부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지식, 경험 등에 관한 연구들

[13-15]이며, 간호학과와 일반학과 학생의 아동학대경험과 아동학

대 인식 간의 관계연구[16]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Cho와 Chung [11]의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하부영역의 인식과 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대에 대한 관심 등 

일반적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보았다. 아동학대 인식이나 지식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대상자

가 경험한 부모 양육태도 등의 관련요인에 대한 연구는 시도된 적

이 없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향상시키고 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여 신고할 수 있는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

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졸업 후 간호사로서 병원뿐만 아니라 학교 및 지

역사회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할 간호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영향을 주는 관련요인들

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의 민감도와 신고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

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확인하

고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

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를 파악

한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대상자가 경험한 부모 양

육태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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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아동

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와 인천시에 소재한 3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법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자

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자 수는 G*Power 3.1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예측변수 5개, 유의

수준 .05, 검정력 .95, 유사문헌을 참고한 효과크기 .15 [15]로 분석

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38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를 수락하고 

자료 수집에 응한 대상자는 총 700명이었고,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

외하고 669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

하였다.

3. 연구 도구

1)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인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용한 도구[17]를 

Kim이 수정 ․ 보완한 아동학대 인식 척도[18]를 사용하였다. 신체

적 학대 12문항, 정서적 학대 9문항, 방임 10문항, 성적 학대 7문항

으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혀 학대가 아니다’ 0점에서 ‘확

실한 학대다’ 4점까지 Likert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

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Kim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95였다.

2) 부모 양육태도

대상자가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Rohner [19]

가 개발한 부모 수용-거부 질문지(Parental Acceptance-Rejection 

Questionnaires, PARQ)를 Kim [18]이 수정 ․ 보완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수용-거부 척도는 온정-애정영역의 수용차원과 공격성-적

대감, 무시-무관심, 모호한 거부영역을 포함한 거부차원으로 나뉘

어져 있다. 온정-애정은 안아주기, 쓰다듬어주기, 웃어주기 등의 

신체적 표현과 칭찬하기 등의 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격성-적대감은 공격성, 화남, 분노, 악의 등 신체

적, 언어적 표현의 8문항, 무시-무관심은 아동에 대한 관심이 없거

나 아동의 요구나 소망을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표현을 포함

한 8문항, 모호한 거부는 공격성이나 무시는 없지만 아동을 거부하

는 6문항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거의 항상 그렇다’ 4점까지 Likert식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 신뢰도는 Kim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7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70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경기도와 인천시의 3개 대학 간호학과 학

생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 대상자

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기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

았다(no. AN01-201608-HR-006-01). 설문을 작성하기 전에 연구 

목적과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

에게 자의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

다. 또한 중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고, 참여자의 권리 보호

를 위해 익명을 사용할 것이며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

을 것과 수집된 자료는 연구 후에 폐기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대상

자가 연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지를 배부하고 서면동의를 받은 

후 대상자가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고, 설문작성에는 평균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7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수

거된 680부의 설문지 중 미응답 항목이 많아 분석에 사용하기 곤란

한 11부를 제외한 66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는 t-test, ANOVA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와 대상자가 경험한 부모 양육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

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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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Child Abus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66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Gender Male
Female

49 (7.3)
620 (92.7)

3.32±0.45
3.54±0.40

3.51 (＜.001)

Age (year) ＞20
20~29
30≤

126 (18.8)
493 (73.7)
50 (7.5)

3.51±0.41
3.52±0.40
3.58±0.55

0.48 (.616)

Grade 1
2
3
4

162 (24.2)
185 (27.7)
176 (26.3)
146 (21.8)

3.51±0.41
3.51±0.44
3.50±0.41
3.58±0.38

1.25 (.290)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Others

39 (5.8)
627 (93.7)
 3 (0.4)

3.54±0.56
3.52±0.40
3.32±0.34

0.28 (.681)

Religion Christian
Catholic
Buddhism
Others or none

205 (30.6)
 71 (10.6)
29 (4.3)

364 (54.5)

3.48±0.38
3.56±0.47
3.60±0.44
3.52±0.34

0.94 (.441)

Experience of chid abuse Yes
No

50 (7.5)
619 (92.5)

3.65±0.33
3.51±0.41

2.32 (.021)

Type of child abuse experienced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Neglect
Sexual abuse

 28 (56.0)
 14 (28.0)
  5 (10.0)
 3 (6.0)

3.66±0.35
3.69±0.27
3.50±0.50
3.67±0.46

0.25 (.860)

Experience in child abuse education Yes
No

331 (49.5)
338 (50.5)

3.52±0.39
3.51±0.43

0.51 (.610)

Experience of child abuse reporting Yes
No

21 (3.1)
648 (96.9)

3.45±0.65
3.52±0.40

0.77 (.443)

Interest in child abuse Yes
No

550 (82.2)
119 (17.8)

3.53±0.40
3.46±0.45

1.83 (.067)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관련변수 중심으로 단

계적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정도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669명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은 성별과 아

동학대경험유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평균 3.54±0.40점으로 아동학대 인식 점수가 더 높았

고(t=3.51, p<.001), 아동학대를 받은 경험이 없는 대상자에 비해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점수가 평균 3.65± 

0.33점으로 더 높았다(t=2.32, p=.021). 아동학대 인식은 연령, 학

년, 결혼유무, 종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유무 등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와 대상자가 경험한 부모 

양육태도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는 평균 3.52±0.41점으로 나타났

다. 성적 학대 인식 점수가 4점 만점 중 평균 3.85±0.35점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3.61±0.39점, 정서적 학대 3.54±0.53점, 방

임 3.17±0.69점 순이었다. 또한 대상자가 경험한 부모 양육태도

의 하위차원 중 수용차원인 온정-애정은 평균 30.63±7.73점이

었고, 거부차원은 평균 29.82±13.46점으로 나타났다. 거부차

원의 하위영역에서는 공격성-적대감이 평균 12.46±5.40점, 무시

-무관심이 평균 9.27±5.06점, 모호한 거부가 8.10±4.22점으로 나

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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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evels of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Experience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ttitudes (N=669)

Variables Categories    M±SD Range 

Child abuse perceptions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Neglect 
Sexual abuse
Total 

 3.61±0.39
 3.54±0.53
 3.17±0.69
 3.85±0.35
 3.52±0.41

0~4
0~4
0~4
0~4
0~4

Experience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ttitude

Acceptance Warmth/affection 30.63±7.73  0~44

Rejection Hostility/aggression
Indifference/neglect
Undifferentiated rejection
Total

12.46±5.40
 9.27±5.06
 8.10±4.22

 29.82±13.46

 0~36
 0~36
 0~24
 0~96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related with Perceptions of Child Abuse (N=669)

Variables　
Age Warmth/affection Hostility/aggression Indifference/neglect

Undifferentiated 
rejection

r (p) r (p) r (p)  r (p) r (p)

Warmth/affection -.09 (.019) 1　 　 　 　

Hostility/aggression -.01 (.851) -.48 (＜.001) 　1 　 　

Indifference/neglect .08 (.042) -.79 (＜.001) .67 (＜.001) 　1 　

Undifferentiated rejection -.04 (.339) -.57 (＜.001) .84 (＜.001) .75 (＜.001) 　1

Child abuse perceptions .03 (.389) .11 (.003) -.07 (.060) -.10 (.007) -.11 (.004)

3.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연령, 부모 양육태도의 하부영역인 온

정-애정, 공격성-적대감, 무시-무관심, 모호한 거부 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한 결과, 아동학대 인식과 온정-애정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11, p=.003), 아동학대 인식과 무시

-무관심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0, p=.007), 모

호한 거부와도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r=-.11, p=.004)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3).

4.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

해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아동학대경험유무 및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때 명목변수인 성별(남성 0, 여성 1)과 아동학대경험(있다 

0, 없다 1)은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다중회귀분석 중 단계적 방법

(stepwise method)을 활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

분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Durbin-Watson 통계량

은 1.85로 잔차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회귀표준화 잔차의 등분상

성과 정규성을 만족하였다. 공차한계는 모두 0.1보다 크고, 분산팽

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10보다 작으므로 다

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 F값은 

10.05 (p<.001)로 회귀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

대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t=3.78, 

p<.001), 아동학대경험(t=-3.70, p<.001), 부모 양육태도 중 모호

한 거부(t=-2.51, p=.012)와 온정-애정(t=1.99, p=.047)로 나타났

으며 아동학대 인식에 대한 변수의 설명력은 5.1%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아동학대 인

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점수는 평균 3.52점으로 미취학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본 연

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연구 결과[18]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아동학대 인식을 조사한 연구 결과[11,13]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4점 만점에 3.85점으

로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순이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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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ctors Influencing Perceptions of Child Abuse (N=669)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Tolerance VIF

B SE β

(Constant) 4.52 .17 26.65 ＜.001

Gender (female) 0.22 .06 0.14  3.78 ＜.001 .99 1.00

Experiences of child abuse (no) -0.23 .06 -0.15  -3.70 ＜.001 .91 1.10

Warmth/affection 0.05 .03 0.09  1.99 .047 .67 1.49

Undifferentiated rejection -0.07 .03 -0.12  -2.51 .012 .66 1.52

R2=.057, Adj. R2=.051, F=10.05, p＜.001

SE=Standard error;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Moon [16]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Cho와 Chung [11]과 Kim 

[13]의 연구에서도 성적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이었고, Hong과 Park [20]

과 Min 등[21]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연구 대상자가 대학생[16], 

간호대학생[11,13], 간호사[20,21] 등 다양하였고, 동일하지 않은 

아동학대 인식의 측정도구(척도) 사용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으

나,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와 같이 신체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정서적 학대나 방임 같이 외

적인 손상이 눈에 잘 띄지 않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를 비롯하여 선행 

연구들[11,16]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2016년 전국 59개 아

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건수 중 정서적 

학대(19.2%)와 방임(15.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 

이는 아동에게 명백하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심각한 행위

보다 방임에 대한 심각성의 인지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방임

은 아동학대의 다른 유형들의 결합보다 더욱 나쁘거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22]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시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행동양상을 민첩하게 인식하고 감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및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가 경험한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는데, 간호대학

생의 아동기학대 피해 경험을 조사한 연구[11]에서는 방임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이었고, 청소년의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결과[23]에서는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학대경험을 하위

유형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선행 연구들은 하위유형별로 학대

가 ‘전혀 없었다’ 1점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 5점까지의 척도를 사

용하여 평균점수를 비교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

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할 때 학대하는 등 학대의 세습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인 폐해도 우려된다[24]. 따라서 학대를 경험한 간호대학생

이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과 태도를 함양하여 신고의무자인 간호

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상담을 통한 치료적 서비

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에서 아동학대 

인식은 온정-애정의 부모 양육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고, 무시-무관심, 모호한 거부의 부모 양육태도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적 양

육태도를 경험했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학대 인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1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학대 인식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때 자녀 양육태도가 아

동의 향후 아동학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아동

학대 인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들 중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

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내 ․ 외적 태도나 행동

을 총괄하는 것으로[25], 양육태도를 측정할 때 부모 자신의 보고

보다는 자녀가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26]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

도를 살펴본 결과 Kim [18]과 Oh [23]의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

났으나 기존 선행 연구들은 미취학 아동부모[18]나 청소년[23]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지 않고 올바른 양육태도 및 행동으로 실현되기 위

해서는 부모의 수용적 태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온정적이고 애

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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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아동학대

경험과 성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

생의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요인을 연구한 Cho와 Chung [11]의 결

과에서도 성별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본 연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이 남성에 비해 높으며,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인식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정-애정의 부모 양육태

도를 경험할수록 아동학대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모호한 

거부 형태의 부모 양육태도를 경험한 경우 아동학대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Kim [1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결과

를 통해 부모로부터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한 경우 아

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더 높고, 어린 시절의 학대경험은 아동학대

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고의무

자인 간호사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

처가 전문가로서 취해야 할 올바른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와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행하였는데,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은 대체적

으로 높게 나타났고, 어린 시절 아동학대의 경험, 성별, 온정이나 

거부 형태의 부모 양육태도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민감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표준화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활성화하여 아동

학대 인식을 제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양육태도를 통한 아

동학대의 근절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의 정도를 확인하고 아

동학대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기

존의 선행 연구들은 간호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

식과 하위영역별 인식의 정도를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는 아동학

대 인식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대상자가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롯한 관련변수들이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3

개 대학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

반화하는 것은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확대한 반복 연구

가 필요하고 인식 조사를 비롯한 적극적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표

준화된 내용의 체계적 아동학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검증하

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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