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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luence of Child Abuse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Aggression, Peer Relations,
Depression,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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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
존중감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이영애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Objectives: The aims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aggression, peer relations,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the impact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school adjustment in late elementary school children.
Methods: This study was applied to assess second and third wav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312 fifth and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1,231 boys, 1,099 girl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erial multiple mediation model
with PROCESS macro.
Results: First, aggression, peer relations, depression, and self-esteem ha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on each other and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children's school
adjustment. However, child abuse experience had no direct effect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indirect effects of child abuse experience on aggression were largest among the four mediators.
Second, aggression, peer relations, depression, and self-esteem were found to have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child’s school adjustment.
Conclusion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aggression, peer relations, depression, and
self-esteem can be considered as multiple mediating variables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child’s school adjustment.

Keywords : child abuse experience, aggression, peer relations, depression,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Introduction

et al., 2003). 즉, 부모의 양육방식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와 목표, 양육행동 패턴의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초기 애착으로 시작되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발달과 적응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 학대는 부

에 결정적이다.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

모가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는데 실패한 극단적인 형태라 할

운데 하나는 자녀를 다루고 관리하는 특정한 방식이다(Wood

수 있다. 아동학대 현황보고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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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에 의하면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 된

교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하여 학교적응이라는 개념을

사례 중 피해아동의 연령은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의

폭넓게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hin & Kim, 2014).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와

아동의 비율이 그 다음 이었다. 아동학대 발생 빈도의 경우, 일

학업성취에 대한 가치와 추구 정도,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성

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러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한 학대 발생은 아동의 사회성, 행동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학교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회성의 학대가 만성적인 학대로

요인, 가족관련 요인, 그리고 학교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다양

이어지지 않도록 경미한 수준의 아동학대라도 재 학대 방지를

하게 수행되었다. 이 중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요인으로는 특히 부모에 의한 학대 및 부모의 양육태도 등이

아동의 학대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 행동문제 및 사회적

제시되었다(D.-K. Kim & Kim, 2015). 학교적응이 아동의 성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Stirling

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부모나 보

& Amaya-Jackson, 2008)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이 학

호자에 의한 학대는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양육방식으로 부모

대경험이 없는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그리고 지속적인 학대

와 자녀와의 관계에 심한 손상을 초래하여 아동의 심리사회적

경험이 일시적인 학대경험에 비해 우울, 비행, 공격성 및 외

발달과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S. Kim & Chun,

현적 문제행동을 더 나타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Cho, Kim,

2015). 아동의 학교적응 향상은 아동 자신의 유능감과 학교에

& Song, 2014; Éthier, Lemelin, & Lacharité, 2004; S. J. Kim &

대한 소속감을 통해 긍정적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능력을 촉진

Chung, 2013; H. B. Lee, 2014; Moylan et al., 2010). 또, 아동의

하고 학대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

학대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H. S. An, 2014; Shen, 2009), 또

하고 성장과 발달을 도움으로써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기

래관계의 문제(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그리고

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학교적응과 아동의 학대경험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

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irling & Amaya-Jackson,

하면 학대경험은 학업능력과 학업 성취도의 저하(Shonk &

2008). 학대경험으로 인한 정서, 행동 상의 문제 중 특히 우울,

Cicchetti, 2001), 학교에서 또래관계의 형성 및 교사와의 관계

공격성 등의 내재화와 외현화 문제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H. Bae, 2010; Chung, 2008; Jo, 2012; H. G. Kim, 2014; M. Kim

(C. K. Kim & Cho, 2014).

& Park, 2004; S. Kim, Yim, & Chung, 2014)에 직접적으로 영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은 중요한 과제이다. 학

향을 미치는 직접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령기 이후의 아동들은 생활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관련하여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에 의한

된다. 학교는 학령기 아동의 지적 역량을 발달시키고 심리사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관계 및 매개효과 분석에 관한

회적 적응과 관련된 유능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하며 부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외에 또래 및 교사와의 대인관계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4학

중요한 환경적 맥락으로, 학교적응은 아동과 청소년기에서 중

년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구조관계를 분석한 연구(S. Kim &

요한 발달과제 중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Danielsen, Samdal,

Chun, 2015; K.-W. Park, 2014)와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종단

Hetland, & Wold, 2009). 학교적응은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

연구를 통해 학대 경험은 학교적응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의 다차원적 특성 및 요구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데

않았고(H. J. An, 2016) 우울, 공격성,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필요한 학교에서의 순응(Spencer, 1999)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등과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관계 등 가정환경 요인을 통해

Moon (2002)은 학교적응을 학교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학업

직접 혹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H. Bae, 2010;

적 적응행동, 사회적 적응행동, 정의적 적응행동을 하위차원

Chang & Yang, 2007; H. G. Kim, 2014; J. Kim & Song, 2014; A.

으로, K. M. Lee와 Kim (2008)은 학교적응 척도를 학교 환경에

Park, 2014; Y. J. Park & Sung, 2014). 이들 매개요인 중 공격성,

서 이루어지는 학업 및 친구, 교사, 그리고 학교생활의 네 가지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적응에 관

미치는 위험요인 혹은 보호요인으로 분류되고 있다(Jo, 2012;

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

S. Park & Yoon, 2013).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 아동의

로 최근의 연구들은 학업성취나 학업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학

학대경험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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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경험으로 인한 학교적응의 영향에 공격성, 또래관계, 우

& Han, 2014). 국내의 선행연구들 중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학

울 및 자아존중감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하고 있다.

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학령기 아동의 학대경험과 학교

적 수준을 강화하는 보호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되었다(Kwon,

적응의 관계에서 이들 매개변수 각각의 개별적인 매개효과 혹

Lee, & Nho, 2013; A. Park, 2014; S. Park & Yoon, 2013). 이러한

은 구조관계를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다중의 매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령기 아동의 환경적 맥락에서 상호적 또

개변인 간 상호관련성을 경로분석을 통해 인과적 영향력을 살

래관계, 또래와의 애착 형성은 아동의 부정적인 양육으로 인한

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어려움을 완화하는 조절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또래관계, 자아

그러나 아동의 우울, 위축으로 대표되는 내재화 문제, 공격

존중감 그리고 학교적응의 상호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성, 또래관계의 문제 및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공격성,

연구들을 통해 이들 변인들 간의 인과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다. 먼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와 또래관계의 상호적 영향

매개변수로 공격성과 우울은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

을 밝히고자 한 연구들에 의하면(Bukowski, Laursen, & Hoza,

적으로 작용하는 위험요인인 한편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은

2010; Hoglund & Chisholm, 2014; Ladd, 2006; Lilienfeld, 2003;

적응적 수준에 따라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

van Lier & Koot, 2010) 5세에서 12세 아동과 학대경험 아동의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변수 간의 인과적 영향을 고려해볼 수

외현화 문제는 공격행동과 또래거부를, 위축행동과 또래거부

있다. 이론적으로 매개변수는 독립변수의 결과이며, 종속변수

는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의 원인이 된다(B. R. Bae, 2015). 예를 들어, 변수 A는 변수 B에,

배척, 회피, 친구 없음의 또래관계 문제는 우울을 증가시켰으

변수 B는 변수 C에, 변수 C는 변수 D에 영향을 준다면 이들 변

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또래관계의 형성은 우울의 변화를 조

수 간에 A→B→C→D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대경험은 매개

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변수들인 공격성에, 공격성은 또래관계, 또래관계는 우울, 우

또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는 또래문제와 공격성은 내재
화 문제와 상호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나타내었고

울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적 경
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Leadbeater & Hoglund, 2009), 또래관계 문제는 공격성과 우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경

울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남(Morrow, Hubbard, McAuliffe,

험이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자아존중감을 순차적으로 경유

Rubin, & Dearing, 2006)에 따라 공격성, 또래관계 문제, 우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울간의 상호인과적 관련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학령후기 아동의 학교적응을 촉진하

과 더불어 아동의 학대경험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또래관계

고 부적응적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적 개입 방안을 위한 기초적

의 질과 자아존중감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 연구(Bolger et al.,

인 자료와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1998)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표집 된 학대경험 아동과 학대경

같이 설정하였고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한 순차적 다중매개

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여 변화

모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양상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친밀한 상호적 또래관계
는 시간경과에 따라 학대경험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또래관계의 질은 자아존중감

d21

의 보호요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다음, 아동의 학대경험과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및 학교적
응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대경험 아동이 모두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
의 학대경험, 부모의 처벌적 혹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학교 부
적응, 빈약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H. G. Kim & Jo. 2016; Y. A.
Lee & Choi, 2015; Taussig & Culhane, 2010)를 나타낸 한편 상호
적 또래관계와 또래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학교부적응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J. Kim & Hong, 2015; J.-I. Lee, Kim,

d32

M2

M3

d41

MY1
a1

a2

a3
b1

X

d43

d42

d31

c’

M4
b2

b3

b4

Y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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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me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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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ggression,
peer relationp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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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S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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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ggression,
s,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the association between abuse ex
relations,
depression,
self-esteem
in the
association
between
perience
and schooland
adjustment.
X = abuse
experience;
Y = school
M1and
= aggression;
M2 = peer relations;
M3 = depression;
abuseadjustment;
experience
school adjustment.
X = abuse
experience; Y
M4 = self-esteem; a1~d43: pathways.
= school adjustment; M1 = aggression; M2 = peer relations; M3
= depression; M4 = self-esteem; a1～d43 =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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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신뢰도(Cronbach’s α)는 2차년도와 3차년도 각각 .812와 .844

아동의 학대경험이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존중감 각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았

각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단순매개효과는 어떠한

고, 학대경험은 부모와 보호자로 부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가?

및 언어폭력의 피해를 겪거나 직접적으로 당한 적이 있는 것
을 의미한다. 학대라는 용어는 아동학대, 아동 학대경험 혹은

연구문제 2.

피학대경험으로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의 학대경험이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매개효

종속변수: 학교적응

과는 어떠한가?
학교적응 척도는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학교규칙의
하위영역별 5문항 씩 총 20문항이다. 문항의 내용은 “놀이나

Methods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모둠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준다.”, “우리 선생
님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등으로 되어 있다. 학교적응은 2차
와 3차 년도의 2개년에 측정된 자료를 합산하여 점수의 범위는
32점에서 16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대한 흥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 패

학교규칙의 준수,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성이 좋은 것을 의미

널의 2차와 3차 년도의 자료로,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은 2차와

하며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Cronbach’s

3차 년도의 2개년 자료를,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자아존중

α)는 2차년도와 3차년도 각각 .891과 .889이었다.

감은 3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초4 패널의 전체 조사자는
전국에서 표집 된 2,378명이었으나 학대 문항에 반응하지 않

매개변인: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자아존중감

은 결측치를 제외한 2,312명(남자 = 1,213명; 여자 = 1,099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대상자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공격성 척도는 6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것을

에 해당한다.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기가 인지와 정서의 변화, 또래관계 및 환경적 맥락에서 변화

의 범위는 6점에서 24점이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36이

가 일어나고 학업적 수행과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는 발달과제

었다. 또래관계에 대한 측정은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하위영

들을 수행해야하기 때문(Oh & Shim, 2014)이다. 또, 전국 아

역별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되어있는 또래애착 척도를 사용하

동학대 현황 보고서(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에 따

였다. 문항의 내용은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를 이

르면 피해 아동의 연령은 만 10-12세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

야기 한다.”,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고 있고, 패널자료가 전국의 아동을 표본 조사하여 아동의 전

등으로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9점에서 36점이며 신뢰도

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Cronbach’s α)는 .784이었다. 전체 문항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또래관계가 좋음을 나타낸다.

연구변인 및 척도

우울 척도는 10문항으로 문항의 내용은 “모든 일이 힘들
다.”, “울기를 잘 한다.”, “장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등으로

독립변수: 학대경험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며 신뢰도
(Cronbach’s α)는 .922이었다. 자아존중감은 10문항으로 문항

학대 척도는 정서학대, 신체학대 및 언어폭력 피해 경험 여부

의 내용은 “나는 내가 장점이 많다고 느낀다.”, “나는 나에 대

를 측정하는 4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문항의 내용은 “내 몸에

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

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며, 신뢰도(Cronbach’s α)는 .794

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이었다.

많다.” 등으로 되어 있다. 학대경험은 2차와 3차 년도의 2개년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수들을 측정한 척도들은 매우 그렇

에 측정된 자료를 합산하여 점수의 범위는 8점에서 32점이다.

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전혀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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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점)로 평정하였으며(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7),

2013)와 SPSS 21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문제의 검정에 적합하게 점수를 역환산하여 사용하였
다.

Results

연구 모형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
본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학대경험(독립변수)이 공격성
(매개변수 1), 또래관계(매개변수 2), 우울(매개변수 3), 자아

연구 모형에 관련된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와

존중감(매개변수 4)을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학교적응(종속

상관계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들의 왜도 및 첨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다중매개모형을 설정하였다

도의 절대 값이 각각 2 미만과 4 미만으로(H. B. Lee, 2014) 정

(Figure 1). Hayes (2013)는 매개 및 조절, 조절된 매개모형을

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 주요 변수들은 학대경험과 공격성

분석할 수 있는 PROCESS macro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는데

(r = .335), 학대경험과 우울(r = .308) 간 에는 정적 상관을, 그

본 연구의 모형은 6번에 해당한다. 이 모형에는 독립변수→

리고 학대경험과 또래관계(r = -.259) 및 학대경험과 자아존중

매개변수→종속변수의 15개 경로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감(r = -.345), 학대경험과 학교적응(r = -.241) 간 에는 부적 상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경로는 4개로 이들 경로의 간접효과는

관을 나타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a1b1, a2b2, a3b3, a4b4로 산출된다. 두개의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다( p < .01).

경로는 6개로 이들 경로의 간접효과는 a1d21b2, a1d31b3, a1d41b4,
a2d32b3, a2d42b4, a3d43b4로 분석된다. 세 개의 매개변수를 경유하

순차적 다중매개모형의 회귀분석 결과

는 경로는 4개로 이들 경로의 간접효과는 a1d21d32b3, a1d21d42b4,
a1d31d43b4, a2d32d43b4 이다. 4개의 매개변수들을 연속적으로

매개효과를 검정하기에 앞서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확인하

모두 경유하는 1개의 순차적 다중매개 경로의 간접효과는

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

a1d21d32d43b4로 측정된다. 그리고 학대경험에서 학교적응의 경

수의 자기상관을 나타내는 Durbin-Watson 지수는 1.888 (1.8

로가 설정되었고 직접효과(c´)를 나타낸다.

< d < 2.22)로 2미만이어서 자기상관이 없음에 따라 독립적이
라고 할 수 있다. 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는 VIF값은

연구 절차 및 분석 방법

학대경험이 1.238, 우울은 1.433, 공격성은 1.400, 또래관계는
1.451, 자아존중감은 1.571로 10미만이어서 다중공선성의 문

본 연구모형은 매개변수들 간의 순차적인 인과적 영향력을 알

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아보기 위한 횡단연구이다. 이에 따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

다음, 순차적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소자승 경로분

사의 초4 패널자료 중 본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수들이 조사

석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와 Figure 2에 제시하였

된 2차 년도(2011년)와 3차 년도(2012년)의 2개년 자료를 변

다. 매개변수인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수 별로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모든 변수들의 척도에 대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공격성은 또래관계(d21 = -.165, p <

한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한 다음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

.001)에 부적으로, 우울(d31 = .703, p < .001)에는 정적으로 유의

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고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또래관계는 우울(d32 = -.164, p

최소자승(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 영

< .001) 그리고 우울은 자아존중감(d43 = -.120, p < .001)에 부적

향력을 확인하였다. 셋째, 하나의 매개변수만 통과하는 단순

으로, 자아존중감(d42 = .476, p < .05)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

매개와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순차적 다중매개의

을 나타내었다. 자아존중감은 공격성(d41 = -.033, p > .05)에 유

15개 경로들에 대한 특정 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s)를 분

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해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계수의 산출, 회귀분석 및 간접효
과의 유의성 검정은 붓스트랩(bootstrap) 95% 신뢰구간 설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붓스트랩 표본 수는 10,000개로 지정하였
다.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분석에는 PROCESS macro (Hayes,

Young Ae Lee 30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and Correlations
1
1. Abuse experience
—
2. Aggression
.335**
3. Peer-relations
-.259**
4. Depression
.308**
5. Self-esteem
-.345**
6. School adjustment
-.241***
M
13.766
SD
4.361
Skewness
.959
Kurtosis
.982
Note. N = 2,171 (bootstrap sample).
**p < .01. ***p < .001.

2

3

4

5

—
-.204**
.496**
-.263**
.318**
12.178
3.664
.256
.113

—
-.246**
.557**
.426**
27.271
4.559
-.170
.120

—
-.345**
-.296**
17.003
6.039
.729
.221

—
.493**
28.149
4.549
-.181
-.114

6

—
121.378
14.982
-.387
.974

Table 2
Results of a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Multiple Mediating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Antecedent variables
Consequent variable Path-ways
Abuse experience
Aggression
a1
(constant)
R = .335
R2 = .112
F = 273.658 (1, 2169)
Abuse experience
Peer relations
a2
Aggression
d21
(constant)
R = .288
R2= .083
F = 97.798 (2, 2168)
Abuse experience
Depression
a3
Aggression
d31
Peer relations
d32
(constant)
R = .532
R2 = .283
F = 285.307 (3, 2167)
Abuse experience
Self-esteem
a4
Aggression
d41
Peer relations
d42
Depression
d43
(constant)
R = .603
R2 = .364
F = 309.262 (4, 2166)
Aggression
School adjustment
b1
Peer relations
b2
Depression
b3
Self-esteem
b4
Abuse experience
c’
(constant)
R = .565
R2 = .319
F = 203.033 (5, 2165)
Note. Coeff = Non-standardized coefficient.
*p < .05. ***p < .001.

Coeff
.281
8.307

SE
.017
.245

t
16.543***
33.845***

p
.000
.000

-.224
-.165
32.369

.023
.027
.384

-9.840***
-6.072***
84.346***

.000
.000
.000

.184
.703
-.164
10.390

.027
.032
.025
.930

6.752***
21.904***
-6.536***
11.170***

.000
.000
.000
.000

-.165
-.033
.476
-.120
22.800

.020
.026
.018
.016
.697

-8.195***
-1.266
25.715***
-7.687***
32.730***

.000
.206
.000
.000
.000

-.679
.641
-.132
1.064
-.029
81.781

.086
.070
.070
.071
.068
2.829

-7.917
9.129***
9.129*
14.902***
-.430
28.911***

.000
.000
.012
.000
.667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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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효과의 크기는 공격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각
의 매개변수들은 단순매개효과를 나타내어 학대경험은 공격
성, 우울,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각각을 통해 학교적응에 부적
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두 개의 매개변수를 경유하는 6개 경로의 간접효과는 공격
성과 또래관계(a1d21b2 = -.030), 공격성과 우울(a1d31b3 = -.026),
또래관계와 우울(a2d32b3 = -.005), 또래관계와 우울(a2d42b4 =
-.114), 우울과 자아존중감(a3d43b4 = -.024)이 모두 음의 값을 나
Figure 2.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among the multiple
mediating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and dependent variable.
Coefficients are non-standardized. The dotted line indicates a nonsignificant pathway.
*p < .05. ***p < .001.

다중매개변수의 간접효과 분해 결과

타내었으며 이들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6개 경로 중 음의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은 또래관계, 자아존중감을 통한 경로
이었다. 공격성과 자아존중감(a1d41b4 = -.010)을 통한 경로의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개의 매개변수들에 의한 15개 경로들의 간접효과에 대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매개변수 세 개와 네 개를 경유하는 경로들의 간
접효과

매개변수 하나와 두개를 경유하는 경로들의 간접
효과

매개변수 세 개와 네 개를 경유하는 경로들의 간접효과에 대

매개변수 하나와 두 개를 통한 경로들의 간접효과에 대한 결

유하는 4개 경로의 간접효과는 공격성, 또래관계와 자아존중

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하나의 매개변수를 경유하

감(a1d21d42b4 = -.023), 공격성, 우울과 자아존중감(a1d31d43b4 =

는 4개 경로들의 간접효과는 공격성(a1b1 = -.191), 또래관계

-.025) 그리고 또래관계, 우울과 자아존중감(a2d32d43b4 = -.005)은

(a2b2 = -.144), 우울(a3b3 = -.024), 자아존중감(a4b4 = -.175)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들 간접효과는 95% 신뢰구간에 0을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공격성, 또래관계와 우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들 간

울(a1d21d32b3 = -.007)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기 때

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세 개의 매개변수를 경

Table 3
The Indirect Effect of Pathways Through One and Two Mediating Variables

Abuse experience → Aggression → School adjustment (a1b1)
Abuse experience → Peer relations → School adjustment (a2b2)
Abuse experience → Depression → School adjustment (a3b3)
Abuse experience →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a4b4)
Abuse experience → Aggression → Peer relations → School adjustment (a1d21b2)
Abuse experience → Aggression → Depression → School adjustment (a1d31b3)
Abuse experience → Aggression →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a1d41b4)
Abuse experience → Peer relations → Depression → School adjustment (a2d32b3)
Abuse experience → Peer relations →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a2d42b4)
Abuse experience → Depression →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a3d43b4)

Effect
-.191
-.144
-.024
-.175
-.030
-.026
-.010
-.005
-.114
-.024

Boot SE
.031
.023
.012
.028
.006
.012
.008
.003
.015
.006

Note. CI =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 bootstrap lower limit; Boot ULCI = bootstrap upper limit.

95% CI
Boot LLCI Boot ULCI
-.255
-.132
-.195
-.103
-.051
-.003
-.233
-.126
-.044
-.018
-.051
-.003
-.027
.006
-.011
-.001
-.145
-.087
-.037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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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Indirect Effect of Pathways Through Three and Four Mediating Variables
95% CI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Abuse experience → Aggression → Peer relations → Depression → School adjustment
(a1d21d32b3)

-.001

.001

-.002

.000

Abuse experience → Aggression → Peer relations →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a1d21d42b4)

-.023

.005

-.035

-.015

Abuse experience → Aggression → Depression →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a1d31d43b4)

-.025

.005

-.036

-.017

Abuse experience → Peer relations → Depression →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a2d32d43b4)

-.005

.001

-.007

-.003

Abuse experience → Aggression → Peer relations → Depression →Self-esteem → School adjustment
(a1d21d32d43b4)

-.001

.000

-.002

-.001

Note. CI =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 Boot LLCI = bootstrap lower limit; Boot ULCI = bootstrap upper limit.

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 네 개의 매개변수를

중 공격성의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경험

순차적으로 경유는 경로인 학대경험→공격성→또래관계→우

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먼저, 공

울→자아존중감→학교적응(a1d21d32d43b4 = -.001)의 간접효과

격성, 우울은 학대경험으로 인한 학교적응의 영향에 매개효

는 음의 값을 나타내었고,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

과를 나타낸 본 결과는 아동의 학대경험은 학교적응에 직접

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학대경험은 우울,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고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와 공격성 등

공격성, 또래관계, 자아존중감을 연속적으로 경유하여 학교적

의 외현화 문제는 학교적응에 매개효과를 나타난 선행연구 결

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매

과들을 지지하였다(S. Kim & Chun, 2015; S. J. Kim & Chung,

개변수는 순차적으로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총

2013; Shonk & Cicchetti, 2001). 다음, 본 결과 중 또래관계, 자

간접효과는 모든 특정 간접효과들의 합계이다. 총 간접효과는

아존중감은 각각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는데 부모의 학대 및 방

-.798 이었고 95% 신뢰구간(하한값: -.897, 상한값: -.699)에 0

임이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

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와 또래애착(Hwang & Kim, 2018; E. A. Kim & Bae, 2016; H.
G. Kim & Jo, 2016) 또는 학교 내 주요 대인관계인 교우관계(S.
Kim, Yim, & Chung, 2014), 자아존중감(H. S. An, 2014; S. Park

Discussion

& Yoon, 2013)의 매개효과를 밝힌 결과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들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본 연구는 학령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경험이 공격성, 또

자아존중감은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작용하는 매개

래관계, 우울,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변수를 순차적으로 경유

요인들임을 알 수 있으며 공격성, 우울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매개효과와 매개변수 별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호적 또래관계,

단순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인과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 향상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으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연구결과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같다.

또, 매개변수 중 공격성의 간접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

첫째, 학대경험이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자아존중감의 각

난 본 결과는 부모의 처벌적 양육행동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

각 하나의 매개변수를 통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향력이 형제관계 및 부모 간 갈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

부적으로 유의한 단순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들 매개변수

로 나타난 결과(M. J. Kim & Doh, 2001)와 관련된다. 한국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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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동의 학

할을 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학대경험을 종단적 연구방

대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최신 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중학교

법을 적용하였다는 점, 또래관계의 특성과 경험을 또래선호

와 고등학교로 갈수록 최신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던 결과(S. J.

도, 친구 수 및 친구와의 갈등으로 분류한 척도에 의한 결과라

Kim & Chung, 2013)와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

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한

해 학대는 부모와 자녀간의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관계의 손

논의를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보면 학교적응을 보다 더

상으로 부모-아동 사이의 강압적 상호작용 방식으로 인해 아

촉진하기 위해 공격성, 우울을 다루는데 있어 보호요인으로

동은 자신의 감정이나 정서를 조절하고 사회정서적 경험을 표

작용할 수 있는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을 함께 고려한 자존감

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공격적 행동을 표출하는 것으로

향상 프로그램, 갈등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대인관계촉진 프

유추해볼 수 있다.

로그램, 자신과 타자와 교감하는 정서적 공감 훈련, 사회성 향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 발생은 학령후기인 초등학교

상을 위한 또래집단 간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을 고려해 볼 수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교사, 학부모, 아동을 포함하는 다중체계

있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이되는 시기에 발달과정 상의

적 개입을 통해 학교적응 수준을 보다 더 높이고 아동의 지속

급격한 변화, 상급학교 진학에 요구되는 학업 수행에 대한 기

적인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 등이 아동과 가족에게 스트레스와 가족 갈등을 야기하여

셋째, 학대경험이 공격성, 자아존중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여(S. Kim & Lee, 2010) 공격성을 유발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선

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학

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의한 학대가 공격

령후기 아동기에 야기되는 공격성은 청소년기의 일탈행동이

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밝히고

나 비행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 장면이나 또래 간

있으며(GhorbaniAmir & AhmadiGatab, 2011; J.-C. Kim & Choi,

에서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아동들에 대해 학대경험 여부를

2011; Soler, Kirchner, Paretilla, & Forns, 2013), 학대경험은 자아

점검하고 학대를 경험한 것이 나타나는 경우 상담적 접근과

존중감을 통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나타낸 결

재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과(S.-J. Lee & Nam, 2016)들과 불일치한다. 이들의 연구는 신

둘째, 학대경험이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체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등으로 학대 유형을 구분하여 매

순차적으로 경유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효과를 분석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대 유형 별로 구분하

다중매개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들 매개변인은 연속적으로

지 않았다는 것, 대상자의 연령, 발달 시기 및 선정한 결과변인

학교적응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

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경험은 연

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

구자나 연구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학대발생 연령, 학대유형,

격성, 우울이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부모에 의한 피학대경험

심각성 및 지속성 정도에 대한 평가와 개념이 상이할 뿐만 아

은 학교적응에 직접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결

니라 학대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제

과를 지지하였다(Chung 2008; E. J. Park & Choi, 2014; K. W.

수행 및 적응적 문제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날 수 있다는 점

Park, 2014; Y. J. Park & Sung, 2014; You, 2014). 학대경험 아동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대경험이 공격성, 또래관계, 우

의 부모-자녀관계는 우울, 공격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학

울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는 유의

교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결과(Chang &

하지 않았으나 우울, 또래관계 경로의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

Yang, 2007; Shonk & Cicchetti, 2001)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함께 관련지어 논의하고자 한다. 그러

학대경험과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영향에 대한

나 학대경험과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의 순차적인 인과적 영향

본 결과를 Bolger 등(1998)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의 발달과 정신병

이들의 연구에서 학대경험 아동은 학대경험이 없는 아동과 비

리에서 또래관계가 위험요인 혹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기

교해서 또래들이 덜 선호하였고, 학대경험 아동 중 일부에서

제를 밝히고자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좋은 친구관계는 시간경과에 따라 자존감의 향상을 촉진하여

Bukowski 등(2010)은 3학년에서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3차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조절변수로 확인된 결과는

시기에 걸친 종단연구를 통해 1차시기에 배척과 회피의 또래

본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래관계의 질

관계 문제는 3차시기의 우울 수준을 높이고, 1차와 2차시기에

은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절하는 강화인자의 역

또래관계의 형성은 우울 수준의 감소에 영향을 미쳐 또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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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절효과를 제시하였다. 또, 초등학교 2학년 시기의 우울 등

였고 적은 수의 문항으로 되어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본

의 내재화 문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기의 또래피해 문제가 증

연구는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횡단적 연구방법을 적용

가하는 것으로 밝혔다(Leabeater & Hoglund, 2009). 그러나 공

하여 이전의 학대경험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경험의

격성, 또래관계와 우울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지속에 따른 만성적 정도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Bolger

타난 본 결과는 이들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등(1998)은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학대경험 아동 중 일부에서 좋

내재화 문제는 또래의 사회적 선호나 또래피해 문제를 야기하

은 친구관계를 가진 일부 아동은 시간경과에 따라 자아존중감

지 않는다는 결과(van Lier & Koot, 2010)와 관련지어 볼 수 있

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학대가 처음 시작된 시기,

다. 이러한 불일치한 점은 횡단, 종단적 연구방법의 차이, 거부,

학대를 경험한 발달 시기, 지속 기간 및 심각성 정도에 따라 학

배척, 수용, 피해 및 친구 수로 또래관계의 특성을 측정한 점,

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추

그리고 결과변인이 상이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후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을 다중 영역으로 분류하여 보호자 면

또, 이들 결과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학대적 양육방식은 아
동의 관계적 욕구와 가치감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담, 평가자를 통해 측정함으로써 학대경험이 매개변인에 미치
는 영향력을 심층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요구된다.

써 또래와의 관계에서 거부나 소외를 지각하게 하여 아동의 사

다음, 본 연구에서는 학령후기 아동의 또래관계는 아동이

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지각하는 또래관계 정도로 측정한 척도이었다. Perkins와 Jones

애착이론과 사회정보처리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아동은 부모

(2004)의 연구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친구가 있는 것은 학대

와의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관계에 대한 내적 모델을 학습하고

를 경험한 청소년의 적응 수준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성

그들의 또래관계에 이 내적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모양

장지향적 행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친

육의 간접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효율적인 양육

사회적 행동을 하는 친구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을 통해 아동이 주변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적절한 행동의 예를

결과는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들의 환경적 맥락이 가정

제시하고, 사회적 기술을 실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또래관

에서 학교와 또래관계로 확대되면서 또래집단의 규범이 전이

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안내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

되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 척도의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Ladd, Profilet, & Hart, 1992).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잘 유지되는 정도로 측정하여 또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한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래관계의 질과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에 대

학령후기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

한 보완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또래관계의 특성을 수용, 거부,

일의 요인보다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공격성, 우울, 또래관계

피해 및 친구 유무로 측정하여 우울, 공격성 및 자아존중감에

및 자아존중감의 다중 매개변수들이 연속적으로 경유하는 경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로를 확인하고 매개변수들의 순차적인 인과적 영향력을 통해

끝으로,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 매개효과 검정에 있어 공격

매개적 관계를 밝힌 것이다. 둘째,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자

성,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시불변 변수로 분석하였

아존중감은 학대경험과 학교적응의 관계에 다중의 매개요인

다. 그러나 아동의 발달과 적응 및 부적응적 행동에 관련되는

이 작용하여 공격성, 우울은 위험요인으로 또래관계, 자아존

이들 변수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현재와 시간의 경과

중감은 공격성, 우울을 완화하고 학교적응 향상에 기여하는

에 따른 발달적 산물임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아동의 학대경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매개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한 것이다.

험이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을 순차적으로 경

이들 매개변수들의 매개효과는 공격성이 다른 매개변수들에

유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매개효과가 확인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그 다음으로 우울로 나타나 후기 아동

따라 초기 아동기에서 후기 아동기에 걸쳐 시간적 변화를 고려

기의 공격성과 우울에 대한 개입에 있어 또래관계, 자아존중

한 종단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이들 매개변수 간의 상호인과

감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학교적응을 보다 더 촉진할 수 있음

적 관계의 과정을 알아보는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을 확인한 것이다.

아동의 발달과 적응적 행동을 촉진하는 보호요인과 적응유연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성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함으로써 아동기

제언으로 먼저,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패널자료의 학대경험

의 발달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적응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

척도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언어폭력의 피해 정도를 측정하

체적인 정보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는 내용을 아동들이 지각한 것에 의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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