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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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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사이버대학교

본 연구는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행동과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변인의 매개역할 여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의 중학교 1학년 자료를 활용하
여 분석대상은 2,090명이며, 상관관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
면, 주요 변인들인 부모의 학대, 교사관계, 교우관계, 가해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나
타냈으며,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에서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두 변수 모두 매개변수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학교안의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가 학교폭력 가해행위와 관련
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학대
를 당한 경험이 있는 폭력의 피해자들이 학교에서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역기능적 순
환을 막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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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연구는 가정 안에서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
동과의 관계에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이들이 두 변수간의 매개역할
을 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저연령화되고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사이버환경에까지 퍼져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을 탈피한다 하더라도 학교폭력
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주도해야 하는 배움의
장인 학교는 폭력의 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학생을 가해자, 피해자로 분류하며 학생들의 개입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일부 학생들의 장난이나 싸움정도로 여겨지던 학교폭력 문제는
이제 학생을 넘어서 학교전체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창시절 학교폭력의 문제는 단순히 그 시점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
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교폭력의 원인은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사회적 요인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
되어 왔다. 그 중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주된 요인으로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환경인 가정
과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가정안에서의 폭력 및 학대와 학교폭
력간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공격성이나 폭력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Me
rsky & Reynolds, 2007; Salzinger, Rosario, & Feldman, 2007),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이지현, 정윤
경, 2008; 김정옥, 박경규, 2002).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폭력경험에 노출될 경우 학교폭력 가해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김민정, 2010; 김재엽, 이순호, 2011; 김
정란, 2014; 박성숙, 박성옥, 손의성, 2015; 정윤경, 김혜진, 김정우, 2012; 조춘범, 조남홍, 201
1), Mejia 외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을 증가

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이 보고되어 왔다(정윤경 외, 201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아동 청소년들이 가정안에서 경험하는 학대나 폭력의 영향력은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장시간 생활하게 되는 학교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
학대가 학교폭력행동으로 연결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은 자
기 자신이 나쁜 아동이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자기신념은 수치심을
유발하게 된다(이봉주, 김세원, 2014). 수치심이 높은 경우 자신의 수치심을 타인에 대한 비난
으로 전환할 수 있고, 자신을 심판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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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Bennett, Sulivan, & Lewis, 2005). Agnew는 일상생활에서 긴장이 발생하면 화와 우울
등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폭력행위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고 보았다(이지연, 박동필, 2015에서 재인용).
특히 청소년기에는 또래관계에 대한 관심과 그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가정안에서의 폭력과
학대가 고스란히 학교안의 또래에게 전환될 수 있고, 가정과 학교를 오고가면서 폭력의 악순
환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학대를 받은 아동 및 청소년은 또래관계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은 공격적인 성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공격적 성향으로 또
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정익중, 2008). 또한 학대로 인한
정서적 억압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아동이 건강한 관계를 형
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은미, 이지은, 정익중, 2013). 이렇듯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관계의 어려움은 학교폭력의 형태로 표출될 수 있고, 학대받은 청
소년들은 가정안에서는 피해자이지만 학교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폭력의 전수자로
학교폭력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모두 학교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며, 학대를 경험했지만 청소년기나 성인기를 거치면서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탄력성 이론에 근거한 개인 내외적 보호요인은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응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다고 하였다(Perkins & Jones, 2004). 학교폭력문
제에 있어서도 학대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학교폭력문제를 일으키고 폭
력의 가해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순
환고리를 끊어내는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모두 관계적 측면에서 야기되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학대받은 경험
이 있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 및 예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관계적 측면에 대
한 관심이 요구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보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부적응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다(박범
규, 2009). 교사의 무관심이나 비일관성, 권위주의적 태도 등은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될 수 있고, 교사에 의한 폭력적 체벌의 경험은 폭력의 학습 또는 폭력의 정당화를 부
여해 집단따돌림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정, 2003).
김민성 외는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관계 못지않게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성
장과 발달에 큰 의미가 있으며, 학교안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은 일상의 상호작용 속
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환경체계이므로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사관계와 교우
관계는 중요하다고 보았다(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에서 재인용). 학대받은 경험과 학교적
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주요 매개변수로 나타나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
영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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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사와의 관계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교사와 같은 대안적인 애착대상이 형성될 수 있으며(Meehan, Hughes
& Cavell, 2003), 이러한 대안적인 애착대상과의 관계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긍정적인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는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고(Meehan et al., 2003), 학대
받은 아동에게 보호요인의 하나로 교사의 지지는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의미있는 매개변인으
로 나타나며, 아동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김순
규, 2007).
김은형은 교사와의 관계와 함께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중심적인 인간관계이자 의미있는
타인으로서 기능하는 교우관계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권지은 외, 2013에서 재인용).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구와
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윤미선, 이영옥, 2005),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친구의 지지는 대인불안이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되었다(박
상미, 2008). 또한 긍정적 또래의 영향과 같은 발달자산은 폭력과 같은 부정적 행동을 감소시
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박성숙 외, 2015). 한 대상과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충족되지 못하는 경
우에도 다른 대상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이미 손상된 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
시킬 수 있다(정익중, 박민아, 2013).
관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비록 가정에서는 학대를 받았지만 학교에서 경험하는 또 다른 어
른인 교사의 관심과 보호를 받고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는 학대의 피해자에
서 폭력의 가해자로 전환되는 연결지점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학대라는 관계적 손상이 학교에서 맺는 주요 대상인 교사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와 매개될 때 학교폭력가해라는 문제행위를 낮추고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해 보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교사 및 교우관계가 학교생활과 관련되는 요인임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와 학교
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대경험과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
구들(김나예, 2012; 김미정, 염동문, 2012; 김영현, 2007; 김진, 김명식 2011; 배화옥, 2010; 송미
령, 이재연, 2011)이 주를 이루며, 최근에 학대경험 및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
들(박은주, 최말옥, 2014; 이인선, 최지현, 2014; 정익중, 2008)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가해와
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김재엽, 이순호, 2011; 김정란, 2014; 정윤경 외, 2012; 조춘범, 조
남흥, 2011)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피해와의 관계에 초점
을 두거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성이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학교폭력 가해행위와의 관련성에서 교사 및 교우의 관계적 측면을 매개
로 그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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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안에서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로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를 설정하고 이들이 두 변수간의 매
개역할을 하는지 여부와 그 영향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안에서 학대받
은 폭력의 피해자들이 학교에서는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역기능적 순환 고리를 막기 위해 관
계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교사관계는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가?
둘째, 중학생의 교우관계는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
칠 것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초4 패널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층화표집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학교 경험, 행동, 환경 등을 조사한 자료이다. 2013년 4차년도 패널조사 대

상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있으며, 그 중에서 중학교 1학년의 대
상을 선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가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
에 대한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의 69%수준으로 가장 높았다는(교육과학기술부, 2012) 현황과 중학생이 고등학생이나 초등학
생에 비해 학교폭력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성지희, 정문자, 2007)를 바탕으로 선
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 응답자는 전체 2,378명이었고, 해당 변인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남자
1,097명, 여자 993명의 총2,09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부모의 학대
부모의 학대 변인은 허묘연(2000), 김세원(2003)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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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성한 척도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
임으로 구분된다(김현수, 1997). 본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척도를
이용하였다. 대표문항으로는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가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리커트식 4점 척도로 이루어
져 있으며,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문
항 간 방향성을 통일하여 역점수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생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하기’,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패싸움’, ’심
하게 때리기(폭행)’, ‘협박하기’, ‘돈이나 물건 뺏기(삥뜯기)’의 6개 항목으로 측정했다. 학생들
은 지난 1년 동안에 위와 같은 가해행위를 한 적이 있으면 ‘1’로 그렇지 않으면 ‘0’으로 구분
하고 총합점수를 산출하여 가해행위 척도를 구성하여, 6개 항목의 가해행위의 빈도의 합을
학교폭력 가해경험으로 측정하였다.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얼마나 잘 지내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민병수(1991)가 제
작한 학교생활 적응척도의 하위요인 ‘교우관계’ 5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대표문항으로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가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점척도로 ‘매우 그

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하게 된다.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간 방향성을 통일하여 역점수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61으로 나타났다.

교사관계
교사관계는 교사와의 관계를 얼마나 우호적으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민병
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 적응 척도의 하위 요인 ‘교사관계’ 5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대
표문항으로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가 있다. 본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4
점척도로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로 평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문항
간 방향성을 통일하여 역점수로 환산한 평균점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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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인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검증 3단계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최종 분석 대상 2,090명은 모두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으며, 남학생이 1,097명(52.5%), 여학
생이 993명(47.5%)으로 남자가 5%가량 높았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학교폭력 가해 비경험자
가 1,890명(90.3%)였으며, 가해 경험자가 202명(9.7%)이었다. 가해 경험자의 성별 분포를 살펴
보면 가해경험자가 남자는 133명(65.8%), 여자는 69명(34.2%)로 남학생이 약 2배정도 많이 분
포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
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가해 경험은 부모의 학대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r=.07, p<.01), 교우관계(r=-.13, p<.001)와 교사관계(r=-.08, p<.001)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학대는 교우관계(r=-.23, p<.001)와 교사관계(r=-.09, p<.001)와 부적상
관을 보였고, 교사관계와 교우관계는 정적상관(r=.44, p<.001)을 보였다.

- 327 -

고경은․이수림

<표 1>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1. 가해 경험
.07**

2. 학대

**

3. 교우관계

-.13***

-.23***

4. 교사관계

-.08***

-.09***

평균

.15

1.79

3.12

2.93

표준편차

.56

.69

.42

.65

p<.01

.44***

, ***

p<.001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인 부모의 학대, 교사관계, 교우관계, 가해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관
계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대는 가해경험과 정적 상관이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와는 부
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부모의 학대를 경험한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교우관계와 교사관계가 부정적인 것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우관계와 교사관계는 정적
상관이 나타나 교우관계가 좋은것과 교사관계가 좋다는 것이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가해경
험은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와도 부적상관이 나타나 가해경험이 부정적인 교사관계와 교우관계
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우선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
성 검증을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Baron과

Kenny(1986)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이

절차는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부모의 학대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대가 가해 경험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07, p<.01), 2단계에서도 학대가 교우관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3, p<.001), 3단계에서도 교우관계의 영향력(β
=-.11, p<.001)이 유의하면서 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β=.07, p<.01)보다 3

단계(β=.04, p<.05)에서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 때 교우관계는 학대와 가해 경험의 관계를 부
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보
면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우관계의 매개
효과는 Z값이 1.96이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4.71, p<.001). 학대와 가해 경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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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교우관계의 부분 매개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 2>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B
학대→ 가해 경험

1단계

.06

S.E.
.02

β

t

.07

3.20

**
***

2단계

학대→교우관계

-.14

.01

-.23

-10.86

3단계

학대→가해 경험

.04

.02

.04

1.99*

교우관계→가해 경험

-.15

.03

-.11

-5.12***

**

p<.01

R2

F

.01

10.24**

.05

117.96***

.02

18.46***

, ***

p<.001

[그림 1] 학대와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우관계의 부분 매개 모형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
회귀분석의 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 검
증을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확인한 결과, 각 변수들 간의 VIF 값이 10이
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Baron과 Kenny(1986)에
따라 부모의 학대가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1단계에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대가 가해 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β=.07, p<.01), 2단계에서도 학대가 교사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09, p<.001), 3단계에서도 교사관계의 영향력(β=-.08, p<.001)이
유의하면서 학대가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β=.07, p<.01)보다 3단계(β=.06,
p<.01)에서 줄어드는 것을 보았을 때 교사관계는 학대와 가해 경험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교사관
계의 매개효과는 Z값이 1.96이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2.76, p<.01). 학대와 가해
경험 관계에서 교사관계의 부분 매개모형을 그림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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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모의 학대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
B

S.E.

β

t
**

1단계

학대→ 가해 경험

.06

.02

.07

3.20

2단계

학대→교사관계

-.09

.02

-.09

-4.21***

3단계

학대→가해 경험

.05

.02

.06

2.92**

교사관계→가해 경험

-.07

.02

-.08

-3.55***

**

p<.01,

R2

F

.01

10.24**

.01

17.71***

.01

11.59***

***

p<.001

[그림 2] 학대와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사관계의 부분 매개 모형

논

의

본 연구는 부모의 학대가 중학생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
에서 교사관계와 교우관계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를 통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부모의 학
대, 가해행동, 교사관계, 교우관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연구의
주요 변수인 학대경험과 학교폭력 가해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부모의 학대와 가
해행동과의 관련성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셋째,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과
의 관련성에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논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 부모의 학대를 경
험한 학생일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폭력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김정옥, 박경규, 2002; 김재엽 외, 200
8; Mersky & Reynolds, 2007; Salzinger et al., 2007)와 일치하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학교

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김민정, 2010; 김정란, 2014; 정윤경 외, 2012; 조춘
범, 조남흥, 2011)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교사 및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문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의 상처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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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공격적으로 표출하는 형태로 전환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학
교폭력의 배경에 가정안에서의 학대피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
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발견하게 된다면 학교폭력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적 개입 이전에 가정에서의 학대상황에 따른 심리상태와 상처치료에 대한 개입이 전제가 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 시 가정에서의 학대사실이 밝혀졌다면 학생의 가정에
대한 개입은 필수적이다. 가정안의 폭력이나 학대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해 학생에게만
개입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 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남아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대피해 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사정과 함
께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개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차원에
서도 부모의 역할과 취약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이인선, 최지현, 2014).
가정과 학교로 이어지는 폭력의 순환과정에 따른 배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모면담, 가정
방문, 전문기관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있어 학대는 위기상황이며, 학교의 교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들은 학대 신고의 의무자이다. 따라서 가정안에서의 학대와 폭력문제가 심각하다면 보호기관
에 신고해야 한다. 학대는 아동뿐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손상을 가하고 악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대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대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학대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다. 학교안의 교사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가정안에서의 학대가 학
생의 부적응이나 학교폭력문제와 연결되는 사안인지에 대해 파악하고 개입하며, 개입 결과에
대해 학생의 학교생활 상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둘째,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우관
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우관계가 좋으면 부모의 학대가 있더라도 가해행동을 줄
이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교우관계
를 중요시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하며, 학대피해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우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라는 설명(권지은 외, 2013)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청소년기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또래 접촉의 시간도 길어진다.
또래관계를 중시하는 청소년기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학대경험
을 친구에게 노출할 수 있으며, 학대경험에 따른 상처를 또래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할 수 있
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학대로 인한 불안감이나 내재되어 있는 스트레스나 공격성을 해소
하고 학교폭력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를 경험한 학생들이 학교폭력
의 문제에 연결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교사들은 학급 내 학생들의 또래관계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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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며, 학급구성원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적 지지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 학급안에서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급구성원의 어려움을 방관하는 문화를 근절시키고, 또래지원자나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학
급 전체에 일상화될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대받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지체계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등한 입장의 또래가 가정안에서 벌어지는 학대
문제에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또
래에게 학대받은 사실을 노출했다면 이 사실을 교사나 관련전문가에게 알리고 실질적으로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학교 내에 학생들이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 없이 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만일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실현될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한다. 학교 내 상담실, 학교사회복지실, 교육복지실, 위클래
스 등의 실질적인 운영과 전문가 배치를 통해 교사와 협력하여 문제해결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성 표출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극받고 이러한 욕구가 자칫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정당화를 부여받거나 지지받
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셋째,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과의 관련성에서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교사관
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좋으면 부모의 학대가 있더라도 가해행
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 같은 대안적인 애착대상과의 관
계는 학대아동에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Meehan et al., 200
3), 학대아동에게 교사 지지가 포함된 보호요인이 적응유연성에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내

며,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김순규, 2007)와 일부
일치한다. 학대의 가해자인 부모와의 관계가 손상된 경우라도 또 다른 어른인 교사와의 관계
를 통해 가해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교사는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을 발견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전문가라는 점과 피해아동에
게 가장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이
에 따른 지지제공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권지
은 외, 2013)는 점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교사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에게 대안과 보호의 환
경이 되어줄 수 있다.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부모 및 양육자에 의한 학대경험을 통해 겪게 되
는 상처나 관계의 부정적 영향력은 학교라는 환경에서 맺는 부모와는 다른 어른인 교사와의 관
계를 통해 상쇄될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가정에서 학대받은 청소년이 관계형성을 통해서 자
신이 보호받고 있고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개입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학대경험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가해하는 문제행동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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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사 및 전문가들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환경에서라도 어른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이 학교에서조차 교사의 언
어, 정서적,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대인관계에 있어 폭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 모두가 폭력의 환경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학
습하게 되고 다른 대상과의 관계에서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학교폭력의 가능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경험한 학대와 폭력의 영향력이 학교로 확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지불식간에 학교안에 폭력을 허용하는 문화나 태도가 자리잡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허용되는 폭력, 학급안에서는 장난
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폭력, 선후배간이나 동급생간의 서열의 확인을 위한 폭력 등이 명
백하게 폭력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긍정적인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는 가정에서 학대를 경험한 폭력의 피해자인 청소
년이 학교에서는 폭력의 가해자로 전환되는 것에 있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의 문제는 단지 아동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기의 학대경험 역시 심각한 영
향을 미치며 이후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
억하고 가정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고 학교폭력 가해행동을 한 학생의 비율이 202명(9.7%)으로 비가해 경험자에

비해 소수이므로 일반화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 이외에
다양한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생들의 표집을 선정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서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측정은 학교폭력 행동의 6가지 항목의 빈도로 이루어졌다. 학교폭력
의 가해행동은 빈도이외에도 그 정도도 고려해야 하며, 6가지 항목 이외의 학교폭력 가해 행
동도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측정이 가능한 척도를 사용하여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해 경험자의
수가 적고,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이라는 관계에서 교사관계 또는 교우관계의 매개변인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학대와 가해행동 사이에 다양한 변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변인들과 함께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변인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학대와 가해행동의 관
계에서 매개변인으로 교사, 교우관계를 검증한 연구가 없었던 바,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
와 학교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에서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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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Relations with Teacher and
Friends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abuse and school violence offend behavior.

For the

study, a sample of 2,090 middle school junior students who was surveyed in '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nalysis of the correlations showed that the relation of parents' abuse, relations with teacher,
relations with friends, and offend behavior were significant. Second, the mediation analysis
showed the mediation affects of relations with teacher and friends between parents' abuse and
school violence offend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d that relations with
teacher and friends were acted as protective factors about school violence offend behavior.

In

the end, the implications for the intervention of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Abuse, School-violence, violent students with offenders experience, Relations with teacher,
Relations with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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