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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동발달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후 성인기까지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이

다. 특히 학령전기는 아동이 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함께 가장 밀접하

게 보내는 시기로써 학령전기 아동학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모의 특성을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는 산후우울증, 양육 스트레스 및 부

담감이 증가하는 시기로 모의 심리적 특성, 특히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우울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각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적 차원에서는 부부갈등, 그리고 사회공동체적 차

원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모의 우울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 둘째,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하는가?”, 셋째,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학대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이다.      

본 연구는 『2011 년 아동학대실태조사』의 일반가구조사 중 

주양육자가 모인 경우,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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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당시 다가오는 생일이 가장 빠른 자녀의 연령이 만 0 세-만 6 세인 

1,223 가구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조건을 성립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4 단계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 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의 우울은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 정서, 방임 각각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우울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자녀를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하며 방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모의 우울과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  정서적 학대 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모의 우울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갈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아동의 신체  정서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높아지고, 이러한 높은 

부부갈등은 아동을 신체  정서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모의 우울과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학대 및 방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신체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우울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아지고, 낮아진 

사회적 지지는 아동을 신체학대 및 방임을 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볼 때, 모의 우울은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

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심각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iii 

 

의 가해자인 주양육자 또는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사

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모의 우울은 생태체계이론의 가족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부

부갈등의 매개효과검증을 통해 아동학대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있어 우

울한 모와 아동의 상호작용만을 관찰하는 종전의 관점을 넓혀서 가족과

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맞는 가족기능강화 서비스를 제공

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왔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해 가해자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아동학대를 개

입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자원 및 지지체계를 점검하여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더 넓고 다차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 및 자조모임과 같은 집단 서비

스를 제공하여 주양육자의 지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을 기반으로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으로 다차원적으로 살펴 보았다는 

점, 국내에서는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학령전기 아동학대를 살펴보

고 신체, 정서학대 및 방임을 각각 살펴보아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횡단적 자료를 사용하여 변수들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 못했다

는 점,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보다 

다양한 매개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우울과 아동학

대의 임상사례를 이용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측정대상이 어머

니 1 인으로 응답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어: 모의 우울, 학령전기 아동 학대,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  

 

학  번: 2010-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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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문제제기 
 

 

지난 2010 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수는 9,199 

건으로 2001 년 4,133 건에 비해 약 2.2 배 증가했으며, 아동학대의심사례 

건수도 약 2.8 배 증가하였다. 2000 년도에 실행된 아동복지법 개정과 더불어 

전국 광역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아동학대는 아동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후 

성인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이다(김광혁, 2006). 아동학대가 주는 큰 위험성으로 인해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아동요인, 부모요인, 부모-자녀요인, 가족요인 

등 대상자로 구분하여 학대원인을 설명하기도 하며(Stith et al., 2009) 

정신병리관점, 사회학습관점, 사회체계관점, 생태체계관점 등 관점 및 

이론으로도 설명하고 있다(고성혜, 1992; 박명숙, 2000). 그 중 

생태체계이론은 개별요인에 초점을 두는 것에서 벗어나 체계 내의 다양한 

요인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문선화 외., 2010) 

Belsky(1980)는 생태체계이론의 개인, 가족, 사회공동체, 그리고 문화적 

차원으로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령전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로 이 

때에 경험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시기는 아동과 주양육자간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기에 주양육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김미 

예ㆍ박동영, 2009). 2010 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모가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아동학대사례 5,657 건 가운데 

4,709 건으로 전체 사례의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친모로부터의 학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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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건으로 전체 사례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 발생장소가 

가정 내인 경우가 87.9%로 아동학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가족, 특히 

주양육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아동학대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생태체계이론 중 개인적 차원에서 우울을 아동학대 발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아동과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주양육자인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ung et al., 2004; Kotch et al., 1999; 

Sheppard, 1997; Walsh, MacMillan & Jamieson, 2002).  

한편,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국내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야 진행되고 있다.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 두 변수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김미예ㆍ박동영(2009)이 영유아 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가 언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과 김성수ㆍ 

정현주(2010)가 발달장애아동 모의 우울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동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한편, 우울 또는 학대를 매개변수로 넣어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 윤혜미ㆍ최문정(2006)은 방임을 매개로 하여 

우울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김광혁ㆍ김예성 

(2008)은 부모의 우울을 매개로 가족빈곤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외, 아동학대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모의 우울이 

양육행동(이정윤ㆍ장미경, 2009), 양육스트레스(하은혜ㆍ오경자ㆍ김은정, 199 

9), 그리고 모-자 상호작용(오경자ㆍ문경주, 1995)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모의 

우울은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방임 각 학대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Boroughs, 2004; Chung et al., 2004; Cox et al., 1987; Crnic & 

Greenberg, 1985; Mammen, Kolko & Pilkonis, 2002; Matthew, 

Matthew & Speltz, 1991; Zuravin, 1989).  

모의 우울이 각 학대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울한 

모는 우울로 인해 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강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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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방식을 사용하여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Chung et al., 2004; 

Mammen, Kolko & Pilkonis, 2002), 또한 아동에게 민감하지 못하여 

아동의 심리·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정서적 학대를 가하게 

된다(Cox et al., 1987; Crnic & Greenberg, 1985). 모로부터의 성적 

학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성 학대 가해자가 모였던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상당 수의 모가 우울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다(Boroughs, 2004; Matthew, Matthew & Speltz, 

1991). 또한, 우울한 모는 우울 증상으로 인한 피로 및 무력감으로 인해 

아동에게 보호, 의료, 음식, 교육 등 기본적인 필요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등 방임적인 행동을 보인다(Zuravin, 1989).           

반면, 모의 심리·정서적 요소인 우울은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와 상반된 연구 또한 다음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Leschied 외(2005)의 연구에서는 우울 집단과 비우울집단간 아동학대 여부 

및 학대 위험 심각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Conron 외(2009)의 연구에서 18 개월, 36 개월 추후 

조사를 통해 모의 우울 정도의 변화가 아동학대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 결과, 우울과 정서적 학대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지만 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학대 유형별로도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김광혁ㆍ김예성(2008)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관계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대는 우울과 같은 개인적 특성의 개별적인 

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하듯,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직접적인 관계뿐 아니라 이를 매개하는 

요인들을 살펴볼 때 이 둘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이들은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서로 상이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변수를 

매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두 관계의 역동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생태체계이론의 

다양한 차원을 매개변수로 살펴봄으로써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 4 - 

 

더욱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개입하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매개요인을 탐색한 국외 선행연구들은 다소 

있지만, 주로 화(Shay & Knutson, 2008), 공격성(Mammen, Kolko & 

Pilkonis, 2002), 반응성(Hien et al., 2010)과 같은 개인내적인 요인들을 

매개변수로 살펴보았으며, 그 외는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Gondoli & 

Silverberg, 1997)과 같은 양육과 관련된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한편,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매개요인을 탐색해 본 국내 연구는 

제한적이다. 김광혁ㆍ김예성(2008)의 연구에서 가족빈곤이 모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족관계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모의 우울이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를 통해 부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이정윤ㆍ장미경(2009)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역시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매개요인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

치는 역동을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와 이와 반대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거나 아동학대 유형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는 상반된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

치는 직접적인 영향 및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

력을 살펴봄으로써 한계점을 보완하고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 연구를 확장해 나

아가고자 했다. 또한 국내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둘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두 변수를 매개하는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모의 우울과 학대간의 관계를 더욱 심도 있게 분석

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학령전기로 제한하여 이 시기의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모에게 우울증은 빈번하게 나타나며(Horwitz et al., 

2007), 우울은 아동보다는 자신에게 몰입하게 만들어 부모역할을 비효율적으

로 수행하게 하고(Crnic & Greenberg, 1985)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능력개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제공해주지 못하게 한다(김성수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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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2010). 특히 학령전기 아동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기에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Windham et al., 2004). 그러나 이처럼 학령전기 아동에 미치는 모의 우울 

및 아동학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학령기 아동을 중

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한계점(김미예ㆍ박동영, 2009; 이주희ㆍ이양희, 2000)

을 갖고 있어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의 개인적 수준에서 모의 우울이 아

동학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적 차원에서 부부갈등, 그리고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모의 우울과 

단일한 학대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적 학대, 정서

적 학대, 방임 각 학대유형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방임 각 학대유형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수를 매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며 다차원적인 사회복지적 개입방향을 가지

고 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제 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모의 우울이 아

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가족적 차

원과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살펴보아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모의 우울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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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제 1절 생태체계이론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아동학대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 및 이론들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적 접근, 상

호작용적 접근, 환경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있으며(박명숙, 2000), 정신

병리관점, 사회학습관점, 사회체계관점으로 학대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을 시도

하는 연구가 있다(고성혜, 1992). 그러나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

용으로 발생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서 어느 한 특정 관점 및 이론만으로 설명

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고자 Gabarino(1977)와 

Belsky(1980, 1993)는 아동학대에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아동학대를 다

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생태체계이론은 개인의 병리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경 및 사회문제

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영향을 끼친 일반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각 체계 내의 

다양한 요인과 요인들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문선화 외., 

2010). 즉, 어떠한 특정한 행동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되

며, 그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체계와 이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요인들

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상호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노충래, 2002; 박명숙, 

2000; 여진주, 2008; Belsky, 1980; Gabarino, 1977). 

생태체계이론은 정신병리관점, 사회학습관점, 사회체계이론 및 주요 

학대원인 이론을 통합한 이론이며 학대의 원인을 단선적인 원인론에서 

탈피하여 미시, 중시, 거시체계에서 원인을 검토할 수 있는 다원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노충래, 2002). 즉, 학대는 단순히 부모 개인, 가족관계, 사회문제 

등 각 개별 요인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개인, 

가족, 사회, 문화, 제도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아동학대가 발생된다는 

것이다(여진주, 2008).  

Belsky(1980)는 아동학대는 다차원적인 체계 내에 있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고 서로 내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생태체계개념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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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다음의 네 개 차원의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사회공동체적 차원, 그리고 문화적 차원이다(문선화 외., 2010 에서 재인용). 

 

개인적 차원은 어떻게 한 부모가 학대 및 방임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는 아동기 학대경험과 같은 부모의 성장배경 및 정신병력, 

성격, 약물남용, 교육 등 부모 개인의 발달 또는 적응과 관련된 내적 

요인들을 포함한다. 

 

가족적 차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족에 초점을 두며 부모-자녀 애착, 

부부관계, 가정폭력, 자녀양육 태도, 훈육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차원은 직접적인 물리적 특성뿐 아니라 직ㆍ간접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사회공동체적 차원은 가족이 속해있는 더 큰 사회적 체계를 뜻하며 

가족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적 사회구조를 포함한다. 이는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회적 지지망 및 

지역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예로, 사회적 지지, 

주거와 설비, 소득, 사회계층 등이 있다.     

 

문화적 차원은 아동 및 부모가 거주하는 사회 내의 지배적인 문화적 

신념과 가치를 포함하며, 이는 특정 사회 내의 아동에 대한 태도, 양육에 

대한 태도, 아동 학대 및 폭력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 틀을 기반으로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인적 요인으로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의 우울 또는 정신질환은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며(박명숙, 2000; Kinard, 1996; Swanson et al., 

1990) 이는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모의 우울은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간의 관계를 살펴본 현재까지의 국내 연구들은 다소 제한적이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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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모의 우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각 

학대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타 개인적 요인인 모의 연령, 음주, 학력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살펴 보았다.   

또한, 우울이 자녀에 미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가족의 심리사회적 

환경을 배제하고 심리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연구(Cummings & Davies, 1994)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를 매개하는 요인들을 다음의 가족적 차원,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탐색해보아 모의 우울과 학대간의 역동을 살펴보았다.   

가족적 차원에서는 부모-자녀 애착, 부부관계, 자녀양육 및 훈육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앞서 살펴 보았다(Belsky, 

1980).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자녀 애착, 자녀의 양육스트레스 

및 태도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며(Brown & Saqi, 1988; 하은혜·오경자·김은정, 1999) 이와 관련한 

변수를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본 선행연구가 

있다(Gondoli & Silverberg, 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Oliver & Baumgart, 1985)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가정일수록 아동학대를 더 가한다는(김재엽, 2001)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가족적 차원에서 모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 

즉 부부갈등을 매개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우울과 부부갈등간 어떤 요인이 먼저 선행되어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며 크게 우울증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부부갈등이 우울증을 유발시킨다는 연구로 나뉘어 설명되고 

있다(하은혜ㆍ오경자ㆍ김은정 1999).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부갈등을 매개로 살펴본 선행연구(Davies, Dumenci & 

Windle, 1999; Downey & Coyne, 1990; Goodman & Gotlib, 1999; 

McElwain & Volling, 1999)을 바탕으로 모의 우울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부부갈등을 매개변수로 살펴보았다.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는 가정의 소득 및 사회계층,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구조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Belsky, 1980). 

현재까지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매개요인을 탐색 해 본 대부분의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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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내적인 측면 또는 양육과 관련한 변인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Mammen, 

Kolko & Pilkonis, 2002; Shay & Knutson, 2008) 사회공동체 차원의 

매개요인을 탐색하여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를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한 사람은 타인과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강화와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으며(Lewinsohn, 1974; 윤현수 & 오경자, 

2004 에서 재인용) 이렇게 우울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경우 아동학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문경주 외.,2010; Garbarino & Kostelny, 1992; 

Scannapieco & Connell-Carrick, 2005; Sidebotham et al., 2002)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타 사회공동체적 요인 중 가정의 소득 및 사회계층은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문화적 차원은 아동, 양육, 아동학대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신념과 가치를 

포함하며 이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사회적 조직 내에 반영된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규범 및 문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의 

신념 및 태도가 아동학대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Belsky, 

1980).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차원의 가치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설명하는 연구는 실행하기 어려우며(김세원, 2008) 본 연구에서 또한 

자료의 한계로 문화적 차원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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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  
 

 
1. 우울  

 

우울은 슬픔, 불행감,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며 

수면장애, 식욕감소, 피로, 두통, 짜증, 등과 같은 증상을 유발시킨다 

(신경림ㆍ강윤희ㆍ김미정, 2010). National Comorbidity Survey 에 의하면, 

미국 전체 인구의 16.6%가 평생에 한번은 심각한 우울을 겪으며(Kessler et  

al., 1998)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약 2 배가 높은 우울증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Kessler et al., 2003). Weissman 외(1997)는 여성의 5 명 중 1 명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특히 18 살-44 살 연령대에게 가장 높은 발생률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 여성 우울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국내의 경우 

또한 우울 평생 발병률이 남성이 10% 그리고 여성이 23% 가량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고 있다(민성길, 2006). 이러한 높은 

발생률은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뿐 아니라 여성만이 경험하는 여러 

상황과 역할로 인한 것으로 그 중 대표적으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다(권숙희, 1996). Horwitz 외(2007)는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모에게 

우울증은 빈번하게 나타나며, 대략 12~18%의 모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아이를 출산 한 후 발병하는 산후 우울증은 부적절한 감정, 

불안,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 저하, 그리고 아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며 이러한 산후 우울증이 심한 경우에는 산후 정신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Nonacs & Cohen, 1998).  

우울이라는 한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울은 

단순히 당사자에게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1 차적 관계인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Scott, 1992)에 영향을 끼쳐 가족체계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아동의 발달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Petterson 

& Albers, 2001). 특히, 아동의 발달 단계 중 영유아기 및 학령전기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감 및 자율성을 습득하고 부모와 더욱 밀착한 

관계를 갖는 시기로써 아동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모의 심리적 

상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김미혜ㆍ박동영, 2009; 윤혜미ㆍ최문정,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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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각 시대 및 문화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 내려질 수 있다. 

현재 국내 아동복지법 제 2 조에 정의된 아동학대의 개념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 등의 4 가지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신체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이며,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로 설명하고 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 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며, 

방임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2). 

『2011년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 만 0세 이상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국 5,051 가구의 아동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연간 아동학대 발생률은 25.3%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유형별로

는 신체적 학대 7.1%, 정서적 학대 10.9%, 그리고 방임 15.4%로 보고되었

다. 국내 학령전기 아동학대 발생률은 19.9%로 다소 낮게 보고되었으나(보건

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이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학령

전기 아동을 대신하여 주양육자가 응답하여 산정된 발생률로 실제 실태보다 낮

게 보고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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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  

 

우울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잠재적 위험요소이다(Cassady & Lee; 2002; 

Kinard, 1996; Swanson et al., 1990).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관계는 

정신병리관점으로 학대발생원인을 설명하는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의 원인을 부모의 특성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특정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된다고 설명하며 부모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 그리고 성격결함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부모역할능력이 상실되어 

아동학대를 유발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박명숙, 2000).  

모의 우울이 아동발달 및 학대에 미치는 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모는 

우울의 증상으로 부정적 사회인지, 낮은 자아존중감, 자아통제 부족, 

비현실적인 기대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고 아동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더욱 엄격한 양육방법을 사용한다(Cummings & Davies, 1994). 또한, 

우울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Sheppard(1997)의 연구를 살펴보면, 모의 우울 증상이 

높을 경우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 및 방임을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우울이 아동의 각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의 우울과 신체적 학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는 우울증상으로 인해 자신과 아동에 대해 부정적으

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울러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으

로 평가하여 비판적이고 강압적인 양육방식을 사용한다(오경자ㆍ문경주, 1995). 

이는 다음의 연구들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Silverstein 외(2009)의 연구에

서는 우울증을 앓는 부모는 아이를 때리고, 흔들며, 내동댕이치는 신체 학대적

인 행동을 많이 나타냈다. Chung 외(2004)의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우울증

을 앓은 모, 1~2번 우울증을 앓은 모, 그리고 한번도 우울을 앓지 않은 모간의 

신체적 체벌 사용을 살펴본 결과, 지속적으로 우울증을 앓은 모는 한번도 우울

증을 앓지 않은 모에 비해 2배나 많은 신체적 처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우울 중 출산 후 앓는 산후우울증은 영유아의 신체적 학대에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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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포하고 있다. 산후우울증을 앓은 모는, “너무 잔인해서 말로 표현 못하겠

어요. 모유수유를 다 하고 소화를 시키려고 딸을 제 어깨 위에 놓았는데, 그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쉽게 아이의 목을 조를 수 있는지를 상상 했어요 ”

(Harberger, Berchtold & Honikman, 1992; Jennings et al, 1999에서 

재인용)라고 고백했으며 산후에 앓는 우울증은 아이를 학대하고 더 나아가 살

인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Jennings 외(1999)는 자녀가 3살 미만

인 우울증 판단을 받은 모 100명과 동일한 조건의 우울하지 않는 모 46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우울한 모의 41% 그리고 비우울한 모의 7%가 아동을 

헤치려는 생각을 했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2) 모의 우울과 정서적 학대 

 

우울은 정서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하며 아동의 정서적 욕구를 충분히 충

족시켜주지 못하게 한다(이정윤ㆍ장미경, 2009; Cox et al, 1987; Crnic & 

Greenberg, 1985). Puckering(1989)은 우울증을 앓는 모를 “신체적으로

는 함께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함께 하지 못하기에 아동의 미세한 요구를 잘 파

악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정윤ㆍ장미경(2009)은 서울 및 경기 지역

의 506명의 일반 모를 조사한 결과, 모의 우울 증상이 높을수록 아이에게 정

서적 관여가 적었으며, 덜 반응적이었으며, 강압적인 행동을 보였다. Crnic와 

Greenberg(1985)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울증을 

호소하는 모의 68%가 부모역할에 비효율적이며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몰입되어 

있지 않고 아동의 요구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김미예ㆍ박동영, 

2009에서 재인용).  

정서학대는‘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및 기분을 무시하거나 언어적 모욕’을 

하는 행위(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를 포함하고 있는데, 김미

예·박동영(2009)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모는 아동에게 언어적 학대 행동을 많

이 보였으며, Goodman 외(1994)는 우울증 경험이 있는 모-자녀 20명과 비

우울한 모-자녀 19명을 비교해 본 결과, 우울증을 앓았던 모가 아동에게 더욱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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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의 우울과 성적 학대 

 

여성에 의한, 특히 모로부터 가해지는 성적학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수의 학대가 여성과 모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NCCAN)에서 아동

학대를 조사한 결과, 학대를 당한 100만 명의 아동 중 12%가 성적학대를 당

한 경험이 있으며 그 중, 25%가 여성, 주로 모로부터 성 학대를 당했다

(Boroughs, 2004). 그리고 이러한 여성 및 모 성학대 가해자들 대부분은 우

울 및 정신병리를 앓고 있었음을 다음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Matthews, Matthews & Speltz(1991) 연구의 여성 성학대 가해자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보일 수 있는 지나친 낮은 자존감, 불안정 및 의존감을 나

타냈으며, Green & Kaplan(1994)의 감옥에 있는 여성 가해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대부분의 여성 가해자들은 

주요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Grayston & De Luca, 1999에서 재인용). Jennings(1994)의 연구에서도 

여성 성학대 가해자들은 빈번한 정신건강문제 및 약물중독을 보인 것으로 나타

났다(Boroughs, 2004에서 재인용).  

Walsh, MacMillan & Jamieson(2002)의 연구는 우울을 포함한 부모의 

정신병리와 아동학대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Ontario Mental Health 

Supplement(OHSUP)에 참여한 8548명을 조사한 결과, 부모로부터 성학대

를 경험한 8%의 대상자 중, 부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경우는 17.7%인 반

면 부모가 우울증을 앓지 않았던 경우는 6.4%로 우울증을 앓은 부모에 의한 

성학대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Fleming, Mullen & 

Bammer(1997)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비록 연구대상자의 숫자가 

작아 어느 정도 부풀려진 값이지만, 정신병리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둔 아동이 

성학대를 경험할 odds가 35배가 높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모의 우울이 성 학대에 미치는 영향은 

살펴보지 못하였다.   

 

4) 모의 우울과 방임 

 

우울은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거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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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방임적인 행동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우울로 인한 피로 및 무력감과 

같은 증상은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음식, 위생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다(Zuravin, 1989). 또한, 우울은 모의 행동, 인지 및 정서에 영향을 주어 그 

결과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및 돌봄의 질을 떨어뜨려 아동의 신체적, 지적, 정

서적 능력개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방임으로 연

결된다(김성수 & 정현주, 2010). 

Chaffin, Kelleher & Hollenberg(1996)는 Epidemiological 

Catchment Area 조사에서 아동을 방임 한 것으로 나타난 84명의 부모는 통

제집단인 비방임 부모들에 비해 우울증, 약물중독, 집착증과 같은 정신병리 증

상을 더 많이 보였다. Ethier, Lacharite & Couture(1995)의 연구에서 또

한 비슷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 총 36명의 방임 및 비방임 모의 우울 정

도를 조사한 결과, 방임한 모는 74.7%, 비방임 모는 57.3%의 우울을 보였으

며 두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McLennan & 

Kotelchuck(2000)은 영유아의 우울한 모와 카시트 사용, 전기플러그 뚜껑사

용, 구토제 배치, 그리고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과 같은 아동의 안전을 위

한 예방실천행동(prevention practices)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

한 모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 네 개의 모든 예방적 행동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수ㆍ정현주(2010)연구에서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아동을 둔 

234명의 모의 우울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동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는데, 그 결과 모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발달장애아동의 방임 정도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혜미ㆍ최문정(2006)의 충청북도 400명의 유아의 

모를 대상으로 모의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연구 결과, 유아방임에 대한 모

의 우울의 경로계수가 0.21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으며 이는 우울감

을 호소하는 모는 우울로 인해 자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무관심해져서 

자녀의 보호 및 양육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갑수(1993)는 우울로 인해 반응이 없고 불행감에 젖어 있는 부모들은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이러한 증상으로 자녀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오히려 자녀를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였

다. 오경자ㆍ문경자(1995)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모와 모-자의 상호행동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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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통해 아동의 부적응을 살펴본 결과, 우울을 호소한 모는 비교집단에 비

해 아동에 대한 반응이 적었으며 아동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 매개연구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다수 존재하지만,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 두 변수를 매개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연구는 최근에 들어서

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Gondoli& Silverberg, 1997; Hien et al., 

2010; Mammen, Kolko & Pilkonis, 2002; Shay & Knutson, 2008). 

여기에서의 매개변인 또는 경로라 함은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즉, 어떤 경로가 모의 우울과 최소한 하나 이상의 아동학

대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매개 경로에 대

한 탐색은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정정호, 2010). 비록,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모

의 우울과 아동발달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연구(Cummings & Davies, 

1994; Downey & Coyne, 1990; Goodman & Gotlib, 1999)를 통해서 부

부갈등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유추해 볼 수 있지만, 모의 우울과 아동

학대라는 변인을 매개하는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제한되어 있어 이

를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매개를 살펴보는 국내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

광혁ㆍ김예성(2008)의 연구에서 가족빈곤과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과

정에서 모의 우울이 가족관계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부모의 개인적 특성, 가족관계적 특성 등이 개

별적인 작용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이정윤ㆍ장미경(2009)의 연구에서는 우울한 모가 우울증상

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관련한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역기능적인 양육행

동을 취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국외에서는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매개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비

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Shay & Knutson(2008)은 122명의 모를 조

사한 연구에서, 모의 우울과 신체적 처벌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화(anger)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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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으며, Mammen, Kolko & Pilkonis(2002)는 모의 부정적 정서인 우

울, 불안, 적대감과 아동의 신체적 학대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공격성을 살펴보

았다. 연구 결과, 모의 부정적 정서 중 우울감이 공격성을 매개로 신체적 학대

에 가장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Hien 외(2010)는 

152명의 모를 대상으로 모의 우울, 약물남용과 아동학대의 매개변인으로 모의 

화 그리고 반응성(reactivity)을 살펴보았으며, Gondoli & 

Silverberg(1997)는 94명의 청소년 자녀를 둔 모를 대상으로 모의 우울 및 

불안을 양육 효능감, 양육에 대한 관점을 매개로 모의 반응(responsiveness)

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양육변수들을 매개로 모의 우울과 불안은 자녀에 대

한 반응성의 감소를 가지고 왔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인 측면 또는 양육과 관련한 변인들에만 초점을 두고 매개변인을 탐색한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적 요인으로 부

부갈등이 그리고 사회공동체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가 모의 우울이 아동의 신

체,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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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부부갈등  

 

1. 부부갈등 

 

갈등이란 한 사람의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을 방해할 때 일어나는 

개인상호적 과정이며 이는 서로 맞서는 목표, 자원 사용의 불일치, 태도와 

가치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박경란ㆍ이영숙ㆍ전귀연, 2004). 부부는 

서로 각자의 고유한 가치관, 태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상호작용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서정숙, 2010). 

이영숙ㆍ박경란(2010)은 부부간의 갈등의 원천은 서로에 대한 가치, 내적 

동기, 본능이 다를 때에 발생하며 어떠한 사물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보는 

사람은 없기에 부부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부갈등의 원천의 예로 부부간의 성, 태도, 신념, 가치관, 경험, 등 관점의 

차이가 있다. 특히,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은 우울증상으로 인해 왜곡된 인지를 

갖거나 부정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부부간의 태도 및 관점의 

차이는 부부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장문선, 2006). 또한 부부간의 정신적 

욕구의 좌절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이러한 좌절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긴장이 쌓여서 갈등으로 표출이 된다. 우울증을 앓는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부부간의 다양한 욕구의 좌절을 느끼게 되는데, 우울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비교적 우울한 무드를 더 많이 느끼고 부담감을 경험하며 이러한 누적된 

부정적 감정과 부담감은 부부갈등을 유발시켜 아동학대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Benazon & Coyne, 2000). 

Johnson(2001)은 부부갈등의 또 다른 주요한 요인으로 의사소통 기술의 

결여를 제시하였다. 부부가 서로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부부갈등이 유발된다(유영주 외., 2004 에서 

재인용). 황민혜ㆍ고재홍(2010)은 부부 의사소통 방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부갈등에 큰 영향을 주며, 건설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갈등과 부적으로 관련이 

되었고 손상적 의사소통 및 요구철회 방식은 부부갈등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건설적인 의사소통이 부부간 지각 차이에서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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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갈등을 완화시키며 부부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의사소통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울과 부부갈등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Biglan 

et al., 1985; Briscoe & Smith, 1973; Cox et al., 1987; Hautzinger, 

Linden & Hoffman, 1982; Rutter & Quinton, 1984). 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1970 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Briscoe & 

Smith, 1973) 우울과 부부갈등간 어떤 요인이 먼저 선행되어 발생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크게는 우울증이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원인론과 부부갈등이 우울증을 유발시키고 이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스트레스 

원이라는 결과론으로 설명되고 있다(하은혜ㆍ오경자ㆍ김은정, 1999). Rutter 

& Quinton(1984)은 우울과 부부갈등을 세 가지 경로로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는 부부갈등이 모의 우울을 선행하는 경로, 두 번째는 모의 우울이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경로, 그리고 세 번째는 우울과 부부갈등이 이전 

상황으로 인해 유발된 경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Cox 외(1987)의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모의 우울이 유발된 지 6 개월 이후에 발생했으며, 또한 

부부갈등이 발생한지 6 개월 후에 또 다시 우울증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 두 변수간의 관계는 일 방향이 아닌 쌍방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의 우울과 부부갈등은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Rutter & Quinton(1984)가 모의 우울증 

자체로는 아동에게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부부갈등과 같은 

가족 심리사회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Cummings & Davies(1999)가 모의 우울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부부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모의 우울 자체로만 설명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연구를 

토대로 부부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모의 우울과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유발하는 요소 중 하나로 우울로 인한 왜곡된 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 우울과 부부갈등의 기제 중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들은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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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지도식을 강조하고 있다. Beck(1976)은 우울은 부정적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오며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설명하면서, 

부부갈등은 우울증으로 인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상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됨으로써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장문선, 2006 에서 재인용). 

Oliver & Baumgart(1985)은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우울증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지 도식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 통제불능감을 

경험하게 되어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우울과 부부갈등은 우울증상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및 부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장문선(2003)의 연구에서 부부의사 

소통패턴 및 결혼 불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우울집단에서 상호손상, 

상호회피, 남편요구-아내철회 및 아내요구-남편철회 의사소통 등 부정적 

의사소통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또한 우울증과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연구한 Johnson & Jacob(2000)은 우울증을 앓는 여성은 우울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3.  부부갈등과 아동학대  

 

우울로 인한 왜곡된 인지, 부정적 의사소통, 상대방 배우자의 부담감 등은 

부부갈등을 야기하며 이러한 부부간의 역기능적인 관계는 아동학대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체계들간의 경계가 희미해질 때 배우자 하위체계의 

갈등이 부모-자녀 하위체계로 넘어 들어가 문제를 초래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조흥식 외., 2006).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고 부부간 갈등이 존재하는 경우 불만의 

해소과정으로서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 부부갈등은 당사자들뿐 아니라 

다른 가족성원들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은 어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적기 때문에 부부갈등을 표현하는 표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이경님, 2004). 또한 아동을 체벌하는 것은 배우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용납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의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학대를 하기도 한다(고정자ㆍ김갑숙, 1992). 부부갈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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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및 고통으로 인해 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아동에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양육할 힘이 없어지면서 방임과 같은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재엽, 2001).  

   부부싸움을 경험하는 아동일수록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더 자주 경험한다. 

장화정ㆍ강미경ㆍ신소현(2000)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의 아동일수록 신체적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며, 정서적 학대, 방임, 

성학대 등 모든 유형의 학대를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싸움간의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아동학대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Chang 외(2008)는 부부가 서로 정서학대를 할 경우에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더 자주하게 되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정서학대를 할 경우에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방임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McGuigan & Pratt(2001)의 연구에서는 0 살-5 살 아동을 둔 가족의 

부부폭력과 아동의 신체, 정서학대 및 방임을 살펴본 결과, 아이가 태어난 지 

6 개월 안에 부부폭력이 있었을 경우, 그 이후 5 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할 가능성은 

3 배가 증가하였으며,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할 가능성은 2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을 살펴본 결과, 그 중 78%가 

아동학대 이전에 부부폭력이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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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사회적 지지 

 

1.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란 개인에게 필요한 지지, 도움, 정보, 및 자원을 가족, 친지, 

친구, 그리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구성원들로부터 받는 도움을 뜻한다(김현옥

ㆍ김경호, 2007).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 존경과 가치를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 그리고 상호관계망에 속해있

다고 믿게 하는 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그리고 평가적 

지지로 나누어 기능의 행동적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

적 지지는 사랑, 공감, 신뢰, 돌봄의 제공이며, 도구적 지지는 노동력, 서비스, 

시간과 같은 직접적인 도움의 제공을 뜻한다. 또한 정보적 지지는 조언, 제안, 

지시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평가적 지지는 자기평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Thoits, 1982에서 재인용). Cooke 외 

(1988)는 사회적 지지를 개인으로부터 받는 지지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집단,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적 지지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학자마다 이를 개념화하는 방식이 다르다. 

사회적 지지는 우울, 알코올, 스트레스, 죽음,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에 

보호적 역할을 한다(Cobb, 1976).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스트레스적 

상황이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연구에서 시작되었는데(엄태완, 2008), 사회적 

지지의 효과 모델은 크게 주효과, 완충효과, 매개효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연

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매개효과 모델의 정의를 살펴보면, 사건이 만성화되면

서 사회적 지지망의 자원이 고갈되고 이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감소하여 

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김윤정, 2000). 본 

연구에서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를 매개하는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살펴봄으로

써 이에 적합한 개입의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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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  

 

우울 증상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발언, 불평, 의존성, 부적절한 폭로와 같은 

특성은 사회적 지지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Coyne, 1976). 또한 우울한 사

람들은 우울 증상으로 인해 타인들로부터 공감 및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 보다

는 오해 및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여(Vollmann et al, 2010)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Hawthorne(2008)의 연구에서 우울과 사회적 고

립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우울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사회적으로 고

립이 될 Odds가 23.3%씩 증가하였다. 우울한 사람들의 낮은 사회적 지지는 

국내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권호인 외(2010) 연구에서 28명의 현재 우

울증 집단, 24명의 우울증 회복집단, 31명의 정상 통제집단의 사회적지지 및 

대인관계적 역기능을 파악한 결과, 현재 우울증 집단이 두 집단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났으며 높은 갈등을 보였다.  

우울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다. 우울증에 

대한 대인관계이론을 살펴보면,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

적 강화와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낀다(Lewinsohn, 1974; 윤현수ㆍ오경

자, 2004에서 재인용). Hammen & Brennan(2002)는 우울한 여성은 비우

울한 여성에 비해 친구, 배우자, 자녀, 친척과의 관계가 부정적이라고 설명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고갈 및 사회고립으

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자신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와 

실제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enacted support)로 구분될 수 있으며(Barrera, 1986) 

이 둘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이용가능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지지이며, 반면 실제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네트

워크로부터 받는 실제적인 지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지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무드 및 태도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Procidano & Heller, 1983). 실제로 우울한 사람은 자신들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러한 사고는 우울로부터 극복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Gladstone et al., 2007).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에게 실제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지지보다는 이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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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와 아동학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우울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점

차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사회적 지지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는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위험한 요소이

다(Coohey, 1996; Polansky, 1981; Scannapieco & Connell-Carrick, 

2005; Sidebotham, 2002).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

으며(Morrow, Carpenter & Hoagland, 1984), 사회적 네트워크의 결핍은 

아동학대의 발생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Sameroff & Chandler, 1975; 

DePanfilis, 1996에서 재인용). Garbarino(1977)는 중요한 지지체계로부터

의 고립은 아동학대 발생의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아동학대를 일으키는 주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Sidebotham 외(2002)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한 모는 비학대 모에 

비해 친척들과의 교류가 적었으며,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적었고, 결정에 

대해 의논하고, 돈을 빌리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Scannapieco & Connell-Carrick(2005)의 연

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0살-4살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확대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으며, 대인관계가 

좋지 않는 부모에서 영유아의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아동방임을 한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지의 결핍을 살펴볼 수 있다. 

Coohey(1996)는 아동을 방임한 모는 네트워크가 작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

람들이 적고, 1시간 이내에 사는 지인들이 적었으며, 정서적 그리고 도구적인 

자원을 더 적게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Polansky 외(1981)는 정서적 지지, 외

로움, 아동방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부족한 사

람들은 외로움, 무관심, 부동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해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어 아동방임을 유발시킨다고 설명하였다(Coohey, 

1996에서 재인용).   

지역사회(neighborhood) 구성원들간의 네트워크 및 응집력을 통해서도 

사회적 지지를 살펴볼 수 있다. Garbarino & Kostelny(1992)의 연구에서는, 

6년간 시카고 주에서 학대 발생률이 높아진 North 지역사회를 조사한 결과, 

그 지역의 주민은 지역사회 내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및 기관들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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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

지가 약했다. 또한 이들은 5년 동안 평균적으로 3.12번을 이사하여 높은 이동

성을 보였다. Gracia & Musitu(2003)는 두 개의 다른 문화권인 스페인과 콜

롬비아 사람들의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와 아동학대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는데, 

두 문화권의 비 학대 집단은 서로 다른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보고한 반면 두 

문화권의 학대 집단에서는 낮은 지역사회 통합, 낮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율, 낮

은 비공식· 공식 기관 이용률과 같은 비슷한 결핍적인 특성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아동학대를 가한 사람들은 사회적 지지가 결핍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면 Coohey(1996)는 실제로 아동학대를 하는 여성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적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이 원조를 어떻게 인

지하는가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에 대해 다르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Crittenden(1985) 또한 아동 방임을 하는 모는 비방임 모에 비해서 친척들

로부터 경청, 집안일, 양육의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설명하였다. Bishop & 

Leadbeater(1999)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학대를 가한 모와 비

학대 모는 실제적으로 서로 비슷한 양의 사회적 지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학

대 모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불충분하다고 여겼으며 이의 전반적인 질에 대해

서도 부정적이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

서는 모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회적 지지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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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기타 아동학대에 미치는 요인 

 

앞서 살펴본 모의 우울,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외 아동학대에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의 연령은 아동학대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Miller(1984)의 연구에

서는, 십대 모는 자녀의 건강을 챙기지 않거나 충분한 영양을 제공하지 않는 

등 연령대가 높은 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방임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오승환(200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 방

임 및 성학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모의 학력 또한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Li, Godinet & 

Arnsberger(2011)에서 교육연수가 12년 이상과 12년 미만인 집단을 구분하

여 살펴본 결과, 모의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이 아동을 학대할 Odds가 91% 

낮았다. Ateah & Durrant(2005) 연구에서 또한 모의 교육수준은 체벌과 유

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아동을 체벌할 

Odds는 61%씩 감소하였다.     

모의 취업여부는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이다. 이현기

(2006)의 연구에 따르면, 모의 취업은 아동의 신체, 정서, 성학대 및 방임 모

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형태에 따라서 차별적 영향력을 갖

고 있었다. 맞벌이 모는 신체적 학대 및 방임과 관련이 있었으며 모만 단독으

로 취업한 경우는 신체적, 그리고 성적학대와 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 또한 아동학대에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김광혁

(2006)은 가족소득과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

소득이 낮고 빈곤한 가구일수록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

봉주ㆍ김광혁(2007)의 연구에서 또한 지속적인 빈곤은 아동 및 부모의 다른 

특성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위험 정도

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왔다.  

모의 음주는 아동학대에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모의 음주는 부

의 음주효과 보다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이현기(2006)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즉 부의 음주는 아동방임에만 관련된 반면 모의 

음주는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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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노충래(2002)는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아

동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요인을 파악해 본 결과, 가해

자의 특성으로 음주문제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에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 신체학대가 일어

날 Odds가 5.66배, 정서학대가 일어날 Odds는 3.98배, 그리고 방임은 3.22

배가 증가하였다. Ju & Lee(2010)의 연구에서는 45.54%의 가해자 부모가 

매일 또는 최소한 일주일에 1-2번 술을 마셨으며 9.25%만 전혀 마시지 않았

다고 답하였다.  

자녀의 수 또한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다. Kotch 외

(1995)의 연구에서 가정 내에 자녀가 많을수록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Toth, Manly & Cicchetti(1992)의 연구에서 신체적 학

대를 받은 집단, 방임을 받은 집단, 그리고 비학대 집단을 나눠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를 받은 집단 자녀의 수는 평균적으로 3.3명, 방임 집단은 3.1명, 

그리고 비학대 집단은 2.6명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학대집단의 자녀 수가 많

았음을 볼 수 있다. Manly, Cicchetti & Barnett(1994)의 연구에서 또한 

신체적 학대를 당한 집단이 비학대 집단에 비해서 자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김준호·김선애(199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관련변인을 살펴본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학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

적학대는 아동이 여아일 경우 학대를 당할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ullivan & Knutson, 1997). 그러나 아동의 성별은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Manly, Cicchetti & Barnett(1994)

에서 학대집단과 비학대집단간의 아동의 성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Sullivan & Knutson(1997) 연구

에서 또한, 성적학대와는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낸 반면, 신체적 학대 및 방임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오승환(2002)은 연령은 

신체학대와 정적인 영향을, 정서학대와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의 연령이 

낮을 때 우리나라 부모들은 언어폭력 및 정서학대를 많이 하며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체벌과 구타와 같은 신체학대를 더 많이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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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연ㆍ한지숙(2003)은 반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를 조사한 결과, 아

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체벌이나 구타, 정서학대 등을 더 자주 가하며 자녀가 

나이가 증가할수록 신체적 체벌을 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취학 

전 아동이 부모에게 저항할 힘이 없고, 많은 시간 가족 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부갈등 및 사회적 

지지 매개효과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앞서 살펴 본 아동학대에 미치는 기타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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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제 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

고, 우울과 학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생태체계이론,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모의 우울 
 

아동학대 
 

신체, 정서, 방임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통제변수:  모의 연령, 학력, 취업,  

가구경제적특성, 음주, 자녀 수, 아동성별, 

아동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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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가설  

 

위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모의 우울은 아동학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모의 우울은 신체적 학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모의 우울은 정서적 학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모의 우울은 방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1.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2.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2-3.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연구문제 3]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

이다.  

 

3-1.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2.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3.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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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연구자료 및 방법  

 

제 1절 연구자료  

 

본 연구는 『2011 년 아동학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아동복지법 제 23 조 제 3 항에 근거하여, 국내의 아동학대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조사는 일반가구조사, 아동학대 

위험가구조사, 재학대 발생률 분석, 신고의무자조사, 전문가조사, 등 총 5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만 18 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전국 

5,051 가구의 아동 및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실태를 파악한 

일반가구조사
1)
를 사용하였다. 일반가구조사는 크게 주양육자 조사와 아동 

조사로 나뉘는데, 주양육자 조사에서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영역, 가정생활 영역, 

가정환경영역, 아동학대 및 방임, 그리고 아동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아동조사는 초등학교 저학년(1~3 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4~6 학년, 중/고생)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아동의 발달결과, 아동학대 관련 

경험, 폭력에 대한 노출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학령전기 

아동일 경우는 주양육자가 대리 응답하였으며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주양육자와 

아동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살펴 보았다(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 

단, 2012)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이 취학 전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및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주양육자 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주양육자가 모인 경우,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조사 당시 다가오는 생일이 가장 빠른 자녀의 연령이 만 0 세-만 6 세인 

경우로 조사대상자를 제한하여 총 1,223 가구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1) 일반조사대상자는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아

동의 양육자이며 전체 표본 5,000가구 중 아동학대와 관련한 위험 요인에 더욱 노출되어 있을 수 

있는 저소득층을 표본의 20%로 할당하여 전국의 저소득층 중 1,000가구를 별도로 표집하여 표본

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들을 모두 포함한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통합가중치를 산출하였으며, 본 연구

의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나타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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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독립변수: 우울  

 

본 연구에서 우울이란‘슬픔, 불행감, 실망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미국 

정신보건연구원에서 우울 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 개발한 CESD-

11(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을 

사용하였다(Kohout et al., 1993). 총 11 문항의 자기보고형 설문이며 ‘지난 

1 주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에 대하여 ‘극히 

드물다’(1), ‘가끔 있었다’(2), ‘종종 있었다’(3), ‘대부분 그랬다’(4), 

등 네 개의 수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의 전체 문항의 

점수범위는 0~60 점이며
2)

 총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종속변수: 아동학대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2).  

                                           
2) 각 문항을 0점에서 3점으로 변환하여 합산 후 20/11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2번, 7번 문항(비교

적 잘 지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은 역코딩 하여 분석하였다. 

학대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아동을 때리고, 밀고, 화상을 입히고, 물건을 던지고 등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정서적 학대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방임 

신체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 등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모든 행위 정서적 방임: 부적절한 애착관계 

형성, 아동이 필요로 하는 정서적 반응 결여, 부적절한 양육 방식 등 

의료적 방임: 필요한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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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아동학대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 

Finkelhor(1998)가 개발한 CTSPC (Conflict Tactics Scales Parent-

to-Child version)를 아동학대전국실태조사 연구진들이 번안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이 척도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학대 유형 내에서는 

문항별로 심각한 학대와 경미한 학대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3)

 또한 이에 대한 

응답은 지난 1 년 안에 얼마나 일어났는지 혹은 지난 1 년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는지 여부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유형별로 

지난 1 년간 심각한 학대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심각한 학대
4)
는 

정서적 학대 2 문항, 신체적 학대 7 문항, 그리고 방임 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 년간 각 학대유형별로 단 하나의 문항에라도 응답했을 경우 1 로,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0 으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3. 매개변수: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1) 부부갈등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이란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정의한다.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2011 년 

아동학대실태조사』의 부부갈등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8 문항으로 구성되어 

                                           
3) 심각한 학대와 경미한 학대의 기준은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학계/현장 

전문가)에게 CTSPC의 각 문항을 학대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아 요인분석을 통해 높은 동의율을 보인 요인을 심각한 학대로, 그 외

의 요인을 경미한 학대로 기준을 정하였다(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본 연

구에서는 지금까지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아동학대를 살펴 보는 대신 양육태도 및 양육행동을 

살펴 볼 수 밖에 없었던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아동학대의 위험요소가 있는 양육행동을 포함하는 

경미한 학대는 포함하지 않았다.       
 

4) 심각한 학대 설문문항: 

신체적 학대-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팼다/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정서적 학대-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

다고 말했다  

방임-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

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 34 -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별로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 총 5 개의 수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부갈등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란‘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도움과 자원’이라고 정의하며,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친척, 친구, 이웃, 종교 및 사회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 및 그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로 한정한다. 사회적 지지의 문항은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 별로 그렇지 않다 (2), 대체로 그렇다 (3), 매우 그렇다 (4), 

총 4 개의 수준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능범위는 12 점에서 48 점 

사이로 응답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뜻한다.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및 분석 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음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김광혁ㆍ김예성, 2008; 오승환, 2002; 이현기, 2006).  

 

모의 연령: 연령이 20 대 이하는 (1), 30 대는 (2), 40 대 이상
5)
은 (3)으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살펴보았다.  

 

학력: 대학 미만(초등학교 이하, 중/고등학교)는 (0)
6)
으로, 대학 이상은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5) 모의 연령 중 50대는 2명으로 ‘40대 이상(3)’으로 묶어 살펴 보았다.  
6) 초등학교 이하는 2명으로 중/고등학교와 함께 묶어 ‘대학 미만(0)’으로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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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경제활동(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은 (0)으로, 경제활동(자영업자/ 

고용주, 임금근로자, 무급 가족종사자)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구 경제적 특성: 빈곤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0)으로, 

일반가구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음주: 비문제성 음주는 (0)으로, 문제성 음주
7)

(주 2 회 이상, 1 회 5 잔 

이상)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자녀 수: 자녀의 수가 1 명일 경우는 (1), 2 명일 경우는 (2), 3 명 이상
8)
일 

경우는 (3)으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살펴보았다.  

 

아동 성별: 자녀의 성별이 남자일 경우는 (0), 여자일 경우는 (1)로 코딩하여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아동 연령: 아동의 연령
9)
이 만 0 세일 경우는 (1), 만 1 세-만 3 세일 경우는 

(2), 그리고 만 4 세-만 6 세일 경우는 (3)으로 코딩하여 연속변수로 

살펴보았다.   

 

 

 

 

 

 

 

 

                                           
7) 기본적으로 1회 음주량이 5잔 이상일 때 문제성음주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최정수, 2007; 

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이강숙, 2011), National Alcohol Institute 

on Alcoholism and Alcohol Abuse(NIAAA)에서는 여성일 경우 1주일에 7잔 이상 섭취할 

경우 문제성 음주라 정의하고 있다(남택우 외, 2009).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의 1회 

음주량이 5회 이상, 주 2회 이상일 경우를 문제성 음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8) 자녀의 수가 4명인 경우는 7명으로 나타나 ‘3명 이상(3)’으로 묶어 살펴 보았다.  
9) 만0세: 영아, 만1세-만3세: 유아전기, 만4세-만6세: 유아후기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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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증을 위해 본 연구는 『2011년 아동학대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SPSS 19.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우울,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아동학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편차, 왜도, 첨도 

등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통제변수 및 주요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설 검증에 있어서 모의 우울이 각 아동학대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행하였

다.  

가설검증을 위해 수립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다.  

 

넷째,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

수 성립조건을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1-4단계를 살펴보

았으며, 1단계와 3단계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2단계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4단계는 Mackinnon & Dwyer(1993)의 방법으로 회기 

계수를 표준화한 이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를 추가

하였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는지 살펴보았다. 또

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살펴보기 위해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가 모의 우울이 아동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매개하였는지 ‘percent mediated’를 구했

다.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
*
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 

ln(
아동학대

1−아동학대
)= α + β1연령+ β2학력+ β3취업+ β4가구경제적특성+ β5음주+ 

 β6자녀수+ β7아동성별+ β8아동연령+ β9모의 우울+e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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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결과 

 

제 1절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20대 이하가 110명(9.0%), 30대가 

960명(78.5%), 40대 이상이 148명(12.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조사대

상자의 자녀가 미취학 아동으로 모의 연령이 주로 20대~40대에 집중되어 있

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학력은 대학 미만이 489명(40.0%) 그리고 대학 이상이 734명(60.0%)

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자는 944명(77.2%), 경

제활동자는 279명(22.8%)으로 대다수의 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빈곤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가 31명(2.5%), 일반가구가 1,192명(97.5%)으로 일반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자녀의 수를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는 524명(42.9%), 

2명인 경우는 613명(50.2%)으로 대부분 자녀가 1~2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는 86명(6.9%)으로 나타났다.   

   음주를 살펴보면, 비문제성 음주는 1,115명(91.2%), 문제성 음주는 88명

(7.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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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1> 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대 이하 110 9.0 

30대 960 78.5 

40대 이상 148 12.1 

모름/무응답 4 0.3 

학력 
대학 미만 489 40.0 

대학 이상 734 60.0 

자녀 수 

1명 524 42.9 

2명 613 50.2 

3명 이상 86 6.9 

취업 
비경제활동 944 77.2 

경제활동  279 22.8 

가구경제특성 
빈곤가구 31 2.5 

일반가구 1,192 97.5 

 

음주  

비문제성 음주 1,115 91.2 

문제성 음주 88 7.2 

 
모름/무응답 20 1.6 

 

다음은 학령전기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636명(52.0%), 여자가 587명(48.0%)

으로 남자 아동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의 연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아에 속하는 만0세는 

152명(12.4%), 유아전기에 속하는 만1세-만3세까지의 아동은 513명

(41.9%)으로 나타났으며, 유아후기에 속하는 만4세-만6세의 아동은 558명

(45.6%)으로 나타났다.    

 

<표 5-2>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636 52.0 

여자 
 

587 48.0 

연령 
 

 

만0세 
 

152 12.4 

만1세-만3세 
 

513 41.9 

만4세-만6세 
 

558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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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변수 간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변수는 모의 우울, 아동학대(신체, 정서, 방임), 

부부갈등, 그리고 사회적 지지 등 네 가지이다. 각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

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모의 우울의 평균값은 9.60 표준편차 값은 7.88점

으로 나타났다. 우울을 평가한 CES-D의 척도는 16점을 기준으로 우울의 일

반 수준과 위험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 대상자들의 평균 우울수준은 일

반수준에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양육자의 평

균 우울점수는 10.3점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학령전기 아동의 평균 모의 우

울 점수는 이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

학교 산학협력단, 2012). 우울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1.06, 첨도의 절대값은 1.19로 절대값 3 미만, 절대값 10미만으로 나타나 모

의 우울의 분포가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표 5-3> 모의 우울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모의 우울 9.60 7.88 0.00 54.55 1.06 1.19 

 

   첫 번째 매개변수인 부부갈등을 살펴보면, 평균값이 1.50 그리고 표준편차

가 0.53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부간의 갈등은 4점 척도에서 평

균 1.50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별로 그렇지 않다(2)’ 사이의 비교적 

낮은 부부갈등을 보였다. 부부갈등의 왜도와 첨도의 값을 살펴보면 절대값 

1.03, 절대값 0.87으로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았다.   

   두 번째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의 평균값은 38.54, 표준편차는 5.30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점수가능범위는 12점에서 48점 사이로, 본 연구 조

사대상자의 평균적 사회적 지지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아동학

대실태조사에서 전체 주양육자의 평균 점수는 37.6점으로(보건복지부·숙명여

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학령전기 아동을 두고 현재 배우자와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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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의 사회적 지지가 평균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음을 볼 수 있다. 사회

적 지지의 정규성을 검토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0.18, 첨도의 절대값이 

0.01으로 정규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표 5-4> 부부갈등 및 사회적 지지 기술통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아동학대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

리고 방임의 각 빈도 및 백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1년간 학

령전기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모는 91명(7.4%), 가하지 않은 모는 

1,132명(92.6%)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만18세 미

만 아동에게 나타난 신체적 학대의 발생률은 7.1%으로(보건복지부·숙명여자

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본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학대와 유사한 결과이다.   

 지난 1년간 학령전기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모는 110명(9.0%) 가

하지 않는 모는 1,113명(91.0%)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 지난 1

년간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나타난 정서적 학대률은 10.9%으로(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본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학대 발생률이 약

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학령전기 아동

(21.1%)이 학령기 아동(78.9%)에 비해 정서적 학대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마지막으로 방임의 발생 빈도 및 백분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학령전기 

아동을 방임 한 모는 117명(9.6%)으로 나타났고 방임하지 않은 모는 1,106

명으로 보고되었다. 방임 역시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 지난 1년간 만18세 미만 

아동에게 나타난 방임률인 15.4%(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 역시 2010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학령전기 아동의 방임은(31.6%)이 학령기 아동

(68.4%)에 비해 방임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

호전문기관, 2011).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부부갈등 1.50 0.53 1.00 4.00 1.03 0.87 

사회적 

지지 
38.54 5.30 14.00 48.00 -0.1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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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하위요인들을 비교해보면, 아동이 취학전이고 현재 배우자와 함

께 거주하고 있는 모는 방임(9.6%), 정서적 학대(9.0%), 그리고 신체적 학대

(7.4%) 순으로 아동학대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전기 아동이 방

임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장화정(2004)의 연구와, 연령은 정서학대와 부적인 

영향을, 신체학대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오승환(2002)의 연구를 통해서 

학령전기 아동에서 방임 및 정서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이해할 수 있다.  

 

<표 5-5> 아동학대 유형별 기술통계 

 

변수 빈도 백분율(%) 

신체적 학대 
있음 

없음 

91 

1,132 

7.4 

92.6 

정서적 학대 
있음 

없음 

110 

1,113 

9.0 

91.0 

방    임 
있음 

없음 

117 

1,106 

9.6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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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 간 상관관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가설검증에 앞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단순상관관계 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5-6>과 같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간 상관계수가 0.8이상일 때 발생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상관계수가 모두 0.4이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심

할 만큼 높은 상관계수 값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살펴본 결과, 주요 변수들

의 VIF 값이 모두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독립변수인 모의 우울과 종속변수인 아동학대의 각 하위요인인 신체

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학대(r=0.158, p<0.01), 

방임(r=0.139, p<0.01), 그리고 정서적 학대(r=0.123, p<0.01) 순으로 나

타났다. 즉, 모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아동학대의 각 요인들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부부갈등 그리고 사회적 지지와 각 아동학대의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와 모두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서적 학대(r=0.218, p<0.01), 신체적 학대(r=0.173, p<0.01), 그리고 방

임(r=0.083,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이 높아질수록 아동학대

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아동학대와 모두 부적관계

를 나타냈으며 방임(r=-0.160, p<0.01), 신체적 학대(r=-0.127, p<0.01), 

그리고 정서적 학대(r=-0.073, p<0.05)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가 

높아질수록 아동학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수와 종속변수인 각 학대 유형별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

면, 신체적 학대는 음주(r=0.119, p<0.01), 자녀 수(r=0.056, p<0.05), 그

리고 아동의 연령(r=0.08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

고 있다. 정서적 학대는 모의 연령(r=0.077, p<0.01), 학력(r=0.061, 

p<0.05), 음주(r=0.105, p<0.01), 자녀 수(r=0.062, p<0.05), 그리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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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r=0.105,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마

지막으로, 방임은 모의 연령(r=0.078, p<0.01), 학력(r=-0.061, p<0.05), 

자녀 수(r=0.092, p<0.05), 그리고 아동의 연령(r=0.183, p<0.01)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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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 p<.05, **p<0.01, ***p<0.001  

 연령 학력 취업 
가구 

경제특성 
음주 자녀수 

아동 

성별 

아동 

연령 

모의 

우울 

부부 

갈등 

사회적 

지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연령 1.000              

학력 .017 1.000             

취업 .104** -.022 1.000            

가구 

경제특성 
-.020 .089** -.034 1.000           

음주 .043 -.052 .090** .000 1.000          

자녀수 .190** -.042 .052 -.072* .028 1.000         

아동 

성별 
.033 .046 -.033 .007 -.045 .041 1.000        

아동 

연령 
.241** -.075** .117** .005 .033 .180** -.028 1.000       

모의 

우울 
.042 -.040 .000 -.051 .128** -.007 .058* .003 1.000      

부부 

갈등 
.097** -.035 .042 -.046 .112** .043 .079** .103* .335** 1.000     

사회적 

지지 
.001 .127** -.050 .088** -.093** .021 -.008 -.068* -.269** -.302** 1.000    

신체적 

학대 
.013 .051 .035 -.022 .119** .056* .018 .085** .158** .173** -.127** 1.000   

정서적 

학대 
.077** .061* -.015 .012 .105** .062* .023 .105** .123** .218** -.073* .406** 1.000  

방임 .078** -.067* .028 -.013 -.028 .092* -.019 .183** .139** .083** -.160** .211* .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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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가설 검증  

 

   제 2절에서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아동

학대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종

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

에 미치는 영향력을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그리고 부부갈등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Baron & Kenny(1980)의 매개검증 및 Sobel Test를 통해 연구

문제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1.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가설 1-1]과 이와 관련한 회귀모형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1] 모의 우울은 신체적 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론적 모형과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종속변수인 아동학대에 미

치는 기타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표 5-7>은 모의 연령, 학력, 취업, 가구특성, 음주, 자녀수, 아동

성별, 아동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상태에서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

치는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본 분석모형에서는 비학대를 기준범주로 설정하

였기에 분석결과에 추정된 모수는 학대를 가할 확률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모형의 적합성은 Model Chi-

Square 값과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Model Chi-Square 값은 상수항으로만 구성된 회귀모형의 -2LL값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 

[모형 1] 

ln(
신체적 학대

1−신체적학대
)= α+ β1연령+ β2학력+ β3취업+ β4가구경제특성+ β5음주 

+β6자녀수+ β7아동성별+ β8아동연령+ β9모의 우울+e 

+ β8아동연령+ β9모의 우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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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된 회귀모형의 -2LL값과의 차이로, 이를 카이제곱분

포 표를 확인하여 Sig가 0.05보다 작으면 두 모형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없다라는 영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김태근, 2006). 본 모형의 Model 

Chi-Square 값은 52.062이며 유의미 수준이 0.001미만으로 영가설을 기각

하여 본 분석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는 관찰된 

likelihood 값이 완전한 모형일 때의 값인 1과 다르지 않다라는 영가설을 가

지고 있으며 본 연구의 Chi-Square 값은 13.667, 유의도는 0.091로 영가

설이 채택되어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독립변수인 모의 우울 영향력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의 우울의 

Wald 통계치 값은 23.621이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의 우울은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

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우울의 Exp(B)

값은 1.06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의 우울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신체적 학

대를 할 Odds가 1.063배 또는 6.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ilverstein 외(2009)의 연구와 Chung 외(2004)의 연구에서 우울증이 높

은 모는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 외, 종속변수인 신체적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살펴

보면, 음주(Exp(B)=2.610, p<0.01), 자녀의 연령(Exp(B)=1.710, 

p<0.01), 그리고 모의 학력(Exp(B)=1.836, p<0.05)이 다른 독립변수를 통

제한 상태에서 신체적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음주 수준이 문제성일 때,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의 학력이 대

학 이상일 때 신체적 학대를 할 Odds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는 가해자가 음주문제가 있는 경우 신체학대가 일어날 Odds가 5.66배 증가한

다는 노충래(2002)의 연구,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체벌과 구타와 같은 신

체적 학대가 증가한다는 오승환(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모의 학력은 기존

의 선행연구(Ateah & Durrant, 2005)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학대가 낮아

진다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의 교육적 관심이 높고 아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최옥희·김용미, 2008) 

아동이 그 기대에 미치지 않게 행동할 경우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

가 높아질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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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 p<.05, **p<0.01, ***p<0.001  

 

 

 

 

 

 

 

 
신체적 학대 

B S.E. Wald Exp(B) 

 

통 

제 

변 

수 

연령 -.231 .264 .766 .794 

학력 .607* .245 6.144 1.836 

취업 .168 .257 .429 1.183 

가구 

경제특성 
-.382 .620 .380 .682 

음주 .959** .318 9.085 2.610 

자녀수 .306 .185 2.739 1.357 

자녀성별 .105 .230 .207 1.110 

자녀연령 .537** .187 8.220 1.710 

독 

립 

변 

수 

모의 

우울 
.061*** .013 23.621 1.063 

상수 -4.771*** .958 24.799 0.008 

-2LL 588.808 

Chi-Square 54.062*** 

Hosmer and 

Lemeshow 
Chi-Square: 13.667, p-value: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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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1-2]와 이와 관련한 회귀모형을 수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2] 모의 우울은 정서적 학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의 <표 5-8>는 모의 연령, 학력, 취업, 가구특성, 음주, 자녀수, 아동

성별, 아동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상태에서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

치는 영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모형 2

의 Model Chi-Square 값은 50.928, 유의도 수준이 0.001미만으로 영가설

을 기각하여 본 분석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의 Chi-Square 값은 8.220, 유의도

는 0.421로 영가설이 채택되어 이 역시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라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독립변수인 모의 우울의 영향력 분석결과를 살

펴보면, 모의 우울의 Wald 통계치 값은 13.933이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의 우울은 아동

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의 우울의 Exp(B)값은 1.046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의 우울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정서적 학대를 할 Odds가 1.046배 또는 4.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윤ㆍ장미경(2009)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데, 모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아이에게 보이는 반응이 적었으며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여 아

이에게 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또한, 우울한 모는 비우울한 모에 비해 우울

증상으로 인해 아동에게 더욱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Goodman 외(199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 

[모형 2] 

ln(
정서적 학대

1−정서적학대
)= α+ β1연령+ β2학력+ β3취업+ β4가구경제특성+ β5음주 

+ β6자녀수+ β7아동성별+ β8아동연령+ β9모의 우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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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종속변수인 정서적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살펴

보면, 모의 학력(Exp(B)=1.783, p<0.05), 음주(Exp(B)=2.415, p<0.01), 

그리고 자녀의 연령(Exp(B)=1.742, p<0.01)이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

에서 정서적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신체적 학대와 동일하게, 모의 학력이 대학 이상일 때, 음주가 문제성일 

때,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학대를 할 Odds가 높아지는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적 관심이 높고 아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최옥희·김용미, 2008) 아동이 만족스럽게 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아동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언어적 폭력을 가하여 정

서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모의 음주는 아동의 정

서적 학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현기(2006)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

동이 언어이해능력이 없는 영아보다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유아에게 언

어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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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 p<.05, **p<0.01, ***p<0.001  

 

 

 

 

 

 

 

 

정서적 학대 

B S.E. Wald 
Exp 

(B) 

 

통 

제 

변 

수 

연령 .371 .236 2.484 1.450 

학력 .578* .224 6.666 1.783 

취업 -.318 .256 1.546 .727 

가구 

경제특성 
.378 .753 .252 1.459 

음주 .882*** .308 8.217 2.415 

자녀수 .256 .171 2.237 1.292 

자녀성별 .086 .210 .167 1.090 

자녀연령 .555** .173 10.249 1.742 

독 

립 

변 

수 

모의 

우울 
.045*** .012 13.933 1.046 

상수 -6.163*** 1.030 35.784 .002 

-2LL 677.734 

Chi-Square 50.928*** 

Hosmer and 

Lemeshow 
Chi-Square: 8.220, p-value: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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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1-3]과 이와 관련한 회귀모형을 수립하면 다

음과 같다.  

 

[연구가설 1-3] 모의 우울은 방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의 <표 5-9>는 모의 연령, 학력, 취업, 가구특성, 음주, 자녀수, 아동

성별, 아동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상태에서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

향력을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살펴

보면, 모형 3의 Model Chi-Square 값은 82.880으로 유의도 수준이 0.001

미만으로 영가설을 기각하여 본 분석모형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의 Chi-Square 값은 

4.858, 유의도는 0.773으로 영가설이 채택되어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라는 것

을 살펴볼 수 있다.  

모의 우울의 Wald 통계치 값은 25.587이고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의 우울은 아동을 

방임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모의 우울의 Exp(B)값은 1.06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의 우울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방임을 할 Odds는 1.063

배 또는 6.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데, 피로 및 무력감과 같은 우울증의 증상으로 인해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의료, 음식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우울은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려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에 필요한 조건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방

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Zuravin, 1989).                   

 그 외, 방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살펴보면, 자녀의 수

(Exp(B)=1.395, p<0.05)와 자녀의 연령(Exp(B)=2.990, p<0.01)이 다른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 회귀모형> 

[모형 3] 

ln(
방임

1−방임
)= α + β1연령+ β2학력+ β3취업+ β4가구경제특성+ β5음주 

+ β6자녀수+ β7아동성별+ β8아동연령+ β9모의 우울+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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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방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방임을 할 

Odds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모가 

아동을 학대 및 방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Kotch 외(1995)의 연구와 

일치하며, 주양육자가 모든 것을 챙기고 돌봐야 하는 영아 보다는 비교적 스스

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는 유아에게서 모의 방임이 더 높게 나타났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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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 

 

 

* p<.05, **p<0.01, ***p<0.001  

 

 

 

 

 

 

 

 

 

방임 

B S.E. Wald 
Exp 

(B) 

 

통 

제 

변 

수 

연령 .246 .229 1.156 1.279 

학력 -.338 .205 2.726 .713 

취업 .056 .234 .057 1.058 

가구 

경제특성 
.257 .637 .163 1.294 

음주 -.884 .458 3.717 .413 

자녀수 .333* .164 4.147 1.395 

자녀성별 -.161 .207 .605 .851 

자녀연령 1.095*** .200 30.001 2.990 

독 

립 

변 

수 

모의 

우울 
.061*** .012 25.587 1.063 

상수 -6.706*** .978 47.037 .001 

-2LL 680.869 

Chi-Square 82.880*** 

Hosmer and 

Lemeshow 
Chi-Square: 4.858, p-value: 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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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다음은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

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매개변수의 성립조건은 다음의 4 단계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두 번째 단계에

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매

개변수는 독립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매개변수를 추가했을 때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해야한다(Baron & Kenny, 1986). 

각 단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Y=i1+cX+e1 

 Y= i2+aM+e2 

 Y= i3+c'X+bM+e 

 c-c’>0 

 

그러나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에는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마지막 단계를 바로 실행할 수 없게 된다(Mackinnon et al., 2007). 

Mackinnon & Dwyer(1993)
10)

에 따르면, 일반선형회귀모형(ordinary 

linear regression)인 경우는 종속변수 오차들의 분산이 모든 독립변수들의 

값에서 항상 일정하지만,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때에는 오차의 분산이 확률분

포를 따라 종속변수가 어떠한 확률을 갖느냐에 따라 분산이 변화게 된다. 이분

변수는 종속변수의 값이 0 또는 1이기에 오차의 값이 단 두 개의 값으로 고정

                                           
10)Mackinnon & Dwyer(1993)의 연구는 로지스틱으로 매개효과를 보는 방법을 제시한 대표적

인 연구이다. 국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이분변수 일 때 기존의 방법으로 살펴보는데 갖는 한계

점을 논한 연구(Jasti, Dudley& Goldwater, 2008; 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Cerin & Mackinnon, 2008) 및 이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화 방식을 사용하여 실행한 연구들은 

상당하다(L’Engle & Jackson, 2008; Cinciripinin et al.,2003; Ward & Gryczynski, 

2011; Lioret et el.,2008; Buhler, Schroder, Silbereisen, 2008). 반면, 로지스틱을 사용하

여 매개효과를 본 대부분의 국내연구들은 기존 방법의 한계점을 무시한 채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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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김태근, 2006). 이렇게 이분변수일 때에 오차의 값이 고정되어 있기에 위

에서 제시한 c, c’, b의 회기 계수의 기준(scale)은 각 다른 독립변수에 영향을 

받게 된다. 즉, c’의 값은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된 매개변수의 영향을 받아 c값

과 다른 기준을 갖게 되어 단순히 c-c’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로지스틱으로 얻은 회기계수를 표준화
11)

 시켜 기준을 갖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표준화된 계수를 가지고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수 있으며 단순매개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을 통해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위에서 제시한 매개변수의 성립조건 세 단계

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Mackinnon & Dwyer(1993)의 방법으로 회기 계수

를 표준화한 이후 마지막 단계인 c-c’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Sobel Test

을 통해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았다.      

 

 

 

 

 

 

 

                                           
11) 표준화 방법:   

Model1= y=i1+cX+e1
 

Model 2: y’= i2+c'X+bM+e 
 

 각 Model 의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Model 1 의 variance(y):  *variance(X)+  

Model 2 의 variance(y’):  '*variance(X)+ *variance(M)+ 

2*c'*b*Cov(X,M)+  
 

 각 회기계수를 위에서 구한 표준편차로 나눠준다.  

표준화된 c 값: c/s.d(y) 

표준화된 c’값: c’/s.d(y’) 

표준화된 b 값: b/s.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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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1]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다음 <표 5-10>는 모의 우울과 신체적 학대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

변수 성립조건인 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연구가설 1-1]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다. 즉, 모의 우울은 p<0.001 수준에서 

신체적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 연령, 학력, 

취업, 가구특성, 음주, 자녀 수, 아동성별, 아동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상태

에서 살펴본 결과, 모형적합도 F값은 20.400으로 p<0.001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12.7%로 나타났다. 모의 우울의 표준화계

수(β)는 0.318로 p<0.001 수준에서 부부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우울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부부갈

등이 0.318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의 음주( =0.135), 아동의 성별( =0.063),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울증

은 배우자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하며 부적절한 감정적 대처방법 등으로 

부부갈등이 야기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Johnson & Jacob, 2000; 장문선, 

2003).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모의 우울, 그리고 부부갈등을 함께 투입하

여 부부갈등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분석모형의 적

합성을 살펴보면, Model Chi-Square 값은 69.163으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는 Chi-square는 14.132, 유의도는 0.078로 영가

설이 채택되어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모의 우울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갈등의 Wald 통계치 값은 

15.524이고 유의수준 0.001 미만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Exp(B)값은 2.185로, 이는 부부갈등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신체적 학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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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ds는 2.185배 또는 118.5%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모의 우울(Exp(B)=1.047) 그리고 통제변수로 투입된 음주

(Exp(B)=2.380), 자녀연령(Exp(B)=1.648)이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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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모의 우울과 신체적 학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변수 성립조건 
 

 

* p<.05, **p<0.01, ***p<0.001  

 

Step 1. 우울->신체적 학대 Step 2. 우울->부부갈등 Step 3. 우울, 부부갈등->신체적 학대 

B S.E. Wald 
Exp 

(B) 
B S.E. β B S.E. Wald 

Exp 

(B) 

 

통 

제 

변 

수 

연령 -.231 .264 .766 .794 .062 .033 .054 -.287 .269 1.141 .750 

학력 .607* .245 6.144 1.836 -.016 .030 -.015 .674 .250 7.283 1.961 

취업 .168 .257 .429 1.183 .019 .035 .015 .135 .262 .267 1.145 

가구 

경제특성 
-.382 .620 .380 .682 -.099 .092 -.029 -.270 .631 .182 .764 

음주 .959** .318 9.085 2.610 .135* .056 .066 .867** .326 7.072 2.380 

자녀수 .306 .185 2.739 1.357 .006 .024 .007 .324 .187 2.988 1.383 

자녀 

성별 
.105 .230 .207 1.110 .063* .029 .060 .050 .232 .047 1.051 

자녀 

연령 
.537** .187 8.220 1.710 .061** .022 .079 .500** .189 6.980 1.648 

독립 

변수 
모의 우울 .061*** .013 23.621 1.063 .021*** .002 .318 .046** .013 11.868 1.047 

매개

변수 

부부 

갈등 
       

.782 

*** 
.198 15.524 2.185 

상수 
-4.771 

*** 
.958 24.799 0.008 

1.077 

*** 
.122  

-5.820 

*** 
1.026 32.175 .003 

-2Log 

Likelihood 

(chi-square)/F 

588.808 (54.062***) 20.400*** 573.708(69.163***) 

Hosmer and 

Lemeshow/ 

Adjusted R2 

Chi-Square: 13.667, p-value:0.091            = 0.127 
Chi-square: 14.132, 

p-value: 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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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매개변수의 기본가정 1,2,3 단계 모두 성립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마지막 4단계를 실행하기 위하여 회기 계수를 표준화

(Mackinnon & Dwyer, 1993)한 후
8)

, c-c’을 살펴보았으며,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11>와 같다.    

 

<표 5-11> 표준화 계수 및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Mediated Effect   

Total 

Effect 

(c) 

Direct 

Effect 

(c') 

Estimate 

(ab) 
S.E. 

Z Statistic 

(p-value) 

Percent 

Mediated 

(ab/ab+c') 

0.033 0.024 0.009 0.004 2.029(0.022) 27.4%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0.033)은 부부갈등을 추가했을 

때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0.024)이 감소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부갈등의 검증값은 2.029으로 p<0.05수준에

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의 우울과 신체적 학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은 27.4%

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을 신체적으

로 학대하는데 있어 부부갈등이 두 관계를 27.4%로 설명하고 있음을 뜻한다.    

 

 

 

 

 

 

 

                                           

8) 표준화 계산법은 부록[1]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 60 - 

 

[연구가설 2-2]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다음 <표 5-12>는 모의 우울과 정서적 학대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

개변수 성립조건인 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연구가설 1-2]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다. 모의 우울은 p<0.001 수준에서 정

서적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가설 2-1]에

서 앞서 살펴보았다.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면, 모의 연령, 학력, 취업, 가구특

성, 음주, 자녀 수, 아동성별, 아동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상태에서 두 관계

를 살펴본 결과, 모형적합도 F값은 20.400으로 p<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모의 우울의 표준화계수(β)는 0.318로 p<0.001 수준에서 부

부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모의 우울, 그리고 부부갈등을 함께 투입하

여 부부갈등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분석모형의 적

합성을 살펴보면, Model Chi-Square 값은 83.593으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는 Chi-sqaure가 7.683, 유의도는 0.465로 영가

설이 채택되어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모의 우울 및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갈등의 Wald 통계치 값

을 살펴보면, 32.853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01 미만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의 Exp(B)값은 2.922로, 이는 부부갈등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정서적 학대를 할 Odds는 2.922배 또는 192.2%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 모의 학력(Exp(B)=1.914), 

자녀연령(Exp(B)=1.688)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주(Exp(B)=2.212)는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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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2> 모의 우울과 정서적 학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변수 성립조건 
 

 

* p<.05, **p<0.01, ***p<0.001  

 

Step 1. 우울->정서적 학대 Step 2. 우울->부부갈등 Step 3. 우울, 부부갈등->정서적 학대 

B S.E. Wald 
Exp 

(B) 
B S.E. 

Β 

 
B S.E. Wald 

Exp 

(B) 

 

통 

제 

변 

수 

연령 .371 .236 2.484 1.450 .062 .033 .054 .327 .242 1.828 1.387 

학력 .578* .224 6.666 1.783 -.016 .030 -.015 .649** .230 7.974 1.914 

취업 -.318 .256 1.546 .727 .019 .035 .015 -.381 .265 2.060 .683 

가구 

경제특성 
.378 .753 .252 1.459 -.099 .092 -.029 .603 .776 .603 1.827 

음주 
.882 

*** 
.308 8.217 2.415 .135* .056 .066 .794* .318 6.246 2.212 

자녀수 .256 .171 2.237 1.292 .006 .024 .007 .265 .177 2.245 1.303 

자녀성별 .086 .210 .167 1.090 .063* .029 .060 .025 .214 .014 1.026 

자녀연령 .555** .173 10.249 1.742 .061** .022 .079 .524** .177 8.769 1.688 

독립 

변수 
모의 우울 

.045 

*** 
.012 13.933 1.046 .021*** .002 .318 .023 .013 3.050 1.023 

매개 

변수 

부부 

갈등 
       

1.072 

*** 
.187 32.853 2.922 

상수 
-6.163 

*** 
1.030 35.784 .002 

1.077 

*** 
.122  

-7.762 

*** 
1.118 48.171 .000 

-2Log 

Likelihood 

(chi-square)/F 

677.734(50.928***) 20.400*** 645.068(83.593***) 

Hosmer and 

Lemeshow/ 

Adjusted R2 

Chi-Square: 8.220, 

p-value:0.421 
           = 0.127 

Chi-square: 7.683, 

p-value: 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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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우울과 정서적 학대에서 부부갈등 매개변수의 기본가정 1,2,3 단계 

모두가 성립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회기 계수를 표준화한 후,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부부갈등을 추가하였을 때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는지 살펴보았으며, 또한 이러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매개관계의 유의한계치를 

구하는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13>과 같다.    

 

<표 5-13> 표준화 계수 및 부부갈등 매개효과 

  Mediated Effect   

Total 

Effect 

(c) 

Direct 

Effect 

(c') 

Estimate 

(ab) 
S.E. 

Z Statistic 

(p-value) 

Percent 

Mediated 

(ab/ab+c') 

0.024 0.012 0.012 0.002 4.819(0.000) 50.0%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0.024)은 부부갈등을 추가했을 

때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0.012)이 감소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부부갈등의 검증값은 4.819으로 p<0.001 수준에서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은 50.0%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데 있어 부부갈등

이 두 관계를 50.0%로 설명하고 있음을 뜻한다.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신체

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27.4%)하는 것 보다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 많이 매개(50.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은 모의 우

울이 정서적 학대를 하는데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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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3]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다음 <표 5-14>는 모의 우울과 방임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변수 성

립조건인 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연구가설 

1-3]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다. 모의 우울은 p<0.001 수준에서 방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앞서 살펴보았

으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의 우울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부부갈등은 0.318만큼 증가하며 이는 p<0.001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모의 우울, 그리고 부부갈등을 함께 투입하

여 부부갈등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분석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Model Chi-Square 값은 84.406으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

fit Test는 Chi-sqaure가 6.709, 유의도는 0.568로 영가설이 채택되어 완

전한 모형에 가깝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모의 우울 및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갈등의 Wald 통

계치 값을 살펴보면, 1.55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에서는 음주(Exp(B)=0.390)는 

p<0.05수준, 그리고 자녀연령(Exp(B)=2.989)과 모의 우울이(Exp(B)= 

1.058)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의 우울과 방임에서 부부갈등 매개변수의 기본가정 1단계와 2 단계는 성

립되었지만, 3단계에서 통제변수와 모의 우울을 함께 투입하여 살펴본 부부갈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과 방임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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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모의 우울과 방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변수 성립조건 
 

 

* p<.05, **p<0.01, ***p<0.001  

 

Step 1. 우울->방임 Step 2. 우울->부부갈등 Step 3. 우울, 부부갈등->방임 

B S.E. Wald 
Exp 

(B) 
B S.E. β B S.E. Wald 

Exp 

(B) 

 

통 

제 

변 

수 

연령 .246 .229 1.156 1.279 .062 .033 .054 .233 .230 1.034 1.263 

학력 -.338 .205 2.726 .713 -.016 .030 -.015 -.342 .205 2.780 .711 

취업 .056 .234 .057 1.058 .019 .035 .015 .060 .234 .066 1.062 

가구 

경제특성 
.257 .637 .163 1.294 -.099 .092 -.029 .310 .640 .235 1.364 

음주 -.884 .458 3.717 .413 .135* .056 .066 -.941* .463 4.131 .390 

자녀수 .333* .164 4.147 1.395 .006 .024 .007 .339 .164 4.277 1.403 

자녀 

성별 
-.161 .207 .605 .851 .063* .029 .060 -.181 .208 .757 .835 

자녀 

연령 

1.095 

*** 
.200 30.001 2.990 .061** .022 .079 

1.095 

*** 
.200 29.865 2.989 

독립 

변수 

모의 

우울 

.061 

*** 
.012 25.587 1.063 .021*** .002 .318 

.056 

*** 
.013 19.866 1.058 

매개 

변수 

부부 

갈등 
       .239 .192 1.555 1.270 

상수 
-6.706 

*** 
.978 47.037 .001 

1.077 

*** 
.122  

-7.053 

*** 
1.026 47.275 .001 

-2Log 

Likelihood 

(chi-square)/F  

680.869(82.880***) 20.400*** 679.333(84.406***) 

Hosmer and 

Lemeshow/ 

Adjusted R2 

Chi-Square: 4.858, 

p-value: 0.773 
           = 0.127 

Chi-square: 6.709, 

p-value: 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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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다음은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았다.  

 

[연구가설 3-1]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다음 <표 5-15>은 모의 우울과 신체적 학대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수 성립조건인 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연구가설 1-1]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다. 즉, 모의 우울은 p<0.001 수준에서 

신체적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우울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신체적 학대를 할 Odds는 1.063배 또는 6.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 연령, 학

력, 취업, 가구특성, 음주, 자녀 수, 아동성별, 아동연령을 통제변수로 투입한 

상태에서 살펴본 결과, 모형적합도 F값은 15.543으로 p<0.001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모의 우울의 표준화계수(β)는 -0.262로 p<0.001 수준

에서 부부갈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의 우울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사회적 지지가 0.262만큼 감소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의 학력( =0.024), 가

구특성( =-0.041), 그리고 아동의 연령( =-0.004)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울한 사람은 우울 증상

으로 인해 역기능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사

회적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와 일치한다(Lewinsohn, 1974; 

Hammen & Brennan, 2002).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모의 우울,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함께 투입

하여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분석모형

의 적합성을 살펴보면, Model Chi-Square 값은 63.083으로 p<0.00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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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의 Chi-sqaure는 10.675, 유의도는 0.221로 영가

설이 채택되어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모의 우울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의 Wald 통계치 

값은 15.350이며 p<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Exp(B)값은 0.937로,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신체적 학대를 

할 Odds는 0.937배 또는 6.3%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

수로 투입된 학력(Exp(B)=2.015), 음주수준(Exp(B)=2.447), 자녀 연령

(Exp(B)=1.682)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우울

의 Exp(B)값은 1.053으로 p<0.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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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모의 우울과 신체적 학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수 성립조건 
 

 

* p<.05, **p<0.01, ***p<0.001  

 

Step 1. 우울->신체적 학대 Step 2. 우울->사회적 지지 Step 3. 우울, 사회적 지지->신체적 학대 

B S.E. Wald 
Exp 

(B) 
B S.E. β B S.E. Wald 

Exp 

(B) 

 

통 

제 

변 

수 

연령 -.231 .264 .766 .794 .273 .332 .024 -.186 .265 .494 .830 

학력 .607* .245 6.144 1.836 
1.182 

*** 
.300 .109 .701** .249 7.901 2.015 

취업 .168 .257 .429 1.183 -.512 .351 -.041 .132 .260 .257 1.141 

가구 

경제특성 
-.382 .620 .380 .682 2.262* .929 .067 -.257 .622 .171 .773 

음주 .959** .318 9.085 2.610 -1.017 .567 -.050 .895** .324 7.655 2.447 

자녀수 .306 .185 2.739 1.357 .297 .240 .035 .328 .186 3.105 1.388 

자녀 

성별 
.105 .230 .207 1.110 -.041 .293 -.004 .101 .231 .190 1.106 

자녀 

연령 
.537** .187 8.220 1.710 -.528* .222 -.068 .520** .189 7.552 1.682 

독립 

변수 
모의 우울 

.061 

*** 
.013 23.621 1.063 

-

.176*** 
.019 -.262 

.051 

*** 
.013 15.350 1.053 

매개 

변수 

사회적 

지지 
       

-

.065** 
.022 8851 .937 

상수 
-4.771 

*** 
.958 24.799 0.008 

37.705 

*** 
1.234  

-

2.474* 
1.229 4.053 .084 

-2Log 

Likelihood 

(chi-square)/F 

588.808 (54.062***) 15.543*** 579.788(63.083***) 

Hosmer and 

Lemeshow/ 

Adjusted R2 

Chi-Square: 13.667, 

p-value:0.091 
           = .099 

Chi-square: 10.675, 

p-value: 0.221 



- 68 - 

 

검증결과, 매개변수의 기본가정 1-3 단계가 성립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회기 계수를 표준화한 이후, 전체효과와 직접효과의 차이를 살펴보았으

며,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

과는 <표5-16>과 같다.   

  

<표 5-16> 표준화 계수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Mediated Effect   

Total 

Effect 

(c) 

Direct 

Effect 

(c') 

Estimate 

(ab) 
S.E. 

Z 

Statistic 

(p-value) 

Percent 

Mediated 

(ab/ab+c') 

0.033 0.027 0.006 0.002 
2.816 

(0.003) 
18.4% 

 

표준화 이 후의 전체효과(c)의 값은 0.033이며 직접효과(c’)는 0.027로 

사회적 지지가 투입 된 이 후 영향력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

과, 사회적 지지의 검증값은 2.816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

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18.4%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가 두 

관계를 18.4%로 설명하고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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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2]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할 것이다.  

 

다음 <표 5-17>은 모의 우울과 정서적 학대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수 성립조건인 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연구가설 1-2]를 통해 앞서 살펴보았다. 즉, 모의 우울은 p<0.001 수준에서 

정서적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연구가설 

3-1]에서 앞서 살펴보았으며, 이를 요약하자면 모형적합도 F값은 15.543으로 

p<0.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

에서, 모의 우울이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사회적 지지가 0.26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모의 우울,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함께 투입

하여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Chi-

Square 값은 53.298으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의 Chi-

sqaure는 10.508, 유의도는 0.231으로 영가설이 채택되어 완전한 모형에 가

깝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모의 우울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의 Wald 통계치

의 값은 2.365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제변수로 투입된 학력(Exp(B)= 1.841), 음주수준(Exp(B)= 2.348), 자녀 

연령(Exp(B)=1.725), 그리고 독립변수로 투입된 모의 우울(Exp(B)= 1.041)

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검증결과, 매개변수의 기본가정 1-2단계는 성립되었지만 3단계에서 통제

변수와 모의 우울을 함께 투입하여 살펴본 사회적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게 나타나지 않아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과 정서적 학대와의 관계를 매개하

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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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7> 모의 우울과 정서적 학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수 성립조건 
 

 

* p<.05, **p<0.01, ***p<0.001  

 

Step 1. 우울->정서적 학대 Step 2. 우울->사회적 지지 Step 3. 우울, 사회적 지지->정서적 학대 

B S.E. Wald 
Exp 

(B) 
B S.E. β B S.E. Wald 

Exp 

(B) 

 

통 

제 

변 

수 

연령 .371 .236 2.484 1.450 .273 .332 .024 .387 .235 2.701 1.472 

학력 .578* .224 6.666 1.783 
1.182 

*** 
.300 .109 .610** .225 7.351 1.841 

취업 -.318 .256 1.546 .727 -.512 .351 -.041 -.337 .257 1.711 .714 

가구 

경제특성 
.378 .753 .252 1.459 2.262* .929 .067 .452 .755 .358 1.571 

음주 
.882 

*** 
.308 8.217 2.415 -1.017 .567 -.050 .854** .309 7.639 2.348 

자녀수 .256 .171 2.237 1.292 .297 .240 .035 .273 .172 2.525 1.314 

자녀 

성별 
.086 .210 .167 1.090 -.041 .293 -.004 .086 .210 .167 1.090 

자녀 

연령 
.555** .173 10.249 1.742 -.528* .222 -.068 .545** .174 9.810 1.725 

독립 

변수 

모의 

우울 

.045 

*** 
.012 13.933 1.046 

-

.176*** 
.019 -.262 .040** .012 10.442 1.041 

매개 

변수 

사회적 

지지 
       -.031 .020 2.365 .970 

상수 
-6.163 

*** 
1.030 35.784 .002 

37.705 

*** 
1.234  

-5.067 

*** 
1.251 16.417 .006 

-2Log 

Likelihood 

(chi-square)/F 

677.734(50.928***) 15.543*** 675.364(53.298***) 

Hosmer and 

Lemeshow/ 

Adjusted R2 

Chi-Square: 8.220, 

p-value:0.421 
           = .099 

Chi-square: 10.508, 

p-value: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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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3-3]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

이다.  

 

다음 <표 5-18>은 모의 우울과 방임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

수 성립조건인 세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은 

[연구가설 1-3]을 통해 앞서 살펴보았다. 즉, 모의 우울은 p<0.001 수준에서 

방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모의 우울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연구가설 3-

1]에서 앞서 살펴보았으며, 다른 독립변수를 통제했을 때, 모의 우울이 한 단

위 증가할 때마다 사회적 지지가 0.262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 모의 우울,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함께 투입

하여 사회적 지지가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Chi-Square 

값은 103.688으로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의 Chi-square는 

7.475, 유의도는 0.486로 영가설이 채택되어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모의 우울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지지의 Wald 통계치의 

값은 20.114, p<0.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

지의 Exp(B)값은 0.911로, 이는 사회적 지지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방임을 

할 Odds는 0.911배 또는 8.9%씩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통제변

수로 투입된 음주(Exp(B)= 0.346), 자녀 수(Exp(B)=1.463)가 p<0.05 수

준에서, 자녀 연령(Exp(B)=3.023) 그리고 독립변수로 투입된 모의 우울

(Exp(B)= 1.050)이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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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18> 모의 우울과 방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수 성립조건 

* p<.05, **p<0.01, ***p<0.001  

 

Step 1. 우울->방임 Step 2. 우울->사회적 지지 Step 3. 우울, 사회적 지지->방임 

B S.E. Wald 
Exp 

(B) 
B S.E. β B S.E. Wald 

Exp 

(B) 

 

통 

제 

변 

수 

연령 .246 .229 1.156 1.279 .273 .332 .024 .339 .232 2.133 1.403 

학력 -.338 .205 2.726 .713 
1.182 

*** 
.300 .109 -.253 .208 1.478 .776 

취업 .056 .234 .057 1.058 -.512 .351 -.041 -.020 .239 .007 .980 

가구 

경제특성 
.257 .637 .163 1.294 2.262* .929 .067 .504 .648 .605 1.656 

음주 -.884 .458 3.717 .413 -1.017 .567 -.050 -1.056* .471 5.030 .346 

자녀수 .333* .164 4.147 1.395 .297 .240 .035 .380* .167 5.203 1.463 

자녀 

성별 
-.161 .207 .605 .851 -.041 .293 -.004 -.159 .209 .577 .853 

자녀 

연령 

1.095 

*** 
.200 30.001 2.990 -.528* .222 -.068 

1.106 

*** 
.205 29.044 3.023 

독립 

변수 
모의 우울 

.061 

*** 
.012 25.587 1.063 -.176*** .019 -.262 

.049 

*** 
.012 15.191 1.050 

매개 

변수 

사회적 

지지 
       

-.094 

*** 
.021 20.114 .911 

상수 
-6.706 

*** 
.978 47.037 .001 

37.705 

*** 
1.234  

-3.646 

** 
1.192 9.349 .026 

-2Log 

Likelihood 

(chi-square)/F 

680.869(82.880***) 15.543*** 660.051(103.688***) 

Hosmer and 

Lemeshow/ 

Adjusted R2 

Chi-Square: 4.858, 

p-value: 0.773 
           = .099 

Chi-square: 7.475, 

p-value: 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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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결과, 매개변수의 기본가정 1-3단계 모두 성립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다

음은 4단계 검증을 위해 회기 계수를 표준화한 후,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에 사회적 지지를 추가하였을 때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

소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

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19>와 같다. 

  

<표 5-19> 표준화 계수 및 매개효과 

  Mediated Effect   

Total 

Effect 

(c) 

Direct 

Effect 

(c') 

Estimate 

(ab) 
S.E. 

Z Statistic 

(p-value) 

Percent 

Mediated 

(ab/ab+c') 

0.033 0.025 0.009 0.002 4.028(0.000) 25.2% 

 

다른 독립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표준화된 계

수는 0.033이며 이에 사회적 지지를 투입했을 때의 표준화된 값은 0.025으로 

영향력이 감소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검증값은 

4.028으로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사회적 지

지는 25.2%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

을 방임 하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가 두 관계를 25.2%로 설명하고 있음을 뜻한

다.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영향력을 매개(18.4%)하는 것 

보다 방임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적 더 많이 매개(25.2%)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 보다 방임을 하는데 있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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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갈등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생태체계이론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학령전기 아

동은 만 0세부터 만 6세의 나이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의 기초를 형성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아동학대는 물리적인 가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애착 및 심리정서에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가장 기

본적인 보호, 의료, 음식, 등을 제공하지 않는 방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기 방어를 할 수 없으며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학령전기 아동에게 가해지는 

아동학대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학령전기는 주양육자, 특히 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로서 학령전기 아동학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모의 특성은 매

우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는 산후우울증, 역할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및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는 시기로 모의 심리적 특성, 특히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우울

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울은 부모역할을 상실하게 만들어 아동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 더 세

부적으로 나아가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심각성을 조명해

보았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개별 요인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가족, 사회, 문화,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즉, 모의 우울은 아동학

대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주어 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역동의 이해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

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탐색 가능하게 하며 아동학대의 다양한 근본적

인 원인들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이해는 우울한 모 한 개인을 아동학대의 가해자로 명명하여 비난하

는 것을 넘어서 가족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

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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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는 부부갈등을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선정

하여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학대에 미치는 간접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1년 아동학대실태조사』에 참여한 만18세 미

만 아동이 있는 전국 5,051가구 중, 조사 당시 다가오는 생일이 가장 빠른 자

녀가 학령전기이며,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 1,223명이다. 본 연구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을 통해, 또한 두 관계를 매개

하는 부부갈등 및 사회적 지지를 Baron & Kenny(1980)의 매개검증 및 

Sobel Test을 통해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1]은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모의 우울이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울은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적 학대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

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이 역시 모의 우울이 높아질수록 정

서적 학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2>은 지지되었다. 마지막으

로, 모의 우울과 방임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의 우울은 학령전기 아동의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3> 또한 지지되었다. 이로

써 [연구문제1]에서 설정한 모든 연구가설은 지지되었으며 이는 모의 우울이 

높아질 수록 아동학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2]는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

과에 관한 것이다. Baron & Kenny(1986)의 네 단계, Mackinnon & 

Dwyer(1993)의 표준화 방법, 그리고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의 우울과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부부갈등은 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2-1>은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모의 우울과 정

서적 학대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정서적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의 정서

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연구가설 2-2> 또한 지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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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지막으로, 모의 우울과 방임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부갈등은 방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

설 2-3>은 기각되었다.  

셋째, [연구문제3]은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에 관한 것이다. 동일한 방법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의 우울과 인

구사회학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지지가 높아질 수록 신체적 학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매개하여 <연구가설3-1>은 지지되었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정서

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매개변수 성립조건을 다 충족시

키지 못하여 <연구가설3-2>는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설3-3>은 사

회적 지지가 방임에 영향을 미치고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

하게 매개하여 지지되었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가설의 채택여부를 정리하면 <표6-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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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 연구결과의 요약 

 

[연구문제 1] 모의 우울은 아동학대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모의 우울은 신체적 학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1-2 모의 우울은 정서적 학대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1-3 모의 우울은 방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2]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가설 2-1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지지 

가설 2-2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지지 

가설 2-3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기각 

[연구문제3]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가설 3-1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지지 

가설 3-2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기각 

가설 3-3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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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  

 

연령이 낮은 아동을 양육하는 모는 우울증에 취약하며 우울한 모는 우울증

상으로 인해 부모역할을 상실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일어난다. 본 연구

에서 만0-만6세인 학령전기 아동을 둔 모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우울 수준

이 높을수록 아동을 학대할 경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란 한 개인의 정서적 어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에 영향을 

주어 아동과의 관계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Petterson & Albers, 2001; Scott, 1992). 우울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

게 하며, 자아통제를 무너뜨리고, 부정적으로 사고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어(Cummings & Davies, 1994) 특히 자기방어를 할 수 없고 주양육자의 보

호가 전적으로 필요한 학령전기 아동을 둔 모는 우울증으로 인해 아동을 신체

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모의 우울이 각 학대 유형별로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우울은 신체적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울증

상으로 인해 아이를 때리고, 흔들며, 내동댕이치는 신체적 학대(Silverstein 

et el., 2009)를 가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신체적 

학대는 심각한 학대만을 포함한 제한적인 아동학대로, 아이를 내던지거나, 힘을 

다해 두들겨 패고, 목을 잡고 조르고, 화상을 입히는 등의 행동으로써 우울이 

미치는 학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신

생아 및 영아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물리적 학대는 아동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어린 아동을 둔 모의 우울을 

사정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모의 우울은 정서적 학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고, 정서적으로 위협하며, 언어적 모욕을 

하는 행동으로 우울증은 모로 하여금 아동에게 언어적 학대를 가하고(김미예ㆍ

박동영, 2009) 덜 반응적이며 강압적인 행동을 보이게 한다는(이정윤ㆍ장미경, 



- 79 - 

 

2009)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정서적 학대 또한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동 그리고 집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으로 

특히 주양육자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학령전기 아동에게 끼쳐지는 영향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로 투입한 아동의 연령은 정서적 학대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학령전기 아동 중에서도 아동이 언어

를 습득하여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가 더욱 가해진다는 것

을 뜻한다. 이는 영아 보다는 언어적 모욕 및 위협을 이해할 수 있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가 더욱 발생하여 이로 인한 후유증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고 본다.  

모의 우울이 학령전기 아동의 방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는 우울증은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무관심하게 만들며 

자녀를 보호하거나 양육하는데 소홀하게 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윤혜미ㆍ

최문정, 2006). 특히 학령전기 아동에게 끼치는 방임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사망아동 사례 발

생 3건수 중 2건이 방임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1건도 방임신체 학대로 

발생한 것이었다. 또한 사망아동의 연령은 모두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1살 이

하인 영아였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우울은 판단력을 잃

게 하며 무력감을 가지고 와 아동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호, 음식, 위

생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학령전기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의 정신건강을 사정하고 이에 맞는 치료적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부부갈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울

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부부갈등은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Rutter & Quinton, 1984)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부부갈등을 미치는 일 방향만을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 우울은 부부갈

등에 영향을 주며 부부갈등은 다시 아동학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은 부정적인 인지도식을 형성하여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받아드리게 해 부부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Oliver & 

Baumgar, 1985) 부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불만의 해소과정으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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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학대할 수 있다는(이경님, 2004)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모의 우울이 아동

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부갈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는 아동학대가 우울이라는 심리적 요소와 모 한 개인으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역기능적인 관계와 같은 가족적 차원을 통해

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는 Cummings & Davies(1999)

의 연구에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모의 우울 자체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부

부갈등과 같은 가족 심리사회적 요인들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더 많은 것

을 나타내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로써 아동학대를 예방 및 치료하는데 

있어 가해자의 심리적 상태에만 초점을 두어 개별적 상담서비스 및 치료를 제

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갈등 및 가족간의 역동을 이해하

여 다차원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

게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선, 방임은 신체적 방임, 정서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

임 등(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 학대인 신체적 방임만을 살펴보아 방임 문항이 지나치게 간

소화되어 우울한 모의 부부갈등이 신체적 방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방임의 여러 형태를 포

함시켜 부부갈등 매개효과의 설명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보다

는 대항할 힘이 없는 아동을 표적 삼아 분풀이하기가 더 쉽기에 전치 및 투사

와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아동에게 학대를 가할 수 있다(고정자ㆍ김갑숙, 

1992). 이러한 분풀이 행동으로는 무엇을 제공하지 않는 소극적 학대 행위인 

방임보다는 적극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통해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울과 부부갈등으로 인해 

욕구불만내성(frustration tolerance)이 낮아진 모(Marcotte, 1996)는 아동

의 행동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 적극적인 학대 행위인 신체적 및 정서적 학

대를 가할 수 있으나(Shoni, 1990) 소극적 학대 행위인 방임은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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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관계에서 생태체계이론의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사

회적 지지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학대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부정적 자아발언, 불평, 의존성, 등과 같은 우울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지지가 고갈되고(Coyne, 1976), 중요한 지지체계로부터 고립이 

되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는(Garbarino, 1977)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 

역시 아동의 모 한 개인 그리고 우울과 같은 개별적인 차원에서만 아동학대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모가 둘러싼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학대를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학대를 바라봐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우울, 알코올, 스트레스, 죽음, 등 다양한 부정적인 요소에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Cobb, 1976)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우울로 인해 사회적

으로 고립되어 있는 모에게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및 평가적 지지를 제공함으

로써 우울로 인해 발생되는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같은 가해자의 정서

적인 상태를 파악하여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자원 및 지지체계를 점검하여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더 넓고 다차원적으

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회적 지지는 자신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perceived social support)와 실제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

(enacted support)로 구분될 수 있는데(Barrera, 1986), 인지한 사회적 지

지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변화에 영향을 받아 왜곡되어 인식될 수 있기 때문

에 특히 우울증과 같은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호소하는 대상자의 사회적 지

지를 사정하고 개입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반면,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모의 우울과 함께 투입되었을 때 정서적 학

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로 인해 사회

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모에게 제공되는 정서적, 정보적, 도구적, 등 다양한 도

움이 비교적 부정적 산물의 높은 수위인 신체적 학대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비교적 낮은 수위인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하는 정

서적 학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여진주, 

2010)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욕을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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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하는 언어적 폭력만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욕설이

나 위협하는 말투는 우울로 기인 한 것뿐 아니라 모의 공격적인 성격과 같은 

다른 특징(Black, Slep & Heyman, 2001)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습관처럼 

몸에 베어버린 것으로 사회적지지가 높아져도 다른 학대에 비해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4. 기타 아동학대에 미치는 요인  

 

  본 연구의 통제변수 중 주요하게 모의 음주, 모의 학력, 자녀의 수, 그리고 

아동의 연령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모의 음주가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에 5잔 이상 마시는 문제성음주인 경우에는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및 부부갈등 및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아동학

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현기(2006) 및 노충래

(2002) 연구에서 음주는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모의 우울은 방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의 방임 두 

문항 중,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문제성 음주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과도한 음주가 아동을 돌보

는데 문제가 없다고 비합리적으로 정당화시켜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

해 볼 수 있다.  

    모의 학력 또한 기존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Li, 

Godinet & Arnsberger, 2011; Ateah & Durrant, 2005), 본 연구에서는 

모의 학력이 대학 이상일 경우, 즉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을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더 많이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이 아동을 학

대할 Odds가 1.56배가 높다는 Kienberger, Ekwo, & Voorhis(1995)의 

연구와 일치하다. 이는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적 관심 및 아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최옥희·김용미, 2008) 아동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

였을 때 체벌 및 언어적 폭력과 같은 정서적 학대를 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

다.   

   자녀의 수는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가정 

내에 자녀 수가 많을수록 아동학대가 더욱 발생한다는 Kotch 외(1995)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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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자녀의 수가 많을 경우 주양육자는 모든 자녀

에게 충분한 개별적인 관심 및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아이

를 혼자 두게 되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방임적 행동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아동의 연령 또한 모든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즉,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방임을 

하는 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만0세, 만1세-만3세, 

그리고 만4세-만6세로 연령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이는 아동이 영아기 때보

다는 유아기로 갈수록 아동학대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 84 - 

 

제 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서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학령전기 아동의 학대에 미

치는 영향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의 우울을 살펴보았으며, 모의 우울과 아동

학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적인 요소로 가족적 차원에서 부부갈등, 그리고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지지를 설정하여 변수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국내연구는 

대체적으로 우울과 학대, 두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서 그치고 있으며 

국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매개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고 있지만 주로 화, 반응성, 양육 효능감과 같은 개인내적인 측면들에 초점

을 두고 매개변인을 탐색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관계에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우울한 모 

한 개인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 그리고 사회의 자원 

및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만0세-만6세 학령전기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의 심

각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료의 한계로 인해 국내에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연구

되어오지 못한 학령전기 아동의 학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모의 우울과 단일

한 학대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

대, 방임 각 학대유형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 연구의 범위

를 확장시켰다.   

      

셋째,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간의 관계에서 부부갈등 및 사회적 지지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모의 우울은 아동학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

라,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

졌다. 또한 우울한 모는 사회적 지지가 낮고 이러한 고립된 상태는 아동학대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검증은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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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과 아동학대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우울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

어 더 나아가 가족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다

양한 개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2. 실천적 함의   

 

첫째, 우울은 학령전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모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아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게 하며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아동을 위험

에 빠트리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가해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서 아동학대를 사정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위험사정척도를 살펴보

면, 보호자의 요인 중 심리정서적 요인을 사정하는 문항은 ‘보호자가 정신질환

(정신분열증, 우울증 및 자살기도 등)을 가지고 있다’ 및 ‘분노를 통제하지 못한

다’ 등의 유사 질문 몇 개만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세부적인 심리적 상태 

및 이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는 대

부분의 서비스는 학대피해아동(78.7%)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학대행위자

(12.3%) 및 학대피해아동 부모 또는 가족(8.9%)을 위한 서비스는 미흡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모

의 우울은 학령전기 아동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이 시기의 신체적, 정

서적 학대 및 방임은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고 더욱 심각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주양육자 또는 보호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구체적으

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의 매개효과검증을 통해 아동학대를 이해하

고 평가하는데 있어 우울한 모와 아동의 상호작용만을 관찰하는 종전의 관점을 

넓혀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우울한 

모의 아동학대 사례를 개입하는데 있어 모의 우울에만 초점을 두어 우울증 치

료 및 심리정서적인 개인적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에 기초

하여 가족의 생활환경 요인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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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가정기능강화서비스 및 가족치료서비스는 각 1.6%, 0.5%, 비가해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가정기능강화서비스 및 가족치료서비스는 각 

4.8%. 0.3% 미만(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으로 가족의 강화

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우

울증을 앓고 있는 모는 배우자와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을 학대할 가

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부상담 및 부모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

진시키고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올바른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및 선행연구를 통해 모가 우울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았으며 이로 비롯한 사회적 고립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우울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

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개입뿐 아니라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내의 이러한 원조망

을 확충해야 한다(구차순, 2007). 특히 학령전기 아동을 둔 모는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 양육스트레스가 반복적, 만성적으로 발생하여 우울증상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

공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을 형성하여 서로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지지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로 투입된 모의 음주수준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모

의 음주수준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 및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개입방법에 대해 논한 국내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현

기(2006) 연구에서는 부의 음주가 아동방임에만 관련된 반면 모의 음주는 아

동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를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서도 모의 음주가 미치는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교육을 통해 건전한 음주습관 및 음주효과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 교육하며 신고된 가해자가 문제성 음주를 보이면 AAA

와 같은 자조모임에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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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실시된 자료로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 부부갈

등 및 사회적 지지 변수들간의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뿐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횡단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 연구의 포함된 많은 문항

이 회고적으로 측정되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왜곡되어 응답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지난 1년간’ 발생하였는지를 파악한 반면 

모의 우울은 ‘지난 1주일간’의 상태를 파악한 것으로 두 변수의 시기가 맞지 않

아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과적인 영

향관계에 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종단적으로 실시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보다 다

양한 매개변수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족적 차원에서 부부갈등, 사회공동체 차원에

서 사회적 지지만을 매개변수로 투입하여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생태

체계이론의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 사회공동체적 차원, 그리고 문화적 차원 

각각에서 모의 우울과 아동학대를 매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여 더욱 치

밀하게 구성한 모형을 개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된 임상사례가 아닌 만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를 표집하여 전국의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한 조사로 임

상사례를 통한 분석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우울 또한 지난 1주일간의 우울 정

도를 파악한 것으로 임상적 우울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 연

구로 임상적 우울을 겪는 모와 일반 모간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여 모의 우울이 

아동학대 각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아동학대전문기관에 신고된 가해 모를 대상으로 살펴본다면 본 

연구의 결과를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이러한 가족연구에 있어서 논쟁이 되는 주제 중 하나는 측정 대상에 

관한 것이다(김성수& 정현주, 2010). 본 연구는 주양육자인 어머니 1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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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울, 학대,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를 평가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측정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응답자 중 

임상적 우울증을 앓고 있는 모는 왜곡된 인지로 인해 부부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를 실제와는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아동학대 또한 주양육자와 아

동간 이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대

상의 응답을 적용하여 살펴보아 더욱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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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설문지]  

 

 독립변수: 모의 우울 

귀하는 지난 1 주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나는........................... 극히 드물다 가끔 있었다 종종 있었다 
대부분 

그랬다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1 2 3 4 

2) 비교적 잘 지냈다 1 2 3 4 

3) 상당히 우울했다 1 2 3 4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1 2 3 4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1 2 3 4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1 2 3 4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1 2 3 4 

9) 마음이 슬펐다 1 2 3 4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 2 3 4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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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변수: 아동학대  

 

<신체, 정서> 

귀하는 지난 1 년간 OO(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나거나 

당황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지금까

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 년간 

1-2 번 

지난 

1 년간 

3-5 번 

지난 

1 년간 

6-

10 번 

지난 

1 년간 

11-

20 번 

지난 

1 년간 

20 번 

넘게 

지난 1 년 

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아이에게 왜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하였다 1 2 3 4 5 6 7 

2) 
아이를 잠깐 격리시켰다(혹은 아이를 방으로 

들여보냈다) 
1 2 3 4 5 6 7 

3) 아이를 잡고 흔들었다 1 2 3 4 5 6 7 

4)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5) 
아이에게 잘못하고 있는 일을 대신해서 뭔가 

다른 할 일을 주었다 
1 2 3 4 5 6 7 

6)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7) 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6 7 

8) 맨손으로 아이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9) 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 1 2 3 4 5 6 7 

10)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 2 3 4 5 6 7 

11)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팼다 1 2 3 4 5 6 7 

12)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 2 3 4 5 6 7 

13)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 2 3 4 5 6 7 

14)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 2 3 4 5 6 7 

15)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엉덩이 이외의 다른 곳을 때렸다 
1 2 3 4 5 6 7 

16) 손바닥으로 아이의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17) 
아이의 특권(TV 시청, 오락 등)을 빼앗거나 

외출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1 2 3 4 5 6 7 

18) 아이를 꼬집었다 1 2 3 4 5 6 7 

19)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6 7 

20) 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 2 3 4 5 6 7 

21)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1 2 3 4 5 6 7 

22)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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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지난 1 년간 금전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 일 문제 등으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까? 다음 각각의 항목에서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주십시오.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 

지난 

1 년간 

1-

2 번 

지난 

1 년간 

3-

5 번 

지난 

1 년간 

6-

10 번 

지난 

1 년간 

11-

20 번 

지난 

1 년간 

20 번 

넘게 

지난 

1 년 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전에는 

일어났음 

1) 
아이만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다 
1 2 3 4 5 6 7 

2)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수 없었다 
1 2 3 4 5 6 7 

3)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못했다(챙겨주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 2 3 4 5 6 7 

4)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데려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1 2 3 4 5 6 7 

5) 
술이나 약물에 취해 아이를 돌보는 데 

문제가 있었다 
1 2 3 4 5 6 7 

 

 

 매개변수: 부부갈등, 사회적 지지 

 

<부부갈등> 

귀 부부에 대하여 다음의 문항별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1 2 3 4 

2) 남편(아내)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3) 남편(아내)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4) 남편(아내)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1 2 3 4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1 2 3 4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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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 

 

다음은 귀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따로 사는 시댁식구와 친정식구, 자녀, 

친척, 친구, 이웃, 종교·사회단체 등 모두 포함)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별로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외로울 때 솔직히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2)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3)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갑자기 물품이 필요할 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1 2 3 4 

6) 큰 일(잔치, 김장 등)이 있어서 일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7) 중요한 일(주택구입 등)을 결정할 때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8)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9) 살림살이나 취미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10) 같이 물건을 사거나 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11) 집안 길흉사에 서로 방문하는 사람이 있다 1 2 3 4 

12) 여가나 휴가 때 같이 놀러가는 사람이 있다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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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변수 

 

<모의 연령/학력/취업/자녀 수/아동 성별/아동 연령> 

 

현재 귀 댁의 전체 가족(사정상 따로 살고 있는 가족도 포함)에 대해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다면 아동과의 관계,이름, 성별, 

생년월에 관한 정보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가족’이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합니다. 

 

<모의 음주> 
 

귀하는 지난 1 년 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구 분 
월 1 회 

이하 
월 2~4 회 주 2~4 회 

주 4 회 

이상 

전혀 마시지 

않았음 
모름/무응답 

본인(주양육자) 1 2 3 4 5 6 

배우자 1 2 3 4 5 6 

‘5. 전혀 마시지 않았음’에 체크한 경우 Q65)으로 갈 것 

(술을 마신다면)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구 분 1~2 잔 3~4 잔 5~6 잔 7~9 잔 10 잔 이상 모름/무응답 

본인(주양육자) 1 2 3 4 5 6 

배우자 1 2 3 4 5 6 

 

<가족경제특성> 

 

귀 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화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차상위 가구이다) 

3. 아니다(일반 가구이다)  

가구원 

번호 

조사대상 

아동과의 

관계 

이름 성별 

생년월 교육정도 

 

결혼상태 

경제활동 

분야 

동거 

여부 
 

양/음력 

여부 

년 / 월 

(모름/무응답 시 

‘9999’/‘99’입력) 

최종학교 졸업여부 

01 
  

 

  

1.양력 

2.음력 
    

년 
  

월 

 

     

02 
  

 

  

1.양력 

2.음력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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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표준화 계산법]  

 

■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Model 1: x->y ; y=b1+cX+e  

Model 2: x,m->y ; y'=b2+c'X+bM+e  

 

Model 1(우울->신체적학대): y= -4.771+0.061X+e 

                           (0.958) (0.013) 

Model 2(우울/부부갈등->신체적 학대): y’=-5.820+0.046X+0.782M+e 

                                             (1.026) (0.013) (0.198) 

<표준화>  

 

variance(y):  *variance(X)+  

variance(y'):  '*variance(X)+ *variance(M)+2*c'*b*Cov(X,M)+  

 

variance(y): (     )  * 62.088 +  = 3.518 (SD: 1.876) 

varianc (y’): [(     )  * 62.088]+[(     ) *0.282]+[2*0.046*0.782*1.400]+  = 

0.131+0.172+0.101+3.287= 3.691 (SD:1.921) 

 

 standardized c= c/ SD(y) from Model 1.  

 standardized c'= c'/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b= b/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c= 0.061/1.876= 0.033 

S an ar iz   c’=     /  9  =0.024 

Standardized b=0.786/1.921=0.409 

 

Standardized S.E.(c)= 0.013/1.876 = 0.007 

Stan ar iz   S E (c’)=    3/  9 4= 0.007 

Standardized S.E.(b)=0.198/1.914= 0.103 

 

Amount of Mediation: c-c’=ab 

 
c-c’=    33-0.024=0.009  
ab=(0.022)(0.409)=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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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Model 1: x->y ; y=b1+cX+e  

Model 2: x,m->y ; y'=b2+c'X+bM+e  

 

Model 1(우울->정서적 학대): y= -6.163+0.045X+e 

                                   (1.030) (0.012) 

Model 2(우울/부부갈등->정서적 학대): y’=-7.762+0.023X+1.072M+e 

                                              (1.118) (0.013) (0.187) 

<표준화> 

 

variance(y):  *variance(X)+  

variance(y'):  '*variance(X)+ *variance(M)+2*c'*b*Cov(X,M)+  

 

variance(y): (     )  * 62.088 +   =3.412 (SD: 1.847) 

varianc (y’): [(    3)  * 62.088]+[(     ) *0.282]+[2*0.023*1.072*1.40]+  = 

0.033+0.33+0.069+3.287= 3.719 (SD:1.928) 

 

 standardized c= c/ SD(y) from Model 1.  

 standardized c'= c'/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b= b/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c= 0.045/(1.847)= 0.024 

S an ar iz   c’=    3/   9  = 0.012 

Standardized b=1.072/1.928= 0.556 

 

Standardized S.E.(c)= 0.012/1.847=0.958 

S an ar iz   S E (c’)=    3/1.928=0.007 

Standardized S.E.(b)=0.187/1.928=0.097   

 
 
Amount of Mediation: c-c’=ab 

 
c-c’=      -0.012=0.012 
ab=(0.022)(0.556)=0.012 
 



- 108 - 

 

■ 부부갈등은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Model 1: x->y ; y=b1+cX+e 

Model 2: x,m->y ; y'=b2+c'X+bM+e 

 

Model 1(우울->방임): y= -6.706+0.061X+e 

                            (0.978) (0.012) 

Model 2(우울/부부갈등->방임): y’=-7.053+0.056X+0.239M+e 

                                  (1.026) (0.013) (0.192) 

<표준화> 

 

variance(y):  *variance(X)+  

variance(y'):  '*variance(X)+ *variance(M)+2*c'*b*Cov(X,M)+  

 

variance(y): (     )  * 62.088 +  =3.518 (SD:1.876) 

varianc (y’): [(     )  * 62.088]+[(   39) *0.282]+[2*0.056*0.239*1.40]+  = 

0.195+0.016+0.037+3.287=3.535 (SD:1.880)  

 

 standardized c= c/ SD(y) from Model 1.  

 standardized c'= c'/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b= b/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c= 0.061/1.876= 0.033 

Stan ar iz   c’=     / 1.880= 0.030 

Standardized b=0.239/1.880= 0.127 

 

Standardized S.E.(c)= 0.012/1.876=0.006 

S an ar iz   S E (c’)=    3/1.880=0.007 

Standardized S.E.(b)=0.239/1.880=0.127   

 
Amount of Mediation: c-c’=ab 

 
c-c’= 0.033-0.030=0.003 

ab=(0.022)(0.12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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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지지는 모의 우울이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Model 1: x->y ; y=b1+cX+e  

Model 2: x,m->y ; y'=b2+c'X+bM+e  

 

Model 1(우울->신체적 학대): y= -4.771+0.061X+e 

                                  (0.958) (0.013) 

 

Model 2(우울/사회적지지->신체적 학대): y’=-2.474+0.051X-0.065M+e 

                                          (1.229) (0.013) (0.022) 

<표준화> 

 

variance(y):  *variance(X)+  

variance(y'):  '*variance(X)+ *variance(M)+2*c'*b*Cov(X,M)+  

 

variance(y): (     )  * 62.088 +  =3.518 (SD:1.8756 ) 

varianc (y’): [(     )  * 62.088]+[(      ) *28.114]+[2*0.051*(-0.065)* (-11.250)+  

= 0.162+0.119+0.075+3.287=3.641 (SD:1.908) 

  
  

standardized c= c/ SD(y) from Model 1.  

standardized c'= c'/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b= b/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c= 0.061/(1.88)= 0.033 

S an ar iz   c’=     / 1.908= 0.027 

Standardized b=-0.065/1.908=- 0.034 

 

Standardized S.E.(c)= 0.013/1.876=0.007 

S an ar iz   S E (c’)=    3/1.908=0.007 

Standardized S.E.(b)= 0.022/1.908= 0.012 

 
Amount of Mediation:  c-c’=ab 

 
c-c’= 0.033-0.027=0.006 

ab=(-0.176)( - 0.03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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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지지는 모의 우울이 정서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Model 1: x->y ; y=b1+cX+e  

Model 2: x,m->y ; y'=b2+c'X+bM+e  

 

Model 1(우울->정서적 학대):  y= -6.163+0.045X+e 

                                 (1.030) (0.012) 

Model 2(우울/사회적지지-> 정서적 학대):  y’=-5.067+0.040X-0.031M+e 

                                                   (1.251) (0.012) (0.020) 

 

<표준화> 

 

variance(y):  *variance(X)+  

variance(y'):  '*variance(X)+ *variance(M)+2*c'*b*Cov(X,M)+  

 

variance(y): (     )  * 62.088 +  =3.413 (SD:1.847 ) 

varianc (y’): [(     )  * 62.088]+[(    3 ) *28.114]+[2*0.040*(-0.031)* (-11.250)+

= 0.099+0.027+0.028+3.287=3.441 (SD:1.855) 

  
standardized c= c/ SD(y) from Model 1.  

standardized c'= c'/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b= b/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c= 0.045/(1.847)= 0.024 

S an ar iz   c’=     / 1.855= 0.022 

Standardized b=-0.031/1.8549=- 0.017 

 

Standardized S.E.(c)= 0.012/1.847=0.007 

S an ar iz   S E (c’)=     /1.855=0.007 

Standardized S.E.(b)= 0.020/1.855= 0.011 

 
Amount of Mediation= c-c’=ab 

 
c-c’=0.024-0.022=0.002 

ab=(-0.176)( -0.0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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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지지는 모의 우울이 방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Model 1: x->y ; y=b1+cX+e  

Model 2: x,m->y ; y'=b2+c'X+bM+e  

 

Model 1(우울->방임): y= -6.706+0.061X+e 

                        (0.978) (0.012) 

Model 2(우울/사회적지지-> 방임): y’=-3.646+0.049X-0.094M+e 

                                     (1.192) (0.012) (0.021) 

<표준화> 

 

variance(y):  *variance(X)+  

variance(y'):  '*variance(X)+ *variance(M)+2*c'*b*Cov(X,M)+  

 

variance(y): (     )  * 62.088 +  = 3.518 (SD:1.876) 

varianc (y’): [(    9)  * 62.088]+[(    9 ) *28.114]+[2*0.049*(-0.094)*(-11.250)]+

=0.149 +0.248+0.104+3.287=3.788 (SD:1.946) 

 
  
standardized c= c/ SD(y) from Model 1.  

standardized c'= c'/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b= b/SD(y') from Model 2. 

 

Standardized c= 0.061/(1.876)= 0.033 

S an ar iz   c’=    9/ 1.946= 0.025 

Standardized b=-0.094/1.946=- 0.048 

 

Standardized S.E.(c)= 0.012/1.876=0.006 

S an ar iz   S E (c’)=     /1.946=0.006 

Standardized S.E.(b)= 0.021/1.946= 0.011 
  

 
Amount of Mediation:  c-c’=ab 

 
c-c’=0.033-0.025=0.008 
ab=(-0.176)( - 0.04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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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maltreatment is one of the most traumatic events that exert fatal 

influences on development of children. Especially preschool is the period 

that children completely rely on and spend most time with their mother. 

Therefore, in order to observe the phenomenon of maltreatment of preschool 

children, it is important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 In this 

time of period, the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go through diverse 

psychological problems such as postpartum depression, parenting stress, 

parenting burden and etc.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the occurrence of 

preschoolers’ abuse, it is important to look at one of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psychological condition such as depression.  

This study examines the multi-dimensional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on preschool child abuse based on ecological system theory. At individual 

level, it focuses on the direct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on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on children. At family level, it 

focuses on the mediating effect of marital conflict on the influences of 



- 113 - 

 

depression on maltreatment. Lastly, at social level, it focuses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f mother on the influences of depression 

on child abuse.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n Child Abuse 2011 for analyses. A 

total of 1,223 mothers dwelling with husband and that have child age 

between 0-6 years whose upcoming birthday is closes to the survey period 

are included in the study. For the analyses, logistic regression is employ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maternal depression on child abuse and four 

steps of Baron & Kenny(1986) is examined to see whether it satisfies the 

mediating condition.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findings show that maternal depression has positive influence on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It means that as the level 

of depression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mother maltreating preschool 

children goes up.    

Second, the findings show that marital conflict significantly mediates the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of the 

children. In a word, maternal depression does not only directly exert 

influence on maltreatment of preschoolers, but it also indirectly influences 

through martial conflict.    

Third, the findings reveal that social support significantly mediates the 

influence of maternal depression on physical abuse and neglect of preschool 

children. As the level of depression goes up, the level of social support 

mother receives goes down, and in turn, it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busing child physically and emotionally.         

This study carries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based on 

ecological system theor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on child maltreatment at diverse levels; individual, family, and 

social level. Second, this study overcomes the limitation of stud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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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treatment of preschoolers due to lack of data, providing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abuse in preschool children. Third, this study looks at 

physical abuse, emotional abuse, and neglect separately, broadening the 

study of maltreatment.        

This study has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intervene 

and protect further severe abuse of preschool children, it is required to 

specifically assess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condition of main 

caretaker and if necessary provide concentrated treatment. Also, the result 

has revealed that not only psychological problem directly result in abuse but 

also indirectly through influences of family and society: marital conflict and 

social support. Therefore, in assessing child abuse, it should not only 

concentrate on abuser-child relationship but also examine the reciprocal 

interacti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society. Intense interventions such 

as family therapy, parenting education, and self help group are helpful in 

establishing support system and further preventing child maltreatment.  

However, this study also carries several limitations. Since this study 

uses cross-sectional data,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cannot 

be explained. Also, this study does not include all the variables that are 

considered to mediate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mal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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