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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고등학생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남․여학생 비교연구-

이연실(신경대학교)*
이용우(건국대학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충남 및 대전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청소
년 9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는 자
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대경험은 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험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
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의 학대
경험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대경험, 스트레스, 자
살생각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을 살펴본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을 위한 학대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개입방안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제어: 고등학생, 학대경험, 자살생각, 스트레스]
Ⅰ. 머리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신고접수 건
수는 무려 1,000%이상이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현황’의
학대 건수는 2015년에 비해 2019년 기준 156% 증가하였다고 한다(보건복지부, 2019). 뿐만 아
니라 연일 뉴스나 각종 매체를 통해 엽기적인 아동학대의 행태가 드러나면서 2020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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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공공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제기됨과 동
시에 학대와 관련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또한, 가정 내 학대를 경
험하고 있는 발생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학대
의 문제점은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여 추후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Auslander , Sterzing, Threlfall, Gerke & Edmond, 2016)에서 그 영향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대 문제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처
럼,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관련한 연구주제들은(김재엽·김희수·양혜원, 2006; 김재철·최지영,
2011; 정익중, 2008; Bolger, Patterson, & Kupersmidc, 1998; Camodeca, Goossens, Terwogt &
Schuengel, 2002)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인해 피학대 자녀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
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김재철·이정숙·성경주, 2012; Restrepo, Chesin & Jeglic, 2016), 심각하게
는 공격성, 우울, 불안이나 자살생각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학대
경험의 심각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주
로 미취학 아동기를 대상으로 학대연구를 살펴보았다면, 최근 들어서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
년기 학대문제에도 주요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은 점차 확대 및 강화되어져 아동 뿐 아니라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관리점검이나 학
교 밖 청소년들의 학대경험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는 사례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이 같은 위협적 상황을 겪게 되면 억제된 환경
으로부터 이탈을 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보이며(문동규·김영희, 2011), 충동적인 행동과 더
불어 극단적인 자살생각과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혜경·
안옥희·김경희, 2003). 이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학대경험 연구 등(박병금, 2006; 송지
혜, 2009; 박경, 2005; Perkins & Jones, 2004; Berenson et al., 200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학대경험은 개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치명적 상처 뿐 아니라 심각하게는 자살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실정이다(박경·김혜은,
2006).
한편, 최근 일부 학자들은(이상준, 2013; Pace et al., 2012) 학대경험의 결정적 요인으로 스트
레스를 언급하였다. 즉,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 중 내적힘이나 외적 지지로 이를 이겨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할 경우 취약한 심리적 상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몇몇
연구(김요셉·김성천·유서구, 2011; 박명숙, 2011)에서는 이를 실증적 연구로 밝혀내면서 부모의
학대경험이 청소년기 스트레스의 대표적 영향요인이라고 밝힌 것이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정서발달 상 전환기적 단계를 겪는 과도기이며, 심리적으로 취약한 정서
상태를 안고 있어(김요셉·김성천·유서구, 2011) 아동기와는 그 영향력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발달적 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는 과도기적 시기
로서 급속한 발달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심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Diclemente,
Hansen & Ponton, 1996; 위휘, 2005). 특히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김지영·이미현,
1997; 김영미, 2015; 김진주·조규판, 2012) 부모로부터의 학대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을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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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황혜정, 2006).
스트레스에 관하여 좀 더 살펴보면, 일치된 개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개인의 항
상성(homeostasis)을 변화시키는 외부 환경자극(예 : life event, Selye, 1995)과 이 환경자극을
처리하는 개인의 생리적 요인(예 : individual susceptibility, Appley & Trumbull, 1986) 및 심리
적 요인(예 : coping strategy, Lazarus & Folkman, 1994)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신체적, 심
리적 부적응 반응(예 : distress, Seligman, 1975)이라는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복잡한 개념이
다(Kaplan, 1996, 김정모, 2004 재인용).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안녕
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한 관계’라 정의 될 수 있다(김현순, 2008).
즉, 스트레스는 개인이 일상적 사건에 대해 영향을 받는 정도를 주관적, 심리․사회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다(서인균·이연실, 2014).
아울러 스트레스는 대표적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서(김정모, 2004), 심리적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강조(오인근, 2014; 변석수·류진아, 2013; 성미향·홍혜영, 2014)되
어 지기도 하는데, 특히 자살을 예측하는 요인인자로서(손정남, 2007; 최윤정, 2012; 김신연·채규
만, 2013) 자살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예측변인과 반응변인과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매개(이
수현·이강이, 2015; 정호영·노승현, 2007; 서인균·고민석, 2011)하는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즉, 자살 위험인자 요인에는 개인적 요인부터 환경적 요인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변인이 존재하는데(김신연·채규만, 2013)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스트레스를 꼽을
수 있다.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고재홍·윤경란, 2007; 김현순, 2008; Akhtar, & Alam, 2015)에 의
해 밝혀진 바 있는데, 자살생각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 이
와 같이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의 중요한 예측요인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매개변인으로서의 역
할도 갖고 있다.
정리하자면, 위에 제시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점은 청소년기의 학대경
험은 아동기와는 달리 심각하고 어려운 심리적 문제점과 병리적 현상을 양산해 낼 수 있으며,
특히 이 과정과 경로에서 각 개인이 가진 스트레스 수준에 의해 극단적으로는 자살생각의 이슈
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청소년기 학대경험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매개체
가 되어 자살생각의 경로에 이르게 만든다는 연구모형은 지금까지 매우 미비하게 연구되어 왔
다. 특히 위 세 변인을 총체적으로 함께 살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 영역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하다. 이는 최근 들어 점점 부각되어지고 있는 청소년기 학대문제의 사회적
이슈를 기반삼아 좀 더 확장되어야 하는 연구적 주기 흐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
는 발달주기에 있어 심리적 어려움이나 부적절한 환경이 이후 성인기 불행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이는 그 궤적이 그대로 이어져 개인 전체 삶의 질을 저하하고 국가와 사회에 부
정적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학대 및 스트레스 관련 요인은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청소년의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를 예측하거나 매개하는 요인에 대한 좀 더 실증적이고 확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3개 변수들은 단순히 그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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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보다는 각 변인간의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원
은 개개인에게 다양한 스트레스로 야기되어 심리적 이상과 고통과 같은 어려움으로 연결되어
(박미진·김진희·정민선, 2009), 극단적으로는 자살생각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윤명숙·이효선,
2012).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을 이러한 ‘스트레스원’으로 간주하고 이것이 곧 스트레스로 발현
되어 자살생각에 이를 수 있다는 경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청소년기 자살생각의 위험요인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적 특성과 외부적 환경이 맞물려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
며(김정연, 2012), 자살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은 하나의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오승환·이창한, 2010), 이를 크게 자
살생각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자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학대경험 및 정
신건강의 대표적 관련변인인 스트레스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우선 학대경험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가정환경은 자살생각의 중요한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
다(Vinas et al., 2002). 특히 부모로부터의 자녀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위
험요인으로 나타나는데, Berenson 등(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직접폭력경험이 있는 청
소년이 非경험 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의 위험이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erkins &
Jones(2004)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자살위험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
로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김재엽 등(2009)은 청소년 자녀의 가정 내 자녀학대경험과 자살생각
과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한 결과 가정 내 자녀학대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송지혜(2009), 박병금(2007), 박재연(2010)의 연구에서도 위와 같
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렇듯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직·간접적으로 자살
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대표되어지고 있다.
두 번째로 자살과 관련된 환경적 위험요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변인 중의 하나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박광배·신민섭, 1991; Choi, 2004; De wilde et al., 1992; Hirish & Ellis, 1996; Wang
et al., 2007). Hirish & Ellis(1996)는 자살의 대표적 위험요인을 스트레스로 언급하였으며,
Wang 등(2007)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배나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
험하였음을 보고하였고, Scocco 등(2001)은 스트레스가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살생각을 가질 위험성이 3배 이상 높다고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김현순과 김병석(200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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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수와 스트레스의 심각성이 자살행동과 연결됨을 확인하였으며, 유상미와 이승연(2008)
의 연구에서도 대학생 스트레스가 직접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대다수
의 많은 연구들에서 스트레스 요인은 자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리하자면 청소년기의 자살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그 원인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청소년 시기에 자살생각
에 이르는 복합적인 요인들을 밝혀내고 인과적 관계와 그 경로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기 학대경험, 자살생각 및 스트레스 간의 관계

학대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청소년들은 안정된 관계경험의 부족으로 환
경과 자신을 더욱 왜곡되게 지각하거나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특성을 지녔다(홍나미,
2012). 그리고 부모의 학대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끼는
과정(홍나미, 2012)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할 수 있으며, 그 고통을 활성화시켜 대안적 선택으로
자살생각을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Tse and Bagley, 2002; Yip et al., 2006).
이처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대를 경험한 이들은 대부분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문
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 이들 중 많은 수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겪은 이들의 대다수는 자살생각이라는 극단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양한 선행연
구를 통해서 밝혀진바 있다. 또한, 부모의 학대경험 자체가 자살생각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 학
대경험과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과정에는 이를 매개하는 변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기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검토함에
있어 스트레스의 매개변인의 역할에 대해 구조적 모형 속에서 그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한
편, 이들 세 변인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선행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함께 살펴본 연구(서인균·고민석, 2011)와 스프츠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이상화·이승
희,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윤정, 2012)가 있으나 이는 모두 사회복지 시설이용 노
인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운동선수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과 일
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발달단계상 가장 중요한 특성을 지닌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여 남·녀 고교생의 성별 모형 차이를 다집단 분석 실시하여 각 변인간의 관계를 직접적 경로
와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 중에서도 고등학생 시
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서(오금숙, 2007), 다양한 혼란과 도전에 직
면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다른 발달단계와는 달리 학대의 위험성으로 인한 영향요인이 매우 크
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 시기의 과거나 현재의 학대경험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
하여 보다 극단적 행동인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자살사고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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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이고 치료적인 제언과 학교사회복지 차원의 실천적 함의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학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자
살생각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 것으로 연구모형은 <그림3-1>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위 연구모형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고등학생의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고등학생의 학대경험은 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고등학생의 학대경험,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의 관계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충남(5곳)과 대전(5곳)에 소재한 고등학교 10곳을 임의 선정하여 실시
하였다. 설문지는 학교의 교사에게 사전에 연구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중고등학
생 1,000명을 대상으로 자가 기입식 집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추출방식은 임의표집으로 대표
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학교 당 100부씩 할당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1,000부 중 무응답 및 응
답이 불성한 설문지 60부를 제외한 940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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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와 분석방법
1) 학대경험

학대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traus 등(1998)이 개발한 부모․아동 갈등 척도
(Parent-child Conflict Tractics Scales)를 한국복지패널에서 수정․보완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학대경험 척도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신체적 학대(부모님
에 의한 구타의 정도), 정서적 학대(부모님으로 부터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의 꾸짖음, 모
욕적인 말을 들은 정도), 방임(부모님이 학생의 늦은 귀가에 대한 관심 정도, 결석에 대한 관심
정도, 불량한 행동에 대한 관심 정도)을 경험하였는지를 검증한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서 ‘전혀 없다’는 1점, ‘1년에 1～2번’은 2점, ‘2～3개월에 1～2번 정도’는 3점, ‘한 달에 1～
2번 정도’는 4점,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5점으로 가능한 점수는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학대경험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8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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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구사회학적 변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성별, 학년, 학교특성, 건강상태, 경제수준에
대해 측정하였다.
본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과 Amo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 또는 이상치를 검토
하였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은 구성개념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우선 각 구성개
념에 대한 측정모형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각 구성개념(학대경험, 스트레스, 자살생각)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았다. 셋째, 변인들 간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와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
형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넷째, 성별(남․여학생)에 따른
모형차이를 검증하였다.

2) 자살생각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eynold(1988)의 자살생각척도(Suicide Ideation
uestionaire)를 신민섭(1992)이 번안해서 사용한 총 30개 문항 중 한국복지패널이 수정․보완
하여 6개 문항으로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살생각의 각 문항 점수는 7점 리커트(Likert)
척도로서 ‘전혀 없다’는 0점, ‘지난달 한번’은 1점, ‘한 달 1번’은 2점, ‘한 달 2～3번’은 3점, ‘일주
일 1번’은 4점, ‘일주일 2～3번’은 5점, ‘거의 매일’은 6점으로 가능한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36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횟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69 이였다.

Ⅳ. 연구결과

Q

3)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BEPSI-K(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Korean)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원안은 Frank & Zyznaski(1988)가 기존의 복잡한 스트레스 측정도
구 대신 바쁜 외래에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1개의 개방형 질문과 5개의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와 강한 상관성을 보여 외래에서 사용 가능
함을 입증 받았다. 이것을 배종면 외(1992)가 번안하여 한국형 스트레스 측정도구인 BEPSI-K
를 개발하였고, 허봉렬 외(1996)이 이를 다시 수정․보완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BEPSI-K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스트레스의 외적요구에 대한 생각, 내적인 요
구, 기대에 대한 조화, 요구의 불확실성, 요구의 조율을 검증한다. 점수는 5점 리커트(Likert) 척
도로서 ‘전혀 없다’는 0점, ‘간혹’은 1점, ‘종종’은 2점, ‘거의 언제나’는 3점, ‘항상’은 4점으로, 가
능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0점까지 분포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75 이였다.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자가 53.8%로 남자
6.2%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학
년 33.0%, 3학년 3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특성은 전문계 고등학생이 53.0%로 인문계
고등학생 47.0%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상태는 중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 42.6%,
하 5.2%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이 7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 12.2%, 상 8.3%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경험은 평균 10.36점이며 표준편차는 4.441이고, 자살생각의 평균은 3.10
점, 표준편차는 6.418이다. 스트레스의 평균은 6.96점이며, 표준편차는 3.490이다. 각 주요변수들
의 정규성을 왜도와 첨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4

<표 4-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940)
변수명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학년

자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남

434

506
322
310
308

6.2
5 .8
.
.0
2.8

4
3
34 3
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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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특성
건강상태
경제수준

수
학대경험
자살생각
스트레스
변 명

인문계
전문계
상
중
하
상
중
하

2
98
00
91
9
78
747
115

들 간 공분산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상관관계는 .345(p=.000), 학대경험
과 스트레스는 .406(p=.000),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은 .529(p=.000)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7.0
5 .0
2.6
52.2
5.2
8.3
79.5
12.2

44
4
4
4
4

4
3
4

<표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8
29 10.36 4.440 2.262
0
36
3.10
6.418 2.850
0
20
6.96 3.490 .344

재 수

도
.511
8.959
.011
첨
4

고등학생의 학대경험 유무 및 유형별 학대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본 연
구결과, 연구대상 고등학생 940 중 학대를 경험한 고등학생은 39.9%였으며, 학대를 경험하지 않
은 고등학생은 60.1%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학대경험 정도를 살펴본 결과로는 정서적 학대가 32.6%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방임 19.5%, 신체적 학대 1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고등학생의 학대경험 유무
신체적 학대
유형별
학대
학대경험 정서적
방임

유

75( 9.9)
1 5(15. )
06( 2.6)
18 (19.5)
3 3
4
4
3 3
3

무
565(60.1)
795(84.6)
634(67.4)
757(80.5)

정 수
신체적 학대
학대경험 정서적 학대
방임
자살생각1
자살생각2
3
자살생각 자살생각
자살생각4
자살생각5
자살생각6
스트레스1
스트레스2
스트레스 스트레스3
스트레스4
스트레스5
잠 변

2. 고등학생의 학대경험

<표 4-3> 고등학생의 학대경험 유무 및 유형별 학대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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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측정모형

Estimate
B
β
1
.786
3.816
.812
2.972
.594
1
.932
1.006
.973
.915
.925
.892
.862
.934
.889
.979
.900
1
.666
1.214
.752
1.107
.642
.983
.542
.946
.577

측 변

***
***

***
***
***
***
***

***
***
***

***

***

S.E

C.R

.199
182
.017
.018
.021
.022
.017
.070
.071
.071
.074

19.157
16.346
60.794
50.888
41.908
42.506
58.145
17.303
15.577
13.918
12.830

p<.001

단위: 명(%)

계
940(100.0)
940(100.0)
940(100.0)
940(100.0)

3.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 잠재변수인 학대경험, 자살생각, 스트레스간의 각 지표들이 이론적 개념을 잘
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그림 4-2>)을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4-4>와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283.394(df=60), p=.000, TLI=.978, CFI=.967,
RMSEA=.063으로 나타나 χ2를 제외하고는 모든 적합도에서 좋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또한
잠재요인을 측정한 지표들의 요인부하량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집단의 잠재변수
반

χ =283.394(df=60),
2

p=.000, TLI=.967, CFI=.978, RMSEA=.063

<그림 4-2> 측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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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모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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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분해 및 매개효과

1) 구조모형 결과

전체집단의 구조모형(<그림 4-3>)과 그 결과(<표 4-5>)를 살펴보면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C.R= 4.056, p<.000)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은 학대를 경
험할 경우 다른 요인과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를 경험한 단일요인만으로도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대경험은 스트
레스에 이르는 경로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C.R= 6.843, p<.001)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
경험 정도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이르
는 경로는 C.R값이 10.73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학대경험 → 자살생각
학대경험 → 스트레스
스트레스 → 자살생각

B
.332
.504
.858

***
***
***

β

.153
.434
.459

S.E
.082
.074
.080

C.R
4.056
6.843
10.734

***

각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6>과 같다.
학대경험은 스트레스(.434)와 자살생각(.153)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
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45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경험이 자살생
각에 미치는 총 효과(.352) 중 직접적인 영향(.153)과 간접적인 영향(.199)으로 분해되어 나타났
다. 또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을 지지하였다. 고등학생이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는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구조모형 변수의 효과분해 : 표준화계수

경로
학대경험 → 자살생각
학대경험 → 스트레스
스트레스 → 자살생각

접 과 간접효과
.15
.199
.
. 59
-

직 효
3
434
4

<표 4-7> Sobel Test 결과

경로
학대경험 → 스트레스 → 자살생각

p<.001

과
. 52
.
. 59

총 효
3
434
4

간접효과
.199

Sobel Test(Z)
5.750
***

***

p<.001

5. 성별 다집단 분석

χ=
2

210.567(df=55), p=.000, TLI=.975, CFI=.985, RMSEA=.055

표준화계수로 제시하였음

.

<그림 4-3> 구조모형

성별 모형 차이를 비교 검증하기 위해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
을 검증한 후, 각 변인간의 관계를 집단에 따라 경로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경로동일성
을 검증하였다(표 4-8). 측정동일성의 경우 각 잠재변인에 대한 모든 요인의 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측정한 결과 χ2=572.359(df=116), p=.000, TLI=.931, CFI=.956,
RMSEA=.065로 나타나 χ2를 제외하고는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경로
계수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3개의 경로계수에 각각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을 기저모형과 χ2차이를 검증한 결과, χ2의 증가량은 10.6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4). 이는 두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고등학생의 학대경험,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의 관계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있을 것
이다’라는 가설 4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각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3개의 경로 중 1개의 경로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학대경험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는 두 집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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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χ2=6.201, p=.013)에서 남
학생과 여학생 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4-8> 경로동일성 제약모형비교

모형
1 기저모형
든 경로(3가지)
2 모
의 제약모형
3 학대경험 → 자살
학대경험 → 스트
4
레스
트레스 → 자살
5 스
생각

(df)
425.660(124)
430.240(127)
427.231(125)
427.926(125)
428.637(125)
χ2

χ2
△χ2(df) P값(△
CFI
)
.934
4.580(3)
.205 .934
1.571(1) .210 .934
2.266(1) .132 .934
2.977(1) .084 .934

TLI
.917
.919
.918
.917
.917

RMSE
A
.058
.057
.057
.057
.057

성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집단 간 주요 변수의 경로계수는 <표 4-9>에 제시하였다. 성별
에 따른 차이는 3개의 경로에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
여학생의 경우 학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남학생의 경우는 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학대경험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경로와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한 관계를 보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는 학대경험에 따른 스트레스와 스
트레스에 의한 자살생각은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학대경험이라는 단일
요인만으로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집단별 모수 추정치 비교

모수
학대경험 → 자살생각
학대경험 → 스트레스
스트레스 → 자살생각

학생(S.E)

남

.638 (.170)
.504 (.139)
.975 (.114)
***
***
***

여학생(S.E)

.163 (.085)
.496 (.087)
.831 (.116)
***
***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경험한 학대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충남 및 대전에 소재한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 9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
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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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여고생을 대상으로
중복 피학대 경험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고 살펴본 연구(박경·김혜은, 2006)와
학대경험 중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보인 연구결과(김은경·이정
숙, 2008)를 반영하는 결과이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인 학대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었다는 대부분의 선행연
구결과(박경, 2005; Perkin & Jones, 2004)를 확인해 주었고, 더 나아가 발달단계상 과도기적 시
기를 겪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 신체·정서·방임과 같은 학대경험을 겪게 되면 극단적이게는 자
살생각이나 자살시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규명 하였다. 따라서 학대를 경험했거
나 혹은 잠재적 학대집단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복지를 실천할 때에는 가정 내·외의 학대
경험과 관련된 지속기간과 학대유형을 파악하여 이를 위한 중재요인을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교사나 친구의 지지와 같은 사회·환경적 지지요인 및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 충족과 같은
전문적 상담과 같은 관계망을 제시하여 보다 현실적인 접근마련이 시도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둘째, 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다수 선행연구들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함으로써 자살을 시도하는 경향
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연구결과(우채영·박아정·정현희, 2010; Calderon, 1995;
Fergusson et al., 2000; Wilbum & Smith,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스트레스요인과 자살생
각의 밀접한 관련성을 살펴본 국외 연구(Brezo et al., 2006; Scocco, Meneghel, Caon, Dello
buono, De Leo, 2001), 국내연구들(최윤정, 2012; 최우경·김진숙, 2012; 강석화·나동석, 2013) 모
두에서 밝힌 것과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결과이다. 이는 자살생각의 경로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매우 대표적인 예측요인이자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스트레스를 조
절하고 중재하는 것이야말로 자살을 예방하는 1차적 방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교 생활 과정에서 학업이나 진로이외의 다양한 심리 및 적응검사를 통하여 조기에 고위험 스
트레스 군(群)과 자살생각 위험군을 확인하고 이들 집단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입 프로
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학교 내 전문상담가가 상주하는 상담실의 운영
과 관련 시스템 구축이 전문적으로 마련되어 고등학생 학령기 학업이나 교우관계 및 기타 가정
생활과 관련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구체적 자원 마련을 위한 정책 및 실천방안이 필요할 것
이다.
셋째, 학대경험은 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경
험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
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고등학생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간의 관
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부
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최윤정, 2012)에서 스트레스가
부분매개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서인균·고민석,
2011)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스트레스는 이를 증가시킨다고 강조한 것과
그 맥락을 함께 하는 바이다. 이는 스트레스 매개요인은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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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전체효과가 가장 큰 변인이며, 학대경험의 경우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과정에서 스
트레스 요인과 함께 맞붙게 되면 부정적 시너지 효과가 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연구가 시사
하는 바는, 청소년기 고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학대에 대한 정확한 사
회적 인식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학대를 경험했더
라도 주변의 긍정적 지지자원을 발굴하여 활용한다던지 혹은 또래나 멘토와 같은 사회적 지지
자원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대처방법과 정서적 건강을 강화시켜준다면 그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넷째, 학대경험,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
해 다집단 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을 비교했을 때 남학생의 경우 학대경험과 자살생각의 경로에
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난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집단 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는 학대경험과 스트레스의 경로, 스트레스와 자
살생각의 경로에서 여학생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의 학대경험
과 스트레스, 자살생각 간의 관계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
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학대경험, 스트레스,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경우 성별에 따라 신체적·심리적 성장과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성정체성 또한 정립되어가는 시기로써 성별에 따른 특성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유창민·강상경·김성용, 2014)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즉,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이르기까지 성별차이가 있었던 기존 연구들(전영주·이숙현, 2000; 박재연, 2010)과 그 맥락을 함
께하며, 학대경험에 대한 반응이 남녀의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Hetherington,
1979)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여 볼 때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청소년기 성
별차이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으며 실제 학교사회복
지 실천현장에서 남학생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원인변인에 관해 면밀한 관리가 강화되어
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과 비교해 볼 때 보다 청소년 시기에는 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내재화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 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통해 부적응적 상
태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남녀 학생의 스트레스에 대
한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의 스트레스 영향력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
로 학교사회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전략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성별에 대한 차이
와 특성을 반영하여 실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구조적 인과모형 속에서 학대경험과 청소년 자살생각, 매개요인들의 관계를
입증하여 학대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위험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이끌어내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생애주기 상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놓여 있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
각의 위험요인을 살펴보았다는데서 그 의미가 있으며, 학대에 대한 사회적·공공적 책임이 중요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관련 연구가 아동이나 대학생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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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볼 때 고등학생 자살문제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인 기초자료
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통해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분석하였으므로 전국 단위의 고등
학생에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별적 차이점과 특성이 분
명히 존재함에도 성별차이와 같은 부분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포함한 분석이 실행
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청소년기 이전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간
의 인과적 해석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있어 학대경험과 스트레스 요
인만을 살펴보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후행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추가하여 진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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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ting Effects of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Experience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Comparing Between a
Female Group and Male Group
Lee, Yonsil, Lee, Yongwoo

The present paper is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s of Adolescents abuse experience on
their suicidal ideation and, furthermore, to examine if such experience may mediate their
stress affecting by thus their suicidal ideation. A total of 940 juveniles who are enrolled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Chungnam Province and Daejeon Metropolitan City
were invited to take part in this study as subjects and an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onducted to process the data collected from the subjects. The major outcomes
of the analysis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buse experience can exercise direct
impact on suicidal ideation in a positive way; second, stress may have positive influ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third, abuse experience is found to have connection with stress which
can act as mediator leading eventually to suicidal ideation. In short, abuse experience can
not only affect suicidal ideation directly but also influence stress positively (+) prompting
then suicidal ideation. Stress is thus believed to play a role in part as mediator between
abuse experience and suicidal ideation of Adolescents. Finally, several differences were found
about abuse experienc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between a female group and male group.
Based on the outcomes of the study, measures are discussed in this paper to work out
practical as well as political ways to promote mental health, to prevent abuse and suicide
and to mitigate stress of Adolescents.
[Key Words : Adolescents, Abuse Experience, Suicidal Ideation, St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