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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and
Mediating Effect of Siblin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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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터울이 가까운 형제
자매에게 행사하는 형제폭력의 수준을 파악한 후, 자녀폭력이 형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형제폭력은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형제폭력은 자녀
폭력과 또래폭력을 매개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표본은 초등 4~중등 3 사
이의 아동 568명이다. 형제폭력 및 자녀폭력의 측정은 CTS를 이용하였으며 통계
계량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이 언어, 심리, 신체
의 어떠한 형태로던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형제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44.2%
였다. 또한 형제폭력은 자녀폭력과 또래폭력 사이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적으로 아동이 부모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할수록 형제폭력을 행사할 가능
성이 높아지며 동시에 또래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
설인 폭력의 세대간 전이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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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배경
.

형제폭력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이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과 폐해에 대해 인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관련 연구
에 의하면 형제폭력의 악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형
제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거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유형 가운데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형제폭력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형제폭력이란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아동에 의한 아동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
다(Gelles, 1997：97). 형제폭력(sibling abuse)은 ‘형제자매에게 손상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힘과 통제력을 획득하려는 내면적 욕구에 의해 동인된 반복적인
폭력’으로 정의하며, 형제관계는 ‘공통된 부모를 둔 친형제, 이복형제, 의붓형제,
입양형제를 포함하여 2명 이상 형제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언어적 및 비언어
적 상호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다(Caffaro & Conn-Caffaro, 2005：609).
형제폭력은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80년대 이후 이루어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형제폭력을 경험하였거
나 행사한 비율이 64%~96%로 나타나 상당한 비율이 형제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Goodwin & Roscoe, 1990; Hardy, 2001; Kettrey &
Emery, 2006; Roscoe, Goodwin, & Kennedy, 1987). Roscoe 외(1987)는 244명의 중
학생 가운데 남학생 88%와 여학생 94%가 형제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동시
에 남학생 85%와 여학생 96%는 형제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Hardy
(2001)의 회고적 조사연구에서 203명의 대학생의 약 절반(47.8%)이 자신의 형제로
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했노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쯤은 형제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형제 사이의 과도한 갈등과 폭력은 형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피해자
들은 성장 후 대부분 폭력을 행사한 형제와 단절하고 지내거나 소원한 관계를 유
지하며 결혼생활 가운데 폭력의 후유증을 노출하게 된다(Caffaro & Conn-Caffaro,
2005; Eriksen & Jensen, 2006; Hardy, 2001; Wiehe, 1997). 문제는 폭력의 피해자가
성장과정에서 혹은 성장 후 가족이나 타인에게 폭력의 가해자로 재등장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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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하는데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형제폭력은 다른 폭력유형 즉 학교에서
의 또래폭력, 이성과의 교제시 데이트폭력과 연관성이 크며, 부모에 대한 폭력이
나 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Duncan, 1999; Noland, Liller, McDermott, Coulter, &
Seraphine, 2004; Roscoe et al., 1987). 학계에서는 이를 폭력의 세대간 전이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이라 지칭한다(Widom & Ames, 1994).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들이 터울이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에게 어느 정도 형제폭력을 행사하는지 그 수준을 파악한 후, 형
제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폭력이 형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형제폭력은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형제폭력은 자녀폭력과 또래폭력을 매개하
는지를 분석하여 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형제
폭력에 대한 예방적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문헌 고찰
.

1. 사회학습이론
폭력의 세대간 전이 혹은 폭력의 대물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사회학습이론이다. 동 이론은 원가족(family of origin)으로부터 학습된 폭력이 동
일가족, 파생가족, 비가족(non-family)에게 전이되는 기제를 설명해 준다. 사회학
습이론에 의하면 행동은 모방과 강화를 통하여 학습되며 개인은 보상과 처벌이
라는 긍정적 및 부정적 강화를 통해서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며 학습한다
(Bandura, 1973; Hoffman & Edwards, 2004, p.189 재인용). 즉 타인의 반응으로부
터 이후 유사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암묵적 규칙이 생성되며 직·간접
적인 경험이야말로 다양한 행동을 학습하는데 지침이 된다. 마찬가지로 폭력적
행동도 보상과 처벌이라는 타인의 반응을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된다는 것이다(Akers, 2000; Hoffman & Edwards, 2004, p.189 재인용).
따라서 폭력적 행동의 학습도 폭력의 피해자로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부모
의 폭력을 목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했
거나 목격한 자녀는 심리적 압박감을 분출하기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써 다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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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특히 형제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의 경우 자신들
이 경험했거나 목격한 그대로 행동유형을 보인다. 즉 의미있는 타인(significant
other)에 의하여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녀는 그러한 행동유형을 자기 형제에
게 고스란히 되풀이하는 것을 알 수 있다(Gelles, 1997; Wiehe, 1997). 이처럼 사회학
습이론은 폭력이 폭력을 재생산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여 준다. 즉 원가정이야말로
폭력적 행동을 학습하는 훈련장이며 학습된 폭력이 세대를 거쳐 대물림되어 다른
대상에게 같은 혹은 다른 폭력으로 반복되는 기제를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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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폭력과 형제폭력
자녀폭력이란 부모의 아동학대를 의미한다.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폭력이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수단임을
일찍부터 자각하게 된다. 즉 자녀폭력의 피해자인 피학대아동은 사회적 지위, 물
리적 힘을 구사하여 타인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음을 일찍부터 깨달아 알게 되
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하거나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빈번한 언어폭력, 신체
폭력, 심리·정서적 학대를 일삼을 수 있다(Hoffman & Edwards, 2004).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폭력과 형제폭력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제폭력에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 요인 가운데 아동학대
와 체벌이 형제폭력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며, 특히 부모 가운데 모에 의한 신체
폭력의 경험이 형제폭력의 빈도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다
(Eriksen & Jensen, 2006). 부부폭력 및 형제폭력이 가족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탐
구하는 과정에서 부부폭력과 형제폭력 사이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Mangold & Koski, 1990). 부모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자녀가 더 폭력적이며, 자
녀폭력이 형제폭력의 정도와 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Hardy, 2001; Kiselica & Morrill-Richards, 2007). 따라서 자녀폭력 즉 아동학대
가 빈번한 가정에서 형제폭력의 발생빈도 또한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3. 형제폭력과 또래폭력
형제폭력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현저히 떨어트리며 또래와의 관계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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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dy, 2001; Roland & Idsoe,
2001). 형제폭력은 또한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비행과 연계되어 있으며, 성격장애,
약물복용, 범죄 등 반사회적 일탈행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Eriksen & Jensen,
2006; Kiselica & Morrill-Richards, 2007). 2,262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
구에서 부모에게서 받는 지지도 보다 형제에게서 받는 지지도가 낮은 청소년이
낮은 자존감과 높은 소외감을 보이며 가장 강한 폭력성을 노출하여 학교에서 동
급생을 위협하는 존재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Sholte Engels, Kemp, Harakeh, &
Overbeek, 2001).

한편 자녀폭력으로 인한 피학대아동은 학업능력 저하 등 다양한 학교부적응
문제를 드러낸다. 피학대아동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우며, 집단따돌림
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며, 또래폭력 또는 학교폭력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정옥, 박경규, 2002; 배화옥, 2010; Grogan-Kaylor,
2004). 또한 학교생활을 하는 도중이나 성장한 후 비행이나 범죄 등 더 심각한 결
과로 이어진다. 자녀폭력과 아동의 거짓말, 무단이탈, 무단결석, 음주, 흡연, 가출,
패싸움, 갈취, 성관계 등 일탈행동 혹은 비행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배화옥, 2010;
윤혜미, 남영옥, 2007; 정익중, 박현선, 구인회, 2006; O'Keefe, 1994; Widom &
Ames, 1994).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형제폭력은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폭력은 형
제폭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폭력은 형제폭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
로를 설정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폭력은 형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형제폭력은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제폭력이 매개효과를 가지
는지 분석하여 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성된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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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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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자녀폭력

형제폭력

또래폭력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과 중학교
(1~3학년)에 재학하는 1명 이상의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이다. 조사대상 아동 수
를 600명으로 계상하여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3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에 각
100명씩 할당하였다. 학교마다 3~4개 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조사는 구조
화된 설문지를 작성한 후 자기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지 표지
에 조사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는 교사들에게 조사의 목적, 설문내용, 조사방
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31일~6월 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수거된 579부 가운데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568부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3. 변수측정 및 조사도구
1) 형제폭력과 자녀폭력

형제폭력은 Straus(1979)가 개발한 갈등대책척도(Conflict Tactics Scale, CTS)를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원래 CTS는 총19문항으로 되어 있고 비폭력(reasoning, 3
문항), 언어폭력․심리폭력(verbal and emotional aggression, 7문항), 신체폭력
(violence, 9문항)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진다(Corcoran & Fischer, 2000：229). 본
연구에서는 언어·심리폭력 7문항과 신체폭력 6문항을 선택 사용하였다. 응답아
동에게 형제가 여럿 있다면 폭력을 많이 가장 크게 주고받는 형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폭력의 수준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없음’, ‘1년에 1~2회’, ‘2~3달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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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달에 1회’, ‘매주 1회’, ‘거의 매일’까지 구분하였다. 신뢰도수준은 언어폭
력 0.783, 심리폭력 0.706, 신체폭력 0.840이었다.
자녀폭력 측정은 CTS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응답아동에게 부모 가운데 폭
력을 더 행사하는 사람을 선택하도록 한 후 폭력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형제폭력
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음’부터 ‘거의 매일’까지 구분하였다. 신뢰도 수준은 언어
폭력 0.704, 심리폭력 0.645, 신체폭력 0.732였다.
2) 또래폭력

또래폭력과 유사한 용어로 비행, 문제행동, 일탈행동이 있다. 대개 사회적으로
나 문화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문제행동
은 반사회적 행동 및 비사회적 행동을 포함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하며, 비행도
문제행동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일탈행동은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일
컬으며, 일탈행동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하나가 비행이다(김준호, 2009). 본 연구
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하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 및 초
4 패널에 포함된 청소년 일탈행동 문항을 참고하여 또래를 심하게 때리기, 협박
하기, 놀리기, 따돌리기의 4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또래를 놀리거나 조롱하기는
언어폭력에 준하며, 협박하기와 따돌리기는 심리폭력, 심하게 때리기는 신체폭력
에 해당된다. 또래폭력의 수준은 지난 1년 동안 ‘전혀 없음’은 0, 실행한 횟수에
따라 계량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폭력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통계방법
먼저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과 내적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자녀폭력, 형제
폭력, 또래폭력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자녀폭
력, 형제폭력, 또래폭력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모델링을 활용하
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모형을 검증하는데 가장
적합한 분석기법이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관측변수의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회
귀계수를 산정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매개변인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구조방정식모델링의 한 형태인 확인적 요인분
석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어느 정도 측정되었는가를 평가할 수도 있다

아동과 권리 15(2)
(김원표, 2006; 배병렬, 2009). 통계패키지는 SPSS 15/AMOS 18 프로그램을 이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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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및 해석
.

1. 표본 설명
조사대상 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성별은 남학생 49.4%, 여학
생 50.6%로 구성 비율이 거의 같았다. 학령별로 보면 초등 4학년 15.5%, 초등 5
학년 17.3%, 초등 6학년 16.9%, 중등 1학년 11.4%, 중등 2학년 11.9%, 중등 3학
년 27.0%로 중학교 3학년생의 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의 학력은 전문대·대
졸이 45.6%로 가장 많았고 고졸 36.9%, 대학원 이상 12.0%, 중졸 이하 5.4% 순
이었다. 모의 학력은 고졸이 49.3%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대졸 36.9%, 대학원
이상 8.5%, 중졸 이하 5.6% 순이었다. 가족유형으로는 양부모가정이 84.7%로 압
도적으로 높았으며, 한부모가정 11.0%, 계부모가정 1.4%, 조손가정을 포함한 기
타 가정 2.9%를 차지하였다. 소득계층은 보통인 비율이 73.1%로 가장 많았으며,
잘 산다와 아주 잘 산다는 각각 15.6%, 2.7%, 못 산다와 아주 못 산다는 각각
8.3%, 0.4%를 차지하였다.

2. 형제폭력, 자녀폭력, 또래폭력 실태
조사대상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언어폭력, 심리폭력, 신체폭력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던 적어도 1회 이상 형제나 자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44.2%였다<표 1>. 구체적으로는 언어폭력 67.2%, 심리폭력은 39.5%, 신체폭력은
21.1%로 폭력의 수위에 따라 비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
가운데 ‘삐치거나 말 하지 않은’ 비율이 57.3%, 심리폭력 가운데 ‘문을 쾅 다고
나간’ 비율이 50.0%, 신체폭력 가운데 ‘떠다밀거나 움켜잡고 흔들거나 밀어제친’
비율이 26.5%로 가장 빈번하였다. 또한 거의 매일 ‘고함을 지르거나 욕하는’ 비
율이 9.9%,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비율이 4.5%, ‘밀거나’ 혹은 ‘마구 두들겨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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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이 각각 1.8%로 가장 빈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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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형제폭력 실태

언어
폭력

심리
폭력

신체
폭력

지난 1년 동안 나는 형제나 자매에게………

거의 1년 2-3달 1달에 매주 거의
전체
없음 1-2회 1회 1회 1회 매일

① 빈정거렸다.
②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였다.
③ 삐치거나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④ 악담을 퍼부었다.
언어폭력 발생비율
⑤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다.
⑥ 주위의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찼다.
⑦ 물건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심리폭력 발생비율
① 책과 같은 물건을 던졌다.
② 떠다밀거나, 움켜잡고 흔들거나, 밀어제쳤다.
③ 손으로 뺨을 때렸다.
④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입으로 물어뜯었다.
⑤ 막대기 등으로 때렸다.
⑥ 마구 두들겨 팼다.
신체폭력 발생비율
형제폭력 발생비율

55.8
44.5
42.7
59.7
32.8
50.0
77.5
83.7
60.5
80.4
73.5
93.2
76.9
90.7
88.6
78.9
55.8

11.9 9.0 6.5 9.0
16.0 10.1 8.6 11.0
22.0 9.5 10.9 8.8
16.5 7.7 4.5 5.8
67.2
18.8 10.0 7.7 9.1
10.5 3.8 3.8 2.5
8.1 2.3 2.3 2.0
39.5
10.4 2.7 2.9 2.5
14.3 4.3 3.6 2.5
3.4 1.1 0.7 1.1
11.4 4.7 2.3 3.4
5.7 0.7 0.9 0.7
6.3 2.1 0.4 0.9
21.1
44.2

7.9
9.9
6.1
5.8
4.5
2.0
1.6
1.3
1.8
0.5
1.3
1.3
1.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지난 1년 동안 아동이 부모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던 적어도 1회 이상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16.3%였으나 형제폭력의 수준에 비해서는 낮았다<표 2>. 언어폭
력 27.9%, 심리폭력 15.0%, 신체폭력 11.3%로 학대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빈도
는 저하되어 형제폭력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언어폭력 가운데 ‘고함을 지
르거나 욕한’ 비율이 24.7%, 심리폭력 가운데 ‘문을 쾅 닫고 나간’ 비율이 18.0%
였으며 신체폭력 가운데 ‘막대기 등으로 때린’ 비율이 19.9%에 이르러, 형제폭력
유형과 조금 차이가 있었다. 특히 거의 매일 ‘고함을 지르거나 욕하는’ 비율이
1.9%, ‘문을 쾅 닫고 나가는’ 비율이 0.5%이었으며, ‘막대기로 때리는’ 비율이
0.4%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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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자녀폭력 실태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은 나에게………
① 빈정거렸다.

거의 1년 2-3달 1달에 매주 거의
전체
없음 1-2회 1회 1회 1회 매일
84.9

언어 ②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였다.
폭력 ③ 삐치거나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④ 악담을 퍼부었다.
언어폭력 경험비율
⑤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다.
심리
⑥ 주위의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찼다.
폭력
⑦ 물건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심리폭력 경험비율

6.7

2.7

2.5

2.1

1.1 100.0

75.3 10.4

4.4

5.5

2.5

1.9 100.0

83.6

9.2

3.2

1.6

1.2

1.2 100.0

84.8

6.0

4.2

1.9

1.8

1.2 100.0

72.1

27.9

100.0

82.0

9.7

3.9

3.0

0.9

0.5 100.0

91.0

6.5

1.6

0.7

0.0

0.2 100.0

89.4

4.6

1.9

2.8

1.1

0.2 100.0

85.0

15.0

100.0

① 책과 같은 물건을 던졌다.

90.6

6.0

2.3

0.9

0.2

0.0 100.0

② 떠다밀거나, 움켜잡고 흔들거나, 밀어제쳤다.

93.4

3.7

2.0

0.4

0.5

0.0 100.0

93.4

4.8

0.9

0.5

0.4

0.0 100.0

94.9

3.2

1.1

0.7

0.2

0.0 100.0

⑤ 막대기 등으로 때렸다.

80.1 11.9

4.1

2.1

1.4

0.4 100.0

⑥ 마구 두들겨 팼다.

93.8

2.1

0.4

0.2

0.0 100.0

신체 ③ 손으로 뺨을 때렸다.
폭력 ④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입으로 물어뜯었다.

3.5

신체폭력 경험비율

88.7

11.3

100.0

자녀폭력 경험비율

83.7

16.3

100.0

조사대상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또래에게 행사한 폭력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표 3>. 가장 빈도가 높은 폭력은 따돌리기 즉 심리폭력이었으며 1회
이상 한 비율이 10.5%나 되었다. 다음으로 놀리거나 조롱하기로 1회 이상 언어
폭력을 행사한 비율이 8.1%를 차지하였다. 또래를 심하게 때리기 즉 1회 이상
<표 3> 또래폭력 실태
지난 1년 동안 나는 친구에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따돌리기
협박하기
심하게 때리기

없음

1회

2회+

전체(명)

91.9
89.5
96.6
95.2

3.6
6.4
2.0
2.9

4.5
4.1
1.4
2.0

100.0(556)
100.0(560)
100.0(561)
100.0(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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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비율은 4.9%였다. 1회 이상 또래를 협박한 적이
있는 비율도 3.4%에 달했다.
형제폭력(언어폭력, 심리폭력, 신체폭력), 자녀폭력(언어폭력, 심리폭력, 신체폭
력), 또래폭력(놀리기, 따돌리기, 협박하기, 때리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형제폭력의 모든 유형과 자녀폭력의 모든 유형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나
타났다. 형제폭력의 모든 유형과 또래폭력 가운데 협박하기와 때리기는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형제 언어폭력과 또래 따돌리기 사이의 상관성을 제외하고 형제폭력
과 또래폭력간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폭력 가운데 언어학대와 신체학대
만이 또래 협박하기와 때리기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언어폭력
심리폭력
신체폭력
언어학대
심리학대
신체학대
조롱
왕따
협박
폭력

언어
폭력
1
.726**
.554**
.415**
.293**
.213**
.048
.113**
.132**
.124**

심리
폭력

신체
폭력

언어
학대

심리
학대

신체
학대

1
.693**
.372**
.282**
.203**
.073
.052
.168**
.157**

1
.354**
.331**
.305**
.043
.012
.157**
.219**

1
.647**
.442**
.065
.013
.121**
.116**

1
.527**
.047
.056
.056
.065

1
.081
1
.036 .373**
1
.083* .185** .147**
1
.098* .249** .159** .417**

조롱

왕따

협박

폭력

1

*p<0.05 **p<.01

3. 구조분석
아동의 자녀폭력, 형제폭력, 또래폭력의 경로를 분석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따
1)

1)

측정변수들이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변량분석을 실행한 결
과, 형제폭력 가운데 신체폭력, 자녀폭력 가운데 심리폭력과 신체폭력, 또래폭력의 폭력, 협
박, 조롱, 왕따가 3.0 이상의 지나친 양의 왜도(positive skewness)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모든
측정변수들의 제곱근을 취하여 비정규 분포를 수정하였다(김원표, 200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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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한 모형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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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5> 모형의 적합도 검증
지수

x2

d.f.

p

NFI

TLI

CFI

RMSEA(Low-High)

값

119.358

32

0.000

0.926

0.903

0.944

0.069(0.056～0.083)

아동의 형제폭력, 자녀폭력, 또래폭력의 각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
성을 판단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자녀폭
력은 언어폭력, 심리폭력, 신체폭력으로, 형제폭력도 언어폭력, 심리폭력, 신체폭
력으로, 그리고 또래폭력은 폭력, 협박, 조롱, 왕따로 측정되었으며, 이 모든 측정
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결론적으로 자녀폭력, 형제폭력, 또래폭력을 나
타내는 각 잠재변수와 측정문항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이론모형을 구
성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자녀폭력

형제폭력

또래폭력

경로
언어학대
자녀폭력
심리학대
자녀폭력
신체학대
자녀폭력
언어폭력
형제폭력
심리폭력
형제폭력
신체폭력
형제폭력
폭력
또래폭력
협박
또래폭력
조롱
또래폭력
왕따
또래폭력

←
←
←
←

←
←
←
←
←
←

b
1.000
.768
.632
1.000
.862
.831
1.000
.740
.838
.620

S.E.

p

.048
.046

***

.050
.052

***

.091
.116
.110

***

***

***

***
***

B
.784
.841
.628
.787
.836
.721
.714
.625
.441
.318

***p<.001

표준적합지수
비
표준적합지수 터커루이스지수
비교적합지수 는 이상 우수
한 것으로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 는
이하이면 우수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김원표
배병렬

2) NFI(Normed fit index,
), NNFI/TLI(Non-normed fit index/Turker-Lewis Index,
/
), CFI(Comparative fit index,
) 0.90
,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05
, 0.05~0.08
(
, 2006;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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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폭력이 형제폭력으로 이르는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자녀폭력이 증가할수록 형제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
다. 형제폭력이 또래폭력에 이르는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형제폭력이 증가할수록 또래폭력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녀폭력은 또래폭력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아
동은 부모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할수록 형제자매에게 언어폭력, 심리폭력, 신체
폭력 등의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며, 또한 또래에게 왕따, 협박, 폭력 등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자녀폭력은 형제폭력에 영향을
미치며, 형제폭력은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폭력은 형제
폭력을 매개로 하여 또래폭력에 이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형제폭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행하였다(Baron &
Kenny, 1986). 검증 결과 형제폭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폭력이 또래폭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유의미
하지 않아 형제폭력은 완전매개(complete mediation)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로
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채택할 수 있으며 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모형에서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은 각 내생변수를 종
속변수로 하는 분산 값으로 회귀분석에서 결정계수인 R 값과 유사하다. 따라서
자녀폭력은 형제폭력을 25.0% 설명하고 있으며, 형제폭력과 자녀폭력은 또래폭
력을 7.2% 설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표 7> 연구모형과 다중상관자승 분석결과
자녀폭력
형제폭력
자녀폭력
자녀폭력

→
→
→
→

경로
형제폭력
또래폭력
또래폭력
형제폭력

→또래폭력

b
.627
.050
.013
Sobel-z =

s.e.
.067
.015
.018
3.140

p.
***
***

0.478

B
.500
.240
.048

SMC
0.250
0.072

***

***p<.001

형제폭력을 매개로 자녀폭력이 또래폭력에 이르는 경로를 구성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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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녀폭력, 형제폭력, 또래폭력의 구조모형

Ⅴ 결론 및 함의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들이 터울이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와 주고받는 폭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후, 형제폭
력이 자녀폭력과 또래폭력을 매개하는지 구조 분석하여 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아동이 언어, 심리, 신체의 어떠한 형태로던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형제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44.2%로 형제폭력의 수준이 낮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 67.2%, 심리폭력은 39.5%, 신체폭력은
21.1%로 폭력 강도에 따라 비율이 저하되었다. 동일한 CTS 척도를 사용하여 중
3~고2 청소년 1,140명을 대상으로 한 김재엽, 강민지, 조춘범(2008)의 연구에서는
신체폭력이 25.5~33.7%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으나, 언어폭력과 심리폭력의
비율은 본 연구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발달단
계에 있는 아동들로서 이후 청소년기에 이르면 언어폭력과 심리폭력 외에 신체
폭력을 가중하여 폭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하나 자녀폭력과 또래폭력에 비해 형제폭력의 수준이 더 높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한다. 자녀폭력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주로 폭력을 당하는 일방향이지만, 형
제폭력은 상당한 비율이 형제자매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쌍방향 특성을 띄고 있
어 폭력의 증폭현상이 예견된다. 같은 아동과 아동 사이의 폭력이라 하더라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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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라는 제도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또래폭력에 비해 교사의 감독이나 통제가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형제폭력은 더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녀폭
력과 형제폭력의 발생비율과 상관성이 높은 반면 또래폭력의 발생비율과 상관성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더불어 자녀폭력 즉
아동학대와 달리 형제폭력은 또래폭력과 함께 아동이 아동에게 행하는 폭력이어
서 폭력의 학습이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질 수 있음에 우려할 만하다.
다음으로 형제폭력은 자녀폭력과 또래폭력의 경로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검증할 수 있었다. 아동이 부모로
부터 폭력을 많이 당할수록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더 행사하며, 나아가 또래에게
왕따, 협박, 폭력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를 해석하면 부모로
부터 폭력을 학습한 아동은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또래에게 폭력을 구사함으로써 폭력이 세대간 전이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도 자녀폭력과 또래폭력 사이에 상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형제폭
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개를 하여 또래폭력으로 이어진다는데 이의가 없다. 가
정이라는 한 장소에서 자녀폭력과 형제폭력이 일어나고 형제폭력은 학교라는 장
소로 옮겨가 또래폭력으로 발생하는 경로에서 형제폭력은 가장 뚜렷한 폭력의
연결고리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지금까지 관심을 끌지 못
한 형제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구조 분석함으로써 형제폭력에 대한 학문적 및 실
천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과 달리 형제폭력은 크게 학문
적 및 실천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형제폭력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심각하다. 형제폭력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건강을 해친다. 형제폭력의 피해자는 자존감이나 신뢰감의 손
상을 입거나 소외감이나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형제폭력
의 예방에 실천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형제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자녀폭력에 주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즉 부
모의 폭력이 자녀의 폭력으로 학습되며 자녀는 가까운 형제자매에게 나아가 또
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검증되었다. 무엇보다도 형제폭력은 현재 시점과
현재의 가정에서 폭력을 답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더욱 인지도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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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형제폭력의 원인이 되는 자녀폭
력을 예방하기 위한 위기가정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자녀폭력을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정서적 개입이 고안되어야만 형제폭력 나아가 또
래폭력의 전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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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sibling abuse mediates the
path between child abuse and peer abuse, thus testing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Sibling abuse and child abuse were categorized as verbal, emotional, and
physical abuse. Peer abuse was categorized into mocking, bullying, intimidation, and
beating. This study collected a total of 600 children who are in the fourth to sixth
grade at primary schools and in the first to third grade at middle schools in one city
of Gyeongsangnamdo using convenience sampling and cluster sampling methods. The
study sample consisted of 568 children. This study uti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test mediating effect of sibling abuse. Study results show that 44.2% of
children have committed at least one of sibling abuse during the last one year; 67.2%
committed verbal abuse, 39.5% committed emotional abuse, and 21.2% committed
physical abuse. Study results also show that child abuse significantly predicted sibling
abuse and sibling abuse in turn significantly predicted peer abuse. Sibling abuse
significantly mediated the path between child abuse and peer abuse. Consequently the
hypothesi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was verified in this study.

Key words：Sibling abuse, child abuse, peer abus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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