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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가출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사회인구학적 특정，지능，뇌기능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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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abuse and socio-demographic factors，intelligence and brain
function in sheltered runaway adolescents

Young-Sook Kwak

Departmenlsof Psychialry，Jeiu Nalional UniversilvSCh∞101Medi미ne，Jeju，Korea

This study was intended 10 invesligate SOCi앙-demographic characterislics ，inlelligence，brain function and abuse experience in
shellered runaway adolescents and also to exam the relation belween Ihem. And the urtimate purpose is to offer basic dala
which are needed in eslablishing comprehensive pr이ection p이icy in sheltered runaway adolescenls. 128 adolescen1s wh。
stayed in the runaway shellers were investigated. Basic questionarre about socio-demographic characleristic ，developmental
hislory，family environmenl ，and abuse experience ..were asked 10 compJete by themselves and Korean Wechsler Adult
Inlelligence SCaleIK-WAIS)，Bender-Geslall Test(BGT) were carried by a psychologisl. The mosl common age 이 lhe subiecls
was 15 years old. The firsl runaway episode was mosl common in the middle school period. and mos1ly their runaway was
repeated. 8exual abuse his10ry was more frequent in female，and emotional abuse was more frequent in male. Physical abuse
was more frequent in 12-15 years old group and sexual abuse was more frequent in 16-21years old. grouP. Emolional abuse
was mosl’requent in whom 1he first runaway episode were occurred in elemenlary sch。이 period. Physícal abuse was most
frequent ín whom repealed runaway. ln intelligence 1es1，22% of subjects was menlally relarded. Emotional abuse was
signilicanlly relaled with decrease of verbal inlel1igence scores，and sexual abuse was significan!ly relaled with decrease of
performance in1elligence scores. ln BGT，39.4% of subjects manifested brain dys’unc1ion signs and mean error score
significanlly higher in adolescents with history 이 em01ional abuse，sexual abuse and neglect . Abuse experience were
significanlly more frequent in runaway adolescenls lhan in general adolescents. And 1his resurt caused various harmful effecl in
cognilive brain function. To prevent this and to provide prolection policy for runaway adolescen1s，more active investigalion
about the abuse history and ea끼y lamily inlervenlion are needed. (J Med Ufe SCi 2009:6:1 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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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촉 내의 여러

문제점뜯이 기출을 유도한다 가출 청소년의 25%이하만이 두 영

의 부모룹 두고 있고 1l. 가출 청소년의 10%정도에서는 부모상이

내채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21 한 연구에서는 기출 챙소년의

44%가 국가 보초뜯 받는 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꺼，가촉 내 양부

모가 있었던 정우가 21%，가출하기 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

서 론 --←「」 냐 전학옹 하였던 경우가 각작 55%，43%였마41 부모의 개인적

인 문제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RobertsonSl에 의하연， 가쓸

청소년의 60%정도에서 적어도 한 명이상의 부모가 알코용이나

약윤충욕‘ 또는 연죄자였고， 약 25%에서는 어머니가 17세 이하

에 자녀플 충산하였다고 한다 II 그리고 가출 갱소년의 어머니는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의 어머니에 벼혜 정신과적인 문제깥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61，이를 가출 갱소년의 37%에서 부모가 점에 없

었던 적이 있다고 하였고 17%는 감옥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

고 이틀 청소년의 1/3에서 가출하기 직전에 부모가 직장율 잃었

다고 하였다 41 이런 가출 청소년 가촉의 또 다른 특징은 강퉁이

많다는 것이다 거의 반수에서 부모와 청소년 샤이 뿐 이라 부모

플 사이에서의 갇퉁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71 그래서 일부에

서는 가출이리는 행동 반용 자체가 청소년의 주변 환경올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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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의 39%에서 기출 형제가

있었고 16% 에서 가출한 부모가 있었다 결국 이려한 환경 속에

서 상당수는 부모에 의한 학대와 방임을 보고하고 있다 j)

Robert.son5}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37%에서 선제적 학대를 경

험하였고 또 다른 10% 에서는 성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더

욱이，명백한 학대 이외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틀의 부모로부터

받는 따뜻함이나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요의f하연
대제로 이려한 가정들은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빈약하고 부

모블은 그들 자신의 결혼 생활，약물 남용，그리고 범죄 등의 문

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청소년들은 원하지 않는 가족이

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기족 내 다른 문제들의 희생양이 되

고 이러한 아이틀은 종종 기족 구성원에 의한 방엄뿐 아니라 신

체적，정신적，성적 학대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아동 학대에 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되어 왔

으며 학대의 현황을 비롯하여 학대의 개념적 접근의 연구，학대

의 원인과 결과，학대의 예방 및 대책 방안 등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

아나 초등학교 아동에 집중되어 왔으며"，청소년에 관한 학대 연

구는 성학대에 관한 조사나 학교 폭력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다

루어져 왔을 뿐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청소년 학대의 심각성은 서구의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도를 낮추며 비행이내 일탈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10)，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있는 가출 청소년의 입소원

인이 방임，기아，미아，학대의 순으로 나타나 시설에 보호중인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내나 방임의 결과로 업소하게 된 것으로 나
타냥다 11)

그러나 최큰까지 학대받은 ‘아동‘이 아닌 학대받은 ‘청소년’

를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거의 간과되어 왔다 청소년틀은 자신들

의 힘，체중，신장，연령으로 인하여 학대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되어 왔으며，또한 학대를 받지 않기 위해 가풀하거나 또는 학대

를 피해 스스로를 지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

되어왔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업소하고 있

는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지능，뇌기능 및 학대 경험 실

태를 파악하고 이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향후 보호시설 가출

청소년에 필요한 포괄적인 보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목적으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만 12세에서 21세까
지의 남녀 청소년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비로 남자 66명，
여자 62명이었으며，대상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15.42:1=1.75세
였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6개소에서 남자 50명，여자 27명이었
고，경기(성남)1개소에서 남자 12명，여자 4명이었고，경남(창원)
l개소에서 여자 20명이었고，제주 2개소에서 남자 5명，여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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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충북(청주)1개소에서 여자 6명이었다 연구에 참가한

128명 중에서， 119병이 기초섣문조사와 학대에 관한 설문지를

완성하였고，임상심리사와 청소년간의 일대일 검시를 통해 100명
이 지능검사를 시행하였고， 89명이 벤더 게슈탈트검새 BGT) 를
시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보호시설 전문 상당원의 상담 기록 및 관찰 내용과 대상자 자

신의 기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발달력，가

정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조시를 하였고，학대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싣시하였다 학대의 후유증을 알아보기 위해 기질적 정신

장애 평가검사인 벤더 게슈탈트검사 -(BGT)，지능검사인 한국웬슬

러지능검사 -(K-WA1S) 를 조사하였다

주요검사도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설문조사

기초설문조사는 사회인구학적 설문，가풍과 관련된 설문，술

및 약물경험에 대한 설문，법적 문제와 관계된 설문，학대와 관

계된 설문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설문에서는

성별，연령，학교 중단 시 학년，가족의 생활정도，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학교중단 유무，보호자의 직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가출과 관련된 설문은 첫 가출시기，가출횟수，가출기간，가

출동기 중 가족요인，학교요인 및 개인 요인，보호시설 입소계기，

현재 보호시설 입소동기，기풀 후 가졌던 직업종류 등으로 구성

되었다 술 및 gt물경험에 대한 설문은 의탤경험 유무，약물시용

정도，약물종류，술을 마신 경험 유무，술을 마신 횟수，음주량

등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문제와 관계된 설문은

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법을 어겨서 받았던 처벌의 종류，돈을

받은 성행위 유무 등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1 학대에 관한설문
학대와 관계된 설문은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성학대 등 4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학대는 총 7문항이며 손으로 얼굴，

머리，귀 때리기，내던지거나 때려늄히기，주먹으로 때리거나 심

하게 걷어차기 등 구타 3문항과 마구 두들겨 패기，목 조르고 위

협하기，고의로 화상 입히기，흉기로 위협하기 등 폭행 및 상해

4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총 7문항 중 1문항이라도 최근 1
년 동안 1회 이상 행한 경우는 신제학대로 간주하였다 정서학대

는 욕하거나 악담 퍼붓기，바보내 게으름뱅이라고 부르기，어디

로 보내버라거나 내쫓겠다고 말하기 등 3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서학대의 경우 각 빈도를 점수화 하여 3문항의 총정이 20점

이상인 정우를 정서학대로 간주하였다 즉 최근 1년 동안 정서학

대 행위를 201핵 이상 한 경우를 의미한다 방입은 5문항이 포함

되며，아이 흔자 집에 두기，사랑한다는 말이나 표현 않기，필요

한 음식 주지 않기，필요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기，숭이나 약

에 취해 자녀를 돌보지 않기 등이 속한다 방임의 경우 정서학

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최근 1년 동안 20회 이상 행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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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1%)

Table lA 학대 유무

1) 학대 경험

대상 청소년의 학대 정혐의 특정은 Table lA 와 같다 신체학

대에서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이 93명(86.1 %) 높

은 비율을 보였다 정서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1명(45.2%)

이었고，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한 가출청소년이 μ 명(41.5%) 이

었다 성학대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이 36명(31.8%) 이었고，성

학대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77명(68.2%) 으로 나타났다

2) 지능검사 결과

지능검사 각각의 척도차원에서 보면 언어성 지능이 81.48 이었

고，동작성 지능이 89.70 이었으며，전체 지능은 83.22 였다 (Ta비e

2) 정신 지체에 해당히는 전체 지능 70이하 범위 수준을 보인

청소년은 22명(22%) 이었고， 71점 이상에서 9C점 사이의 경계선

%써1 있는 청소년은 43명(38%) 이었다 그 외 경도 정신지체는

16명이었고，중등도 정신지체는 6명이었다

우를 방엄으로 간주하였다 성학대는 가족이나 기타 타인으로

부터 성추행이나 성관계를 당한 것으로 2문항」으로구성된다
이중 최근 l년 동안 l회 이상 발생한 경우를 성학대 받은 것

으로 간주하였다 12)

3) 효택원슬러지능검새 K-WAIS)

K-WAIS 는 WAIS-R (1981) 을 염 등 13)이 표준화하였고，

KEDI-WISC 는 박 등 14)이 WISC-R (1974) 를 표준화하였다 한국

헥슬러지능검사 (15세 미만은 한국교육개발원 웹슬러 아통용지능

검사인 KEDI-WISC) 는 지능 수준을 신뢰성 있고 타당하게 평가

해 줄뿐만 아니라，엄상 장연에서 정신 병리와 뇌기능 장애를 명

가하고，개인의 성격적인 측면과 내적인 갈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귀중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 간 비교뿐만 아니라 개

인 내 비교도 기능하며，점수에 근거한 양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반응 내용에 따른 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능

검^r는 6개의 언어성 검사와 5개의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고，언

어성 검사에는 기본지식，숫자외우기，어휘，산수，이해，공통성’

이 포함되어 있으며，동작성 검사에는 빠진곳 찾기，차례 맞추

기，토막 짜기，모양 맞추기，바꿔 쓰기’가 포함된다 언어성 소

검사 평가치틀을 합산하여 언어성 지능지수 (Verba1 IQ)를，동작

성 소검사 평가치들을 합산하여 동작성 지능지수 '(Penormance

IQ 를 산출하며，전체 소검사 평가지틀을 합산하여 전체 지능지

수 (FuIl Seale IQ)를 산출한다

4) 벤더 게슈탈트검시{Bender-Gest 외t te5t ，BGT)

벤더 게슈탈트검사는 Lauretta Bender 가 Gestalt 심리학에 근

거하여 고안한 일정한 기하학적 도형을 피검자로 하여금 모사하

도록 하는 것으로，기질적 정신장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작되었으나，현재는 뇌손상이나 시각 운동 협응에 대한 평가 외

에，성격 평가를 위한 투사적 기법 등 다영F한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각 운동 협응 능력에 대한 채점은，도형 모사

에서 각 도형마다 해당되는 채점 기준이 있어 각각의 도형을 모

사할 때마다 채점 범주에 해당되는 오류들을 범할 경우에 각각 1
점씩 받게 되며，9개의 도형을 모사 시에 보인 오류수를 합산하

여 전체 오류점수를 산출 한 후，이를 연령 규준과 비교하게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오류 점수를 근거로 대상 청소년틀의 시

각-운동 협응 능력 정도를 평가하였다

3 통계

SPSSIPα+) 8.0 을 이용하여 검사도구의 각 임상척도들을 분

석하였고，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K-WAI 양}BGT의 학대와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îndependent t-tes 와 ANOVA를 시행

하였다

결 과

1 검사결과

106

신제학대
예

아니요

정서학대
예

아니오
방입

여1
아니오
성학대
여1
아니오

Ta비e lB 학대 빈도에 따른 분포

1%1

신체학대 방잉

0 15113.8%) 0

1 413.7%) l

2 5(4.6%) 2

3→5 11(10.2%) 3-5

6-10 24122.3%) 6-10

11-20 3α27.8%) 11-20

20 이상 19117.6%) 2C 이장

정서학대 성학대

0 13111.5%) 0

l 6(5.3%) 1

2 413.5%) 1 이상
3→ 5 9(8.0%)

6-10 817.1%)

11-20 22(19.5%)

20 이상 51(45.1 %)

93186.1%)

15(13.9%)

51145.2%)

62154.6%)

44(41.5%)

62(58.5%)

36(31.8%)

77(68.2%)

1%)

2이18.9%)

3(2.8%)

211.8%)

817.6%)

817.6%)

21119.8%)

44(41.5%)

77168.2%)

716.2%)

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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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지능 Table 4A 사회인구학적 특정과 학대의 상관관계

BGT 에 응당한 청소년 89명의 결과는 Tabie 양P 같다 이들

청소년 중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이상을 보인 청소년은

35병139.4%) 이었다

3.cY7:t1.27 2.34:!:1.55 9.26*

2，32:t1.24 2.OJ:t1.36 ，03

2.82:t1.55 2，20::!:1.54 ，11

:J:J土 끼J .81:t ，94 28.73↑

성별

T

학교중틴

아니오
씨=55)
(M"SD)

2.58土1.48 .00

1.94士1.213 .75

2，38:t1.72 6.11 *"

55:t.88 .25

예(N=50)
(M:tSD)

2.76:t1.47

2.36:t1.21

2.63，，1.21

64:!:.89

T여(N=58)
(M:tSD)

냥(N=54)
(M:tSD)

정서학대
신제학대
방임

성학대

* P <0.05 t P <0.01

영균 :t SD

89.70 :t 18.58

83.22:!: 18.55

81.48 노 1796

지능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전제지능

3) 벤더 게슈탈트검사 IBG끼 결과

Table 4B 사회인구학적 특정과 학대의 상관관계(지속)
Tab1e 3. BGT능

2 학대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BGT ，K-WAIS 와의 상관관계

연렁

12-15(N=6 히 16-21 씨=54)
(M:tSD) (M:tSD)정상

정증의 뇌기놓장 "H
증릉도의 뇌기능 ~oB

(%)

54(60.6)

32(36.0)

3(3.4)

정서학대

신제학대
방임

생학대

2.80 ，，1.38

2.27:t1.15

2，57:t1.53

46::!:.81

2，56:t1.58

2.02土1.47

2，44:t1.63

71::!:.93

T

3.83

6_54*

68

7.17*

* P (0.05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대와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학대와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에 비해 성학대가 많았고，남자 청소년의 경우

는 여자에 비해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중단유무에 따른

학대를 살펴보면 방임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다났는데，이는

학교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보다는 학교를 중단한 경우에 방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학대를 살펴보연 신체학대，

성학대에서 유의미한 수준이 나타났는데，신처1학대는 16세 21세

보마 12세 15세 연령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성학대는 12-15 세

보다는 16-21 세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ITable 4A. 4B)

표 4C에서 기출과 관련된 요인틀과 학대와의 관계에서，아버

지 학력，어머니 학력，그리고 가출기간과 학대와의 관계에서 유

의미한 수준이 나타나지 않았다 젓 가출시기와 가출횟수에서 유

의미한 수준을 보였는데，첫 기출시기를 상펴보면 첫 기출 시기

가 고등학교 때인 것보다는 초등학교 매일 경우 정서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신체학대 연에서 초등학교 때 기출한 경

우가 가출하지 않을 때 보다 선제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가출횟수에서는 신체학대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가출횟수가 1회인 경우보다 5회 10회 。녕인 경우에 더 많은 신

체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C 사회인구학적 특정과 학대의 상관관계(지속)

학대

접서학대 F 신체학대 F 바이。g F 성학대 F

부의학력

보의학력

칫 7흩시기

초등 즐(N~26)

중등 좋(N"14)

고등졸 (N"31l

대 졸 (N"6)

초등 졸(N"10)

중등 졸(N"19)

고등 졸IN"29)

대 줄{N"4)

초등학생

증학생

고등학생

기다

3.00" 1.38

2.07:t1.63

2.54:t1.54

2_50:t 1.64

3，OO::!:1.24

2.10:t1.55

2.48 ，，1.59

3.75:t.50

3.03" 1.37

2，75:t1.46

1.93:t1.38

4.00".00

1.18

1.73

2_70*

a
ab

b

a

2.42:!: ↓01

1.76:t1.64

1.87:t1.25

1.66 ，，1.36

2AO:t.96

1.72:t1.60

2.00" 1.27

3_50:t .57

2.77ct1.23

2.12:t1.24

1.50::!:l.16

2.66 ，，1.52

1.13

2.22

4，50*

a
ab

b

a

2.73:t1.51

2.07:t1.73

2.41:t1.52

1.33:t2.06

2.12::!:1.45

2.10士1.82

2.44:t1 ，66

3.50" 1.00

2.84" 1.43

2.42:t1.54

2.13:t1.5C

4.00:t.OO

1.41

85

1.82

57ct.90

57:t_85

48:t ，81

33".81

50::!:.84

57::!:.90

44:t_82

1.25:t.95

62:t .9C

56:t.87

75:t.93

00".00

17

1.03

49

가출한적 없응 2.00:t1.58 b 1.12노 1.12 b 1.77ct2 ，lO 66: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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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C. Continued

가출횟수

기출기간

* P <0αs

1
5이하

5 - 10

10이상
1주이내
1주 1달

l달 6달

6달 1년

1년 이상

기타

정서학대

2.57:t1.46

2.42:t1.56

2.90:!: 1.34

2.72:!:1.54

3.05ct1.39

2.1O:!: 1.68

2.63:t 1.32

3.07:t1.25

2.90 士 1.70

3.00:t1.52

F

41

1.16

학대

신체학대 F 방임 F 성학대

1.58::t1.04 b 2.38노 1.75 15::t.50

1.84::t1.34 ab 1.89ct1.55 75::t.96
3.27* 1.41

2.50:t 1.26 a 2.84:t1.5C 59:t.9(。
2.57:t1.28 a 2.62:t1.93 72:t.91

2.47:t1.12 2.46:t 1.55 64I.93

1.57:t1.53 1.77:t 1.80 40ct.75

2.27:t1.06 2.62:t 1.39 62:t.90

2.33:t 1.15
1.53

2.75:t1.42
1.71

38:t.76

2.72ct1.61 2.72:t1.48 69:t.94

2.75:t1.39 3.57:t.78 1.14:t1.06

F

2.11

93

표 4D에서 의탤경헝 유무에 따른 학대를 잘펴보면 정서 학대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의t물경험。j 없는 경우보다는 약

물경험이 있는 경우에 정서학대가 더 많은 것으록 나타났다 술

을 마신 경험유무에 따른 학대를 살펴보연 성학대에서만 유의미

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생학대를 받은 청소년이 성학대 경험이 없

는 청소년에 비해 술을 마시는 정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법

적인 문제와 관련된 요인에서는 학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수

준이 나타나지 않았마

Table 4D 사회인구학적 특정과 학대의 상관관계(지속)

2) K-WAIS 와 학대와의 관계

지능과 학대의 관계에서，전체 지능은 학대유무에 따른 유의미

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소검사 중에서 언어성 지능 영역에서

는 정서학대，동작성 지놓영역에서는 성학대에서만 유의미한 수

준으로 차이를 보였 q(Table 5A.l

3) BGT와 학대와의 관계

BGT와 학대와의 관계에서， 정서학대，방입，성학대를 경험한

71:t.93 .34:t.71

금전적 이득을 위한 성관계

예 아니오

α~ctSD) (MctSD)

1.87:t1.64 2.73:t1.46

정서학대

신체학대

빙임

성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정서혁대

신처|혁대

방임

성학대

P <0떠 1 P <0.01

예(N=16i
(M:tSD)

3_00:!: 1.15

2.33:t1.17

2.18 ，느 1.64

56:t.S9

여l
(MctSD)

2.60 士 1.49

2.09ct1.39

2.39ct1.61

2.12ctJ.55

2.42ct1.71

1.00ct1.0C

약물남용

아니오 (N=95i
(M:!::SD)

263 노 1.52

2.12ct1.34

2.55:t 1.56

58:!:.87

2.17:t1.31

2.48ct 1.57

52ct.85

T

7.19*

58
05

02

T

39
1.33

17

16.56?

T

14

02
16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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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i울남용의 횟수

1 - 5 6;획이상 T

(M:!::SD) (M:!::SD)

2.72노 1.27 3.50노 57 3.61 *

2.ooct1.24 3.ooct.81 1.71

2.45노 1.69 1.50:!:1.73 00

63ct92 OO:t.OO 18.81 *

법적문제

여l 아니오 T

(MctSD) (MctSD)

3.04I1.37 2.46:t1.5C 3.67

2.46ct1.30 1.93ct1.3C 02

2.60ct1.57 2.39ct1.59 32

50:t.83 64I.9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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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A 지능과 학대의 상관관계

지능

언어성지능 T 동작성지능 T 진채지능 T

예(N=48) 87.57:t21.33 8O.58:t18.04 81.79:t19.99
정서학대 5.41‘ 003 1.18。f니오(N=40) 9O.37:t14.49 82.47:t17.78 84.00:t16.54

예(N=73) 82.31:t18.03 89.75:t17.86 89.75土 17.86
신치뼈대 22 84 14

아니오(N=ll) 81.00:t 18.06 8O.90:t33.50 8O.90:t33.50

예(N=50) 84.38:t 19.52 78.86:t 17.23 79.10土18.22
앙잉 1.31 40 27

아니오(N=33) 95.86:t 15.33 86.21:t19.09 89.03:t18.62

예(N=31l 88.71:t20.07 81.28:t19.53 82.77:t20.29
성학대 2.58 6.05* 4.02

아니오(N=57J 9O.88:t 15.31 88.90:t 13.62 84.87:t14.27

‘P <0.05

가출 청소년에서 학대뜯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8GT상 영

균 오류 반웅 접수가 의띠 었게 높은 소견음 보였다 {Table 58.)

Table 58. 8GT와 학대의 상관관계

신체 학대 경헝이 있는 가출 청소년은 86.1% 정서학대와 방

잉올 경험한 가출 청소년은 각각 45.2%. 41.5%였고 성학대륜

겸헝한 가출 청소년은 31.8%이었다 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대 원인으로 신체 학대가 가장 많았다는 보고등 II이 있는데‘본
연구의 신체 학대에서 다른 학대에 비하여 학대룹 받은 군이 받

지 않은 군보다 훤씬 많은 표본 수틀 보인 정은，이러한 보고듣

과도 연관이 있올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 학대의 경우 1회 이상의 학대경험이 있올 때 학대가 있

었던 것으로 간주하였는혜， 학대틀 경험한 대디수에서 낮은 빈도

보다는 수 회 이상의 빈도가 많아 반복적인 학대경혐융 한 것으

로 냐타났다 성학대에서도 한 번의 성학대 경헝보다는 1회 이상

의 반복 경험이 더 혼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갱 내 학대의 특

정이기도 하고 학대틀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지속되었을 가

농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원다- 정서 학대와 방임의 경우，학대

기준으로 설정된 20회 이상의 학대를 정형한 경우가 20회 미만

의 학대 경험을 한 경우보다 많은 수륜 보이고 있어 정서학대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영

성학대

* P <0.05

BGT

BGT T
예(N=44) 56:t.62

12.47*
아니오(N=35) 25:t.44
예(N=86) 39:t.55
아니오(N=9) 66:t.70

1.34

예(N=44) 52:t.62
8.75‘

아니오(N=30 29::t.46
예(N=52J 48:t.61

8.41*
아니오(N=62) 26:t.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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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이 없었던 경우보다는 있었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정서학대와 방임 모두 11회에서 19회 사이의 빈도도

20% 이상의 높은 수춘흘 보였다 이 빈도는 학대 기준에 속하지

는 않았지만 실제 이틀 청소년에게 있어 학대의 가능성은 상당

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실제로는 정서학대와 방임의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학대 유우 기준의 적절성이 뒷받

칭되어야 한다고 판 수 있다

이 결과플은 보호 시설에 입소한 7딴 갱소년의 신체학대틀

47%로 보고하고 있는 외국의 결과 .15)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Janus 풍16)과 Silbort 퉁 17)의 연구에서는 기출 청소년에서의 성

학대 빈도룹 50'1。이상이라고 보고하였지안 Tylor 풍15)의 연구

에서는 29%를 보고하고 있어 이는 본 연구의 견과와 유사하였

다 15-16 세의 보호시설을 잦은 가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

구 18)에서는 67%가 신체학대 42%가 정서적 학대， 48%가 방임，

21%가 성학대뜯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G∞dman19)에 의하연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출 청소년의 89%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학대를 받은 정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대，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왈수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삼며보연， 남자 청

소년에서 정서 학대가 여자 청소년에서는 성학대의 경험이 않았

으며 학교룹 중단한 경우에서 방임의 경험이 않았는데， 이는 지

속적인 무단결석 허용이나 득수 교육적 핀요에 대한 우관심 퉁과

갇이 교육적 혜택올 누리는 것에 대한 교육적 방임이 관여했융

가능생이 농다 12-15 세 사이에서 신체학대， 16세 21세 사이에

서는 성학대의 경험이 않았고， 이는 아무래도 2차 성정 둥 신체

적인 변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초둥학교 때 첫 가흉을 한

갱소년의 경우 고둥학교 때 첫 가출음 한 청소년에 비해 정서학

대가 많았고，또 이틀4께서는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신체

학대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 가출 시기가 이쉴수록 정서

학대냐 신체학대가 않았는데‘ 이는 가출 시기가 이틀수확 학교

문제냐 개인의 정서적 문제보다는 가족 내의 문제정 둥으로 현실

도피의 땅법으로 가출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상훔에서

이틀이 가촉 내 다른 문제점듣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 가흉 횟수가 많을수원 l회인 경우보다 10회 이상에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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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많았고，의벌 경험이 있는 경우 정서 학대의 경험이 높았

다 성학대를 받은 청소년에서 술을 마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는 성학대의 후유증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는 gF물이나 알코올 남

용과의 상관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을 어긴 여부나

돈을 받는 성행위 유무는 학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

았다

지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능과 언어성 지능，동작성

지능 모두 정상 범주이지만， 정신 지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22%로 높게 나타났다 기출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된 지능과 관

련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지능 발달의 지연을 보고하였고， 독일 20)

과 콜롬비아 21)의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 범주였다고 보고

하고 있는 것으로 다소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였지만， 16-21
세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총 지능지수가 보통

범주에 속히는 것으로 나타나서 22) 본 연구 결과와 유 λ봐였다

또한，동작성 지능은 언어성 지능보다 이전의 학업이나 사회경제

상태에 대해서 렬 영향을 받기에 가출 청소년에서는 언어성 지능

보다 동작성 지능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다른 연

구에서도 동작생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

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히는 소견이었다 그리고 전체 지능을

비교해 볼 때，22%가 70이하로 정신지체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로 보고된 정신지체 인구 비율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기출 청소년들의 인지 저하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지능검사와 학대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전체 지놓은 학대 유

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능검사 중에서

언어성 지능은 정서 학대를 받은 경우에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

으며，동작성 지능은 성학대를 받은 경우에 유의미하게 낮은 소

견을 보였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의 자아가능

정도를 평가를 위해 KEDI-WJSC 를 실시한 결과，전체 지능과 언

어성 지능，동작성 지능 모두 보통 수준의 하단에 속하였고， 각

소검사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보통하 수준에서 보통 수준에 속하

고，이중 상식 소검사가 경계선 수준으로 지체되어 있었으며， 학

대 빈도와 지속성의 경험 정도에 따라서 전체 지능， 언어성 지

능，동작성 지능과 각 소검사 지능들어 1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23) 비행 청소년 집단에서 정신병리와 학대 기왕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4)에서는 학대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KEDI-WISC 검시장 지능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외

국의 연구에 의하면 동작성 지능 중에서도 문화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일반적인 인지기능을 대표하논 토막짜기가 높게

측정 되었고，과거의 학습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기

본지식이나 산수아형에서 낮게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

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만을 비교하였기에， 이에 대한 차후 연

구가필요할것이다

BGT와 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학대， 방암，성학

대를 경험한 가출 청소년에서 BGT상 오류 반응 점수가 의미 있

게 높은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시각운동협응 능력의 장애나 뇌

기능 장애가 더 많을 가능성을 의며한다 25) 즉 학대를 받은 이동

에서 지능 쁜 아니라 시지각운동협응 능력 감은 뇌기능의 장애가

올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한 홍24)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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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대력이 있는 비행 청소년에서 학대력이 없는 청소년보다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 상 더 많은 오류접수를 보인 것과 일치

하는 소견이다 뇌기능 장애와 신체학대의 연관성에 관해 보고한

연구들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서학대， 방임，성학대 모

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 의미가 있겠다 오히

려 본 연구에서는 신체 학대에서만 학대 유무에 따른 두 그룹 간

의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두 그룹 간 표본 수

의 차이가 너무 온 것이 영헝뚫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점에

서는 통계학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결괴띔은 향후

연구가 보다 큰 표본수의 가출 챙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대와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보고한 외국 연구에 의하면，소아

청소년기에 학대를 경험한 어른들에서 전제 지능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지만 언어성 기억력에서는 유의한 저옹털 보였고잉)，소아

청소년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문에서는 전체 지능파 읽기 능력

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으며 27) ，학대라는 극단적

인 스트레스가 뇌발달 프로그램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28)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지적 및 인지 기능의

결함과 관련되고 높은 발달 지연과 중추 신경제 장애를 갖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 인과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는 아직 확

설치 않고 이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의학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니듯이 학대의 경힘으로 인하여 인지 기능이

라는 기본적 발달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인 노력이 멸요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개입

이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가출 청소년의 급격한 증가는 가촉

을 지지하는 사회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펼요함

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가족을 건강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족 일상을 반영히는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틀이 역기능적

인 가족들에게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

타났듯이 10회 이상의 만성적인 기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

데，이는 가족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젓이다 만약 청소년이 한

번 가출하였다연 재발 방지 개입이 희망이 있을 수 있지만，4-5
번 이상의 가출 과거력이 있다면 이미 기풀이 하나의 대처 방식

으로 고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변회벌 위한 개입에 저항을 보

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첫 가출에 대해서 가족과 협력하여 강

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재가출로 이어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대 과거력 및 학대 노출의

위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학대 후유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과 함께，정신 병리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 경험이 있는 많은 가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상처

를 입었고， 어른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집

으로 돌려보내 지더라도 재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들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어른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를 제공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
신이 이틀 청소년의 경힘으로 미루어 볼 때 적용의 한 방편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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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할 핀요가 있다 가쩡 내의 착취와 학대 유형이 이틀이 기출

쓸 하게 되연서 성각하고 누적되는 발달학적 결과펀 야기했을 가

능성이 높고，조기 개엽 프로그램은 가정 내의 작취와 학대의 경

혐이 기출 후에도 반복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함 끊도학 노력

해야 한다 가흉 청소년에서는 성적으로냐 신체적으로 학대블 받

은 경험이 일반 청소년에 벼해서 현저히 높았고， 이런 학대의 결

과는 이른 성적 접촉의 시작 및 다른 행동 문제뜰을 야기할 수

있기에‘피임 풍융 포항한 성교육뿐 아니라 학대의 길과로 나타

난 정서적인 문제냐 감정 장애 또는 자질 충동 등펠 예방하기

위한 여러 치료 프로그램틀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제한정은 충북 학대에 대한 조사플 시행하지 웃한

정과 학대틀 받은 시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뜰에 대한 조사 및

보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며，

여기서는 가출 청소년의 과거 학대 경혐올 조사하였는데， 가출

전과 후의 학대 빈도냐 종류，가해자 유형 풍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옐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l ←용판

언구목적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냐 입소하고 있는 기충 청소년

의 학대 경험섣태등-따악하고 이틀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지능，

그리고 뇌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 "Õ"~여 향후 보호시설 가출 청

소년에 휠요한 포괄적인 보호대책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

를목적￡로하였다

밍엄: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안 12세에
서 21세 사이의 남녀 청소년 128영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호시

설 전문 상당원의 상당기록 및 관찰 내용과 대상자 자신의 기꽉

을 흉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받단력，가정환경에 대한 기초적

인 조사와 학대 여부에 관한 섣문 조시펀 실시하였고， 임상심리

사에 의한 한국 펙슴러지능검 λf(K-W.매S). 벤"1-게슈탕트검사
(BGT떤시행하였다
염과:보호시설 가흉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득성과 학대와의

관련성은 디음과 갇다 여자 가출 청소년의 경우 남자에 비해 성

학대가 많았고， 남자 가출 청소년의 경우 여자에 비해 정서학대

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원 중단한 경우어1 정서학대가 많았고 신

체학대는 12-15세 사이에 않았으며 성학대는 16-21세에 더 많

은 것으로 냐타났다 첫 7원시기가 초퉁학교 때로 어렬수혹 정

서 학대가 많았으며， 가출 횟수가 5-10회 이상으로 많을수혹 신

체학대가 많았마 정서학대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언어성 지능의

유의미한 저하가 보였고， 성학대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동작성

지능의 유의미한 저하가 관찬되었으며. BGT상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과거력이 있는 청소년틀에서 명균오류 반웅 점수가 의미

있게높게 냐타났다

결톨 :가출 청소년틀의 학대 경험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현저

히 높았고 이런 학대로 인한 지능과 뇌기놓상의 후유중이 유발

필 수 있기에 이뜯 예방하고 포팔적인 보호대책 마련윤 위해서는

학대여부에 관한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가촉에 대한 조기 개임이

웰요한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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