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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 거주중인 가출 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와 가족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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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Health Status and Familial Factors of Runaway Adolescents in She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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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There were two objectives in this study 1) to investigate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and mental health status
of runaway adolescents, 2) to compare mental health status, family environments (family violence, parental conflict, parental
alcohol drinking) by gender.
Methods：This was a cross-sectional study done on 151 residents of a runaway adolescent shelter.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12th May to 24th May 2003. Self-rating questionnaire used include demographic data, SCL-90-R, 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conflict tactics scales 2 and 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Results：Most participants were single parent, with low education level. Adolescents in shelters scored significantly high on
the somatization, hostility, interpersonal sensitivity, paranoid ideation, psychoticism scales on the SCL-90-R. Female adolescent scored significantly higher on the obsessive-compulsive,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hostility scales on the SCL-90-R.
Male adolescent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statistically on the CAST.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systematized and
individualized psychiatric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help them during sheltered living.
Conclusion：Runaway adolescent report significant level of psychopathology, family conflict, parental alcohol problem.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systematized, individualized psychiatric approach is necessary to help runaway adolescent in
shelter.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5;44(5):597-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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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명) 이중 여자의 비율이 61.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가출 청소년의 정의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세계적으로 1억 5천만의 소아,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연간 50만명의 청소년들이 가

집을 떠나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오지 않는 18세 미만
의 청소년을 일컫는 말이다.

1,2)

청소년의 가출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심

가출 청소년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은 현실

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1974년 국

적으로 어렵지만 200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2년

가적 차원에서 가출 청소년을 위한 법적보호체계를 위한

가출 청소년은 14,864명으로(남자 5,796명, 여자 9,069

가출 청소년법(Runaway Youth Acts)이 제정되었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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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와 같은 가출청소년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국적인 규

출 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호청소년 전국 네트워크(National Youth in Care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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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출 청소년의 현황 파악 외에도
가출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경우 1992년 12월 처음으로 서울에 쉼터가 개설된
후 현재 41개의 쉼터가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에 가입
되어 있으나, 2001년에야 비로서 청소년기본법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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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쉼터’
에 관한 조항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청소년 쉼터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가

연구방법

출 청소년을 유해한 거리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
며, 둘째, 가출 청소년의 평가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들을 바탕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할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3년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한국 청소

수 있다.4)

년 쉼터 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쉼터 스물 세 곳 중 일곱

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돕고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자원

가출 청소년은 대조군에 비해 행동장애(conduct disor-

군데- 신림, 남동, 수원, 대구, 안양, 대전, 강남-를 대상

der),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외상

으로 하였다. 정신보건전문요원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은 직

후 스트레스성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정

접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은 관계기

신분열증(schizophrenia) 등의 유병률이 높으며 이외에도

관의 협조를 얻어서 우편조사로 실시하였다.

성적, 신체적 학대, 방임의 과거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3,5-8)

연구도구
9,10)

Aptekar 등

은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상의 문제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이는 가정의 경제적

기초설문조사
성별, 연령, 가족의 구조 등으로 구성된 사회인구학적

형편이 어려울 경우 남자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직업

인 변인과 가출과 관련된 가출동기, 가출기간 및 횟수 등

을 구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지만 여자는 집에서 가족을

을 조사하였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가정내 학대의 경험도 많고 정서, 행

돌보는 일을 도와야 하는 사회, 문화적인 성역할 때문이
라고 하였다. Raffaelli 등11)은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revised,

한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역기능적인 가정을 갖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능 정도는 오히려 남자와 비

SCL-90-R)
Derogatis16)가 개발하였으며 총 90개의 문항으로 구성

슷하거나 더 좋다고 하였고, 이후 브라질에서 행해진 연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김광일 등17)이 도입하여 국내 실정

구를 보면 성별에 따른 가정내 환경, 학대, 정서행동상의

에 맞게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는 신체

12,13)

문제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현재 국내 가출

화, 강박증, 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성별에 따라 분류되어 운영되고

증, 정신증의 9가지 증상차원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

있으며 보호기간은 3개월~1년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쉼

었다. 이 검사는 9개의 요인 척도 별로 채점, 평정하도록

터에서 가출 청소년들의 정신병리 및 가족의 기능을 파

되어 있고 기본 점수는 20점부터 120점까지 이며 각 항

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출청소년

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장애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쉼터는 현재 성별로 분류되어 있어 개인의 정신병리, 성
별에 맞추어 개개인의 서비스 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

가족체계유형척도Ⅲ(Family Adaptability Cohes-

다. 일시적, 단기간의 가출과 다르게 만성가출의 경우 정
확한 문제파악과 더불어 개개인에게 맞는 다양한 대책의

ion Evaluation Scale：FACESIII)
가족기능 결속력과 적응력 정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가족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

체계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기보고식 측정

난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후 겪게 되는 절도, 약물, 비행,

도구로서 Olson, Portner18)가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락행위. 학대 등 거리의 유해한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1997년에 국내에서 보완 및 표준화된 것을 사용하였다.19)

14,15)

발생하는 패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

의 목표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

결속력 10항목, 적응력 10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결속력과 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상으로 정신병리의 특성, 가족환경의 특징, 가족의 학대 여
부 등을 조사하고 성별에 따라 정신병리, 가정환경의 특

갈등해결유형척도2(Conflict Tactics Scale 2：

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쉼

CTS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Straus 등20)이 1996년에

터에 거주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의 개인의 특성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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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CTS1을 수정, 보완한 CTS2를 사용하였다. CTS2는 신

과

체적 폭력척도 12문항, 심리적 폭력척도 8문항, 상해척도
6문항, 협상척도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196명(남자：97명, 여

알코올 중독자 자녀 선별검사(Children of Alcoho-

자：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lics Screening Test：CAST)
Jones21)에 의해 개발된 CAST는 부모의 음주에 대한

18.41(±3.30)세였다(남：18.17세, 여：18.83세). 연
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특징에 대해서 Table 1에

아동의 지각, 경험, 반응을 평가함으로써 적어도 한 명의

제시하였다. 가출 청소년의 79명(53%)이 중학교 졸업

알코올 중독자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를 선별하기 위해 고

이하의 학력이었다. 가족구조에서도 편부모 가정이 151명

안된 30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 13점 이상이면 COA

중 91(60.2%)명으로 유의하게 많았으며, 이중 남자가 52

(children of alcoholics)로 판단하였다.

명으로 여자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편부모 가정이 많았다.
(p=0.01) 여자 중 42명(56.7%), 남자 중 26명(33.7%)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성경험이 있어 여자 청소년에서 유의미하게 성경험이
많았다(p=0.002). 비행 행동의 경우 남자는 51명(67.1%),

1) 대상자들을 성별로 나누어 가족구조, 흡연, 음주, 자

여자는 31명(41.9%)이 비행 행동의 과거력이 있었으며

살, 약물남용, 가출행태 등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이는 남자에서 유의미하게 빈도수가 높았다(p=0.003). 그

아보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chi -square test)을 통해

외에 흡연, 알코올의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들이 전체의

분석하였다. 통계의 유의성은 p-value 0.05 이하를 기

80% 이상이었고 전체 응답자중 49명(32.6%)에서 자살

준으로 하였다.

시도의 과거력이 있었다.

2) 대상자들을 성별로 나누어 정신병리 및 가족체계유
하기 위하며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sample T

가출과 관련된 변인 비교
가출 후 가족과의 연락을 묻는 질문에 남자는 50명

test)을 통해 분석하였고 통계의 유의성은 p-value 0.05

(52.1%)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있었으나 여자의 경우 대

이하를 기준으로 하였다.

부분 무응답(14명：14.1%)이거나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

형, 갈등해결 유형, 부모의 알코올 여부 등의 차이를 검증

고(49명：49.5%) 있었다. 남자의 경우 현재까지 가출횟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Education

Family structure

Smoking

Male

Female

χ2

p

Middle school and below

49 (64.5%)

30 (41.9%)

14.19

0.1600

High school and above

27 (35.5%)

42 (56.8%)

Both parents

24 (31.6%)

30 (40.5%)

15.11

0.01*0

Single parent

52 (68.4%)

41 (55.4%)

Yes

65 (84.4%)

55 (74.3%)

02.98

0.226*

05.59

0.061*

01.44

0.486*

12.76

0.002*

11.92

0.003*

00.41

0.525*

No

12 (15.6%)

18 (24.3%)

Alcohol drinking

Yes

63 (82.9%)

65 (87.8%)

No

13 (17.1%)

06 (08.1%)

Drug use

Yes

06 (07.9%)

08 (10.8%)

No

70 (92.1%)

65 (87.8%)

Sex experience

Yes

26 (33.7%)

42 (56.7%)

No

51 (66.2%)

29 (39.2%)

Delinquency

Yes

51 (67.1%)

31 (41.9%)

No

25 (32.9%)

39 (52.7%)

Yes

23 (30.3%)

26 (35.1%)

No

53 (69.7%)

48 (64.9%)

Suicidal attempt

p<.05.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by chi squar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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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묻는 질문에 10회 이상이 37명(38.5%)으로 가장

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2~5회가 많았다. 여자의 경우 2~
5회가 38명(38.4%)로 가장 많았으며 10회 이상도 23
명(23.2%)로 상당수에 이르고 있었다. 가출 기간은 대부

성별에 다른 가정폭력, 가족체계 유형, 부모의 알코올문
제 비교(Table 4)

분 6개월 이상이었으나, 3개월 이하의 단기가출도 남자

가출 청소년들은 심리적 공격, 응집성, 신체적 공격, 상

는 54명(56.2%), 여자는 43명(43.4%)이었다(Table 2).

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남자가 여자
에 비해서 부모의 알코올 척도에서 높은 반면(p=0.001),

성별에 따른 간이정신진단검사의 하위 척도 비교(Table 3)
SCL-90-R 각각의 척도에서 임상적 범위가 높게 나타

가족의 응집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0.031).

고

난 증상을 살펴보면 적대감(54.02±15.87), 신체화(52.56

찰

±16.42), 편집증(52.27±16.75), 정신증(51.54±14.08),
공포불안(50.23±16.2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

그 동안 국내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

에 비해서 여자들이 신체화 증상을 제외한 모든 증상차원

구는 많이 행해졌으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가

에서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CL-90-

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R의 9가지 정신병리 요인 중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본 연구는 쉼터 입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가출 청소

있는 증상은 적대감(t=2.927, p=0.004), 강박증(t=2.195,

년의 실태분석과 더불어 성별에 따른 개인정신병리 및

p=0.03), 예민성(t=2.525, p=0.013)으로 여자에서 유

다양한 가정내 환경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Table 2. Runaway experience by gender
Male
(N=96)
Contact with Yes
family
No
No response
Frequency of 1
runaway
2-5

본 연구를 실시한 결과
p

첫째, 본 연구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중학교 졸업

50 (52.1%) 36 (36.4%) p<0.001
46 (47.9%) 49 (49.5%)
0

14 (14.1%)

Table 4. Comparison of mean (SD) scores in CTS2, CAST and
FACESIII by gender
Male

12 (12.5%) 14 (14.1%) p<0.001
34 (35.4%) 38 (38.4%)

6-10

13 (13.5%) 09 (09.1%)

Above 10

37 (38.5%) 23 (23.2%)

No response
Duration of
runaway

Female
(N=99)

0

CTS2

32 (33.3%) 23 (23.2%) p<0.001

1-3 month

22 (22.9%) 20 (20.2%)

3-6 month

07 (07.3%) 08 (08.1%)

Above 6month 34 (35.4%) 30 (30.3%)
No response
0
18 (18.2%)
p<.05.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tested by chi square test

Female

p

03.74 (±3.92) 03.33 (±04.18) 0.521*

Psychological
06.30 (±6.70) 06.16 (±06.87) 0.896*
aggression
Physical assault 07.95 (±9.99) 07.79 (±10.18) 0.918*

15 (15.2%)

Below 1month

Negotiation

Injury
FACESIII Cohesion
Adaptability
CAST

03.44 (±4.54) 03.12 (±04.61) 0.660*
20.90 (±8.67) 17.66 (±09.56) 0.031*
19.12 (±8.06) 20.63 (±11.71) 0.353*
15.23 (±9.33) 09.54 (±09.37) 0.001*

CTS2：Conflict Tactics Scales 2, FACESIII：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CAST：Children of Alcoholics Screening Test. *：p<.05

Table 3. Comparison of mean (SD) scores of SCL-90 by gender
Somatization

Male

Female

Total

p

52.58 (±18.68)

52.55 (±13.32)

52.56 (±16.42)

0.993*

Obsessive- compulsive

46.75 (±13.97)

51.61 (±13.11)

49.05 (±13.92)

0.030*

Interpersonal sensitivity

47.35 (±15.67)

53.50 (±14.05)

49.66 (±15.16)

0.013*

Depression

49.42 (±15.99)

52.61 (±13.88)

51.15 (±15.37)

0.195*

Anxiety

48.51 (±15.16)

51.30 (±13.63)

49.64 (±14.81)

0.246*

Hostility

50.99 (±14.57)

58.23 (±15.72)

54.02 (±15.87)

0.004*

Phobic anxiety

49.09 (±16.11)

52.95 (±16.33)

50.23 (±16.25)

0.148*

Paranoid ideation

50.62 (±17.44)

54.81 (±15.06)

52.27 (±16.75)

0.118*

Psychoticism

50.86 (±15.76)

53.31 (±11.11)

51.54 (±14.08)

0.273*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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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편부모 가정이 많았다. 쉼터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아,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은 정

에 입소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자살시도, 알코올, 흡연,

서장애와 관련이 높은 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

약물남용 등의 경험이 있었으며 여자는 성경험이, 남자의

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더 정확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

경우 비행행동이 많았다. 가출 청소년들에게 흡연, 음주,

다. Adams23)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 보고에

약물 등의 사용은 신체적 건강의 위협뿐 아니라 그들이 청

서 대상군의 80%가 자신을‘실패자’
라고 생각하며 63%

소년기에 수행해야 할 과제 및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필

는 자신의 모습이“수치스럽고”53%는 자신을“쓸모 없

요한 다양한 기술을 계발시키는 기회를 박탈 할 수 밖에

는 사람”
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14,15)

없다. Weber 등

은 여자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출

셋째, 가족내 갈등해결유형척도를 기존에 저자들이 일

후 성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연구에서 대상자의 27%가 성

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점수

경험을 하였으며 가출 후 초기에는 성 접촉이 없던 여자

가 유의미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대조군이 설정되어 있

청소년 148명 중 33명이 이후 2.4년에 걸친 후향적 연

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저자 등24)이

구에서 성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문

기존에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가족내 갈등해결유

제들은 가출 후 거리 문화에 노출되면서 더 강화될 가능

형척도 및 부모알코올 사용점수와 비교해보면 2배 이상

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의 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Stewart 등25)은 가출청소년

행이 시급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가출은 단지

의 83%가 학대의 경험이 있으며 18%가 외상후 스트레

집을 떠난다는 것 외에도 가출 후 거리에서의 생활 자체

스성 장애이며, 역기능적 가정에서의 양육이 결국 가출청

가 다양한 부적응 행동을 강화할 수 있기 때 문에 더욱

소년들의 정신병리와 연관이 된다고 하였다. Tyler 등26)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출 후

도 가출 청소년의 반수 이상이 어린 시절 신체, 성적학대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가출 횟수는 10회 이상이 가

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가정내의 학대를 견디

장 많았지만, 5회 이하로 가출 초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

기 위해서 가출을 시도하였지만, 불행하게도 거리생활 자

도 상당수 있었다. 가출기간도 6개월 이상의 장기가출도

체가 또 다른 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거리와

많았지만 3개월 이하의 단기가출도 상당수 되고 있어 쉼

집에서 중복되는 학대는 가출 청소년을 치료에 개입시키

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단이 이질적이기도 하지만, 가출

기 어렵게 만든다. 일부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출은 나름

이 만성화 되기 전 초기 단계의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로의 학대 가정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해결방법이 될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수도 있다. 학대의 경험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잃게 만

22)

둘째, 이종성과 곽영숙 의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들고 일부 청소년들은 수년간 겪어야 했던 학대로 인해 분

연구와 비교해보면 간이정신진단검사 하위 증상별로 평균

노, 적대심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게

은 비슷하며 신체화,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된다. 부모의 학대는 결국 만성적인 가출을 발생시키고

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양상은 비슷하다. 대부분의

만성 가출은 정상적이지 않은 또래관계를 형성시켜 약물

SCL-90-R의 평가에서 여자들이 호소하는 정신병리가

사용과 범법행위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알

남자에 비해서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자에서 적대감,

수 있다.

대인관계 예민성, 강박증 척도 점수가 남자에 비해서 유

Raffeaelli 등11)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부모의 학대나

의미하게 높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남자에 비해서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여자가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대해 잘 보고하고, 남자 가

만 본 연구에서는 여자에 비해서 남자들이 일부 정신병

출 청소년의 경우, 여자에 비해서 기능이 좋을 경우 쉼터

리 증상은 좋은 반면 부모의 알코올 문제가 더욱 심각한

에 입소하기 보다는 직업을 갖고 생활하기 때문일 것으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능이 좋은 남자 가출 청소년의

로 생각된다. 남, 녀 모두에서 적대감 척도가 높이 상승

경우, 쉼터에 입소하기 보다는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 경

되어 있는데, 이는 폭력에의 노출, 학대경험, 우울증 등의

우가 많고 가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쉼터 및 공공서비

정신병리의 파악이 구체적으로 더 파악되어야 할 것 같다.

스의 시스템이 지역, 연령, 성별에 따라 다르고 사회, 문

그 외에 공포불안, 신체화 증상 척도가 높이 상승되어 있

화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과거의 틀에 박힌 성 역할로부

는 것은 자기 보고라는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소아, 청소

터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청소년

년기의 정서적 어려움이 다양한 행동상의 문제로 표현될

기 가출은 원인, 심각성, 나타나는 양상이 다양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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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이들을 분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행
해지고 있다. 가출청소년 집단 자체가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이 획일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하

요하다.
중심 단어：쉼터·청소년·정신건강상태·가족인자.

고 있다. 청소년들이 집에서 나와 거리로 나오게 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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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출청소년들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

론

9)
10)

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첫째, 쉼터에 거주하고 있는 가출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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