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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연구의 필요성1.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신적도덕적사회적 측면에서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흔히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갈등을 야기시키며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강한 충동성과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특히 청소(Adams, Overholser & Spirito, 1994).

년 가출은 개인에게는 물론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

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청소년의 폭력,

자살 약물남용 그리고 윤락행위 등 사회적 범죄와도 밀,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 및 각종 범죄.

가 부모나 학교의 통제를 벗어난 청소년에 의하여 행해

지고 있으며 특히 범법행위를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의 대부분이 가출청소년을 인력수급의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실은 청소년의 가출을 조장하는 또 다른 요

인이 된다고 하겠다남영옥 박명섭( , 1998; , 1998).

우리나라 청소년 가출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면 1982

년에 명 년에 명이었던 것이31,066 , 1994 35,865 1996

년에는 명으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청43,739 (

소년백서 또한 청소년 가출실태와 관련된 보고, 1997).

서울 에 의하면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YMCA, 1996)

가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의 청소년77.4% , 14.8%

은 이미 가출한 경험이 있으며 절대 가출해서는 안된다

고 응답한 청소년은 에 불과했다 더구나 가출의17.4% .

추세가 점차 저령화되고 만성화되는 현상은 문제의 심각

성을 더해주고 있다권윤아 남영옥 또( , 1997; , 1998).

한 실제 간호현장에서 청소년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청

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고복자( , 1998).

이러한 까닭에 청소년 가출은 사후대책 마련보다는 예

측된 가출 위험요인 조절과 관련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

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

루어진 연구는 가출과 관련된 현상의 서술 및 개념의 규

명과 분류박용선 한정훈 분리된 개념( , 1998; , 1999),

들간의 인과적 관계연구정우영 권윤아( , 1998; , 1997)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 간호학 분야에서

의 청소년 가출 및 가출충동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비행

이나 일탈행위의 부분적 문제수준으로만 국한되어 다루

어진 연구김소야자 황미희 김수지 김현실( , , 1983; , ,

전은희 가 있을 뿐 거의 희박한 실정이다1994; , 1985) .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가정 사회환경 요인들에 대한 좀 더 포괄, ,

적인 접근과 분석을 통하여 가출충동의 위험요인을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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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예측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 가출의 예방과 관

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목적2.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출충동 정도를 파악1)

한다.

대상자의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가출충동 정도를 파악2)

한다.

대상자의 성격특성 및 학대 양육태도 스트레스에3) , ,

따른 가출충동 정도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상대4)

적 영향력을 확인한다.

용어의 정의3.

성격특성1)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형태를 결정하는 심리

적생리적 체계 내의 역동적 체제를 말한다(Allport,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향 정신신체증상 호소성1967). ,

향 반사회적 성격양상 우울성향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된, , ,

성격특성의 가지 하부요인을 김헌수 김현실 이5 , (1999)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학대2)

아동양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 및 복지를 저

해하는 신체적정신적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정신적방임(Radbill, 1974).

측면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하여 홍은주 가 사용한(1998)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후 측정한 점수이

며 각각의 점수가 높을 수록 가정에서의 학대정도가 심,

하였음을 의미한다.

양육태도3)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일반

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

합리적인 지도성향과 애정적 성향 권위주의적 통제성향, ,

과보호성향 성취지향적성향 적극적인 참여성향 등으로, ,

구성된 가지 하부요인을 박성연과 이숙 이 개발6 (1990)

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4)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인간이 개인적 요소에 따라 중요

하게 관여되는 정신현상으로 사람이 처한 환경적 또는

내적 욕구를 충족할 능력 정도가 초과되거나 혹사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Lazarus, 1984),

는 학교요인 및 교우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고희숙

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1997)

후 측정한 점수이며 각각의 점수가 높을 수록 각 영역,

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청소년의 가출에 관한 정의는 연구자들의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Opinion Research

은 세의 청소년이 부모 또Corporation(1976) “10 17～

는 보호자의 승인없이 적어도 하룻밤 내내 집에 없는 현

상 이라 정의하였고 는 부모나 보호자” , Roberts(1987) “

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 시간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24

세 미만의 청소년 이라 하였다18 ” .

청소년 가출과 관련하여 개인원인론적 측면에서는 가

출의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에게 두고 있으며 이는 개인

의 인성 혹은 정신병리로 인한 도피성충동성 가출을

강조하고 있다이소희와 주정일 반면 가출의 일( , 1981).

차적인 책임을 환경가정 학교 또래 지역사회에 두고( , , , )

있는 환경원인론적 측면의 경우 가출청소년을 ‘runaway’

의 의미보다는 쫓겨난 청소년 혹은 버림받은 청소년을‘ ’

의미하는 으로‘throwaway or castaway, push out’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니.

라 부모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떠나라는 압력을 받은 자

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Gullotta, 1978).

환경간의 상호작용론적 측면에서는 가출의 원인을 개인

이나 혹은 환경으로 각각 분리하지 않고 이들 사이에 상

호복합적인 작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로써 나철.

은 청소년 가출이란 청소년들이 단순히 집을 떠(1992) “

나는 행위의 역동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에

서 밀어내는 역동과 청소년 문화권에서 끌어당기는 힘의

세 가지 역동의 합작품 이라 하였다” .

결국 청소년 가출은 단편적인 정의만으로는 이들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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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한 가출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으며 가출의 선행형태로서의 가출충동에 대한 관련

요인의 일차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한상철, ,

은 가출충동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2001)

낮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소극적이라 하였으며,

하순인 은 가출청소년의 경우 비가출 청소년에 비(1997)

해 학업성적이 낮고 흡연이나 음주 사회적 일탈행위와,

도 관련이 있으며 인문계 학생보다는 실업계 학생이 남,

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가출률이 더 높다고 하였다.

생리적 정신병리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

면 나철 은 가출청소년의 경우 뇌기능 저하에 의, (1992)

해 충동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억제

할 수 있는 사소한 충동도 이겨내지 못하고 쉽게 가출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이 때 주요 매개변인은 성격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출과 성격특성의 관련성에서. Reilly

는 가출 소녀들은 일반 소녀들보다 공격적이고(1977) ,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쉽게 흥, ,

분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정을 이탈하는 아이들은 방일.

성과 유약성 충동성 흥분성 경조성 우울성 편집성, , , , , ,

괴리성 등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 특성이 가출,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정자( , 1973).

가정관련요인에는 크게 가족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가족의 사회경제적 측면 심리적 측면 등으로 나눌, ,

수 있으며 이는 부모나 보호자의 양육태도 가족으로부,

터의 학대 가정불화 결손가정 가족의 질병 경제적 불, , , ,

안 등이 포함된다이상미( , 1997).

구조적 요인과 관련된 연구로써 이정자 는 결손(1973)

가정 출신의 가출 청소년 비율이 전체 가출 청소년의

에 달한다고 하였으며 정우영 과50% , (1998) Roberts

도 결손 가정이나 부모의 재혼 이복형제의 출현(1987) , ,

형제의 결혼 등 재구성된 가정 출신의 청소년에서 가출

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정의 기능적 요인도 청소년 가출에 많은 영향을 미

치는데 청소년 가출의 가족역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가 가정문제로 인하여 가출하며 대24.9% ,

상자가 지각한 가정내 문제유형계부모 불신가정 소외( , ,

가정 은 가출충동이나 가출행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고 하였다 또한 부모가 자기중심적이고 처벌위주의 양.

육태도를 보이거나 자녀를 불신할수록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와의 접촉이 적을수록

가출행동이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김헌수 한( , 1980).

편 세대간 전이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역시 가출충동의 주요변인으로 작용하

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권윤아( ,

한정훈1997; , 1999; Plass & Hotaling, 1995).

학교환경요인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며

이에 따라 학교는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태도,

신념 윤리 도덕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

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생활로 인한

과도한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가 학교 청소년으로 하여,

금 가출충동을 느끼게 하는 촉발적 요인이 된다고 하였

다장수한( , 1993).

Ⅲ 연구 방법.

연구설계1.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을 중심으로 위험요인 및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여

청소년 가출충동의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횡단적 상

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2.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인문계

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으로서 본 연구

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며,

연구대상 학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문계 고등학교 3

개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개교이다3 .

연구대상자수는 총 명이었으며 이중 응답내용이651

불성실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부를 제외한 명의 자41 610

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도구3.

성격특성1)

김헌수 김현실 이 청소년의 성격특성을 평가하, (1999)

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본 도구가 최근 청소년의 특성,

을 반영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보완없

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사회성향 문항 정, (11 ),

신신체증상 호소성향 문항 반사회적 성격양상(10 ), (10

문항 우울성향 문항 자아존중감 문항이며 총), (9 ), (5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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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5 .

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 까지의(10 ) (100 )

식 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Likert 100

수록 각 하부요인의 성격성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계수는 사회. Cronbach's alpha

성향이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반사회적 성.870, .840,

격양상 우울성향 자아존중감이 이었다.806, .806, .798 .

아동 학대2)

가족으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

대 방임의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본 도, 3 .

구는 와 고성혜 의 도구를 참고하Straus(1980) (1992)

여 홍은주 가 사용하였던 도구를 연구자가 본 연(1998)

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신체적 학대 6

문항과 정서적 학대 문항 방임에 관한 문항의 총6 , 7 19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

다 점에서 자주 그렇다 점까지의 식(10 ) (100 ) Likert 100

점 척도로 각 유형별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학대

정도가 심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계수는Cronbach's alpha .848 .879～

범위였다.

양육태도3)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본 도구는 박성연과.

이숙 이 개발한 도구로 합리적인 지도성향 문항(1990) 8 ,

애정적 성향 문항 권위주의적 통제성향 문항 과보호8 , 7 ,

성향 문항 성취지향적 성향 문항 적극적인 참여성향7 , 7 ,

문항이며 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7 44 .

혀 그렇지 않다 점에서 매우 그렇다 점까지의(10 ) (100 )

식 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하부요인의 성Likert 100

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Cronbach's

계수는 범위였다alpha .696 .905 .～

스트레스4)

고등학교 청소년의 학교환경 및 교우관계와 관련된 스

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

희숙 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1997)

에 맞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으며 학교요인 문항과10

교우관계요인 문항의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10 20 .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 점에서 아(10 )

주 많이 받는다 점까지의 식 점 척도로(100 ) Likert 100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계. Cronbach's alpha

수는 범위였다.877 .901 .～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방법4.

자료수집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2001 6 21 2001 7

일까지였으며 각급 학교의 학교장 및 담임교사에게 연10

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연구자,

와 담임교사의 설문작성방법에 대한 설명과 지도하에 이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SAS program

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

하였으며 가출충동군과 비가출충동군간의 일반적 특성,

을 포함한 각 변인에 따른 차이는 검정과chi-square

를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가출충동과 관련된 설명t-test .

변인들을 중심으로 가출충동을 예측하는 최적의 축소모

형을 구하기 위해 에 의purposeful selection method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실시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Ⅳ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1.

본 연구대상자는 총 명으로 이 중 남학생이610 366

명 여학생이 명 을 차지하였다 학(60.0%), 244 (40.0%) .

교계열은 인문계가 명 실업계가 명318 (52.1%), 292

이었으며 학교성적은 상위권이 명(47.9%) , 142 (23.3%)

이고 조사대상자의 약 정도인 명이 중위권 수준, 60% 365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하위권은 명 이었다, 102 (16.7%) .

이성친구여부는 명 이 있다라고 응답하215 (35.2%) ' '

였으며 가족구조에서는 친부모인 경우가 명, 485

이혼이나 별거가 명 부모 사망 및(79.5%), 54 (8.9%),

기타가 를 차지하였다 성경험에 있어서는 대상자11.5% .

의 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출32.8% ,

충동에 있어서는 명 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402 (65.9%)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흡연여부에 있어서는 명. 388

이 흡연경험이 있었으며 음주경험은 명(63.6%) , 383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62.8%) .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출충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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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출충동의 차이를 카이

제곱 검정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있어서는 남학생,

의 경우 명 중 명 이 여학생은 명366 269 (73.5%) , 243

중 명 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통계132 (54.3%)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χ
2
＝

계열별 차이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23.02, p .000).＝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χ
2

성경험19.78, p .000).＝ ＝

(χ
2

흡연20.38, p .000), (χ＝ ＝
2
20.17, p .000),＝ ＝

음주(χ
2

약물21.04, p .000), (χ＝ ＝
2
11.44, p＝ ＝

이성친구여부 가출친구.000), ( 2 28.17, p .000),χ ＝ ＝

여부(χ
2

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10.69, p .000)＝ ＝

를 보이고 있다 반면 성적. (χ
2

은 통계.96, p .416)＝ ＝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가출충동3.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가출충동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가족구조(χ2 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47.73, p .000)＝ ＝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부모의 부,

부관계(χ2 와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25.07, p .000)＝ ＝

(χ2 아버지의 학력39.24, p .000), (χ＝ ＝ 2 19.46, p＝

그리고 가족 중 가출자가 있는 경우.000), (χ＝ 2＝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19.67, p .000)＝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의 경제수준. (χ
2
.23, p＝ ＝

아버지의 직업.889), (χ
2

어머니의3.90, p .310),＝ ＝

학력(χ
2

어머니의 직업여부4.28, p .157), (χ＝ ＝
2
＝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4.68, p .106)＝

않았다 표< 2>.

성격 및 학대 양육태도 스트레스에 따른 가출충동4. , ,

개인의 성격특성에 있어서 사회성향은 가출충동이 없

는 경우가 평균 점으로 가출충동이 있는 경우의711.1

평균 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698.4

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88, p .561).＝ ＝

반면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은 가출충동이 없는 경우 평,

균 점이며 가출충동이 있는 경우는 평균 점375.0 , 431.4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

또한 반사회적 성격-3.72, p .001). (t -6.59, p＝ ＝ ＝

과 우울성향 자아존중감.000) (t -5.96, p .000), (t＝ ＝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3.21, p .001)＝ ＝

고 있다.

가족으로부터의 학대경험에 있어서는 신체적 학대(t＝

와 정서적 학대-4.35, p .000) (t -5.83, p＝ ＝ ＝

방임 의 모든 측면에서 가.000), (t -5.00, p .000)＝ ＝

출충동이 있는 군이 가출충동이 없는 군에 비해 높은 평

표 개인적 특성에 따른 가출충동< 1> (N=610)

구 분
가출충동

χ2 p
무(%) 유(%)

성 별
남 97(15.9) 269(44.1)

23.02 .000
여 111(18.1) 132(21.6)

계 열
인문계 134(22.0) 184(30.2)

19.78 .000
실업계 73(12.0) 218(35.7)

성 적

상위권 64((10.5) 78(12.8)

.96 .416중위권 153(25.1) 212(35.6)

하위권 40( 6.6) 62(10.2)

성경험
없 음 164(26.9) 244(40.0)

20.38 .000
있 음 44( 7.2) 156(25.6)

흡 연
없 음 101(16.6) 121(19.8)

20.17 .000
있 음 107(17.5) 281(46.1)

음 주
없 음 103(16.9) 123(20.2)

21.04 .000
있 음 105(17.2) 278(45.6)

약 물
없 음 173(28.4) 284(46.6)

11.44 .001
있 음 34( 5.6) 118(19.3)

이성친구
없 음 105(17.2) 290(47.5)

28.17 .000
있 음 103(16.9) 112(18.4)

가출친구
없 음 195(32.0) 340(55.7)

10.69 .001
있 음 13( 2.1) 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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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합리적지도성향과 애정적

성향 성취지향적성향 적극적참여성향은 가출충동이 없, ,

는 경우가 가출충동이 있는 경우보다 높은 평균치를 보

이고 있으며 권위주의적통제성향과 과보호성향은 가출,

충동이 있는 경우가 가출충동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평

균치를 보이고 있다 이중 합리적지도성향. (t 4.87, p＝ ＝

과 애정적성향 성취지향적성.000) (t 3.10, p .018),＝ ＝

향 권위주의적 통제성향(t 5.12, p .000), (t＝ ＝ ＝

과보호성향 은-5.90, p .000), (t -4.23, p .003)＝ ＝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환경과 교우관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는 가출충동

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평균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학교환경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t -5.86,＝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p .000)＝

로 나타났다 표< 3>.

가출충동 예측모형의 구축5.

가출충동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은 사건이(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는 분석방법의 일종으로 반응변인

이 혹은 의 값을 취하는 범주형 자료이고 설명변인은0 1

이산형 변인과 연속형 변인 모두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정광모 최용석( , , 1999).

표 가정환경요인에 따른 가출충동< 2> (N=610)

구 분
가출충동

χ2 p
무 유

가정의

경제수준

상 36( 5.9) 65(10.7)

.23 .889중 117(19.2) 231(37.9)

하 57( 9.3) 103(16.9)

가족구조

친부모 197(32.3) 288(47.2)

47.73 .000
이혼별거/ 6( 1.0) 48( 7.9)

사 망 3( 0.5) 7( 1.1)

기 타 2( 0.3) 58( 9.5)

부모의

부부관계

아주좋은편 73(12.0) 98(16.1)

25.07 .000
다소좋은편 95(15.6) 151(24.8)

다소좋지않은편 25( 4.1) 99(16.2)

아주좋지않은편 14( 2.3) 53( 8.7)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

아주좋은편 76(12.5) 93(15.2)

39.24 .000
다소좋은편 99(16.2) 148(24.3)

다소좋지않은편 21( 3.4) 104(17.0)

아주좋지않은편 11( 1.8) 56( 9.2)

부 의( )

학력

초졸이하 30( 4.9) 46( 7.5)

19.46 .000
중졸 46( 7.5) 96(15.7)

고졸 66(10.8) 188(30.8)

대졸이상 65(10.7) 70(11.5)

부 의( )

직업

기 타 55( 9.0) 75(12.3)

3.90 .310
회사원 60( 9.8) 149(24.4)

자영업 62(10.2) 138(22.6)

전문직 29( 4.8) 41( 6.7)

모 의( )

학력

초졸이하 32( 5.2) 36( 5.9)

4.28 .157
중졸 50( 8.2) 106(17.4)

고졸 60( 9.8) 198(32.5)

대졸이상 66(10.8) 60( 9.8)

모 의( )

직업

없 음 163(26.7) 233(38.2)
4.68 .106

있 음 44( 7.3) 169(27.7)

가족중

가출자

없 음 188(30.8) 303(49.7)
19.67 .000

있 음 21( 3.4) 9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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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모형 구축을 위한 변인선택으로는 먼저

단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여러 설명변인들이 가출충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차 단변량. 1

분석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 변인에 대하여26

다시 세 단계의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가족구조와 부모의 부부관계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 반, ,

사회적 성격 우울성향 정서적 학대 권위주의적 통제성, , ,

향 학교스트레스 성별 이성친구여부 등이 수, , , p< .05

준에서 최종적인 가출충동 예측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최종 추출된 개의 예측변인 중 가족구조와. 10

반사회적 성격은 승산비 가 각각 과(odds ratio) 5.381

으로 다른 예측변인들에 비해 청소년의 가출충동4.953

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Ⅴ 논 의.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서의

청소년기는 자아의식의 발달과 더불어 부모로부터의 독

립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심리적 갈등 및 강,

한 충동성과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Adams,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Overholser & Spirito, 1994).

개인적 가정적 사회환경적인 다양한 요인들은 청소년의, ,

충동적 특성을 한층 강화시키는 촉진적 역할을 함으로써

표 성격 및 학대 양육태도 스트레스에 따른 가출충동< 3> , , (N=610)

구 분
가출

충동
Mean

Std.

Error
t p

성 격

사회성향
무 711.1 5.98

.88 .561
유 698.4 12.34

정신신체증상호소성향
무 375.0 5.91

-3.72 .007
유 431.4 11.48

반사회적성격
무 400.2 5.65

-6.59 .000
유 491.6 12.41

우울성향
무 443.6 5.14

-5.96 .000
유 531.4 12.10

자아존중감
무 326.7 4.15

3.21 .011
유 278.4 7.01

학 대

신체적학대
무 144.6 3.24

-4.35 .000
유 198.4 7.94

정서적학대
무 125.8 3.82

-5.83 .000
유 213.0 10.05

방 임
무 180.4 5.02

-5.00 .000
유 241.4 9.98

양육태도

합리적지도성향
무 501.3 5.80

4.87 .000
유 451.4 11.03

애정적성향
무 513.6 6.21

3.10 .018
유 484.3 12.30

권위주의적통제성향
무 301.2 4.18

-5.90 .000
유 365.4 10.41

과보호성향
무 311.5 4.35

-4.23 .001
유 358.4 10.01

성취지향적성향
무 413.3 4.18

5.12 .000
유 361.1 8.64

적극적참여성향
무 281.4 4.84

.99 .412
유 264.3 9.26

스트레스

학교환경요인
무 413.1 8.23

-5.86 .000
유 471.3 13.30

교우관계요인
무 405.8 7.71

-.85 .631
유 42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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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이나 가출 자살 등을 시도하게 한다, .

최근 청소년의 높은 가출률과 함께 동시적 혹은 선행

적 형태로서의 가출충동 역시 높은 수준이라는 연구결과

청소년백서 서울 에서와 같이 본( , 1997; YMCA, 1996)

연구결과에서도 청소년의 가출충동은 의 높은 비65.9%

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으로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관련요인 사회,

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먼저 개인과 관련된 요인에 있어 성격특성으로는 반사회

적 성격과 우울성향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

인으로 선정되었다 가출과 성격특성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하여 입증된 바 있는데 그 예로 Reilly

는 가출 소녀들은 일반 소녀들보다 공격적이고(1977) ,

화를 잘 내며 충동적이고 불안정할 뿐 아니라 쉽게 흥, ,

분한다고 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경우 비가출 청소.

년에 비해 높은 충동성과 공격성 우울증 그리고 낮은, ,

자아존중감 일탈행위 학업성취도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

이들은 가출충동 및 가출행위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었다하순인 한정훈( , 1997; , 1999). Roberts

의 연구에서도 해소되지 않은 외디프스 콤플렉(1987)

스 심한 자기애적 인격장애 낮은 자아개념 높은 충동, , ,

성과 공격성 우울증을 포함한 신경증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혼란 상태가 가출충동을 야기시킨다고 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성격특성과도 관련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출충동률

이 높고 가출충동을 예측하는 주된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격성이나 충동성에 있어서의 성차를.

연구하였던 과Hoffman(1977) MacCoby & Jecklin

과도 일치된 결과이며 특히 본 연구결과 이성친(1974)

구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출충동률

을 한층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

와 관련지어 볼 때 성별과 이성친구여부는 함께 다루어

져야 할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정관련요인으로는 가족의 구조적 결손과 부모의 부

부관계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정서적 학대와 권, ,

위주의적 양육태도가 포함되었다 특히 가족구조에 있어.

가족의 구조적 결손은 개인의 반사회적 성격양상과 함께

가출충동 예측모형에서 주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10

가지 예측요인 중 가장 높은 승산비 를 보이(odds ratio)

고 있다 이는 심리적 환경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

의 반사회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현춘 의 연구에(1994)

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가정환경의 영향을 배제한 상태

에서 개인에게 가출충동의 원인이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결국 성격형성의 주 근원지가 가정임을

감안한다면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해와 설명이 더 타당

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기능적 요인도 청소년.

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김헌수 의 청소년, (1980)

가출의 가족역동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가출청소년의

가 가정문제로 인하여 가출하며 대상자가 지각한24.9% ,

가정내 문제유형은 가출충동이나 행동과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인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부모.

가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며 처벌위주의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자녀를 불신할수록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의,

견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와의 접촉이 적을수록 가출충,

동이나 가출행동 발생률이 높다고 하여김진묵( , 1994;

남영옥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 1998) .

한 여러 연구한국어린이보호회( , 1987; Plass &

에서 지적된 바 가출에 영향을 미친다Hotaling, 1995)

고 보고되고 있는 가족으로부터의 학대는 본 연구결과에

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 4>

Variable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Pr>

Chi-Square

Odds

Ratio

Intercept

가족구조

부모의 부부관계

자신과 부모관계

반사회적성격

우울성향

정서적 학대

권위주의적통제성향

학교스트레스

성 별

이성친구

-6.654

2.892

0.665

2.554

2.589

1.663

0.871

1.431

0.763

0.633

1.003

0.674

0.488

0.384

0.296

0.345

0.288

0.253

0.301

0.273

0.242

0.263

0.000

0.000

0.009

0.000

0.000

0.000

0.003

0.005

0.008

0.009

0.007

.

5.381

1.893

3.877

4.953

2.695

1.963

2.135

1.924

1.88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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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신체적 정서적 방임 측면에서 가출충동 경험군과, ,

비경험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정서적 학대는 최종 예측모형에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관련요인들

은 최재석 의 집이론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가(1982) ‘ ’

족의 발달주기상 청소년을 둔 가족을 위한 가족간호에

있어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구조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

필수적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청소년을 둘러싼 가.

정의 위기 상황에서의 효율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가족

사정이 우선되어야 함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사회환경과 관련된 요인으로써의 학교 스트레스 역시

가출충동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대개 교사와

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과 학교의 제도적 문제 학교규,

율 그리고 학교성적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학, .

교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당면하고 있는 보편화된 스트레

스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술된 내용과 같은 가출충동.

의 위험요인과 결합될 경우 가출충동률을 높이는 성향으

로 전화되기에 충분한 독립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사료

된다 이는 박용선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여. (1998)

기에서 어떤 요인이 선행조건으로 작용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여러 가지 요

인들로 인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학교보다는 학교외의 다른 장소나 다른 관심분야에서 만

족을 얻고자 할 것이며 결국 학업에 대한 흥미결여와 학

교생활의 부적응 등 학교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에는 개인 및 가정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관련,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 구축된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보다

는 포괄적인 사정과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가출을 예방

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Ⅵ 결론 및 제언.

결 론1.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

련된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가출충동에 영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청소년 가출충동에,

관한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인문계

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녀학생으로서 총 651

부의 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이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

나 충분하지 못한 부를 제외한 명의 자료가 분석41 610

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SAS

상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가,

출충동 경험군과 가출충동 비경험군간의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각 변인에 따른 차이는 검정과chi-square

를 각각 실시하였다 또한 가출충동과 관련된 설명t-test .

변인들을 중심으로 가출충동을 예측하는 최적의 축소모

형을 구하기 위해 에 의purposeful selection method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실시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출충동의 개인관련요인으로는 성별1. (odds ratio=

과 이성친구여부1.886, p= .009) (odds ratio=

그리고 반사회적 성격특성2.011, p= .007), (odds

과 우울성향ratio=4.953, p= .000) (odds ratio

이 가출충동을 예측하는 위험요=2.695, p= .000)

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출충동의 가정관련요인으로는 가족구조2. (odds ratio=

와 부모의 부부관계5.381, p= .000) (odds ratio=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1.893, p= .009), (odds

정서적 학대ratio=3.877, p= .000), (odds

권위주의적 통제성향의ratio=1.963, p= .003),

양육태도 가 가출충(odds ratio=2.135, p= .005)

동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출충동의 사회환경관련요인으로는 학교 스트레스3.

가 가출충동을 예(odds ratio=1.924, p= .008)

측하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을 관리하고 간호하

는 간호현장에서 가출충동의 예측요인을 사전에 파악함

으로써 청소년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건강유지와 가, ,

출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발생이 예방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가출충동을 야기시키는.

상대적인 영향력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출충동이 가

출행위로의 전환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세부적

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과 본 연구모형을 실제 사례에

적용시킴으로써 모형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평가하는 사

후검증 연구가 필요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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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Key concept : Youth, Runaway Impulse,

Forecast Model

Predicting Factors on Youth

Runaway Impulse

Chung, Hae-Kyung*Ann, Ok-Hee*

This study is attempted to define risk factor

of youth runaway impulse and to structure

forecast model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unaway impulse of

youth.

The subjects were 610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Kyunggido. The collected data was

analysed by SA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unaway impulse group and the non-runaway

impulse group were subject to chi-square and

t-test. Also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asis of purposeful selection

method for constructing the forecast mode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 the major

predicting factors of youth runaway impulse are

sex(odds ratio=1.886, p=.009), existence of

friends of the opposit sex(odds ratio=2.011,

p=.007), anti-social personality(odds ratio=

4.953, p=.000), depressive trend(odds ratio=

2.695, p=.000), family structure(odds ratio=

5.381, p=.000), marital relationship(odds ratio

=1.893, p=.009) and also between parents and

youth(odds ratio=3.877, p=.000), emotional

abuse(odds ratio=1.963, p=.003), authoritative

controlled rearing(odds ratio=2.135, p=.005)

and stress from school(odds ratio=1.924,

p=.008).

Therefore, the forecast model will be

contribute to the nursing intervention for

prevention of runaway youth.

* Department of Nursing, Woosuk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