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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은 한번의 가출로 끝나지 않고, 만성적인 재가출로 이어져 다양한 비행행동으로 연루된

다는데 큰 위험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가출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 학교로 돌아온 중 ·고

등학교 재학생 집단(249명)과 주로 만성적인 가출을 일삼는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 집단(172명)을 비교하

여 단순 가출에서 끝나는 경우와 만성적인 재가출로 계속되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

하였다. 가출행동 특성의 경우, 쉼터 청소년들이 재학생 집단보다 어린 나이에 가출을 시작하고, 보다 장

기 가출을 하며, 가출 횟수도 의의 있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있어서

는 쉼터집단이 재학생 집단에 비해 가정차원의 위험요소에 의의 있게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반면 가정차

원의 보호요소는 의의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가출, 재가출, 위험요소, 보호요소

I . 문제의 제기

현대에서 청소년 가출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청소년 가출은 가

족체제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출은 현대

가족이 자녀들이 머무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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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며, 둘째는 가출 후에 청소년들이 각종 심각한 비행행동에 연루되어(김향초, 1998 ; 유성

경·이소래·송수민, 2000 ; 조학래, 1999) 집 나온 청소년들을 맞이하는 사회체제가 또한 청소년

들에게 매우 위험한 체제임을 말해 준다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에 관한 조

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 가출하는 청소년의 숫자는 1999년을 기준으로 전체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의 일반

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실태를 조사하였던 서울 YMCA(1998)와 유성경 외(2000)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일반 중·고등학생 2,000여명 가운데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

은 각각 11.4% 그리고 11.7% 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가출과 다른 비행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김준호, 1993; 유성경 외, 2000)에 의하

면,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모든 종류의 비행행동을 저지

른 경험이 통계적으로 의의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국외의 연구들(Kennedy,

1991; Rotheram- Borus & McDermott , 1995 등)에서도 보고되고 있어 청소년 가출은 다른 위험한

요소들에 노출되게 하는 잠재적 비행가능성을 높이는 사건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출과 관련

하여 청소년들이 저지르게 되는 주된 비행들은 생존을 위한 비행행동(survival delinquency)"으

로서 성(sex)과 관련된 비행, 폭력 및 절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

근에는 가출 청소년들의 HIV 감염도가 높아지고, 약물 오·남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

려가 높아지고 있다(Rotheram- Borus, Parra, Cantwell, Gwadz, & Murphy, 1996).

청소년들이 왜 가출하는지 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하기 위해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들에 관한 연구들과 더불어 이들의 가정 환경적 특성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가출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데,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탈출형 가출(runaway from)과 무엇을 얻기 위한 추구형" 가

출(runaway to)이다(Speck, Ginther & Helton, 1988; Zide & Cherry , 1992). 이때, 탈출형의 가출

에서 청소년들이 탈출하고자 하는 그 무엇은 주로 가정변인과 관련된 것들로서 가정에서의 학대,

가정불화, 부모들의 과도한 기대와 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탈출형의 가출은 때로는 집

을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러한 가출은 버려진 가출(thrown out runaway) 로서

(Feitel, Margetson, Chamas & Lipman, 1992)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가출을 한 청소년들은 집

없는 아이들(homeless) 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다. 추구형 가출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

교에서 줄 수 없는 즐거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경우로 가정적인 변인보다는 개인

적인 특성이 보다 중요한 가출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Coco & Courtney, 1998).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요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가출을 하였든지 간

에 한번의 가출이 반복적인 재가출로 이어지면서 가출 청소년들의 비행화 수준이 점점 심각화되

고 고질화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청소년 가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번의 청소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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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반복적 가출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의

재가출에 기여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한, 두 번의 가출경험은 있으나 계

속적으로 재가출을 시도하지 않고 적응적인 삶의 패턴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의 특성에 관한 심층

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즉, 어떤 청소년들은 가출-재가출의 연결고리를 끊지 못하여 만성적인 비

행아로 전락하고 말지만 어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한, 두 번의 가출을 시도하였으나 결국에는

적응적인 삶의 경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들간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는가에 대한 분

석이다.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resilience) 모델은 청소년 비행을 유발하게 하는 위험요소들(risk factors)

과 더불어 이러한 위험요소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 중재해 주는 보호요소들(protective

factors)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비행을 역동적으로 접근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유성경, 1999). 적응유연성의 모델을 통해 청소년 가출- 재가출의 문제를 설명하면, 가출 청소

년들은 다양한 위험요소들로 인해 일단 가출을 하게 되지만 이들이 계속적인 가출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은 몇몇 보호요소들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가출과 관련

된 위험요소들과 보호요소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효과적인 가출-재가출 개입전략 구상을 하

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청소년집단과 가출 유경험 청소년집단간에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

한 유성경 외(2000)의 연구에 의하면, 가출 유경험 청소년 집단이 일반 청소년집단에 비해 거의

모든 측면의 위험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보호요소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렇다면,

가출 유경험 집단 가운데 재가출을 시도하는 집단과 단순 가출로 끝나는 집단들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재가출을 시도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에 반복적인 재가출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보호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가정차원의 위험요소와 더불어 어떠한 위험요소들

이 더해질 때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재가출을 시도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가? 청소년 가출과 관

련하여 이와 같이 세분화된 연구문제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청소년 가출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되, 현재

가출한 상태이며 비교적 반복적인 가출을 일삼는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들과 가출한 경험이 있으

나 현재는 가정으로 돌아와 제대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가

출- 재가출과 관련된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들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구

체적인 연구문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 집단과 가출경험 학생 집단간에 가출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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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 집단과 가출경험 학생 집단간에 가출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들

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출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고교 재학생들과 현재

가출상태에 있는 쉼터거주 가출청소년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출경험이 있는 중·고교 재학생집단의 표집 방법은 첫째, 전국을 서울과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단위로 나누고, 체계적 유층집락 무선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로 중학교와 일반

계, 실업계 고등학교를 각각 4개교씩 총 48개교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학교별로

학년과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청소년을 약 50명씩 표집하였고, 이 중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

로 응답한 청소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의 표집 방법은 전국 정부지원쉼터 11곳과 사설운영의 쉼터 42곳에 설문

지를 보내어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쉼터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출청소년들이 설문

에 응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조사대상 표본은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재학생집단과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집단 모두 2000년 6월 1일에서 15일까

지 2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조사대상자들이 기입하도록 하였다.

재학생집단의 경우는 각 지역에서 표집 방법에 의해 선정된 학교의 교감선생님에게 먼저 협조

를 구한 후 설문 실시 방법과 지도요령을 설문 실시 선생님에게 구두와 문서로 설명한 후 우편을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 수거하였다. 설문실시는 학급회의 시간이나 수업시간을 통해 담당교사가

실시하였으며, 응답자들의 신뢰로운 반응을 보장하기 위하여 응답자들이 설문지에 응답한 후 스티

<표 1> 조사대상 표본

구분 재학생집단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

중학교 일반계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정부지원쉼터 사설운영쉼터

서울 4개교 4개교 4개교

11곳 42곳
대도시 4개교 4개교 4개교

중 ·소도시 4개교 4개교 4개교

읍 ·면 4개교 4개교 4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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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로 본인의 설문지를 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쉼터거주 청소년의 경우는 문화관광부의 협조를 받

아 공식적인 공문을 발송한 후 조사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 회수하였으며

설문 실시 기간동안에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개별적으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고교 재학생용 설문지는 총 2,516부를 배부하여 2,428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자료 중 성

실히 응답한 2,362부 가운데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49부의 응답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가출 청소년집단의 경우는 총 500부를 각 쉼터에 배포하였으며, 이 중 172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성별·학년별 분포는 다음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보면 가출경험 학생집단에서는 남학생이 56.2%, 여학생이 43.8%이며, 쉼

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에서는 남자청소년이 21.6%, 여자청소년이 78.4%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

를 보면,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집단은 중학생인 경우가 16.9%이며, 고등학생이 83.2%에 이르지만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은 중학생이 50.0%, 고등학생이 37.1%, 학생이 아닌 경우가 12.9%였다.

즉,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가출경험학생집단은 남자고등학생이, 쉼터거주 가출경험 청소년집단은

여자중학생이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2. 조사도구 및 측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출행동의 이해를 위한 문항들과 청소년의 비행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측정하였다.

1)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가출행동의 이해를 위해서는 ① 첫 가출시기, ② 가출횟수, ③ 가출기간, ④ 가출이유,

<표 2> 조사대상자의 학년별·성별 분포

변수 구분
가출경험

학생집단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
전체

성별 남자 140(56.2) 37(21.6) 177(42. 1)
여자 109(43.8) 134(78.4) 243(57.9)
계 249(100.0) 171(100.0) 420(100.0)

학년 중 1
중 2
중 3
고 1
고 2
고 3

해당 없음

1(0.4)
33(13.3)

8(3.2)
108(43.4)
63(25.3)
36(14. 5)

11(6. 5)
32(18.8)
42(24.7)
24(14. 1)
21(12.4)
18(10.6)
22(12.9)

12(2.9)
65(15.5)
50(11.9)

132(31.5)
84(20.0)
54(12.9)
22(5.3)

계 249(100.0) 170(100.0) 41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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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출시의 부모의 반응, ⑥ 가출에서 돌아왔을 때의 부모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2) 청소년의 비행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

청소년의 비행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청소년비

행 관련 위험요소와 보호요소 척도(유성경 등, 2000)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청소년의 비행관련

위험요소를 총 5가지 차원(개인, 또래,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13개 하위범주 총 63개의 문항으

로 측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비행관련 보호요소는 총 4가지 차원(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8개 하위 영역에 대해 총 36개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위험요소들과 보호요소들에 대해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가족 관련 위험요소에서 가족

들의 장애 및 비행의 여부에 관한 문항은 예 ,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의 측정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표 3>과 같다. 위험요소 문

항과 보호요소 문항의 전체 신뢰도는 각각 .91과 .82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개별 하위변인은 대체로 .60에서 .85의 범위의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위험요소, 보호요소의 측정 내용 및 신뢰도(Cronbach's α)

위험요소의 구성내용 문항수 신뢰도 보호요소의 구성내용 문항수 신뢰도

개인적 위험요소

공격성

우울 및 불안

반사회적 인지 경향

문제행동의 조기시작

19
5
7
5
2

.84

.79

.82

.75

.63

개인적 보호요소

긍정적 가치관

긍정적 자기 정체감

사회적 유능감

18
8
2
8

.62

.63

.69

.63

또래 관련 위험요소 5 .80

가족 관련 위험요소

학대적 양육태도

비일관적인 양육태도

가정불화

가족관계의 문제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적

태도

가족의 장에 및 비행여부

30
5
3
3
7
3

9

.88

.68

.67

.59

.85

.63

가족관련 보호요소

부모의 정서적지지

부모의 자녀 학습에의 관여
9
5
4

.86

.83

.65

지역사회관련 위험 요소 5 .80 지역사회관련 보호 요소 3 .79

학교관련 위험 요소 4 .73
학교관련 보호 요소

학습에의 긍정적 가치와 책임감

학교에서의 지지

6
3
3

.65

.41

.63

전체 65 .91 전체 36 .82



만성적 재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관한 분석 연구 7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으로는 자료의 일반적,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살펴보았으며, 교차분석을 이용하여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집단과 쉼터

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의 가출관련 행동들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두 집단간의 위험요소

와 보호요소의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과 다변량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가출경험 재학생 집단과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 집단간 가출행동특성 비교

1) 첫가출 시기

교차분석 결과, 가출경험 학생집단과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은 첫 가출 시기에 있어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14.10, p < .05) (<표 4> 참고). 학생 청소년들의 첫 가출 시기는 대부분

중학교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61.1%),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의 경우는 초등학

교 이전이나 초등학교시기에 처음으로 가출하는 경우가 35.7%(4.8% + 7.1% + 23.8%)로 보고되어

쉼터거주 청소년들이 보다 어린 시절에 가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첫 가출 시기

전체 가출경험

청소년집단
가출경험학생 쉼터거주 가출청소년

2

첫가출시기 빈도 (%) 빈도 (%) 빈도 (%)

1. 초등학교 이전 9 (2.5) 3 (1.3) 6 (4.8)

2. 초등학교 저학년 16 (4.4) 7 (2.9) 9 (7. 1)

3. 초등학교 고학년 70 (19.2) 40 (16.7) 30 (23.8) 14. 10**

4. 중학교 215 (58.8) 146 (61. 1) 69 (54.8)

5. 고등학교 55 (15. 1) 43 (18.0) 12 (9.5)

전체 365 (100.0) 239 (100.0) 126 (100.0)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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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출횟수

청소년의 가출횟수는 가출경험 학생집단과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 98.15, p < .001) (<표 5> 참고). 재학생집단의 경우 1회가 43.3%로 가장 많이 차

지한 것에 비해,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은 1회나 2회의 가출횟수는 각각 15.0%와 7.1%로 상대

적으로 적은 경우를 차지하였고 반면, 6- 10회의 가출경험 횟수가 22.1%, 11- 20회의 가출경험의

횟수가 1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쉼터거주 청소년들이 만성적인 재가출 청소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출기간

교차분석 결과, 첫 가출( 2 = 27.53, p < .001)과 재가출( 2 = 45.58, p < .001) 모두 가출경험 학생

집단과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이 가출하는 기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표 6>

참고). 청소년들의 가출기간은 첫 가출의 경우는 가출경험 학생집단이나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

단 모두 2- 3일간이 각각 30.8%와 21.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쉼터거주 가출청

소년집단은 첫 가출에서도 30일 이상 가출한 경우가 19.7%로 나타났다. 재가출에서의 가출기간은

두 집단 모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의 경우는 재가출시에 30일

이상의 가출기간을 보고한 경우가 4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가출이 반복될수록 위험수준이

높아지며 이러한 경향이 쉼터거주 가출청소년들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표 5> 가출횟수

전체 가출경험

청소년집단
가출경험학생 쉼터거주 가출청소년

2

총가출횟수 빈도 (%) 빈도 (%) 빈도 (%)

1. 1회 121 (34.3) 104 (43.3) 17 (15.0)

2. 2회 69 (19. 5) 61 (25.4) 8 (7. 1)

3. 3회 49 (13.9) 32 (13.3) 17 (15.0)

4. 4회 22 (6.2) 9 (3.8) 13 (11.5) 98. 15***

5. 5회 32 (9. 1) 16 (6. 7) 16 (14.2)

6. 6-10회 36 (10.2) 11 (4.6) 25 (22. 1)

7. 11-20회 19 (5.4) 5 (2. 1) 14 (12.4)

8. 20회 이상 5 (1.4) 2 ( .8) 3 (2. 7)

전체 353 (100.0) 240 (100) 113 (100.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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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출이유

가출 이유에 있어 교차분석 결과, 첫 가출한 이유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으나 재가출의 이유에 있어서는 가출경험 학생집단과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에 있어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2 = 47.68, p < .001)(<표 7> 참고). 청소년들의 가출 이유로 첫 가출의 경

우, 가출경험 학생집단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에서 벗어나려고가 가장 많이 응답(26.6%)한 내용

이었으나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은 부모의 간섭보다는 가족간의 갈등(24.8%) 과 친구들과 놀

려고(23.1%) 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재가출의 경우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이 가족간의 갈등

에 응답한 경우가 35.5%로 증가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 보려고에의 응답(12.9%)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출경험 학생집단의 경우, 부모의 간섭으로 벗어나려고(27.5%) 가 가

장 주된 이유로 첫 가출에서 보다 부모의 간섭 때문에 가출한다는 비율이 많아졌다. 또한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충동적으로(22.9%) 재 가출하는 경우도 첫 가출시 보다 많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상습적인 재가출을 하게 되는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들은 가정 내 불화가 재가출의 주된 원인인

<표 6> 첫가출/재가출시의 가출기간

전체 가출경험

청소년집단
가출경험학생

쉼터거주

가출청소년 2

빈도 (%) 빈도 (%) 빈도 (%)

첫가출

1. 1일 이내 88 (24. 7) 67 (28.6) 21 (17.2)

2. 2-3일 98 (27. 5) 72 (30.8) 26 (21.3)

3. 3-5일 42 (11.8) 27 (11. 5) 15 (12.3)

4. 5-7일 31 (8.7) 22 (9.4) 9 (7.4) 27.53***

5. 7-15일 41 (11. 5) 25 (10. 7) 16 (13. 1)

6. 15-30일 17 (4.8) 6 (2.6) 11 (9.0)

7. 30일 이상 39 (11.0) 15 (6.4) 24 (19.7)

전체 356 (100.0) 234 (100.0) 122 (100.0)

재가출

1. 1일 이내 16 (6.6) 14 (10. 5) 2 (1.9)

2. 2-3일 35 (14.6) 28 (21. 1) 7 (6.5)

3. 3-5일 27 (11.2) 19 (14.3) 8 (7.5) 48.58***

4. 5-7일 36 (15) 26 (19. 5) 10 (9.3)

5. 7-15일 35 (14.6) 20 (15.0) 15 (14.0)

6. 15-30일 28 (11. 7) 9 (6.8) 19 (17.8)

7. 30일 이상 63 (26.3) 17 (12.8) 46 (43.0)

전체 240 (100.0) 133 (100.0) 107 (100.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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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가출경험 학생집단의 경우에는 첫 가출 후 부모의 간섭이 더 많아져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

해 혹은 뚜렷한 이유 없이 가출을 반복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5) 가출시 부모의 반응

가출시 부모들이 취했던 반응들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을 때 첫가출의 경우 친구나 아는 사람

혹은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하셨다가 재학생집단과 가출청소년집단 모두 가장 많은 반응으로 나타

났으나 찾으려 하지 않았다나 처음에 조금 찾다가 포기하셨다라는 반응이 재학생집단의 경우는

13.8%로 나타난 데 비해 쉼터거주가출청소년집단의 경우는 3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첫가출/재가출시의 가출이유

전체 가출경험

청소년집단

가출경험

학생

쉼터거주

가출청소년 2

빈도 (%) 빈도 (%) 빈도 (%)

첫가출한 이유

5.94

1.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보려고 73 (21.8) 46 (21. 1) 27 (23. 1)
2. 가족 갈등이 심하고 집안 분위기

가 마음에 안들어서

76 (22.7) 47 (21.6) 29 (24.8)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벗

어나려고

79 (23.6) 58 (26.6) 21 (17.9)

4.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5 (1. 5) 3 (1.4) 2 (1.7)
5.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66 (19.7) 40 (18.3) 26 (22.2)
6. 공부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12 (3.6) 9 (4. 1) 3 (2.6)
7. 부모나 가족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9 (2. 7) 6 (2.8) 3 (2.6)
8. 내 꿈을 펼쳐보려고 7 (2. 1) 3 (1.4) 4 (3.4)
9. 나를 인정해 주는 친구들과 지내

기 위해

8 (2.3) 6 (2.8) 2 (1.7)

전 체 335 (100.0) 218 (100.0) 117 (100.0)

재가출한 이유

47.68***

1.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보려고 33 (14.7) 21 (16.0) 12 (12.9)
2. 가족 갈등이 심하고 집안 분위기

가 마음에 안들어서

53 (23.7) 20 (15.3) 33 (35. 5)

3.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벗

어나려고

50 (22.3) 36 (27.5) 14 (15. 1)

4. 집안의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6 (2. 7) 2 (1.5) 4 (4.3)

5. 특별한 이유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48 (21.4) 30 (22.9) 18 (19.4)
6. 공부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5 (2.2) 5 (3.8)
7. 부모나 가족에게 시위하기 위해서 6 (2. 7) 5 (3.8) 1 (1. 1)
8. 내 꿈을 펼쳐보려고 9 (4.0) 4 (3. 1) 5 (5.4)
9. 나를 인정해 주는 친구들과 지내

기 위해

14 (6.3) 8 (6. 1) 6 (6.5)

전 체 224 (100.0) 131 (100.0) 93 (100.0)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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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출의 경우에는 재학생집단의 경우 부모님의 반응 중 가장 많은 경우가 친구나 아는 사람

혹은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하셨다가 여전히 42.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쉼터거주가출

청소년집단의 경우는 찾으려 하지 않았다가 32.0%, 처음에는 조금 찾다가 포기하셨다가 18.9%,

친구나 아는 사람 혹은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하셨다가 21.9%로 자녀의 재가출시 부모님의 긍정

적인 관심과 노력이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출에서 돌아왔을 때의 부모의 반응

가출에서 돌아왔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을 모두 체크하도록 하였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으로는 집을 나간 이유를 묻고 대화를 유도하셨다가 재학생집단과 쉼터거주가출청

소년집단 모두 46.9%와 31.3%로 가장 많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평소보다 잘 해 주셨

다가 각각 40.9%와 28.9%로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의 경우는 무작정

때리셨다는 반응이 28.1%로 다른 반응 못지 않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재가출의 경우에

는 부모의 때리는 반응이 상대적으로 첫가출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출경험 재학생 집단과 쉼터거주 가출청소년 집단간의 가출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 비교분석

먼저 가출관련 위험요소들에 있어서 가출경험 학생집단과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간의 차이

를 비교해 보면(<표 8- 1>과 <표 8- 2> 참조), 개인적인 차원의 위험요소에서는 가출경험 학생집

단이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에 비해 반사회적 인지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의의있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F (1,392)=20.95, p< .001). 반면, 가족차원의 위험요소들에서는 쉼터거주 가출청소년들이 가

출경험 학생집단에 비해 학대적 양육(F (1,386)=22.30, p< .001), 비일관적인 양육태도(F (1,386)=4.30,

p< .01), 가정불화(F (1,386)=39.49, p< .001), 가족관계의 문제(F (1,386)=20.84, p< .001)에서 의의있게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차원의 위험요소의 경우에 쉼터거주 가출청소년집단이

가출경험 학생집단보다 위험한 또래들을 의의있게 많이 사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1,413)=7.48, p< .05). 학교차원의 위험요소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학교성적에서

는 두 집단간에 의의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전학횟수를 보면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들이 의의있

게 전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1,398)=17.70, p< .001).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위험요소의

경우, 쉼터거주 가출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위험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 (1,375)=13.14, p< .001).

가출관련 보호요소들에 있어서 가출경험 학생집단과 쉼터거주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 집단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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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표 9> 참조), 개인적 보호요소에 있어서 긍정적인 가치감 측면에

서 쉼터거주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들이 가출경험 학생집단에 비해 의의 있게 높은 점수를 보여 주었

다(F (1,395)=6.26, p< .05). 반면, 가족차원 측면에서 보호요소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 보면, 정

서적 지지 그리고 학습에의 관여 모두에서 가출경험 학생집단이 쉼터거주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집

단에 비해 의의 있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각각 F (1,404)=26.60, p<.001, F (1,404)=25.43, p<.001). 그

리고 학교 차원의 보호요소에서는 가출경험학생 집단보다 쉼터거주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집단이

학교에서 지지를 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F (1,409)=16.88, p< .001).

<표 8-1> 가출관련 개인, 가족차원의 위험요소에 있어서 두 집단간 비교(다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Wi lk 's
Lamda

단변인 F R

개

인

차

원

반사회적 인지 가출경험학생 3. 18 .72 235

.91* *

20.95* * - .002쉼터거주청소년 2.83 .81 159

전체 3.04 .78 394

공격성 가출경험학생 3.33 .80 235

.30 .005쉼터거주청소년 3.25 .94 159

전체 3.28 .86 394

우울, 불안 가출경험학생 3. 11 .77 235

3.08 .048쉼터거주청소년 3.24 .75 159

전체 3. 16 .76 394

.88* *

가

족

차

원

문제행동의 허용

가출경험학생 2.77 1.02 235

2.22 .003
쉼터거주청소년 2.93 1. 10 159

전체 2.83 1.06 394

학대적 양육 가출경험학생 2.39 1.00 232

22.30** .052쉼터거주청소년 2.80 .74 156

전체 2.55 .87 388

비일관성 가출경험학생 2.91 .86 232

4.30* - .008쉼터거주청소년 3. 10 .97 156

전체 2.98 .91 388

가정불화 가출경험학생 2.39 .91 232

39.49* * .090쉼터거주청소년 3.01 1.04 156

전체 2.64 1.01 388

가족관계문제 가출경험학생 2.81 .90 232

20.84* * .049쉼터거주청소년 3.25 .97 156

전체 2.99 .95 388

문제행동 허용 가출경험학생 2. 11 .79 232

.20 - .002쉼터거주청소년 2. 15 .90 156

전체 2. 13 .84 388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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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가출관련 개인, 가족, 학교차원의 보호요소에 있어서 두 집단간 비교(다변량분석 결과)

종속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Wi lk 's
Lamda

단변인

F
R

개

인

차

원

긍정적 가치

가출경험학생 3.43 . 51 233

.97** *

6.26* . 013쉼터거주청소년 3. 57 . 54 164
전체 3.49 . 53 397

긍정적 정체감
가출경험학생 3.33 .96 233

.34 - .002쉼터거주청소년 3.38 1.05 164
전체 3.35 1.00 397

사회적 유능성

가출경험학생 3. 18 .47 233
2.81 .005쉼터거주청소년 3.09 . 56 164

전체 3. 14 . 51 397

가

족

차

원

정서적 지지

가출경험학생 3.07 .85 244

.93* **

26.60** * . 059쉼터거주청소년 2. 58 1.04 162
전체 2.87 .96 406

학습에 관여

가출경험학생 2.99 .82 244
25.43** * . 057쉼터거주청소년 2. 54 .97 162

전체 2.81 .91 406

학

교

차

원

학습에의 긍정적

가지감 / 책임감

가출경험학생 3.04 .68 245

.95** *

. 14 - .002쉼터거주청소년 3.01 . 78 166
전체 3.03 . 72 411

학교 지지
가출경험학생 2.94 . 74 245

16.88* ** . 037쉼터거주청소년 3.26 .80 166
전체 3.07 . 78 411

* p <.05, ** p <.01, *** p <.001

<표 8-2> 가출관련 또래,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위험요소에 있어서 두 집단간 비교(일원변량분석결과)

종속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다변인 F

또래

차원

위험요소 가출경험학생 2.00 .73 246

7.48*쉼터거주청소년 2.23 .97 169

전체 2.09 .84 415

학교

차원

교육에대한

부정적 생각

가출경험학생 3.53 .82 240

.06쉼터거주청소년 3.55 .81 160

전체 3.54 .81 400

학교성적 가출경험학생 2.64 1.37 240

.73쉼터거주청소년 2.52 1.28 160

전체 2.59 1.34 400

전학횟수 가출경험학생 2. 12 1.49 240

17.70**쉼터거주청소년 2.81 1.80 160

전체 2.40 1.65 400

지역

사회

차원

위험요소 가출경험학생 2.50 .72 232

13. 14**(범죄관련환경) 쉼터거주청소년 2.78 .74 145

전체 2.61 .74 377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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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가출경험 학생 집단과 현재 가출 중인 쉼터거주 청소년 집단간의 가출 행동 특성 및

가출 관련 위험요소, 보호요소들을 비교함으로써 가출-재가출 관련 요인들을 분석적으로 이해하

여 만성적인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두 집단간

의 가출행동 특성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쉼터거주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들은 가출경험

재학생집단의 경우에 비해 첫 가출 시기가 빠르며, 가출기간이 길고, 가출 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가출 이유를 살펴보면 첫 가출 시에는 두 집단 모두 부모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주요 가출의 원인으로 들었으나 재 가출의 경우 쉼터거주 청소년들은 가정

갈등을 가장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쉼터거주 청소년

들의 부모님들이 자녀의 가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

러한 경향성은 자녀가 가출했을 때 부모들의 반응 및 가출 후 돌아왔을 때 부모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가출경험 학생 집단에 비해 현재 가출중인 쉼터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들이

자녀를 쉽게 포기하거나 가출에 대해 무조건 때리는 등 폭력적인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간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쉼터거주

청소년들이 재학생 집단에 비해 위험요소가 오히려 낮고, 보호요소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

교차원에서도 쉼터거주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과 또래 차원의 위험요소에서는 쉼터 청소년들이 재학생들보다 의의

있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차원 가운데 가정차원의

위험요소와 보호요소가 재가출의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임이 밝혀졌다. 즉, 쉼터거

주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집단의 경우에 가출경험 재학생 집단에 비해 가정차원의 모든 위험요소

를 많이 가지고 있고, 반면 보호요소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이 다른 차원에서 가지고 있

는 보호요소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거의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가 청소년 상담 및 지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가출-재가출과

관련된 가정의 중요성이다. 이미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가정의 구조적, 기능적인

결손은 청소년들의 가출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가출 유경험 집단을 단순 가출집단과 반복적, 만성적 가출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특

성을 비교해 본 결과, 재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차원의 위험요소를 낮추고, 보호요소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이 가출하였을

때와 가출 후 돌아왔을 때 부모들이 자녀들의 재가출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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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가정적인 위험요소가 많고, 보호요소가 낮은 쉼터거주 현재 가출중인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출을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가출기간이 길고, 여러 번 가출을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을 가정으로 그저 돌려보내는 것은 효과적인 상담목표로 보기 어렵다. 탈출형 가출

혹은 버려진 가출의 경우에 문제의 소재가 가정 내에 있으므로 가정의 변화 없이 이들을 집으로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

로 가정내의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Inwood, 1998) 이러한 평가

에 기초하여 가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단기, 장기 쉼터를 제공해 주고, 이와 더불어 부모교육 등

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으면 가출 청소년 개인에 대한 개입은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 쉼터거주 가출 청소년들과 가출경험 재학생 집단들이 처해있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소를

비교할 때,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쉼터거주 현재 가출 청소년들이 가출경험 재학생 집단에

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차원의 위험요소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러한 위험

요소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매개해 줄 수 있는 보호요소는 적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가출/ 재가출을 예방하고 성공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가출 청소년 개인

및 이들이 소속한 체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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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Comparing Chronic Runaw ay w ith

N on-chronic Runaw ay

Yo o , Sung -Kyung *2 ) ·So ng , So o -Min ** ·Le e , So -Ra e ***

The present study was an attempt to explore the factors related to repetitious/ chronic runaway

among Korean youths. Research participants were 249 students who had runaway experiences in the

past, but now returned home, and 172 runaway youths who are residing in shelter and still having

chronic runaway problems. We first compared runaway behaviors regarding frequency and length of

runaway, the on-set age, the reasons for runaway, and the parents' reaction to their runaway and retur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youths with chronic runaway problems(YWCRP) began runaway in their

earlier ages, had more frequent runaway experiences, and stayed longer outside home in their run

aways. In terms of the reasons for runaway, the YWCRP were shown to runaway to escape from family

conflict. The parents of the YWCRP seemed to use less effective strategies to stop the youth' runaway

problems. We also compared the risk factors and the protective factors related to the runaway between

the chronic runaway youth group and the non-chronic runaway youth group.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YWCRP had more risk and less protective factors in family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We

suggested that various types of shelters should be provided to the YWCRP who cannot help escaping

from the serious family problems rather than sending them back home without any change. Also, it is

suggested that a more systematic approach should be develop to prevent chronic runaway problems.

Key Wor ds : Runaway, Chr onic r unaway, Ri sk fac t or s , Pr ot et ive fact o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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