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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가정폭력이란 용어가 때로 아내학대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유형중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이 아내학대(w ife - abu se)이다. 198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행

해진 아내학대 실태에 대한 한국 여성의 전화의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42.2%가 결혼후 한번이상 구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여성 일반에 대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포함한

학대를 경험하는 여성은 40- 60%에 이른다(보사부, 1993 ; 이상덕, 199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등의 여성문제를 다루는 각 상담소의 조사에서도 tkdekae대상자의 20- 40%에

정도가 아내학대 사례에 대해 상담하는 것이었다(제주 YW CA , 1996 ; 최외선, 1994).

아내학대 현상이 이처럼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내학대를 집안 일 혹은 부부싸

움으로 간주하고 가정 외부의 어떤 힘도 작용할 수 없는, 작용해서는 안되는 일로 여겨왔다. 우리 나라

에서 아내학대를 포함하여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중요한 계기가 아내학대에 시달리던 피해

자들이 가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사회의 아내학대에 대한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한겨레, 1996). 아내학대는 다른 어떤 유형의 폭력보다도 관련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

치는 폭력현상이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은밀하게, 가해자가 사랑한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치명적으로, 그리고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오랜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더 장기

적으로 관련된 사람들(피해자, 가해자 및 자식들을 포함한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안녕을 저해하

며, 인간다운 삶을 파괴한다.

아내학대라는 현상의 발생빈도나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내학대를 법률적, 의학

적, 심리적, 교육적 중재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간호학에서 이제까지 아

내구타에 대한 연구는 최의순, 고명숙, 이규은 및 길숙영(1996)의 우리나라 아내학대 실태에 대한 문헌

고찰과 한영란(1996)이 실시한 아내학대 피해자들의 경험에 관흔 근거이론적 접근에 의한 연구등으로

매우 소수이며, 사용된 연구방법 역시 제한적이다.

아내학대의 피해자들은 폭력 행위 자체로 인해 신체적 건강을 손상당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자살하거나 가해자를 살해하는 것까지 매우 다양한 건강문제를 가지게 된

다. 이에 아내학대 피해자들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간호학적 중재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학대가 피해 여

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인식과 아내학대가 발생 및 유지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

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아내학대 피해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에게 적절한 간호학적 중재를 개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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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

1) 아내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아내학대 피해자들의 학대양상을 분석하고 분류한다.

3) 아내학대가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들의 대응방식을 분석한다.

3 . 용어 정의

본 고에서는 아내 학대를 법적으로든 사살적으로든 부부관계에서 두 사람 사이의 합의하에 일어나는

가학적- 피학적(sabo- m asochistic)관계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없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정서적, 심리적 폭력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Ⅱ . 이론적 배경

아내학대라는 개념은 학대의 대상, 학대의 의미, 학대의 범위, 그리고 학대행위의 반복성이라는 4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우선, 학대의 대상에서 아내라 함은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남편뿐만아니라, 법적

으로는 남이지만 전 배우자 혹은 사실혼(동거)중인 상태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한다. 두 번째 학대

(abu se)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 비신체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구타

(battering )와 폭력(violence)은 학대와 경우에 따라 같은 뜻으로 혹으 sekfm s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

는데, 폭력은 주로 신체적 공격(phy sical aggression )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며, 구타는 반복적인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체적 폭행(as sault )의 심한 공격행위를 나타

내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변화순, 원영애 및 최은영, 1993). 세 번째 학대는 밀거나 따귀 때리기부터 시

작해서 흉기를 사용하고 성적 압력을 가하는 등의 신체적인 것과 배우자에게서 받는 심리적 학대를 포

함한다. 마지막으로 학대의 행위의 반복성은 학대행위의 범위와 함께 고려된다. 예를 들어 심각한 폭력

인 경우는 단 한번일지라도 모두 학대성 폭력으로 간주될수 있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심각한

폭력이 일정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에만 학대로 분류되기도 한다.

아내학대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성별중립적(gender - neutral)이론과 페미니즘적(feministic)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성별중립적 이론은 정신병리학적 접근, 사회심리학적 접근(사회학습이론, 좌절-

공격이론 및 스트레스론), 혹은 사회구조적 접근(교환이론 및 자원이론, 체계이론, 하위문화이론) 방법

을 채택한 이론들이다. 이 이론들은 폭력을 남녀 모두의 문제로 보며,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지배와

권력의 불균형이라는 개념을 다루지 않는다. 아내학대 발생에 대한 페미니즘적 이론은 성별 중립적 이

론이 가정폭력에서 남편학대- 여성가해자와 남성피해자- 가 아닌 아내학대- 남성 가해자와 여성피해자-

가 현저하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대안 이론이다.

1 . 성별중립적 (Gen der - n eutral )아내학 대 발생이론

1) 정신병리학적(P sychopathologic )접근

이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학대자의 비정상성 혹은 자기 내적 결함에 의해 폭력이 야기된다고 보는 입

장이다. 여기서는 아내 학대자들은 좌절하기 쉬운 성격이고 가학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내와 아

이들에게 의존적이다. 그들은 아내가 만나는 대상이 실제적이든 아니든 간에 병적인 질투심을 느끼며,

일상생활에 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는데 이를 적절히 해소할 만한 기제를 찾지 못했을 때 학대를 한다. 또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 성을 하나의 공격적인 행위로 사용한다(변화순 등, 1993).

그러나 이 접근법은 아내학대자들이 모두 정신병 환자라는 증거가 없고, 또(일상생활의 다른 부분에

서)정상적인 남자들의 비정상적인 아내학대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 이런 남성

들이 왜 그들의 상사가 아니라 부인을 때리는가 , 그리고 억제할 수 없는 행동을 밖에서는 참다가 왜

집에 와서야 부인을 향해 폭발시키는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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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심리학적(S ociopsychologic )접근

(1) 사회학습이론(S ocial learning theory )

이 이론은 폭력을 학습된 현상으로 본다. 개인은 타인의 폭력행위를 관찰, 모방함으로써 공격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또한 공격행위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다. 즉 어머니가 학대받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이 모델링 기재를 통하여 성인이 되면 아내학대의

희생자와 동질감을 느껴 피해의식이 쌓이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학대를 전수(폭력의 순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변화순 등, 1993 ; W alby , 1990/ 1996).

실제 조사에서도 어린 시절에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폭력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러나 모델링의 결과로 어떻게 남성은 학대를 하고 여성은 학대를 받는 존재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2) 좌절- 공격이론과 스트레스이론(Stress theory )

좌절- 공격이론은 폭력행위를 목적이 있는 활동이 방해받았을 때 일어나는 결과로 본다. 인간은 자신

의 목표가 차단 당했을 때 그 차단하는 대상물에 대하여 공격을 하거나 혹은 그보다 약한 대상물에 대

해서 공격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사회적 노력이 좌절되면 끊임없는 분노와 근심이

생기고 이로 인해 공격이 발생한다고 본다.

스트레스이론에서는 특정한 스트레스 요인들(재정적인 문제, 실직, 질투심, 음주, 임신, 자녀문제, 상

대적인 사회적 지위 차이 등)은 가정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가정내 폭력은 한 개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인격이 부족한 경우에 이러한 갈등을 완화시킬만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치 못

했을 때 야기되기 쉽다. 그리고 많은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가정내 폭력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변화순 등, 1993).

그러나 이 이론들 역시 여성 역시 좌절하면 혹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대상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

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이 일방적으로 학대받는 상황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3) 사회구조적(Socialstructural)접근

(1) 체계이론(Sy stem theory )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체계이론은 1970년대 이후 로드아일랜드 사회학과의 Strau s와 그의 제자들

(Steinm et z, Gelles )에 의해 발전되었다(조주현, 1991). 이들의 설명은 체계이론내에서 이루어지나 주

장하는 초점이 조금씩 다르다고 할수 있다.

St rau s와 Giles - Sim s (임정빈, 정혜정, 1997에서 인용)는 폭력을 개인적 병리의 결과가 아닌 체계의

산물로 보며, 가정, 가족을 따뜻하고 지원적이며 친밀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특징이 가족을 폭력

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고,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St rau s (임정빈 등, 1997에서 인용)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원인과 뿌리는 매우 많으며, 실제로 보고된

경우보다 더 많은 가정폭력이 발생하나, 대부분 부정되거나 무시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이

미지는 부모, 형제 등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학습되고, 사회생활과 대중매체를 통해 고정관념은 재확인된

다. 폭력자의 폭력행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유도할수 있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할수 있다. 또 폭력 사용

은 가족의 규범과 반대될 때 가족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폭력적이라고 낙인찍힌 사람은 다른 사람들

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또는 폭력적이라거나 위험인물이라는 자기개념을 성취하기 위해 폭력적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Steinm etz(1987)는 교환이론에 근거하여 모든 대인관계는 보상과 대가의 원칙에 의해 지배된

다고 본다. 부부간의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이며, 보상을 최대로 받고 대가를 최소한으로 치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부부관계에서 보상보다 대가가 더 크다고 지각할 때 보상을 되찾기 위하여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 폭력은 다른 자원이 불충분하거나 부족할 때 자신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원으로서 사용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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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하류층 사람들이 상위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자부심이나 자기가치가 부족하

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욱 힘을 사용해 위협한다는 것이다.

Gelles (1993)은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회체계는 어느정도 힘 또는 힘의 위협에 의존한다고 보는 자원

이론을 이용하여, 아내학대를 설명한다. 한 사람이 사회적, 개인적, 경제적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할수록

그는 더 많은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지배자가 되길 원하지만 교육수준이 낮은 남편은

위세가 낮은 직업을 갖게 되고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므로 가정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다고 지각할 때 폭력이 하나의 자원으로 사

용된다. 폭력 상황에서 여성을 소유한 자원이 적을수록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을 떠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2) 하위문화이론(Subcultural theory )

폭력의 하위문화에 대한 해석은 저소득층 남성에 비중을 두고 설명한다. 즉 저소득층 남성은 주류문

화에 소외되므로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데, 폭력을 상습적인 자질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회의 주류문화가 요구하는 가치를 성취하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도달하기 쉬운

대안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남성은 마스치모(m aschim o)와 신체적 우월성에 가치를 더두고 폭력을 행사

한다는 것이다(W alby , 1990/ 1996).

그러나 아내학대의 실태를 보면 하류층 사람들이 중상류층 사람들보다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는 근

거는 없다. 특히 아내학대는 어느 사회계층이나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난다. 국가의 각료가 전문직 종사

자, 건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 이르기가지 사회적 지위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아내 구타자는 어느 계

층에나 있다(김광일, 1987).

2 . 페미니즘적 이론 (F e m in i s t ic th e ory )

인간의 폭력적, 공격적 속성이 본질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200만전의 화석인류들 중

에서도 서로 죽인 증거를 들거나(조옥라, 1988), 특히 남성의 폭력적 성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동물실

험 혹인 인간의 성호르몬(남성호르몬)에 관한 연구에 의존한다. 그러나 본능으로서의 폭력이라는 이론

은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만큼의 반대자들을 가진다. Fromm (1973/ 1978)은 선천적인 공격성을 주

장하는 이론이 쉽사리 이데올로기로 전환되어 앞으로 발생할 사태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무력감을 합리화하는데 기여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인류사회의 변천과정은 다른 동물군에서 발견되는

공격성이 완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더 압도적이며, 인류 사회의 폭력행사는 본능보다

는 지배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조옥라, 1988).

아내학대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심리적 요인을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페미니스트 입장

에서는 아내 학대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설명과 더불어 가부장적 사회에서 지배구조, 남녀

간의 불편등한 권력의 분배와 남성 우월적인 남녀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 사회구조적 관점(예 : 체계이론)을 비교할 때, 아내학대를 남성/ 여성 권

력관계의 성차별사회(sexist society )와 부인에게 완력을 사용하는 남성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사회규범

및 문화적 가치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구조적 관점은 성별중립적

(gender - neutr al)인 경향을 보인다(임정빈 등, 1997). 사회구조적 접근법들은 아내구타를 설명함에 있

어서 남녀간의 불평등을 많은 요인들 중 단지 하나의 요인으로 취급할 뿐이며, 왜 계급으로서의 남성이

여성에 대해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답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변화순 등, 1993).

아내학대를 연구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아내학대를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역할과 권력의 문제로

규정한다. 대부분의 사회는 성역할을 기초로 구성된다. 특히 가부장제적 사회는 남성이 여성에 대해 권

력을 행사하며, 여성은 남성의 권위에 종속되도록 구성된다. 남성은 지배계층으로서 물질적 상징적 자원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은 이차적이고 열등한 계층으로 그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정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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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남성들 사이에도 여러 사회계층이 존재하나 모든 남성은 여성을 예속시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

으로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폭력

만큼 효과적인 사회통제수단은 없다(임정빈 등, 1997).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pow er and control wheel) '라고 알려진 강제적 통제모델은 아내학대에 대

한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잘 나타내준다. 미국 미네소타주의 Duluth Dom estic abu se Interv ention

Project를 수행한 P ence와 P aym er (임정빈 등, 1997에서 재인용)에 의해 개발된 이 모델은 수레바퀴

모양으로 구성되며,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이 권력과 통제의 바퀴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8개의

살(spokes )이 있고, 이것들은 남성이 여성에 대해 사용하는 다양한 갈등책략을 나타낸다. 남편은 아내

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아내를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폭력 행위는 ①위

협, ②정서적 학대, ③고립, ④최소화, 부정 및 탓화기, ⑤자녀이용, ⑥남성특권이용, ⑦경제적 학대, 그

리고 ⑧강요와 협박 등으로 나타난다(임정빈 등, 1997에서 재인용).

요약하면,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들은 두 가지 질문, 첫째 왜 아내학대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와 두 번

째 어떻게 아내학대란 현상이 진행되는 것일까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다(조주현, 1991). 아내학대에 대한

성별중립적 이론의 대부분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 이론들 중 특히 체계이론은

두 번째에 초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내학대에 관한 페미니즘 이론은 이 두가지 질문에 모두 답하

기 위한 것이며, 특히 가부장적 체계가 아내학대의 중요한 원인이며, 또 이를 지속시키는 기제로 작용한

다고 주장한다.

Ⅲ . 연구방법

본 고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유형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내학대의 피해자

경험을 제주 지역의 한 상담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제주도에 위치한 W상담소에 전화, 면접, 서신 상담을 의뢰한 경우로 총 96명

이며, 상담 의뢰인은 아내 학대 피해자 본인의 경우가 가장 많으며, 친정가족(어머니, 언니, 형부), 자식

(주로 딸), 친구, 기타 등이 소수 있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상담 특

성상 의뢰인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성명은 물론 연령, 직업, 학력, 거주지 등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

려는 경우가 많고, 의뢰인들이 의뢰하는 경우에만 상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들의 대략적

인 인적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서 밝힌다.

2 .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96년 1월에서 1997년 8월까지 W상담소에서 수집된 것이다. 상담은 각 상

담의뢰인에 따라 1- 13회가 행해졌으며, 상담방법은 전화상담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 면접 상담과 서신

상담이 이루어졌다.

W상담소에서 상담방침을 여성주의 상담기법으로 정하고 있고, 연구를 위한 목적보다는 상담에 치중

하기 때문에 구조적 면담이 아니라 비구조적 면담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은 성폭력 특별법에 의거하여 여성주의 심리상담에 대한 훈련을 받은 본 연구자를 포함한 3

인의 상담소 요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3 .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아내학대 피해자들의 경험을 드러내어, 아내학대가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되었다. 이를 위해 상담시에 대상자들의 진술을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내용은 내용분

석(content analy sis )방법에 따라 아내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인적 특성, 아내학대 시작시기 및

기간 및 피해자가 말하는 아내학대의 이유), 아내학대의 양상(위협, 정서적 학대, 고립, 최소화, 부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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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하기, 자녀이용, 남성특권이용, 경제적 학대, 그리고 강요와 협박), 그리고 아내학대가 피해자에게 미

치는 영향(신체적 영향 및 심리사회적 영향)과 피해자들의 대응방식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아내학대의

양상은 P ence와 Paym er의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 모델에서 제시된 8가지 갈등책략에 맞추어서 분류

되었다. 이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하고 유지하는 기제를 드러내기 위한것이었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징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Ⅳ . 연구결과

제주도의 한 여성단체의 부설기관인 W상담소의 의뢰인 수는 1996년 1월에서 1997년 8월까지의 총

220명이며, 총 상담건수는 282건이었다(표1참조).

< 표1> 상담문제유형에 따른 의뢰인수 단위:명 (% )

상담소에 의뢰된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폭력으로 (96년 44.9%, 97년 37.3% ),

이중 97년의 1례만이 아동학대 사례였으며, 다른 사례에서 상담중에 아동구타가 있는 사례가 보고되기

는 하였으나, 상담의 주 문제가 아내학대(96명)이었다. 다음은 가족갈등(96년 28.6% , 97년 28.2% )으로

이중 상담빈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배우자의 외도로 96년은 12명(12.3% ), 97년은 24명(16.2% )이었다.

성폭력은 96년 18명(18.3% ), 97년 34명(23.9% )이었으며, 다음은 성문제(96년 4명, 97년 6명)와 기타문

제(96년 4명, 97년 9명)의 순으로 의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W상담소의 사례 중 아내학대 사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1 . 아내학대 피해자 와 가해자의 특성

1) 인적특성

앞서 언급한 것 처럼 상담소의 사례에서 인적 특성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담의뢰인들이 밝힌

경우에만 본다면, 아내학대 사례에서 가해자(남성)와 피해자(여성)의 연령은 20- 50대까지이다. 이들 사

례중에서 아내들이 시아버지가 아직도 칠순의 시어머니를 구타 혹은 학대한다고 한 사례들도 있어 아내

학대자나 피학대자의 연령은 매우 넓은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대자의 경우 직업이 없거나 노동, 택시기사, 회사원, 자영업, 농업·어업, 공무원, 사업 등이며, 특히

무직이거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피학대자의

경우 전업주부, 노동, 상업, 어업, 자영업, 공무원, 교사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업주부나 노동의

경우가 많았으나, 전업주부 이외의 직업을 가진 경우가 40%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연도 유형 의뢰인수

1996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갈등

성문제

기타

44 (44.9)

18 (18.3)

28 (28.6)

4 ( 4.1)

4 ( 4.1)

계 98 (100.0)

1997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갈등

성문제

기타

53 (37.3)

34 (23.9)

40(28.2)

6 ( 4.2)

9 ( 6.3)
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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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중, 동거나 결혼 생활동안 애인이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두라고 해서 혹으 s직장에 와서 소란을 피

우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기는 사례들도 있었다.

사회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한 경우에서 아내학대는 전 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로 파악됨에도 이

렇게 상담소 이용자의 경우 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상담소나

쉼터를 이용하는 경우(변화순 등, 1993)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아

내학대라는 상황에서 사용할수 있는 자원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아내학대 시작 시기 및 기간

아내학대가 시작된 시기는 연애시, 결혼전 동거시, 혹은 결혼 초기부터 시작되거나 결혼 지속과정에

서 나타나기도 하여, 아내학대 발생시기가 매우 다양하였다. 학대가 결혼 생활 내내 지속되어 20여년이

되는 사례부터 처음 구타가 일어난 직후 상담하는 사례까지 학대의 기간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아

내가 임신중에 구타하는 사례도 많은데, 한 여성의 경우는 큰 아이를 임신하고 너무 많이 맞아서 조산된

경우도 있었다.

3) 피해자가 말하는 아내학대의 이유

피학대자들이 말하는 아내학대의 이유는 맞을 짓을 했다 말을 안듣는다 여자는 남자의 말에 무

조건 복종해야 한다 잔소리 한다 혹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담자들은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으로 남편의 외도(19명), 의처증(14명), 음주(13명), 남편의 경

제적 무능(13명), 도박(8명), 시집과의 갈등(7명), 전처자식과의 갈등(2명)등을 하나 혹은 둘 이상 들었

다. 이요인들중에서 외도와 의처증이 가장 중요한 아내학대의 관련요인이었으며, 특히 외도의 경우 가족

갈등에서도 내담자들이 말하는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2 . 아내학대의 양상

아내학대의 양상은 아내학대의 발생과 유지기제를 드러내는데 유용하다.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P ence와 P aym er (임정빈 등, 1997에서 재인용)의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pow er and control

w heel); 모델을 사용하여 아내학대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Pence등은 남성이 여성에게 사용하는 갈등책

략을 위협, 정서적 학대, 고립, 최소화·부정 및 탓하기, 자녀이용, 남성특권이용, 경제적 학대, 그리고

강요화 협박등의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런 분류는 아내학대 피해자들의 경험을 상세하게 드러

내어, 이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자들을 위한 간호학적 중재 마련을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

다. 본 고에서는 대상자들의 피학대 경험을 이 분류에 맞추어 분류하고, 내담자들이 말한 진술을 예시

(대상자 진술예시는 대상자 진술, 사례번호, 연령, 직업 순으로 제시된다)한다.

1) 위협

P ence등에 따르면, 이 책략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표정이나 몸짓(신체적 폭력, 흉기사용)으로

겁을 주면서 아내를 위협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상자들이 남편의 아내학대의 행위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남편들의 갈등책략은 위협이었다. 위협에

는 폭력행위와 폭력 후의 강제적 성관계가 포함된다.

(1) 폭력행위

아내학대자들은 구타, 집안의 물건부수기, 자해행위 등을 통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다. 직접적인 구

타의 경우 맞은 자리가 드러나도록 일부러 얼굴만 때리는 경우, 맞은 자리가 드러나지 않게 머리(머리카

락이 있는 부분)만 때리는 경우, 그리고 신체의 아무 부위나 닥치는대로 때리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폭력방법은 단지 손이나 발로 치거나 발로 차는 것 뿐만 아니라 흉기(야구방망이, 칼, 몽둥이, 쇠파이프,

혁대, 담뱃불, 돌맹이 등)를 사용하거나, 머리 벽이나 책상에 대고 찧는 것, 돌아눕게 하여 혹은 묶어놓

고 꼼짝 못하게 하고 때리는 방법 등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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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기 시작하면 볼장 다 볼정도로 때려요. 칼을 들고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때

려요. 담배불로 지지기도 하고, 좀 나아지다가 외도를 시작한 후 다시 시작되었어요.…그래서 집을 나왔

는데…별거한지 2달 정도 되었어요. 남편은 지금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어요…별거 후에도 찾아와서

도마로 때리고 칼로 위협했어요. 돈이 없어서 ○○○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못다니게 협박해요(가정폭

력 96- 21,21,직업불분명).

때릴때는 얼굴만 집중적으로 때려요. 고소하라고 하면서…10년전에 외도로 둘 다 성병에 감염된 적

이 있었어요. 남편이 빌어서 이혼하지 않았지…이후에도 때리고, 생활비를 안주고, 매일 술마시고 들어

왔어요.…방안에 가두어 두고 요강을 (방에) 들여놓고 때려요(가정폭력 97- 20,30대후반, 주부).

어디 같이 갔는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태우더니 교외로 나가서

때렸어요. …얼마 전에는 부탄가스통으로 때려서 다섯 바늘을 꿰맸어요. 술만 마시면 주벽이 심하고 나

가라고 소리질러요. 그래서 무서워서 나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느냐고 의심해요(가정폭력96- 22, 연령불

분명, 슈퍼운영).

대상자들을 위협하는 또 다른 폭력행위유형은 집안의 기물을 파손하면서 위협하기, 혹은 깨진 유리조

각으로 가해자 자신이 자해하면서 위협하기등으로, 도저히 부부싸움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행위들이었

다.

(결혼 후)처음 싸울 때 눕혀 놓고서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침을 뱉으면서 때렸어요. 그래서 (내가) 친

정집으로 갔더니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화해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 놓고도 그 다음에도 계속 때렸어

요. 임신 중에도 맞았어요. 지난번에는 밥상을 내다 버리고 창문을 깨고 유리로 지 몸을 지가 자해했어

요. 경찰에 신고해서…경찰이 왔는데 그냥 보고 갔어요…남편에게 죽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남편을 죽이거나…(가정폭력 96- 34, 29, 주부).

신체적 폭력을 하는 장소는 처음에는 대개 집안에서만 일어난다. 이는 가해자 역시 자신의 구타행위

를 타인들에게 보이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구타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종 장소(놀이

터, 길가 등)나 보는 사람들(시부모, 자식)에 상관없이 때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또 구타의 정도도 심해

진다.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맞는 경우는 더 심한 모욕감을 경험하며, 아내들은 맞는

중에도 아이들이 이 광경을 보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혹은 어머니가 잘못해서 맞는

다고 생각할 것을 두려워한다.

(2) 폭행후의 강제적 성관계

폭행 후에 강제적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역시 많다. 내담자들은 이에 대해 매우 모멸감을 느끼지만,

신체적 폭력 그 자체만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 부부간의 성

관계는 당연히 남성이 원하면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부부간의 성폭력이라는 개념

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습적으로 때려요. 나이차가 많고…그리고 때리고 나서는 강제적으로 그 짓을 해요.…울여요…그런

데 내가 돈이 없고 돈 벌 능력도 없으니까 이혼할 엄두가 안나요(가정폭력96- 7,26,무직).

2) 정서적 학대

P ence등이 말하는 정서적 학대는 아내를 모욕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등의 행

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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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이 말하는 이유형의 책략은 주로 폭언과 심한 욕설 혹은 말하지 않기로 나타난다. 폭언과 심

한 욕설은 모멸감을 주며, 이에 대한 말대답은 폭력으로 이어진다. 또 무시하는 언사( 아무것도 못한다

네가 뭘 알아 등), 매사를 아내를 탓하는 것, 친정식구들을 욕하는 것 역시 흔히 사용되는 유형이다.

집에 와서 전혀 말을 하지 않거나, 물어도 대답을 안하기, 뻔한 거짓말하기, 집에서는 식사를 안하는 행

위도 정서적 학대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담자들 중에는 남편이 이유없이 성관계를 회피하

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맞기 시작한지는 8년쯤 되었어요. 임신 중에도 때렸어요. 농삿일을 못한다고… 똥갈보라고 소리지르

고…너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요. 길에서도 차고…시아버지 앞에서도 때리고…말을 해도

말을 안해도 때려요(가정폭력96- 23,28,농업).

(외도하기 때문)요즈음은 집에 3- 4일에 한번씩 들어와요. 집에서는 밥도 안먹어요.…굉장히 냉정하게

대하고…이제는 때리는 것보다 부엌칼을 가져다 방바닥을 찌르고…심한 말을 하고…생활비도 안주지

요. 이혼하면 위자료 뭐 그런 것 때문에…내가 못견디고 나가길 바라는 것 같아요(가정폭력97- 1,31,주

부).

남편과 결혼식을 올린 것은 아니에요.…(남편은) 첫 남편에게서 난 아이를 잘 보살펴주는 것을 못마

땅해해요. 그래서 아이를 못살게 굴고…나갔다와서는 그놈하고 밥 처먹고 무슨짓을 했느냐고 해요. 동

거 시작때부터 때리기 시작했는데…병원에 여러 번 갔는데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았어요(가정폭력

96- 2,49,노동).

3) 고립

고립 책략은 아내가 행하고, 보고, 말하고, 외출하는 것을 통제하고, 아내의 바깥 활동을 제한하는 행

위를 말한다.

대상자들은 남편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며, 행동을 감시하고, 외출 후 옷검

사를 하고, 전화기록을 검사하고, 직장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등 집밖에서의 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말한

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남편이 의처증이 있다고 말한다.

동거하고 있어요. 1년전에도 맞아서 3주진단 받은 적이 있어요.…으처증이 심해서…목욕탕도 못가게

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 장소로 전화하고, 종업원에게 누구와 있는지를 묻고…들어오

면 팬티검사를 해요(가정폭력97- 40,25,음식점 근무).

남편이 의처증 증상이 있어요. 직장에서 늦게 돌아오면 수첩을 뒤지고 주먹질해요. 걸핏하면 육지 친

정에 보내겠다고 하고…몇 년 전에는 법정에서 이혼하려고 소송중이었는데 남편이 사정해서 취하했어

요(가정폭력96- 30,50,주방일).

1년전부터 남편이 의심해요. 외판원 생활을 했는데 의처증 즈앙을 보여서…때렸어요. 회사에 다니지

못하게 하고…그래서 그만 두었다가 생활 때문에 다시 직장을 구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는 원만해요.

집안에서는 안 그렇지만…(가정폭력96- 41,34,보험세일즈).

이런 책략은 피학대자들을 위축시키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을 무력화한다. 남편의 의심과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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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낳지 않기 위해 아내들은 행동반경을 줄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말하길 두려워한다.

4) 최소화, 부정 및 탓하기

이 책략은 자신의 학대를 별 것이 아닌 듯하면서 아내의 관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학

대 행위가 아내 탓이라고 자신의 학대를 최소화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대상자들 중 일부는 폭행 후 남편이 잘못을 빌고, 각서를 쓰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으나, 대

부분의 대상자들은 남편이 폭행을 하고 나서도 아파하는 자신들을 방치하고,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

으며, 아내가 맞을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남편은(때리는 이유가)내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대답한다고 때리고…말안한다고 때리

고…남편에게 욕한다고 때리고…(가정폭력96- 1,26,주부).

남편들의 이런 행위를 강화하는 것은 시집 식구들이다. 남편에게 맞아서 시집 식구들에게 호소하면,

대부분의 경우 며느리가 맞을 짓을 했기 때문에 맞았을 것이며, 참고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심한 경

우는 시집식구들이 며느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친정가족들에게 오히려 따지고 싸우기도 한다.

남편이 너무 때려서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길에서 시누이를 만났는데 끌고 가면서 남편과 살라고 했

어요…3년 전에도 맞고 병원에 갔는데 2주 진단이 나왔다고 했어요…그런데 돈이 없어서 진단서를 받

지는 못했어요(가정폭력96- 38,41,식당종업원).

5) 자녀이용

P ence등은 갈등책략에서 자녀이용은 아내가 자녀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고 자녀를 통해 아내

에게 할말을 전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에서 위와 같은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남편이 아이들을 구타하거나 혹은

아내가 이혼 혹은 가출할 경우에 아이를 버릴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아내가 폭력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

게 한다고 말한다.

(남편과는)재혼했어요. 사흘이 멀다하고 때려서 항상 멍이 들었어요. 내가 집에서 나가자 아이를 고아

원에 맡긴다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칼을 집어들고 때려서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2주

진단이 나왔어요. …아이들도 이혼하라고 해요. 남편이 아이들을 때리지는 않아요. 내가 일하는 데 와서

일당도 남편이 받아가요(가정폭력96- 32,51,노동).

시집과의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집 말만 하면 싸우게 되고… 한번은 석유통을 가지고 와서 앋

이들에게 석유를 뿌리고 다 죽이겠다고…술을 마시면 칼을 품고 자요…잠자다가 쫓겨나간 적도 있어요.

한달 전에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어요…그후론 말을 안하다가 보름전에는(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가

정폭력97- 35, 39, 상업).

맞고서 집을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집에 없는데도 아이를 봐주지 않고 그냥(남편이)나가버려서…33

개월짜리 아들이 혼자서 사람을 찾아 울고 다녔어요(가정폭력96- 29,26,주부).

6) 남성특권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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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학대자들은 자신이 남성인 것을 내세워, 아내를 종처럼 대하면서 큰 결정은 모두 자기가 하고, 자

신이 마치 성의 주인처럼 행동한다.

남편이 데리고 온 자식과 남편에 대한 정이 없어요. 내가 식모같아요. 때린 후에도 미안하다고 하지않

고…시집식구들도 그래요. 정신과에 다닌적도 있어요(가정폭력97- 8,41,회사원).

본 연구의 사례들에서 이런 행동은 종종 아내를 무시하는 언사 밑에 깔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에게 네가 무엇을 안다고 하고 말하는 것으 sahem s 결정을 가정이라는 성의 주인인 남편이 모든 결정

을 해야 하는 것이며, 아내는 남편의 결정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P ence등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나 남성 특권 이용은 남성들의 성적 행위에서도 나타난다. 본 연구

의 사례들에서 아내 학대와 관련된 문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의 외도였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아내

의 외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아내의 외도와 남편의 외도는 전혀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온

다. 남성은 바람피울 수 있다는 왜곡된 성문화는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반면, 아내의 외

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고 가정의 파국을 부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는 우리 사

회에서의 남성 중심적인 왜곡된 성문화에서 남편의 외도를 남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오히려 아내

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준다.

남편은 전에 여러 번 바람을 피웠어요. 이번에는(외도하는 것을)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술집여자와 여

관에서 자다가 그 여자가 가버리자 여관주인과 싸웠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서(그 여관

에)갔는데, 이때 여관주인에게서 여자가 나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집에 와서 항의했더니…성교도 못했

으니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때렸어요…잘못했다고 빌때까지…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부부싸움에는

올 수 없다고 해서…사정해서 오긴 왔는데…남편에게 몇 마디만 하고 가버렸어요(가정폭력97- 20, 30대

후반, 주부).

7) 경제적 학대

경제적 학대는 아내가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일정액의 생활비만 주면서 가계소득에 대해 아내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성격차이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뺨을 때렸는데…갈수록 폭력이 심해졌어요. 친정어머니만

아시고 다른 가족들은 몰라요. 직장생활하다가 남편이 싫어해서 그만두었어요…(가정폭력97- 11, 27, 주

부).

결혼 초부터 (구타가) 시작됐어요. 한달 전에는 이마를 7바늘 꿰매고…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

요…막 욕하고…잠자리도 안하고 월급도 안 갖다줘요(가정폭력97- 6, 26, 직업불분명).

위 사례들에서 보는 것처럼 새오할비를 전혀 주지 않거나 조금 주는 것, 그리고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 학대의 유형에서 가장 많았고, 또 돈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서

아내의 임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이 일을 하다 척추를 다쳐서 일을 못해요. (내가) 일 때문에 늦게 돌아오니까 남편이 의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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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해요…아이들도 때려요. (남편이) 일하는 곳에 와서 월급을 가불해가요. …남편

이 과도를 들고 죽이려고 해서…집에서 나가 울면서 길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현재 가출해서 혼

자 사는데…9개월째…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니 같이 사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 이혼해준다고…(가정폭

력97- 13, 36, 세차).

이렇게 생활비를 적게 주거나 주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외도를 하거나 의처증이 있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서부터…외박할 때 잔소리하면 때리고 집안을 다 때

려부셔요…(내가) 가출한지 1달이 넘었어요. 이제 와서는 외도에 대해 발뺌해요. 현재 만나는 여자는 남

편도 있는 여자예요. 결혼 후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1년 이상 끈적도 있어요.

외도하면서 귀가가 늦고 외박하고…생활비를 안주고…(가정폭력97- 38, 53, 농업).

남편은 평상시에도 모든 일에 간섭해요. 답답해서 못살겠어요. 밖에서는 아주 성실한데…말도 심하게

하고…다투면 반드시 폭력을 써요. (남편이) 춤배우러 다니는데 바람피우는 것 다알아요. 알지만 내색하

지 않지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나쁘다고 해요…새오할비를 월 35만원 주고 충분하다고 해요…그래서

생활비는 친정어머니가 좀 주시고…빚으로 해결해요(가정폭력97- 49, 연령불분명, 주부).

8) 강요와 협박

강요와 협박 책략은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가 될 무언가를 행하도록 협박하고, 아내를 떠나거나 자살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강요의 유형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떠나겠다( 이혼하자 )

고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나가라 , 친정에 보내겠다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역시 남편들이 가정의 주인이

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내쫓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때문

일 것이다.

원래 남편은 성격이 폭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 앞을 막는 사람은 아이건 마누라건 용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내가)남편의 회사 경리를 보는데…그런데 일을 똑바로 못한다고 강제로 별거

하자면서…아이들 앞에서…합의서를 쓰자고 해서…거부를 못하고…때릴 것 같아서…야구방망이로 때

린 적이 있는데…이제는 골프채로 때리려고 아이들에게 가져오라고 했어요…막내만 데리고 가면 월 50

만원씩 주겠다고…1년동안 선관계를 요구하지 않고…외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자가용) 세차를 안했

다고 석달동안 밥도 안먹은 적이 있어요…아이들이 모두 정서불안이고…나도 마찬가지고…남편은 친정

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안나가면 아파트에 광고 내고 끌어내겠다고…(가정폭력

97- 45,연령불명확, 주부).

걸핏하면 육지 친정에 보내겠다고 하고…몇 년 전에는 법정에서 이혼하려고 소송중이었는데 남편이

사정해서 취하했어요(가정폭력96- 30,50,주방일).

위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의 아내학대 사례에서는 어떤 한가지 유형의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책략들이 동원되고, 다양한 책략은 서로 상승적인 작용을 하며 피학대자의 상

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간다. 또 이런 학대현상에서 외도, 도박, 경제적 무능력, 음주, 시집식구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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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아내학대의 빌미를 제공하거나 혹은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3 . 아내학대 가 피해자에게 미치 는 여행 및 피해자의 대응 방식

1) 아내학대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신체적 영향

신체적 폭행으로 입는 손상의 정도는 폭행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찢어지거나 멍드는 것,

탈골, 골절, 고막파열이 가장 흔하고, 맞은 이후에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흉터가 남은 사례도 있

다. 또 상담 전에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례 중에는 4주정도가 될 정도로 맞은 경우들도 있었다.

늘 자신(남편)이 옳다… 이제는 남편 얼굴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요. 신경성으로 자주

체하고… 혁대로 때리기도 하고, 무엇을 집어던지고, 칼로 위협하고… 손가락 하나는 병신이 됐어요. 오

늘 아침도 손발로 때려서 코뼈가 이상해요. 그래도 참고 살려고… 이혼하자고 하니(남편이) 반응이 없

었어요… 그래서 참고 살려고… (가정폭력 97- 49, 연령불분명, 주부).

(2) 심리 사회적 영향

부부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심한 심리적 학대가 있었더라도 신체적 폭력을 사용

하게 되면 부부관계의 질은 상당히 바뀌게 된다. 폭력은 여성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 심리적

안전을 위협하며 굴욕감을 강화하고 무력화시킨다(임정빈과 정혜정, 1997). 다음의 사례들은 지속적인

학대가 아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준다.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바보고 아무 것도 할 줄 몰라서 남편을 화나게 한다고 생각해요. …회사 끝나고

집에 가면 놀 줄도 모르는 년이라고 욕해요. 나는 돈 때문에 그러는데…(거정폭력 97- 20, 30대 후분, 주

부).

4- 5년 전부터 때리기 시작했어요. 2- 3개월에 한번씩… 맞으면 상처가 1- 2주가요… 맞을 짓을 했

다… 말 대답한다. 남편에게 욕한다고 때려요. 이제는 때릴 태세가 되면 내가 먼저 쇼크상태가 되요, 그

래서 빌어요… 때리지만 말라고요… 오죽하면 내가 먼저 정신병원에 보내 달라고 했겠어요(가정폭력

96- 1, 26, 주부).

2) 아내학대 피학대자의 대응방식

학대를 당한 아내들의 대처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참고 견디는 형이다. 남편이 다시 마

음을 잡고 새 사람이 되길 원하며, 참고 살면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이런 경우 말 그

대로 아무런 대책이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지내며,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

려보다는 결혼생활이 끝나는 경우에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 남편이 더 나빠질 것 그리고 남편에게서 떠

나서 살아갈 방도에 대해 걱정한다.

두 번째는 남편의 생동을 고치기 위해 조처를 취하는 경우로 시집, 친정식구들이나 친지에게 의논하

거나 전문가를 찾는 방법이다. 특히 남편이 알코올 중독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는데 경비 문제가 가장 큰 장애였다. 일시적 가출 역시 학대

상황을 피하거나 남편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런 일시적 가출은 별 효력이 없

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남편이 찾아와서 사과하거나 각서를 써주면서 화해를 하고 집으로 돌아

와도 이후의 남편의 행동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또 내담자들 중에는 학대를 견디다 못해 상담 당시에

이미 가출(혹은 가출 반복)을 했거나, 이혼 수속중이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은 모두 남편이 자신들을 찾아내어 다시 폭행하거나 죽일 것에 대해 염려하였다. 또 일시적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 남편의 거취를 알아내는 것 외에도 아내들이 아이들 걱정 때문에 스스로 귀가하는 경우

도 있어, 남편의 행동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이혼이 아니라 별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차선책으로 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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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이혼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 아버지 없는 아이 )을 고려한 대처였다( 생활비만 준다면 별거하고

살아도 좋아요. 아이들 때문에… ). 내담자들에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남편이 이혼해주지 않을 것으

라는 걱정과 양육권과 경제적 타협(양육비, 위자료)은 중요 문제가 되었다. 내담자들에게 이혼 혹은 별

거하는 경우 양육권과 경제적 문제가 다 중요하였으며, 특히 자신이 수입이 없는데도 위자료나 양육비

를 받을 수 없는 상황과 별거나 이혼 후에 갈 곳이 없는 것은 학대받는 아내들이 이혼인 별거를 포기하

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몇 사례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다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이혼 혹은 별거를 할 방

법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Ⅴ . 논 의

1 . 아내학대 발 생 빈도의 심각성

우리 나라에서 아내학대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 조사 이후,

우리 나라에서 아내 학대 현상에 대한 연구는 모두 편의 표출된 소규모의 여성 인구 일반에 대한 조사

와 상담손 쉼터 등을 이용한 여성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들을 확대 해석하거나 연구결과

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20세 이

상의 기혼여성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때 결혼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45.8%였으

며, 1993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는 결혼 후 남편으로부터 폭언을 포함한 학대를 경험한 여성들은 조

사 대상자의 61%였고,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는 30.2%였다(이상덕, 1996)는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아내학대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제주 지역의 경우도 3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제주 YMCA , 1996)에서 결혼 후에 한번이라도 맞아본 경험이 있는 여성은 96% , 그

리고 자주 맞는다고 한 여성이 43%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장소인 W상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상담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1995년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15,000여건) 중에서 아내구타로 상담을

한 경우가 21.15%였고, 대구여성의 전화의 상담에서 89년 7월에서 93년 8월까지의 사례 중 아내구타는

23.1- 38.8%였다(최외선, 1994). 제주도내 다른 여성단체의 상담전화(제주 YMCA )를 통해 의뢰된 경우

는 95년도에 상담 사례(284명)중 가정 폭력이 34.7%이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아내 학대가 발생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아내 학대의 피해자들이나 가해자 그리

고 가족들에게 이 현상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런 현상은

해마다 그 발생빈도에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 중국의 전족, 아프리카의 회교여

성들에 대한 할례(음핵제거나 음부봉합), 중세 유럽의 마녀 사냥, 인도의 과부화형, 조선조의 열녀문에

이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존재했으며, 지금도 일부는 이런 현상이 남아 있고, 현재 우리 나라나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행하는 것은 이것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2 . 아내학대 발 생과 유지기제

여성에 대한 다른 폭력 유형과 마찬가지로 아내학대는 오랫동안 문제시되지 않았다. 사회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폭력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나,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사회가 유지되려면 폭력을 오래 속

이는 방법 외엔 딴 방법이 없는(김현, 1992)것이다. 따라서 아내학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을 찾고 그것이 유지되는 기제를 밝히며, 나아가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선 반드시 폭력을 속이는데 기여

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내학대라는 현상에서는 연령, 직업, 교육정도, 수입 정도등의 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들도 큰 설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현상의 발생을 설명하는 성별 중립적인 이

론들 역시 왜 학대의 피해자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가해자가 남성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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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들이 폭력을 숨기고 정당화하는 기제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말하는 남편이 아내를 구타 혹은 학대하는 이유는 말을 안 듣는다 , 말대꾸

한다 , 잘못을 지적한다 , 간섭한다 는 것이었으며, 학대자들은 아내를 때리고도 맞을 짓을 했다 ,

네 탓이다 라고 주장하고, 이런 행위들을 당연시하고 정당화했다. 이성은 부부관계가 수평적 관계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때려야 말을 듣는 관계, 벌을 주어야 하는 관계는 동등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주종

관계, 상하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아내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인격체이며, 동등한 권리

를 가진 존중받아야 할 성인이다. 아내를 맞아야 혹은 학대받아야 말을 드는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아내

를 자신의 종속물이나 소유물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결국 아내 학대는 아내에게 완력을 사용하는 남성

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사회규범 및 문화적 가치(예 : 여자는 사흘에 한 번은 맞아야 한다 여자와 명태

는 때릴수록 맛있다 )와 연관되는 것으로, 남성 우위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해 일어

나는 현상인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는 여성의 노동력, 출산 능력, 그리고 인격을 남성이 통제하는 사회이다. 가부장적 사회

에서 가정은 여성에게 지원자로서의 역할보다 폭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쉽다. 가정은 가족에게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능력을 가지나, 또 바로 그런 능력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폭력적일 수 있다. 전

시를 제외하면 사회의 가장 폭력적인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지배구조가 아내 학대를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고 본다. 아내 학대자들은 권력과 통제의 수레바퀴(임정빈 등, 1997에서 재인용)를 굴려서 아내들을

신체적, 인격적, 성적, 경제적으로 통제한다. Pence등은 이 바퀴를 굴리기 위해 아내학대자들이 8가지의

갈등 책략을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아내 학대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갈등책략은 구타등의 직접적인 폭력행위와 기물부수기, 자해하

기 등의 폭력행위 그리고 폭력이후 강제적 성관계를 포함하는 위협 책략이었다. 다른 유형의 학대행위

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면 그 부부관계의 질은 상당히 변화한다. 이런 현상은 대상

자들이 다른 어떤 유형의 학대보다도 도 견디기 어렵고, 그들을 무력화시킨다고 하소연하는 것에서도

드러났다.

아내 학대자들이 사용하는 갈등책략에서 정서적 학대, 고립, 최소화·부정 및 탓하기, 경제적 학대에

서는 그 세부적 양상이 P ence 등이 제시한 것과 유사하였으나, 자녀이용이나 남성적 특권이용, 그리고

강요나 협박은 그 사용양상에서 우리 나라의 특성으로 보이는 점들이 나타났다. 자녀이용에서 본 연구

의 대상자의 남편들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혹은 가출을 하면 아이를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아내들의 어머니로서의 의무감을 자극하였다. 남성의 특권을 이용하는 것에서도 자신의 폭력적 행위를

모두 남편으로서의 당연한 행위로 치부함은 물론 외도조차도 남성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인 것으로 주장

하였다. 그리고 강요나 협박의 책략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P ence 등이 제시한 것처럼 남편이 가정을 떠

나는 것이 아닐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라 , 친정에 보내겠다 고 하는 방법을 더 많이 택하였다. 이는

남편이 가정의 주인이며, 아내는 가정을 이루는 부수적인 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내 학대에서 사용되는 이런 갈등 책략들에서 위협의 유형이 가장 많이 사용되나, 대부분의 경우 어

느 한 유형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이 사용되었고, 다양한 책략의 사용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아내들

의 상태를 더 나쁘게 하였다. 아내학대의 결괄 아내들은 신체적 외상을 입는 것은 물론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저하되며,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다. 대상자들 중에는 장기화된 학대로 각족 신경성질환을 호

소하거나 이 때문에 정신과를 찾기도 하고, 남편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자신이 남편을 죽일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였다. 실제 우리사회에서는 오랜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내들이 남편을 살

해하거나 자식들이 학대를 일삼는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자식들이 학대를 일삼는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

건이 이미 낳이 보도되었다(예: 한겨레, 1996).

264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관념은 아내학대의 피해자들이 그 상황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기제로도 작용한

다. 피해 남편의 학대행위가 남편으로서의 당연한 행위라는 조언만을 들을 뿐이었다. 또 폭력현장에 출

동한 경찰조차도 부부싸움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

아내학대의 피해자들은 학대상황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인 가출이나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그런 그

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넘기도록 도와줄 자원이 우리사회는 별로 없다. 일시적으로 가출한다고 하더라

도 남편에게 발각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며, 친정집이나 친지들이 집에 피를 주며 오래 머물 수

없다. 또 아내 학대로 이혼을 하고자 할 때도 주변에서 증인이 되어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구타 당시

의 외상에 대해 진단서를 발부 받는 것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내학대로 인한 외상 치료가 의료

보험적용 법위에 들지 않고, 또 많은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고, 아내에게 생활비 등도 제대로 받지 않

는 상태에서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아내 학대가 심각한 실정이만,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오래 지속되는 것

은 여성들의 폭력을 감수하는 혹은 감수해야 한다고 보는 자세와 함께 가정은 모든 제도적 통제를 벗어

난 성역이라는 인식, 가정 폭력을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국가와 사회의 규범, 사회적 제도의 미비(변

환순 등, 1993)등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Ⅵ . 결론 및 제언

1 . 결론

본 연구는 아내 학대가 피해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건강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 현상의

발생과 유지 기전을 아내학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아내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간호학

적 중재를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1996년 1월부터 1997년 8월가지 제주도 소재 W여성상담소에 아내학대를 호

소하며 상담을 의뢰한 96명이었다. 자료는 훈련된 상담소 요원 3명에 의해 비 구조적 면담(전화, 면접

및 서신)을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아내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아내학대의 양상 그리고

아내학대가 피해자들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들의 대응 방식을 밝히기 위해 분석되었다. 특히 아내학대

양상은 이 현상의 발생과 유지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인데, 이를 드러내기 위해 P ence등의 권

력과 통제의 수레바퀴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되고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은 아내학대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특정한 사회적 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별 중립적인 아내학대 발생 이론이 이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서도 드러나는 것

처럼, 아내학대란 현상은 우리 사회의 지배체계인 가부방제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설명될 수도

없고 또 대책을 마련할 수도 없는 것이다. 가부방제는 여성의 노동력, 출산능력, 그리고 인격을 남성이

통제하는 사회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폭력행위를 포함한 아내학대 행위가 아내를 인격적, 성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 현상을 유지해 가는지를 보여준다.

W alby (1990/ 1996)는 가부장제는 단일한 구성체가 아닌, 여성고용(경제적 지위), 가구생산(결혼 등),

섹슈얼리티, 문화, 폭력, 그리고 국가라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구조들은 때와 장소에 따라 서로

의 비중이 다르나 연관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아내학대라는 현상 역시 여타의 구조들과 연돤되어 있고,

그래서 아내에 대한 폭력의 추방은 폭력 자체의 해결이라기 보다 연관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

하다. 이런 제안은 간호학적 중재의 범위속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로나 앞서 언급했듯이

아내 학대란 현상은 명백히 피해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상이며, 간호학적 중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다

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 제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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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직업 현장에서 아내학대 사례들을 접하게 된다. 간호사들이 치유와

재활이 가능하도록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아내 학대라는 현상의 발생 및 유지기전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여성건강간호학을 포함한 간호학의 교과과정에서 이 현상을 적극적으로 다

루는 것이 필요하고, 이미 활동하고 잇는 간호사들을 위해서는 임상교육이나 보수 교육등을 통해 이 현

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 과정들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내학대를 포함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키고 유지시키는 가부장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현상

에 제대로 접근하기가 어렵고, 여성주의적 시각만이 이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간호사와 간호학자들은 여성학대라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 현상에 대한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의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 본 연구에서는 아내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의 경험만

다루었으나, 피해자의 자식과 다른 가족 그리고 가해자의 경험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

내학대란 현상은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며, 가해자와 다른 가족 역시 간호학적 중재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간호사와 간호학자들은 연구와 임상실무를 통해 아내 학대 현상에서의 간호진단을 개발하

고, 적절한 간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간호진단체계는 여성주의적 시

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번째, 간호사들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성폭력 상담요원이 되기 위한 자격

을 마련하는 것에 의견을 내고 간호학 전공자들이 이에 적임자라는 것을 주장하여 이를 이루었다. 마찬

가지로 간호사들은 가정 폭력 방지법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률 제정시에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

격규정에서 간호사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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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rac t -

Key W ords : W ife- Abu se

V ictim s ' Ex perience s of W ife - A bu s e

Lee, Eun Joo

Councelling Center for W om en att ached Cheju Yea Min Hoi

T he wife - abu se is a seriou sly threatening factor with vict im ' s w ellbeing and health . T his

study w as perform ed t o analy ze the victim s ' experiences of wife - abu se to prepare the basis

of nur sing interv ention for them .

T he participant s of study w ere 96 w om en who coun seled w ith W coun selling cent er for

w ife - abu se from January 1996 to Augu st 1997 in Cheju . Data w ere gathered through the

un structured interv iew s(t elephone, face- to- face and let ter ) by trained 3 m ember s of the

center .

T he collected data w ere analy zed to reveal the character istics of w ives and hu sbands , the

m odes of wife- abu se, the influences of abu se to wiv es and the coping styles of wiv es. T he

m odes of w ife - abu se w ere analy zed and classified u sing the pow er and control wheel m odel

of Pence et al.

T he result s of study unv eiled that the wife - abu se behavior s w ere used to control the wife

phy sically , sexually , economically , and psychologically and to m aintain the abu se situation .

W e hav e to under stand the dominant r egim e of our society , ie the patr iarchy that controls the

w om en ' s labor pow er , production pow er and per sonality , to approach the victim s ' of

w ife - abu se and to provide the proper nur sing interv ention s for th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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