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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저□

1)

서 론

아이들이 0-6세 사이에 경험한 좋거나 좋지 않은 사건들은

일생동안 그들 마음에 간직되어서 감정적 반응양식을 나타나게

한다. 부모의 애정과 인정(認定)과 이해를 충분하게 받고, 그런

환경에서 안전감을 가지고 자라고, 좋은 경험만 하고 자란 아이

는 고결(高潔)한 성격의 소유자로 될 수 있으며, 좋지 않은 환경

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하고 자란 아이는 그에 따른 정신

병리적(情神病理的) 상태로 되는 기초가 된다. 지난 30여년간 우

리사회는 반만년 역사에 처음 당하는 큰 변화를 겪었다. 천여년

간을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근엄한 사회가 1945년도에 일본으

로부터 해방을 맞으면서 서양문화가 물 듯이 들어와서 자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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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고, 1970년도이래 공업화가 급속하

게 진전되면서, 서구선진국들이 200년간 노력해서 이루어놓은

업적을 30여년간에 성취하려고 했으니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부작용 중에서도 우

리민족의 전도를 걱정스럽게 하는 사항이 있으니 우리나라에 소

년범죄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문교부에서는 1984년

도에 이미 청소년백서를 출판하고
1)
, 대검찰청에서는 1988년도에

백서를 발표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범죄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

비행이 계속 악화되었으며, 더욱 잔인해지고, 더욱 교활해지고,

집단적으로 범죄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고 해가 거듭할수록 저령

화(低齡化) 한다고 보고하 다
2)
. 대검찰청에서 보는 청소년범죄

의 특징으로 첫째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

치풍조와 허 을 모방하려는 호기심, 둘째 부모의 사업상 분망함

과 무관심에서 오는 욕구불만, 셋째 인간관계의 부조화에서 야기

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받는 충동 등등이 원인이 되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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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 Recently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have been increasing in Korea and their mis-

deeds were getting wor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basic cause of juvenile delin-

quency and a counterplan of overcoming this distress.

Methods : The authors reviewed the statistics of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know

the juvenile delinquents and Korean national statistics to know the changes of family environments.

The author conducted a study on the family environments between student group and juvenile de-

linquent group in jail, and also investigated the value judgement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o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cent adolescents and the youth before 1945.

Results : Nuclear families, dual-income families and divorce rates have remarkably been increased

recently. All of which are considered to be the basic cause of getting worse in home teaching. It

was found that the delinquent group have more defective families, poorer economic status, poorer

parent's educational level than the student group, and also found that the value judgement of recent

youth wer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youth before 1945.

Conclusion : Industrialization have changed our home-environment rapidly which made home-teach-

ing poorer, and the children were being insecure and melancholy, which consequently made them

more abnormal youth and juvenile delinquents in Korea. (J Korean Pediatr Soc 2003;46:95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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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살인, 강간, 등 범죄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3)
.

본 연구는 근래에 청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규명하고, 어떻게 해야 이를 극복할 수 있겠는지 알아내

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대상 및 방법

우리나라의 공업화이래 청소년범죄의 증가와 범죄내용을 알기

위해서 1988년도 및 1989년도에 발표된 대검찰청 청소년육성위

원회의 청소년 백서
2)
와 2001년도의 통계치

3)
를 인용해서 청소년

범죄자수의 연도별 증가사항과 그들이 분석한 원인 및 내용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공업화이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우리 사회와 생활에 불가피한 향을 주었는지

를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집계한 통계치를 인용해서
4-8)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조사했다.

① 연도별 농가구수 및 농가인구의 변화

② 5인 이상 대가족 수의 감소와 4인 이하 핵가족수의 변화

③ 맞벌이 가족의 변화

④ 근래에 급격히 증가한 이혼율의 변화

⑤ 현재 우리나라 모든 고아원에 수용되어 있는 고아수와 그

내용의 변화
9)

비행청소년군과 정상 학생군의 부모의 유무, 부모의 교육정도,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폭언 및 폭력사용 정도, 가정총수입 등을

비교
10)
, 청소년 가치관을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행동 변

화
11)
, 이로써 사회환경의 변화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를 다르게 하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결 과

1.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자 수의 증가와 질의 악화

2001년도에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청소년범죄를 5년

간격으로 살펴보면 Fig. 1과 같이 점점 증가한 모양을 나타내며,

소년범죄자수가 1970년도에 42,901명인데 2000년도에 143,643명

으로 거의 3.4배이었으며, 총인구는 1970년도에 31,435,252명인

데 2000년도에는 45,985,289명으로 약 1,46배의 증가를 보인다
4)
.

이를 보면 소년범죄자수는 30년 사이에 총인구수 증가에 비해서

2.3배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와서 소년범죄자수가 얼마나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

(1)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서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던 농촌인구 중 청년들이 직장을

찾아서 도시로, 또 새로운 공업단지로 이동하게 되어서 농촌인구

가 근래에는 많이 감소해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핵가

족수가 2000년도에 86.6%를 보이게 많아졌고, 5인 이상 대가족

은 13.4% 밖에 되지 않게 되었다
5)
.

(2) 이혼율의 증가

산업화와 더불어 여성들의 경제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여권(女

權)이 급속하게 상승해서 근래에 와서는 이혼율이 급속하게 상

승하여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1,000명당 3.0

을 보여서 세계에서 둘째로 높은 이혼율을 가진 나라로 되게 되

Fig. 2. Changes of divorce rate by years in South Korea(5
yr. intervals).

Table 1. Changes in the Numbers of Extended Family and
Nuclear Family by Years in South Korea Units : %

Years Extended family Nuclear family

1960

1966

1990

1995

2000

64.2

63.9

28.6

17.9

13.4

35.8

36.1

71.4

82.1

86.6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opulation & Housing Cen-
sus Report

Fig. 1. Changes in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by years
in South Korea. Source : http://www.sppo.go.kr/jsp/Frame.jsp?
Top=/sub_top.htm&Left=/left.shtml&Main=/jsp/act/Act1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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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6-8)

.

(3) 맞벌이 가족의 증가

공업화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자녀수의 감소로 인하

여 맞벌이 생활을 하는 가정이 많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우

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라에서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 증가한 수치는 Table 2에 수

록되었다. 맞벌이 부부가 1970년도에 37%, 1985년도에 41%,

2000년도에 47%를 보여서 서서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한 자녀양육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12)
.

(4) 고아원의 고아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의 어린이들

우리나라에 매년 발생하는 고아수는 9,000 내외이다
9)
. 이들

대부분은 이혼한 가정에서 버려진 어린이들이다. 고아원수는 6

25 전쟁 때 보다 좀 수는 줄었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1997년도에 소위 IMF를 맞으면서 실직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자

녀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부모들이 많았다. 그로 인해 현금에 와

서는 고아원아수의 거의 반수가 이들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부모가 있으면서 고아로 된 예이다.

2) 청소년들의 가정환경과 가치관 비교 연구

(1)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 비교

저자 등은 비행청소년으로 수감되어 있는 비행청소년군과 대

조군으로 학생군의 가치관과 가정환경 등을 조사한 바 있다
10)
.

연구목적은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과 가치관에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다.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 사이의 가치관 차이에 따른 비행정도

와 가정환경의 차이는 각 항목에서 현저하게 크지만 여기서는

청소년들에게 비행의 원인이 된 가정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Table 3의 A는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 양군의 부모의 유무

를 조사한 결과인데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비행청소년군에서는

22.4%를 보이는 반면, 학생군에서는 3.2%를 보 다. 어머니가

없는 아이는 비행청소년군에서는 21.6%를 보이는데 학생군에서

는 2.4%를 보 으며 이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크게 유의하 다.

Table 3의 B는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 부모 사이의 갈등관계

를 비교한 표이다. 부모간의 관계면에서 학생군에서는 좋다고 한

자가 88%인데, 비행청소년군에서는 73.9%이고, 나쁘다고 응답

한 자가 학생군에서는 2.4%인데 반해 비행청소년군에서는 11.4

%나 되어서 통계학적으로 크게 유의한 차를 보 다. 부모 사이

의 폭언 사용을 비교해본 결과 학생군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69.8%인데, 비행청소년군에서는 50.4%를 보이고, 자주

했다는 항목에서는 학생군에서 7.6%에 불과한데 비행청소년군에

서는 16.4%를 보여서 양군 사이의 통계학적 차이는 크게 유의

했다. 부모간에 폭력을 쓴 항목에서는 학생군에서 전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83.8%를 보 는데 비행청소년군에서는 71.2%를

보 으며, 폭력을 자주 썼다는 항목에서 학생군은 4.1%에 불과

했는데 비행청소년군에서는 19.4%를 보여서 이 항목에서도 양

군사이의 통계학적 차이는 크게 유의했다.

Table 3의 C는 양군의 부모의 교육정도를 조사한 결과인데

초등학교 졸업자가 비행청소년군 아버지는 21.0%, 어머니는

31.6%인데 반해 학생군에서는 아버지 2.4%, 어머니는 5.6%를

보 는데, 대학교 졸업자는 비행청소년군 아버지는 16.5%, 어머

니는 8.1%를 보인 반면 학생군에서는 아버지 68.3%, 어머니는

40.2%를 보여서 저학력자가 비행청소년군의 부모에서 많았고,

고학력자는 학생군에서 많아서 그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크게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Table 3의 D에는 양군의 가정 총수입 조사 결과가 수록되었

다. 월수입 700불($) 이하의 저수입 가정은 비행청소년군에서는

43.1%를 보인 반면, 학생군에서는 3.6%를 보이고, 1,500불($)

이상의 고수입 가정이 비행청소년군에서는 11.5%를 보 는데,

학생군에서는 36.5%의 고율을 보여서 통계학적으로 대단히 유

의한 차이를 보 다.

(2) 남녀 중, 고교생들의 가치관

Table 4의 A는 남녀 학생군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일이 있

는지에 관한 표이다. 남학생군에서 가출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비율은 중3이 35.7%, 고1이 41.6%, 고2가 56%를 보여서 학년

에 따라 증가하 다. 여학생군에서는 중3에 38.7%, 고1에 50.5

%, 고2에 55.4%를 보여서 중3, 고1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

았고 고2에서는 거의 비슷함을 보여주었다.

Table 4의 B를 보면 남녀 학생군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경

험은 남학생군에서 중3에 34.7%, 고1에 41.6%, 고2에 54.9%를

보여 학년이 오름에 따라 증가하 다. 여학생군에서는 중3에

53.6%, 고1에 61.5%, 고2에 63.7%를 보여서 여학생군에서 남학

생군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Table 4의 C를 보면 음란비디오를 본 경험은 남학생군에서는

중3에 77.6%, 고1에 82%, 고2에 91.1%를 보이는 반면 여학생

군에서는 중3에 50.5%, 고1에 46%, 고2에 37.5%를 보여서 남

학생군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점차로 많아졌는데, 여학

생군에서는 점차로 감소하 다.

Table 2. Changes in the Number of Dual-income Families
by Years in South Korea Unit : 1,000 Persons

Year Number of employed-married female Percentage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76

2,433

2,997

3,424

4,337

4,968

5,261

37.6

38.8

41.3

40.8

46.0

47.6

47.0

Source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ocial Indicators in Kore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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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Have the Students Considered Running Away from Home, Committing Suicide, Seen Pornographic Video Tapes
between Boys and Girls

Items
Boys' student group Girls' student group

mid. 3
*

high 1† high 2☨ mid. 3 high 1 high 2

A. go away from home

Yes(%)

No(%)

B. committing suicide

Yes(%)

No(%)

C. seen pornographic video tapes

Yes(%)

No(%)

35.7

64.3

34.7

65.3

77.6

22.4

41.6

58.4

41.6

58.4

82.0

18.0

56.0

44.0

54.9

45.1

91.1

8.9

38.7

61.3

53.6

46.4

50.5

49.5

50.5

49.5

61.5

38.5

46.0

54.0

55.4

44.6

63.7

36.3

37.5

62.5

*
mid. 3 : middle school 3rd grade, †high 1 : high school 1st grade, ☨high 2 : high school 2nd grade

Table 3. Parents' Presence, Parents' Conflict and Parents' Educational Level between Juvenile Delinquent Group and Student
Group

Items
Student group Juvenile delinquent group

X2

Number % Number %

A. Parents' presence?

Father Yes 243 96.8 229 77.6 41.0†

No 8 3.2 66 22.4

Mother Yes 245 97.6 232 78.4 43.3†

No 6 2.4 64 21.6

B. Parents' conflict?

Relationship Good 219 88.0 201 73.9 20.7†

Fair 24 9.6 40 14.7

Bad 6 2.4 31 11.4

F value 0.227 2.288

Use wild words None 173 69.8 135 50.4 31.4†

At times 56 22.6 89 33.2

Frequent 19 7.6 44 16.4

F value 3.462
*

3.401
*

Violence? None 207 83.8 178 71.2 12.6†

At times 30 12.1 46 18.4

Frequent 10 4.1 26 10.4

F value 0.759 0.994

C. Parents' educational level?

Father Primary S.☨ 6 2.4 57 21.0 167.3†

Middle S. 11 4.4 74 27.2

High S. 62 24.9 96 36.3

College 170 68.3 45 16.5

Mother Primary S. 14 5.6 85 31.6 171.8†

Middle S. 15 6.0 93 34.6

High S. 121 48.2 69 25.7

College 101 40.2 22 8.1

D. Total family income

700↓($)§ 9 3.6 124 43.1 140.9†

700-1,000 48 19.7 76 26.4

1,000-1,500 98 40.2 55 19.1

1,500↑ 89 36.5 33 11.5

*
P<0.05, †P<0.01, ☨S. : school

§($) : US dollars, 700↓ : less than 700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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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진 : 한국에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가정교육 부실과 청소년범죄 증가 현상

고 찰

비행의 사전적 의미는 “그릇된 짓”, “나쁜 짓”이다. 인류가 가

정을 이루고 집단사회를 이루게 되면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하여 도덕이나 규율이 필요했고, 이를 어기는 행위를 비

행으로 규정한 듯 하다. 청소년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회질서와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받았지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과 규율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하지 않고 또한 모르는 바도

많으므로 악의 없이 호기심으로 또는 어른들이 다 하는 것이니

까 등의 이유로 별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없이 비행을 범하게 되

는 수가 많다. 즉 청소년비행은 어른들의 비행과 모양새는 같지

만 나쁜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대검찰청에서 1945년도 해방 이후 30년간의 우리나라 소년범

죄의 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면 : 1945년대에는 빈곤에서 오는 범

죄가 많았고,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는 전쟁과 서구문화의

전래에 의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말미암은 범죄가 많았고, 1970

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등 번 에서 오는 소비풍조

와 쾌락주의에 의한 범죄가 많았고, 1980년도 이후에는 대학 진

학에 관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으로 가출, 불순한 이성교제, 성

범죄, 대마초, 마약, 흡연, 음주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고

했다
3)
. 김준호 등은 1990년도에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으로 부모들이 좋은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해서 자녀들에

게 공부압력을 가하고 자녀가 부모의 소망에 부응하지 못할 때

부모자식간의 갈등이 깊어져서 생긴 것이 많다고 역설하 다
13)
.

대검찰청에서는 근년에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동과 경제성장으

로 인한 사치풍조와, 허 을 모방하려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부모의 무관심에서 오는 욕구불만과, 자녀교육의 쇠퇴와, 일부

돈에 눈이 먼 상인들의 음란물비디오의 광범위한 상행위로 사춘

기 청소년들이 받는 충동 등이 원인이 되어 폭력, 강도, 살인,

강간 등 범죄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3)
.

현대 청소년범죄의 특징으로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는 재산범에서 인신범(人身犯)으로 이행되고, 한편 조폭범(粗暴

犯), 성범죄, 등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했으며, 현대 청소년범죄는

첫째 저연령화(低年齡化), 둘째 조직화(組織化), 집단화(集團化),

셋째 흉포화(凶暴化), 넷째 성범죄(性犯罪) 증가 등의 특징을 나

타내고 있다고 했다
3)
.

Wedarski 등
14)
은 아동학대와 청소년범죄에 관해서 논의하며

아동학대의 좋지 않은 결과를 보고한 바 있고, Ojile
15)
은 북방

나이제리아의 소년범죄를 보고했는데 그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인자, 부모의 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가족관계 등을 논의했

다. Stern 및 Smith
16)
는 Rochester N.Y.에서 생태학적 가족의

변천과 소년범죄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가족에게 해로운 향을

주는 옆집 사람이라든지, 생활에 고통을 주는 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동료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것 등이 결국 소년범죄를 증가

시킨다고 했다. McCord 및 White
17)
는 소년범죄는 유전적인 것

도 있고, 물리적(육체적) 및 사회경제적인 향에 의해 수정을

받고, 자녀 양육 방법에 따라서 생긴다고 보고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서는 현대 청소년범죄의 특징을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양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는데
3)
,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기본인자를 상세히 분석, 검토하지 않았

다. 급속한 산업화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선진국과 후진국에서도 진행 중에 있다
18-28)

.

이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구 이동, 공업단지의 도시화, 수질

오염, 공기 오염, 인간의 출산율, 사망률의 감소 및 평균수명의

연장, 국민총생산력의 증가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산업화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인

데 부작용 중 수질 오염, 공기 오염, 인간의 출산율, 사망률 감

소 및 평균 수명의 연장 등은 그것이 생물의 건강면에서 해롭거

나 경제면에서 해로운 측면이 많아서 우리 주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지만, 부작용 중 사회적인 급변을 가져온 대가족제도 붕

괴,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 증가, 이혼율 증가 등은 인간의 정서,

심리, 성격구성 등과 관계가 깊고 경제적 손실이 눈에 보이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한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이들 사회환경

변화는 자녀교육 질(質)면에서 크게 직접적으로 향을 주는 인

자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과거 30여년간

갑작스런 공업화로 말미암아 농촌의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

가족제도로 되었다(Table 1). 대가족제도 아래서는 어린이가 조

부모, 부모, 삼촌들, 고모들, 손위 형이나 누나가 하는 행동을 보

고 그를 따라 함으로서 언어와 행동을 배웠고, 잘못하는 행동과

언어에 대해서는 집안 어른들이 지적해주고 교정해 주어서 바로

할 줄 알았다.

공업화로 인해서 대가족제도는 붕괴되고 86.6%가 핵가족으로

되었는데 이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핵가족으로 되면서 어른들로

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게 되면서 부실한 가정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된 것이다.

핵가족화와 더불어 맞벌이 가정에서는 부실한 교육을 시킬 수

밖에 없는데 부모가 다 나가서 일을 하면 아이는 무엇을 보고

배울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맞벌이 가족은 나라에서도 크게 권

장하는 바이지만 아이들을 맡아 교육할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이를 권한다면 이는 장래 우리 자손들을 아무렇게나 기르는 것

을 권고하는 것이 되어 나라의 손실이 막대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자

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엄마가 일하는 기업체에서 보육

원을 선립해 맡아서 양육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서 국립

혹은 공립 보육원을 많이 세워서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을 맡아

서 키워주고 필요한 사회 기초교육도 시키도록 하면 장차 이 나

라를 위해서 참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이란 가정파괴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모가 이혼을 하

면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사랑과 모든 보살핌을 잃게 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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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災難)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녀의 70%가 20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 1985년도에 한국복지재

단의 김석산이 고아원 입소자들의 입소동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

면
29)

기아가 15.7%, 결손가정으로 생활곤란 14.7%, 아동자신 가

출 3.3%, 66.3%의 입소자들이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기아상태

로 시설에 입소했다고 했다. 이혼부모가 재혼해서 아이가 계부

(繼父), 계모(繼母)와 같이 산다고 해도 거기서 겪는 정서적, 심

리적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어서 실부모와 사는 것에 비해 비행

을 하는 청소년이 많이 출현하게 된다. 파괴된 가정에서 건전한

자녀교육은 기대할 수 없다. 이혼율의 증가는 그 이유여하를 막

론하고 비행청소년을 증가시키는 불행한 일이다.

부모가 이혼을 하기 전에 여러 해 계속되는 가정 안에서의

폭언과 폭력(Table 3의 B)도 자녀들을 불안, 초조하게 하고 우

울하게 만들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자녀들로 되게 한다
10)
.

Lightcap 등
30)
은 아동학대를 연구하는데 계부모(繼父母)에게서

자란 아이들이 생부모와 같이 사는 아이들에 비해 학대받는 경

우가 많다고 보고하 다. Malkin 등
31)
은 52,000명의 아동을 대

상으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예로 두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핀란드에서 Sariola 및 Uetela
32)

는 4,000여명의 여중생을 가지고 조사한바 계부-딸 사이의 근친

성교(近親性交)가 친부-딸 사이의 근친성교보다 15배나 많았다

고 했다. Margolin
33)
은 편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많고, 어머니의 남자친구에 의해서 학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Stewart 및 Zaenglein-Senger
34)
는 가정 문제와 부모의 상호

작용으로 그 여식(女息)이 소년범죄자로 된 사실을 보고하 고,

민 등
35)
은 국내 청소년들의 불안정 및 우울증의 향을 연구해

서 그 결과가 불행함을 발표한 바 있다. Hollander 및 Turner
36)

는 감옥에 수감된 소년범죄자들을 연구해서 그들의 발육장애와

환경적, 가정적 인자와 악의에 차고 상습범인과의 상관관계를 보

고한바 있다. Elster 등
37)
은 수감된 청소년의 예에서 행동 장애

와 학교에서의 문제 발생과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일이 있다. Runyan 및 Gould
38)
는 잘못 양육된

아이들에게 애정을 주어서 양육한 결과, 비행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 다. 이 논문 내용은 위정자들이 많이 참조해야 할

사항으로 간주된다. Moran 및 Barelay
39)
는 의존심이 강하고 과

도하게 남성다움을 좋아하는 비행소년에게 아버지가 없으면 더

욱 악화되는 사실을 관찰해 발표했다. Webber
40)
는 이해력이 있

는 젊은이의 폭력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행 가능한 대책을 세워서

연구한바 결과가 좋음을 발표했다. Sullivan 등
41)
은 소년범죄와

가정파괴는 보다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했고, 그들은 1903년도

부터 1993년 사이에 서출(庶出) 출생률과 비행률을 비교해서 혼

외(婚外) 출생률과 10-20년이 지난 후에 심각한 폭력범죄 수가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네덜란드에 Leiden

대학 심리학자들이 12-19세 사이의 14,0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42)

“대체로 편부모, 계부모에서 자란 아이

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보다 적고, 걱정과

외롭다는 생각이 더 많고, 건전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욱 우울하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했다. Ei-

senberg
43)
는 9세 전에 부모가 이혼한 아이는 부모와 동거하는

아이들보다 임상적 우울증 혹은 정신분열증으로 될 가능성이 4

배 높다고 했다.

근래에 우리나라에는 매년 약 9,000명의 고아가 고아원에 수

용되는데 이들은 거의 다 이혼한 부모 때문에 생긴 고아들이다
9)
. Free

44)
는 친아버지가 없고 양부모와 동거한 아이의 소년범죄

자로 된 아이들을 연구해서 유전인자와 종족, 사회경제적인 상태

와 옆에 사는 사람들 여하에 따라서 가정파괴/소년범죄의 상관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표했다. Oi-bing
45)
은 비행청소년은

평화스럽지 못한 가정과, 부모의 부적절한 감독아래서 자랐으며,

학교성적이 불량하고, 불량한 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에게서 많이

생긴다고 했다. Walter
46)
는 2001년도에 미국연방국 중산층에 청

소년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폭력범, 10대의 약물중독 등이 많고,

부모의 이혼이 향을 준 것을 논의했다.

Pagani 등
47)
은 16세 된 한 소년이 극도로 집이 가난해서 학

업성적도 떨어지고 비행청소년으로 된 사실을 보고했다. 저자
48)

는 1974년도에 서울변두리 모 초등학교에서 한 미해득자들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그들 가정을 방문 조사한 바 있다. 그들은

움집에서 살았으며 부모는 건재해 있는데도 아버지는 농촌에 품

파리 노동을 나가고 엄마는 새벽부터 행상(行商)하러 나가서 자

녀들은 스스로 밥 지어먹으며 학교에는 나오는데 5-6학년 될 때

까지 정신연령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을 한자도 깨우치지

못했다는 것을 직접 보고했다.

저자는 제안한다. 고아와, 맞벌이가족의 자녀와 경제적으로 빈

곤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가정의 자녀들은 나라에서

맡아서 키워주고 사랑을 주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전부

나라에서 교육시켜야 한다. 성인이 되면은 취직까지 시켜주는 일

을 해야 한다. 이는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국

가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저자는 비행청소년군과 대조군으로 학생군의 가치관과 그 가

정환경을 조사해서 비교 관찰한 일이 있다
10)
. 그 결과를 개관해

보면 비행청소년군에서는 그 부모가 학생군에 비해서 결손가정

이 훨씬 많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했고, 부모의 교육정도도 낮았

으며 부모 상호간에 관계도 보다 나빠서 폭언이나 폭력을 많이

쓰는 가정이 많았다. 비행정도도 심해서 성비행은 학생군에 비해

서 5-8배나 많았고, 폭력비행은 학생군에 비해(폭행 2배 가량,

패싸움 거의 4배, 흉기소지 2.5배, 환각제 사용 25배, 친구물품

강탈 1.7배나 되게 많았다) 아주 많았다. 재산비행 및 가출비행

에서 남의 집 무단침입 사항에서 비행청소년군이 학생군의 3배,

공공기물 파손은 거의 비슷하고, 5천원 이상 절도는 학생군의

약 3배, 가출은 학생군에 비해 7배, 학교 무단결석은 학생군에

비해 10배 많았다.

이 연구 결과로 볼 때 비행청소년은 건전한 가정에서보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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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가정에서 많이 생긴다는 것, 그 환경이 자녀들을 불안하게

하고, 정서불안과 심리불안정은 결국 우울증과 정신신체증으로

유도되며 이들 불행한 정서적 심리적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녀들

의 성격의 왜곡(歪曲)을 초래해서 비행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또 역설적으로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우려면

은 그 가정이 건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 등은 중고교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한 일이 있다
11)
. 근래

의 여학생들은 학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13-24%의 여학생

이 담배를 피우고, 65-70%의 여학생이 가끔 음주를 했다. 남학

생은 50-60%에서, 여학생은 29-38%에서 도둑질을 경험했고,

컨닝은 남학생이 73-83%, 여학생이 46-54%에서 경험을 한 것

으로 나왔으며, 예전에는 학생생활 중에 자살을 기도하거나, 가출

을 기도하는 자가 없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그러한 불행한 학생이

많았다. 가장 희망을 갖고 공부해야 할 중, 고교 학생들인데 자살

을 생각하고, 가출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들에게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학교공부와 대학진학 등으로 인한

강박관념, 그리고 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음란비디오 관람에 대해 남학생들은 거의 80-90%에서 여학

생은 그 반수가 음란비디오를 보았다. 성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남녀의 성관계나 순결문제에 대해서 부모나 선생님에게서 교육

을 받은 학생은 호기심으로 보고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지

만, 이에 반해서 성교육을 받지 않고 순결교육이 무엇인지도 모

르는 학생이면 음란비디오를 보았을 때 그를 한 번 실행(實行)

하고 싶어하게 된다. 이것이 강간죄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근래에

우리 청소년에 성폭행이 많이 증가한 것은 음란비디오 관람 때

문일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가치관의 변화는 그들이 자란 사회환경과 가정환

경의 변화 때문에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

주화 및 공업화는 우리 가족환경과 사회환경을 변화시켜서 청소

년들의 가치관을 기성세대와 판이하게 다르게 만들었다.

사회환경 급변에 따른 자녀교육의 부실화는 결국 이상행동 청

소년과 비행청소년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를 개혁하기 위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

라에서 공업화를 중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히려 공업화는 점

점 더 발전시켜서 GDP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자녀교육의

부실화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자녀들이 건전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로 될 수밖에 없다.

요 약

목 적: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범죄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질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다. 저자는 소년범죄

의 원인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연구를 시행했다.

방 법:저자는 대검찰청의 통계를 기초로 해서 소년범죄자

수의 증가하는 경향과 그들의 원인분석을 참조했으며, 통계청의

통계를 이용해서 대가족제도의 붕괴와 핵가족의 증가, 맞벌이가

족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상태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조사

했다. 저자는 수감 중인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경을 비

교했으며,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해서 기성세

대에 없었던 풍습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알려고 했다.

결 과:근래에 우리나라에는 핵가족, 맞벌이가족, 이혼율이 현

저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 모든 조건은 가정교육 내용을 부

실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비행청소년군과 학생군의 가정환

경 및 비행점수 비교에서도 비행청소년군에 결손가정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빈곤했으며, 부모의 교육 정도도 학생군에 비해서 낮

아서 가정교육 내용이 부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다. 남녀

중고등학생 중에 가치관 조사 결과도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경박

한 것이 많음을 알았다.

결 론:산업화는 근래 한국에 사회환경과 가정환경을 급격하

게 변화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자녀교육이 부실해저서 청소년범

죄자수와 이상행동아동이 증가하는 주된 원인의 하나로 되었다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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