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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여자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탈성매매 과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전국
4개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탈성매매 상태로 인정된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근거이론방
법론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탈성매매의 과정으로 99개의 개념 및 3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들로
구성된 14개의 범주는 ‘성매매 결과 인식과 탈성매매 결심’이라는 중심현상에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다. 청
소년들은 성매매로 인한 심리신체적 손상을 겪는 등의 원인적 조건 하에 경찰검거 등의 결정적 사건을 계기
로 성매매 결과 인식과 탈성매매 결심을 하게 된다. 외부의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라는 중재적 조건에 힘입어
성매매 유혹에 저항하고 자기통제력을 강화하며 대인관계 질의 변화를 경험하며 긍정적 정서와 희망을 경험
한다. 이들은 이런 내적 외적 조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긍정적 자아상과 미래상을 갖게 되고 건전한 일상생
활로 복귀함으로써 탈성매매가 안정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또한 참가자들은 선택적 코딩에 의해 자발적인 성
매매를 하다가 경찰검거 등의 외적 사건에 의해 성매매를 중단한 ‘결정적 사건 의존형’과 착취적 관계에
종속되어 이미 성매매에 강한 회의를 가진 ‘강요된 성매매 경험형’으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 모델과 서구
탈성매매 모델들의 유사점 및 차이점, 실증적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인 탈성매매 지원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
하였다.
*주요어 : 성매매피해청소년, 탈성매매, 근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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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약물남용, 임

탈성매매 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관련 문헌들을

신, 낙태, 성병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자

개관한 바, 성매매 유입 이후 탈성매매를 촉진하는 요

기비하, 우울, 무력감, 정체감 혼란 등 심리적 손상을

인들과 장애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 피해청소

야기하며, 교육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노동 가치가치

년들은 성매매에 유입되기 전부터 경제, 가족, 교육,

를 떨어뜨려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등(이춘화,

신체적․성적 폭력에 대한 취약성 등 다양한 문제를 가

조아미, 2004; 장필화, 김애령, 백재희, 원미혜, 2002;

지고 있으며(Farley & Kelly, 2000), 이러한 성매매 유

조성연, 2000) 청소년의 발달 전반을 심각하게 손상시

입에 관한 취약성 요인들은 탈성매매에도 장애물로

킨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적 성

작용한다(Hester & Westmarland, 2004). 이들이 탈성

매매가 용이해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들

매매를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실패하게 되는 첫 번째

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0년 경찰청 통계자료

요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성매매로 쉽게 돈을 벌게 되

에 의하면 성매매 문제로 검찰에 송치된 청소년이

면 이후에는 힘든 일을 기피하게 되고 성매매를 돈벌

2001년에는 30명이었는데 2009년 375명으로 15.8배

이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며(김종휘, 2001) 성매매 중

이상 증가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2008) 조사에서는

단을 생각하더라도 생계곤란과 소비욕구로 인해 쉬운

5.3%의 청소년이 성매매를 제안 받은 적이 있으며,

돈벌이의 유혹에 취약해진다(유은주, 2005a). 둘째, 성

0.7%의 청소년이 성매매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에 대한 허용성 및 가치 둔감화가 나타난다. 성매매청

이는 청소년성매매가 단순한 청소년 비행 문제가 아

소년들 중 일부는 성이라는 것이 한번 잠자리를 갖는

닌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청소년들

것 외 별것이 아니라거나 성매매가 다른 비행과 달리

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만큼이나 이

피해자가 없는 개인적 행위라는 생각을 한다(김시업,

미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중단하고

2000). 일부는 성매매 초기의 수치심이 시간이 지남에

건강한 발달 과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

따라 무뎌지고 그에 따라 사창가와 같은 직업적 성매

요한 과제임을 말해준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매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여준다(장필화 외, 2002). 셋

초중등용 성매매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변

째, 성매매 생활에서 굴욕적인 경험들이 자존감 저하,

화순 외, 2004).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 성매

심리적 부적응, 삶에 대한 자포자기로 이어지기도 한

매 상습화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이춘

다(이효희, 1998). 신체적, 심리적 손상으로 결혼 등

화, 조아미, 2004). 2006년에 성매매 피해 청소년 대상

미래에 부정적 인식을 하며, 후회와 죄책감으로 인하

교육수강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총

여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학업중단으

9개의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캠프형

로 인하여 실제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으므로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처의 노

미래를 얻고자하는 의지가 약화된다(이춘화, 조아미,

력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탈성매매 과정에 대

2004; 장필화 외, 2002; 조성연, 2000). 또 다른 중요한

한 경험적 연구들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성

취약성 요인은 탈성매매를 도울 사회적 지지 체계가

매매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매매에 유입되고, 무엇을

미약하다는 점이다. 가족 기능의 결손으로 인해 기초

경험하며, 어떤 계기로 성매매를 중단하며, 안정적으

적인 지지체계가 약한 경우가 많은 성매매 피해청소

로 탈성매매를 완결하는 과정들에서 어떤 경험을 하

년들은 가출과 학업중단으로 인해 친구와 학교에서의

는지, 각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인들은 무엇

지원과 보호도 받지 못하며, 단절된 그들만의 또래문

인지에 대한 실증적인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성매매

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적합하고 효과적인 개입방법

한편 이들은 성매매를 매개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서적 지지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취나 폭

- 184 -

청소년 탈성매매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력을 당하는 상황에서조차 그 지지망을 잃는 데에 대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개인이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

한 두려움 때문에 성매매를 떠나기 어려워하기도 한

지 그 적응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다(Melrose, Barrett & Brodie, 1999).

이유로 청소년기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편 청소년 탈성매매를 촉진하는 요인들로, 무엇
보다도 자기행동에 대한 자각과 성매매를 벗어나려는

서 그 기제 또는 과정을 찾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
다(Rutter, 1985; 1987).

결심이 중요하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86.4%가 성

탈성매매와 관련된 이러한 접근으로 Månsson과

매매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며, 성매매를 중단한

Hedlin(1999)은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스웨덴에서 탈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2.6%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성매매에 성공한 23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

성매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홍봉선 외, 2009).

를 실시하였고, 성매매 유입에서 탈출에 이르는 변화

둘째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직업, 꿈, 결혼과 같은

과정에 관한 이론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성매매 유

미래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탈성매매 과정을 강화하

입과 관련된 두 단계를 지나 탈출 전, 탈출, 탈출 후

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매매 중단 이후, 두려움

단계를 통해 탈성매매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중 탈출

으로 인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이면

단계는 Fuchs Ebaugh(1988)가 제안한 역할탈출이라는

서도 자신의 과거경험을 이해하는 배우자를 만날 결

개념에서 착안하였는데 이는 전이와 변화가 일어나는

심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아갈 준비를 함으로써 현실

핵심 과정이다. 역할 탈출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

적인 대처방법을 찾는다(유은주, 2005b). 미래에 대한

들이던 것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하여 대안탐색을 거

희망은 성매매에 재유입되거나 탈성매매에 성공한 청

쳐 전환점 단계로 이어진다. 전환점은 극적으로 혹은

소년들을 변별하는 주요한 요소로 나타난다(홍봉선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성매매의 결과를 각성

외, 2009). 셋째 탈성매매를 위해서는 그들을 지원해

하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 폭행을 당하거나 자식과 결

줄 존재가 필요하다(김연주, 2003). 탈성매매 과정에

별하는 등의 외상적 사건, 이성과 사랑에 빠지거나 다

서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친구, 기관의 담당교사, 경찰

른 가능성을 발견하는 등과 같은 긍정적 생활 사건들

관, 동료 입소자 등으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받음으로

을 포함한다. 전환점은 개인이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써 심리적인 위축감을 극복한다. 주변인들의 적극적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역할창조 단계로 이

인 지지에 힘입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족이

어진다.

나 친구들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으로 복

이후 영국의 Hester와 Westmarland(2004)는 Må

귀하려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

nsson과 Hedlin(1999)의 이론을 확대하여 탈성매매 단

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유은주, 2005b).

계들을 욕구와 지지 모델로 설명하였다. 이들은 성매

탈성매매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비록 소수지만 성

매 유입에서 탈출까지의 일련의 단계들을 취약, 혼돈,

매매에서 벗어나는 데 개입되는 경제적, 사회정서적,

안정화, 성매매로부터 탈출과 이동으로 구체화하였다.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렇지만 위험

첫 단계는 성매매에 대한 취약성이 나타나는데, 취약

및 보호 요인을 단면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들은 성매

성이란 가정폭력 노출, 학업중단, 또래 압력 등이다.

매와 같이 복합적이고 특수한 문제를 경험한 청소년

다음은 혼란 단계로 성매매를 시작한 여성들이 일정

들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조력 방안

한 주거지가 없고, 재정적 문제에 시달리며, 약물이나

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술에 의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들이 탈성매매를 하

이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한층 더

기 위해서는 안정화 단계로 옮겨가야 하는데, 이 단계

구체화하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에서는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하고, 약물과 술에 대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간의

한 의존성이 감소하며, 학대 남성으로부터 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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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리를 시도한다. 탈성매매가 상당히 진행된

발적 성매매가 더 많은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해외

여성들은 궁극적 변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취업을 하

사례들에서는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자신이 겪는 피

거나 다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

해로 인해 회의를 느끼고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중단

며 약물을 끊게 된다. 이 이론에서 탈성매매의 시작은

한 경우가 많지만 국내의 경우 경찰의 검거되어 비자

혼란 단계와 안정화 단계 사이에 발생한다. 이 시기에

발적인 상태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

여성들은 특별한 위기(트라우마적 전환점)을 경험하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약물 과용으로 목숨을 잃을 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내 성매매 피해청소년

했거나 보호시설에 자녀를 빼앗기거나 심한 폭력을

의 특성과 탈성매매 과정은 서구의 경우와 다를 수

당하는 등이다. 이러한 전환점들은 혼란에서 안정화

있으며, 따라서 Hester와 Westmarland(2004)와 Må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이 모델에

nsson과 Hedlin(1999)의 모델과 다소 다를 가능성이

서 제시된 단계들은 되돌아가거나 반복될 수 있다.

시사된다. 또한 서구와 우리나라는 사회문화적 환경

국내에서는 이와 같이 탈성매매 과정에 대한 이론

이나 성의식에서도 동질적이지 않음으로 향후 연구에

적 모델을 공개한 연구는 부재하나, 본 연구와 유사

서는 문화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성인과

대상인 10대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 과정을 질적 방법

청소년, 혹은 성별에 따라서도 성매매에서의 경험이

을 통해 살펴본 연구가 있다(김인숙, 2009). 이 연구에

나 탈성매매 과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으로, 연구

따르면 시설 입소를 전후로 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를 설계할 때는 집단의 특수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

기대 및 시선’에 대한 인식과 대처의 변화를 자활의

이다. 즉, 국내의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경우에도 가

과정으로 보았다. 성매매피해 여성은 가족의 빈곤과

정폭력 노출, 학업중단, 또래압력 등의 취약성이 있

돌봄의 부재에 따른 사회적 기대 충족의 의욕 상실에

고, 일정한 주거지 부재, 재정적 문제 등의 혼란 단계

의해 성매매로 유입되며, 시설 입소 후 실무자와의 신

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이와 함께 유흥비 마련,

뢰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기대와 시선의 내면화,

소비 욕구 등의 문화적 특성 또한 이러한 혼란을 가

외형화, 주체화를 통해 자활에 성공하게 된다고 하였

중시킬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 청소년들에

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성매매 유입 이후 시설 입

게 안정화단계로 이동되는 것은 부모의 개입, 경찰의

소로 이어진 탈성매매의 의지 형성 과정이 포함되지

개입 등일 가능성이 있으며, 혹은 Hester 등(2004)이

않았다.

언급한 특별한 위기일 가능성도 있다. 이후의 탈성매

국외 Hester와 Westmarland(2004)와 Månsson과

매로의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들 또한 이들이 언급한

Hedlin(1999)의 모델들은 성매매 유입 및 탈출에 관한

교육과 훈련, 재정적 독립일 가능성도 있으며, 혹은

전반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는데, 국내 자료와 실무자

그보다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반영된 정서적 지지나

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모델을 국내 상황에 그대로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

적용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이론은 주

구에서는 대한민국 여자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대상으

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던 여성들을 대

로, 이들이 경험한 탈성매매 과정과 그 과정에서 주요

상으로 만들어졌고, 성매매 지속 요인으로 열악한 경

한 중재 및 매개 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탈성매매 과

제적 환경, 약물 의존, 학대 관계의 남성을 강조하고

정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 모델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쉽게

을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의 경험을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조건으로 생계형 뿐 아니라 또래집단 유혹

이해한다면,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중단하고 건강한

이나 소비 욕구 때문에 성매매로 유입된 사례가 늘고

발달경로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있고, 특정 성매수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보다 단

줄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186 -

청소년 탈성매매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었다. 최종적으로 전국 4개 지역 청소년위기교육센터

방 법

의 협조를 얻어 2008년~2009년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
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청소년 중에서 해당기관 실무자

연구대상

로부터 탈성매매 상태로 인정된 청소년 11명을 모집
탈성매매 과정을 경험한 청소년을 모집하기 위하

하였다. 탈성매매 상태의 판단은 청소년들 프로그램

여,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7개 지역 위기청소

수료 후 프로그램 실무자와 지속적인 연락과 상담 관

년교육센터들에 연구 목적, 대상자 특성, 면접 내용,

계에서 보고한 성매매 중지를 포함한 생활 현황, 학업

면접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성매매 청소

복귀, 가정 복귀, 혹은 쉼터에 거주하며 직로 준비 등

년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탈성매매 상태를 판

의 생활과 사고의 변화, 그리고 면접 실시 당시 성매

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무자들의 협조를 기반으로

매 중단에 결심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을 모집하였다. 해당교육센터 및 연계기관에

연구대상의 인적사항 및 성매매 피해 경험의 특징

서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면서 지역센터 장으로부터

은 표 1과 같다. 참가자들은 모두 여성으로 나이 범위

해당기관에서 어느정도 탈성매매에 성공하고 있다고

는 18-20세이다. 학력은 중학교 중퇴 3명, 중학교 졸업

판단되는 10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1~3인씩 추천받

및 고등학교 중퇴 2명, 검정고시를 통한 고등학교 재

았다. 이는 질적 연구의 사례표집방법 중 세평적 표집

학 5명, 검정고시를 통한 고등학교 졸업이 1명이다. 참

(reputatuional sampling)을 사용한 것이다. 세평적 표

가자 모두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고 11명 중 5명은

집은 해당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언이나

집, 4명은 쉼터, 2명은 자취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 가

추천, 대중적 평가에 따라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출 후 성매매를 시작하였으며, 성매매 시작 시기는 15

(조용환, 1999). 연구 대상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 2명, 16세가 5명, 17세가 3명, 19세가 1명이었다.

연구대상이 모집될 때마다 즉시 면접을 실시하고, 지
역별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면서 탈성매매 관련하여

연구 절차

이전 면접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더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연구 대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모집이 진행되

면접은 지역 위기청소년센터 교육장, 연구진 소속

표 1. 연구 참여자 특성
가족관계

연령

거주지

1

18

쉼터

조손 가정

대검 준비 중

17세/ 1개월

2

19

쉼터

한부모 가정

대안학교 재학

15세/ 4년

3

18

집(부모)

한부모 가정

중졸

16세/ 1년

4

20

쉼터

조손 가정

대안학교 재학

19세/ 1년

5

18

집(부모)

재혼 가정

고교 재학

15세/ 1년

6

18

집(부모)

재혼 가정

고교 재학

16세/ 1년 8개월

7

18

집(부모)

재혼 가정

고교 재학

16세/ 3주

8

20

자취

한부모 가정

중3 중퇴

17세/ 2년

9

19

집(부모)

한부모 가정

중3 중퇴

16세/ 3년

10

18

쉼터

한부모 가정

고1 중퇴

16세/ 수개월

11

18

친구집

한부모 가정

중3 중퇴

16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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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상담실 등 참가자가 동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졌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해 나갔는지 밝히는데 유용한

다. 참가자에게 연구목적, 비밀 유지, 기본적 면접 절

접근법(Schreiber & Stern, 2001)으로 현상을 설명할

차, 면접 도중 불쾌감이 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현상을 연구하는 데

음을 설명하였다. 보호자(부모 및 시설실무자)의 사전

활용된다. 연구 대상자의 표현 속에서 대상자가 의미

동의하에 참가자 면접동의서를 받은 후에 인터뷰를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주요 사건을 대상자의 관점에

실시하였다. 면접진행은 모두 본 연구진에 의해 실시

서 파악하려는 방법론으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여

되었다.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상담 경험을 1년 이

이론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직관과 이해, 행동에 대한

상 가진 연구진은 임상심리전문가 1인, 상담심리전문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유용하다. 심층면접의 자

가 2인, 아동가족학 석사학위자 1인으로 이루어졌으

료에 대해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며, 각각 2~3명의 연구 대상을 면접하였다.

방식인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을 거쳐

면접방법은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
들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첫째, 조사될 주요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고 범주들 간의 관계를 패러다
임모형을 통해 구현하였다.

질문을 포함한 면접 지침을 만들었다. 연구자들은 논

분석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자들 각각 2~3개의

의와 합의를 통해 연구 지침에 포함될 항목을 정하고

축어록을 분석하여 영역 부호화 작업을 한 후, 4개의

그 항목에 효과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추가 질문들을

부호화 작업결과를 비교 논의하며, 부호화 영역과 기

도출하였다. 또한 면접자 모두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준에 대한 전체 합의를 도출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예비 연구 결과를 숙지한 상태에서 각 항목별로 도출

11개 면접 자료 각각에 대해 영역 부호화를 논의하고

될 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협의하였다. 면접지침은 현

합의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중복된 내용을 제거

재 생활, 개인적 인적 사항 등이 도입 질문으로 포함

또는 축약하여 각 영역을 정비하고 각 영역의 내용을

되었고, 성매매 피해경험, 탈성매매를 하는데 영향을

요약하여 핵심 개념들을 구성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

주거나 지속하게 하는 개인적, 환경적 요인, 탈성매매

서는 면접진행을 총괄한 연구자와 질적 방법론에 숙

로 인한 변화 등이 주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련된 연구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패러다임 분석 틀에

예비 면접의 축어록을 사전 분석하여 질문방식과 응

따라 코딩을 실시한 후, 두 개의 결과를 비교 논의하

답범위에 대한 세부 면접 지침을 재차 협의하였다. 셋

며 연구팀 전원 합의방식으로 최종 영역 분석 결과를

째, 연구진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연구자가 실시한 면

도출하였다. 핵심 개념 구성은 연구자들의 임의적인

접의 축어록을 비교 검토하여 면접 진행의 범위와 수

추론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이 직접 한 말을

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

근거로 삼았다.

년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다. 면접시간

근거이론방법론에서는 자료로부터 중요한 내용을

은 6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고, 면접내용은 녹음 후

개념화할 수 있는 연구자의 이론적 민감성이 중요하

축어록으로 작성되었다.

다(Strauss & Corbin, 1990).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상담을 1년 이상 수행해왔던 연구팀은 성매매 피해청

자료 분석

소년에 대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
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문헌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

청소년의 탈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이 상

시하였다.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국내 외 논문, 기

호작용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관보고서, 세미나 자료, 탈성매매 촉진을 위한 프로그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근거이론에

램 매뉴얼을 개관하며 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 및 탈

적용하였다. 근거이론은 참가자가 특정 현상에 대해

성매매와 관련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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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의한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 결과

원
인
적
조
건

맥
락
적
조
건

중
심
현
상

중
재
적
조
건

개념
오랜 가출로 몸이 지침
성매매 결과로 몸이 아픔
성매매 후 염증, 성병으로 입원
임신/낙태 경험
강요된 성매매, 폭력, 납치, 강탈 등으로 인한 신체적 외상
성병에 대한 걱정
임신에 대한 불안감, 임신 사례 목격
주위사람(포주, 친구, 지인, 성구매자)에게 이용당함
주변사람(포주, 친구, 지인, 성구매자)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
몸을 파는 것이 싫음
성매매/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숨김
가족, 남자친구, 친구들에게 창피함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에 대한 욕구
학업에 대한 욕구, 졸업하는 친구를 부러워함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책임감
인터넷 수사로 경찰에 걸림
친구의 실종 신고
현장에서 포주와 잡힘, 포주가 검거됨
강요된 성매매 생활/포주의 감금
주위의 배신; 갈취, 거짓말, 소문내기
경찰/재판 결과 쉼터로 보내짐
쉼터 선생님, 경찰, 지인에게 도움 요청
경찰/경찰서에서 두려움과 수치심 느낌
법과 재판과정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
경찰에 다시 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매매한 사실을 부모님이 아는 게 가장 걱정됨
혼날까봐 무서움, 혼이 남
수척해진 모의 모습; 자신 때문에 고생한다는 생각
가족의 신뢰를 깬 것에 미안함
미래의 결혼, 남편, 아이를 생각하며 수치심 느낌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사회적 손상이 지속됨
돈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했다는 후회
가족의 용서와 지원
자신을 배려하는 경찰에게 신뢰가 생김
쉼터 및 센터 실무자에게 신뢰가 생김
가출/성매매 유혹에 대해 또래/실무자의 만류
쉼터 내/외 새로운 대인관계에서 심리적 안정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관심, 인정, 격려
실무자들의 실질적 조력 및 도움 제안
누군가 자신을 신뢰한다는 느낌
경험한 일들을 개방하며 마음 풀기
심리치료로 분노 조절
치료를 통해 말 못했던 것들을 표현
경찰, 쉼터를 통한 가족과 재결합
가족들의 새로운 관심과 도움 노력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깨달음
성교육 통해 성관계에 대한 인식 변화
참여 청소년들 간의 모델링; 공감과 경각심
같이 참여했던 또래들의 바뀐 모습에 자극받음
탈성매매 성공 사례를 통한 공감과 희망 획득

하위범주

피로와 신체적 손상

임신 및 성병에 대한
두려움
성매매 강요 등
외상적 경험
성매매에 대한
혐오감과 수치심
평범한 삶에 대한
욕구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손상

성매매로 인한 심리적
손상

평범한 삶에 대한 욕
구

검찰에 검거됨
혐오적 사건

성매매 중단할 결정적
사건

쉼터의 연계 및 입소
경찰 및 사법 절차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게 미안함
성매매 결과 인식과
탈성매매 결심
결과 인식 및
미래 조망
신뢰 형성

(쉼터, 캠프) 정서적
지지
사회/정서적 지원
상담을 통한
마음안정
가족과의 연결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성매매 현상의
객관화
미래에 대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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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캠프 참가

최해연․곽윤영․김은영․배주미

개념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 가짐
심리치유적 프로그램

작
용
/
상
호
작
용

결
과
:
생
활
의
변
화

하위범주

쉼터에서 숙식의 안정
규칙적인 생활
가족으로 복귀, 가족과 다시 살게 됨
학교생활 복귀, 대안학교 연계
쉼터나 캠프를 통한 검정고시, 학원 지원
쉼터나 캠프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 및 일자리 연계
재정적 문제(생활비 필요, 구매 욕구)
저임금과 차별 등을 겪는 힘든 아르바이트
성매수남의 연락, 또래의 놀자는 유혹
규칙적인 생활의 답답함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음
성매매로 인한 부정적 결과와 두려움 상기 노력
성매매를 ‘돈벌이’에서 ‘몹쓸 일’로 재해석
성매매 유혹을 뿌리치고 고비를 넘김
돈이 필요할 때 대안 행동(빌림, 용돈 요구)
돈에 대한 인식 변화(작은 돈의 소중함 경험 등)
자기조절; 행동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해봄
악영향을 주는 대인관계 단절
친구가 생겨 학교생활 흥미
원가족 관계의 질 변화
원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노력
돈이 필요할 때 모의 지원을 받음(주변 자원 활용)
주위에 마음잡고 살려는 친구들이 있음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없어 긍정적인 생각
가족이 그리움
선생님에게 고마움
하는 일에 흥미를 느낌
자신의 꿈을 발견, 하고 싶은 것이 생김
미래를 생각하며 힘들어도 참음
현재와 미래의 가족에게 떳떳하고 싶음
나를 믿어 줌, 기대에 부응하고자 함
성매매 중단으로 자존감 향상
자신이 원래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게 됨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뀜
몸이 건강해짐
배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성매매 유혹이 올 때 달라진 자신을 상기하려 노력
성매매 경험과 관련된 부정적 자기상은 여전히 존재
하고 싶은 일, 직업, 미래상이 생김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노력, 스스로 할일 찾음
진학 욕구
직업 체험 및 훈련에 대한 만족감
학교/학원 다님, 현재 생활에 몰두
규칙적인 생활
욕을 안 하고 좋은 말을 쓰게 됨
규칙을 잘 지키게 됨
주거 및 심리안정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음
돈을 절약하고 소중히 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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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일상생활의
안정
자활 기반 제공: 학
업, 직업훈련

성매매의 유혹
탈성매매 의지 다짐
성매매의 부정적
결과 예측
성매매 유혹 저항 및
대체행동

범주

자활을 위한 도구적
지원

성매매 재유입 유혹

성매매 중단 지속과
자기통제

대인관계의 변화
원가족관계의 변화

관계의 질 변화

주변자원의 활용

긍정적인 정서
심리적 건강의 회복
희망과 신뢰를 가짐

긍정적 자기 인식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상

미래 비전을 가짐

일상생활에 적응

돈에 대한 인식 변화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
귀

청소년 탈성매매 과정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다음 단계로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을 중심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결심은 특히 경찰에

을 기획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현장실무자들을대

검거되거나 성매매와 관련된 위협적인 사건들을 겪으

상으로 심층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

며 성매매의 부정적 결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두려

하여, 성매매 청소년의 특성 및 탈성매매 과정에 대한

움, 미안함, 수치심, 후회 등의 부정적 정서들을 강렬

기초 정보를 확보하고 향후 연구의 내용과 방향성을

히 경험하면서 성매매 거부 행동을 동기화하는 것으

점검하였다. 연구절차에서도 탈성매매 상태에 있는

로 나타났다.

청소년들과의 면접을 연구자들이 직접 실시함으로써

성매매 결과 인식과 탈성매매 결심의 중심현상이

대상에 대한 전인적 이해를 도모하고 이론적 민감성

발생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을 의미하는 원인적

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건으로는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손상’, ‘성매
매로 인한 심리적 손상’, ‘삶의 회복에 대한 욕구’
가 주요 범주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은 오

결 과

랜 가출 생활과 성매매로 인하여 ‘피로와 신체적 손

Strauss와 Corbin(1998)에 의해 제시된 근거이론 방

상’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임신 및 성병에 대한

식인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의 과정을 거쳤다.

두려움’을 겪어왔다.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지

면접 자료를 문장과 의미 단위로 코딩한 자료를 초기

만 본인의 행동에 대해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

값으로, 연구진들은 면접 자료를 수차례 읽으면서 개

며 일부 참가자들은 포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거

념들을 구분하고, 관련된 개념들을 하위범주로 포함

나 폭력이나 갈취를 당하는 등의 ‘외상적 경험’들

하며 범주화시켰다. 이러한 개방 코딩 결과 총 99개의

을 겪으며 점차 또래와 같은 ‘평범한 삶에 대한 욕

개념들, 33개의 하위범주들, 그리고 14개의 범주가 도

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를 그만

출되었다. 이어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맞춘 축 코딩을

두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만, 다수의 참가자들이 결정

통해, 개방 코딩으로부터 도출된 범주와 개념들을 체

적인 조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본인이 처한 사회구조

계적으로 연결시켰다. 탈성매매 과정에 ‘성매매 결

적 환경 내에서 수동적으로 성매매 생활을 유지하였

과 인식과 탈성매매 결심’을 중심현상으로 놓고 이

다.

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적 조건과 맥락, 중심현상으로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

부터 작용/상호작용, 이에 개입되는 중재적 조건, 그

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상황을 의미한다. 연구

리고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에

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수가 탈성매매를 결심하고

따른 범주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코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결정적 사건’을 경험하였

딩 단계에서는 이론을 통합시켜 핵심범주를 도출하였

다. 성매매를 중단하게 하는 결정적 사건은 성매매를

다. 면담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비교분석으로 추출

강요당하거나 주위사람이 배신하는 등의 ‘혐오적 사

한 개방코딩 결과를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라 재조

건’을 겪으면서 이로부터 탈출을 감행하는 것, 그리

직한 축 코딩의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고 ‘경찰에 검거’되거나 ‘쉼터 연계 및 입소’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탈성매매 과정을 겪
은 참가자들은 모두가 ‘스스로 깨닫고 성매매를 중

는 것으로, 이로 인해 성매매의 결과를 분명히 인식하
고 자신의 삶을 재조명할 계기를 갖게 된다.

단할 마음을 먹는 것’을 탈성매매의 핵심적인 요소

중재적 조건은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의 강도를 심

로 인식하였다. 탈성매매는 성매매 중단을 지속하는

화 또는 완화시키거나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으로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탈성매매의 시점을 구분하기

작용/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어려우므로, 탈성매매 결심과 함께 이를 유지하는 것

탈성매매 결심과 이를 지속하는 데에, 쉼터나 교육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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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정서적 지원’과 ‘자활을

년 스스로 내외 환경을 조성하는 양상에는 대인관계

위한 도구적 지원’, ‘캠프, 사후관리’가 탈성매매

의 변화가 주요한 축을 형성한다. 이들은 성매매 생활

를 촉진하는 중재적 조건으로 나타났고, 결정적 사건

에서 알게 된 포주/친구/성매수자 등 악영향을 주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성매매 유혹’은 탈

관계들을 단절하였고, 쉼터/교육센터/학교 등에서 새

성매매를 방해하는 중재조건으로 나타났다. 사회/정

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였다. 새로운 대인관계 안에

서적 지원과 자활을 위한 도구적 지원은 같이 발생하

서 자신의 삶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모델을 발견하고,

는데 구체적으로 쉼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주거

성매매 유혹을 느낄 때 ‘주변자원을 활용’하는 대

및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검정고시나 직업훈련과 같

처가 가능해지면서, 탈성매매 과정을 공고히 해나간

은 ‘자활의 기반이 제공’되는 동시에, 쉼터나 교육

다. 또한 경찰 검거나 쉼터 연계 과정에서 가족과 다

센터의 실무자들이 실질적 도움과 함께 보여준 관심,

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됨

격려, 신뢰는 참가자들이 탈성매매를 하여 주체적으

에 따라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역시 탈성

로 살아갈 힘을 키우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쉼터 등

매매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탈성매매를 위한

안정된 생활공간 내에서 유사하게 탈성매매 과정을

참가자 개개인의 내적 결심과 행동, 그리고 이를 지원

겪는 또래들의 공감과 격려도 성매매의 유혹에 대처

하는 중재적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매매 피해

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더불어 경찰 검거과정이

청소년들은 점차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회복’해

나 쉼터의 중재로 ‘가족과 연결’되며 새롭게 경험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쌓아온 부정적 경험과

하는 가족의 관심 역시 중요한 사회적지지 요소로 나

감정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일부 해소되며, 성매매 중

타났다. 본 연구 참가자들은 모두 교육센터에서 실시

단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감정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

하는 캠프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범주

타났다. 동시에 가족과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들에 대

로 분류하였다. 캠프의 교육과정은 참가자들에게

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그리고 학업과 직업훈련의 결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화’, ‘미래를 생각해볼 기

과로 하고 싶은 일이 생김에 따라 흥미, 희망, 신뢰와

회’를 제공함으로써 탈성매매를 촉진하는 조건으로

같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심

작용하였다.

리상태는 자존감의 향상과 미래 목표 구체화로 연결

작용/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이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되면서 탈성매매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와 쟁점을 다루는 전략적 혹은 일상적 대응을 말

이러한 작용/상호작용을 거쳐 나타나게 된 탈성매

한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은 탈성매매 상태를

매 현상의 변화와 양상의 총체를 의미하는 결과로, 본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 대응으로 ‘성매매 지속’과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자아상과 미래

‘자기통제’, ‘관계의 질 변화’, ‘심리적 건강의

상’을 형성하고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

회복’의 하위차원들로 나타났다. 결정적 사건을 통

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았다. 성매매 피해청소년들

해 성매매 중단결심을 한 이후, 쉼터와 캠프에서의 지

은 지지적인 중재조건 내에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원 및 가족과의 연결은 이러한 ‘탈성매매 의지의 다

전반적인 생활의 변화에 적응해간다. 이들은 유흥비

짐’을 반복하고 공고하게 한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나 생활비의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은 환경에서 안정

들은 이 시점에서는 성매매의 유혹이 오더라도 ‘성

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수치심의 유발원

매매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고 성매매 이외의 다

인인 성매매의 중단과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을 통해

른 경로를 통해 용돈을 마련하는 등 성매매 유혹에

자존감을 회복해갔다. 이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미

대한 ‘저항 및 대처행동’을 하면서 자기통제를 유

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 주위로부터 관심과

지한다. 이렇듯 탈성매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청소

인정을 받는 자신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자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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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적 조건
<성매매 생활에 대한 회의>
∘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 손상
- 피로와 신체적 손상
- 임신 및 성병에 대한 두려움
∘ 성매매로 인한 심리적 손상
- 성매매 강요 등 외상적 경험
- 성매매에 대한 혐오감과 수치심
∘ 삶의 회복에 대한 욕구

⇩
맥락적 조건
<결정적 사건>
∘ 경찰에 검거됨
∘ 혐오적 사건
∘ 쉼터 연계, 입소

중심현상
⇨

<성매매 결과 인식과 탈성매매 결심>
경찰 및 사법절차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게 미안함
결과 인식과 미래조망
신뢰 형성

∘
∘
∘
∘

⇩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자기통제와 회복>
∘ 성매매 중단 지속과 자기통제
- 탈성매매 의지 다짐
- 성매매의 부정적 결과 예측
- 성매매 유혹 저항 및 대체행동
∘ 관계의 질 변화
- 대인관계의 변화
- 가족관계의 변화
- 주변자원의 활용
∘ 심리적 건강의 회복
- 긍정적인 정서
- 희망과 신뢰를 가짐

∘ 사회정서적 지원
- (쉼터, 캠프) 정서적 지
지
- 상담을 통한 마음안정
- 가족과의 연결

⇦

∘ 캠프 참여
- 성매매에 대한 인식 변
화
- 성매매 현상의 객관화
- 미래에 대한 희망

∘ 자활을 위한 도구적
지원

⇩

- 주거 및 일상생활 안정
- 학업, 직업훈련 지원

결과

∘ 성매매 재유입 유혹

<생활의 변화>
∘ 긍정적 자아상과 미래상
- 긍정적 자기 인식
- 미래 비전을 가짐
∘ 건전한 일상생활로의 복귀
- 일상생활에 적응
- 돈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림 1. 탈성매매 과정분석

식’을 형성해갔다.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발견

기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자기조절력이 보다 강해지

하고 진학을 하거나 취업 훈련을 받으며, 성매매가 아

고, 주변 성인들과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규범에 대

닌 떳떳하고 의미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한 수용력이 높아지면서 학교와 일상생활이 보다 안

‘미래비전’을 가진 경우, 이는 강력한 탈성매매 동

정적이게 되었다. 이러한 적응의 지표들 중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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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생활로 인해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고 노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환경에서 성매매 결과와

력으로 버는 돈의 가치를 인식하여 돈을 절약하고 소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망하게 되는 단계이다. 성매매

중히 여기는 ‘돈에 대한 인식 변화’였다.

를 중단하고 새로운 환경에 놓이면 이들은 성매매의
결과를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처벌받는 범죄로서의 성매매, 그리고 피해자로

과정 분석

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경찰서에
과정이란 한 가지 중심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

가고 재판과정을 겪으면서는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

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인 진행

한 두려움이 각성된다. 한편 의지할 곳이 없었던 청소

이다(Strauss & Corbin, 1998). 즉, 과정분석은 축 코딩

년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주는 성인, 즉

으로 밝혀진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각 범주들의

경찰, 쉼터 및 교육센터의 실무자를 접하게 되는 것

관계를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역시 이들의 탈성매매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서는 축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로 보인다. 특히 의지할 가족이 없는 청소년들의 경

서 빠져나오게 되는 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 자신에게 진실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성인의 존재

‘탈성매매 과정’은 ‘성매매 생활에 대한 회의’,

는 각별한 것으로 나타난다. 같은 맥락으로 검거과정

‘성매매를 중단할 결정적 사건’, ‘성매매의 결과

에서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느

인식과 탈성매매 결심’, ‘자기통제와 자활 준비 단

끼고 가족들 역시 이전과 다른 관심을 가지면서, 청소

계’, ‘건전한 일상생활로의 복귀’의 총 5단계로

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거나 가족과 연결되는 기회가

전개되었다.

생기는 것 역시 탈성매매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성매매에 개입하게 된 청소

성매매를 결심한다고 해서 그 결심이 의지만으로 지

년 중 탈성매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탈성매매

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성매매 피해청소년들

결심’이라는 중심현상이 일어나기기 이전, 가출 및

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과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로

성매매 환경에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

인해 성매매 유혹에 취약하다. 이것을 극복하게 하는

게 된다. 이들은 오랜 가출과 불안정한 생활로 피로와

것은 바로 개인의 자기통제 능력의 향상과 주변의 도

질병에 취약해진다. 특히 포주에 의해 강요된 성매매

움이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성매매 재유입 유혹을 경

생활을 하거나, 성매수남이나 또래에게 갈취, 폭력 등

험하였다. 이에 일부 청소년들은 관련된 인터넷사이

을 당하는 혐오적 경험들을 할 때 이들은 성매매 생

트를 탈퇴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 성매매와 관련된 사

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상당수의 성매

람들과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매 피해청소년들은 성매매에 대한 회의를 가져도 반

되는 대인관계를 선택적으로 추구하는 대인관계 변화

복되는 생활 속에 성매매의 의미 및 결과에 대해 무

전략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대인관계 속에서, 돈이 필

감각해지거나 무기력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회의감

요할 때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거나, 성매매 욕구에

속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은 탈성

저항하도록 주변 자원을 활용하였다. 성매매를 다시

매매 결심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 이들이 경험하

시작할 경우 닥쳐올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

는 결정적 사건은 경찰에 검거되어 재판과정을 거치

이 그동안 노력해 온 것을 상기시키면서 ‘난 더 이

는 것이 가장 흔하며, 성매매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상 성매매를 하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복기하고, 고

사건들, 쉼터나 원가족으로의 연계, 위기청소년교육

비는 계속 올 수 있으며 그 순간을 극복하면 된다는

센터 실무자의 아웃리치 등의 사회적 서비스 구조망

것을 알면서 점점 탈성매매를 완성해갔다. 가출과 성

을 통한 발견 등의 사건들도 청소년들에게 전환점이

매매를 경험한 이 청소년들은 그 과정에서 적어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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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탈성매매 과정

번 이상 경찰이나 쉼터와 같은 사회적 시스템에 노출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며 미래에 대한 희

되게 되는데 그 순간 청소년들이 원하는 욕구와 기관

망을 갖는다. 학교에 복귀하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

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맞물리게 되면 이들의 탈출은

고 가정으로 돌아간 청소년들은 규칙을 지키고 절제

보다 수월해진다. 탈성매매를 결심한 청소년들은 대

된 소비생활을 하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 내에서 점차

부분 안정된 쉴 곳과 주변의 관심, 학업이나 직업훈련

일상생활에 익숙해진다.

과 같은 대체 행동들을 원하게 된다. 이들이 원하는
선택적 코딩

것에 귀 기울이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한 시점에 지
원을 해 주는 것은 탈성매매를 촉진하였다. 안정된 주
거지와 생활여건을 제공하고 검정고시나 직업 훈련 등

선택적 코딩은 코딩의 마지막 단계로서 중심범주

의 지원을 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

를 도출하고 이론을 통합시켜 정교화하는 단계이다

는 것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적

(Strauss & Corbin, 1999). 본 연구에서 성매매 피해 여

인 관심을 갖고 격려와 상담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

자 청소년들이 탈성매매를 하게 되는 과정을 분석한

을 주는 것과 같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탈성

결과, 핵심범주는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성매매의

매매를 촉진하는 주요한 조건으로 기능한다.

결과를 인식하고 탈성매매를 결심하며, 자기통제력/

여러 번의 유혹과 극복의 단계를 지나며 자기통제

성매매의 재유입 유혹에 맞서 대처하며 자기, 세상,

능력이 발되면서 이들은 최종적으로 일상생활로 복귀

돈, 미래에 대한 관점과 행동 상의 긍정적 변화를 이

하는 단계에 들어선다. 이 단계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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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의 탈성매매

Cuba(1985)가 제안한 사실적 가치, 적용가능성, 일관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 범주 간에 관계를 유형별로 분

성, 그리고 중립성의 4가지 기준을 충족하고자 하였

석(Strauss & Corbin, 1990)하였다. 본연구의 참가자들

다. 사실적 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면접을 실

은 쉼터 및 교육센터와 연계라는 중재적 조건이 동일

시 과정에서 면접자는 참가자가 보고한 내용을 요약

하기 때문에 작용/상호작용에서는 참가자들 사이의

확인함으로써 면접자의 내용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탈성매매 결

하였다. 사실적 가치와 적용가능성 측면을 평가하기

심으로 이어지는 원인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서는

위하여, 본 연구 참가자와 독립적으로 탈성매매 상태

범주들 간 관계의 유형들이 ‘결정적 사건 의존형’

를 6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 2인에게

과 ‘강요된 성매매 경험형’의 두 유형을 나누어질

연구 결과 검토를 요청하였다. 연구결과물을 보여주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결정적 사건 의존형은 탈성매

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각각의 개념과 범주가 타당

매를 결심하는데 있어 경찰 검거 등의 외적 사건이

한지, 각각의 과정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지, 구체적

핵심적인 계기가 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가출 후 경

으로 어떤 개념에 해당되는지, 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제적 빈곤 상태에서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들은 성

않았으나 자신의 경험에서 혹시 새롭게 추가할 만한

매매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성매매의 의미나 결과에

사항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대해 무감각해지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들에게 경

그 결과,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항목은 없었으며, 연

찰 검거와 재판과 같은 결정적 사건은 성매매가 범죄

구 결과가 자신의 경험과 매우 유사함을 보고하였다.

임을 각성하고, 성매매로 인한 피해를 명확하게 인식

일관성 검토를 위해 근거이론을 방법으로 질적 연구

하며, 성매매 사실이 노출됨에 따라 강한 수치심과 후

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 1명에게 분석 과정에

회를 경험하게 하며, 이러한 인식과 정서는 탈성매매

대한 자문과 논의 과정을 거쳤다. 중립성을 유지하기

동기로 작용하였다. 한편 강요된 성매매 경험형의 공

위해 전 연구과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과정을 상

통점은 포주 역할을 하는 주변인과 착취적 관계에 종

세히 기록하고 공개하였으며, 면접의 실시와 자료 분

속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요된 성매매, 폭력과 갈

석 과정에서 반복된 논의과정을 통하여 기준을 마련

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심리・신체적 손상을 겪었으

하고 기준에 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4명의 연

며, 성매매 생활에도 회의가 강하였다. 성매매에 대한

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회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는 데는 쉬운 돈벌이

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자료 분석이 일부 연구자의 해

의 유혹이나 포주의 구속 외에도, 가정의 기능적 결손

석에 의해 편향되지 않도록 하였다. 전체 연구과정에

으로 인하여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참여자들이 경험한

없다는 점과 장기간의 성매매에도 경찰에 검거되지

내용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개념화를 도출하고자 연

않았고 검거되었더라도 특별한 조치 없이 풀려나 성

구진 내부 논의와 외부 자문을 통하여 상호 비판적

매매에 재유입 되었다는 점이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시각을 견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성매매 생활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포주의
감시가 약한 기회에 타 경찰이나 쉼터에 연락을 취함

논 의

으로써 탈출할 계기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근거모형방법론을 사용하여 성매매 피
해청소년들의 탈성매매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 성매

연구의 타당도 검증

매의 결과 인식과 탈성매매 결심을 중심으로 건전한
본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해 Lincoln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로 탈성매매가 안정화될 때까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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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인 패턴을 도출할 수 있었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청소년 탈성매매 과정

들은 성매매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손상으로 성매매

을 구조화한 점에 의의가 있다. 제안된 모델은 국내외

를 중단하고 삶을 회복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지만 다

탈성매매 관련 이론(Hester & Westmarland, 2004; Må

수가 제약된 환경 내에서 성매매를 지속하는 상태에

nsson & Hedlin, 1999)와 비교하였을 때 많은 부분에

있었다. 이들에게 경찰에 검거되고 쉼터에 연계되는

서 공통점이 있다. 지역, 대상, 그리고 문화 차이에도

사건, 성매매 강요로부터 탈출하거나 친구가 배신하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개념들은 탈성매매의

는 사건 등의 결정적 사건은 성매매의 부정적 결과를

핵심적인 과정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다. 국내외 모델

분명히 인식하고 성매매를 중단할 맥락적 조건이 된

들의 공통점으로는 첫째, 탈성매매가 시작되는 시점

다. 성매매가 남긴 신체적・심리적 피해, 법적 처벌의

에서의 회의와 전환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지금

두려움, 가족에 대한 미안함, 수치심과 후회를 강렬하

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바에 대해 회의하는 의심

게 인식하고는 분명하게 탈성매매 결심을 하게 된다.

과 함께, 이러한 내적 회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게

그런데 이러한 탈성매매 결심을 유지하며 개인이 긍

하는 전환점이 존재한다. Månsson과 Hedlin(1999)은

정적 변화를 이루는 데에는 외부의 긍정적 혹은 부정

전환점을 정신을 차리게 되는 사건, 외상적 사건, 긍

적 조건이 중재하였다. 쉼터나 교육센터의 교육이나

정적

사후관리에서 제공되는 사회/정서적 지원, 자활을 위

Westmarland(2004)는 혼란과 안정화 단계 사이에서

한 도구적 지원은 탈성매매를 촉진하는 반면, 지속적

외상 경험을 전환점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으로 생겨나는 성매매 유혹은 탈성매매 과정을 방해

는 결정적 사건이라 명명하며 경찰 검거, 위협적 사

하는 중재조건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주거환경, 자

건, 쉼터에 연계 및 입소 등의 사건들을 전환점으로

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가족과의 연결 등의 환경 변

보았다. 다수의 성매매 피해청소년들이 마음과 몸의

화와 개인의 결심 및 행동 변화는 상호작용하여 점진

손상을 겪으며 성매매를 중단하고자 하지만, 상당수

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피해청소년들은 성매매

는 전환점을 경험하고 나서야 실제적인 성매매 중단

의 유혹이 오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고 자기통제를

의지를 확고하게 하였다. 두 번째 공통점은 성매매에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기통제는 신체적, 심

대한 인식과 자아상의 변화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Må

리적 건강을 회복의 지표이기도 하다. 과거의 부정적

nsson과 Hedlin(1999)은 역할 탈출에서 자아상의 변화

경험과 감정은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일부 해소되며, 성

가 탈성매매의 근본적 단계 변화임을 제안하였다. 본

매매 중단 자체만으로도 부정적 감정이 경감되었다.

연구에서는 검거, 교육 및 사후관리에서 명료해지는

동시에 가족과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학업

성매매에 대한 재인식, 자기와 세상에 대한 의식 변화

과 직업훈련의 결과로 희망, 신뢰와 같은 긍정적 정서

가 탈성매매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제안하였

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상태는 자존감

다. 국내 관련 연구(김인숙, 2009)에서도 10대 성매매

의 향상과 미래 목표에 대한 관심 증가 및 구체화로

피해여성의 탈성매매 및 자활 과정의 핵심 키워드로

연결되면서 안정적인 탈성매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

‘자아에 대한 주체화’를 강조하고 있어 일치된 결

타났다. 성매매 유혹을 극복하고 일상생활의 규칙에

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인숙, 2009). 세 번째 공통점은

익숙해짐에 따라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사회 정서적 지원을 강조한 점이다. 주거지 안정을 포

가지게 되고 미래비전을 갖고 학업을 지속하게 된다.

함한 기본적 생활 욕구 충족과 가족이나 실무자로부

믿을 수 있는 관계의 형성, 미래 목표, 긍정적인 자기

터의 지지는 탈성매매에 핵심적인 작용을 한다. 탈성

상은 탈성매매를 유지하는 보다 근원적인 동기로 작

매매의 전체 과정에서 아웃리치를 통한 발굴, 재활을

용하였다.

위한 물질적, 정서적 지지가 중요하며 이는 제 3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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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였고

Hester와

최해연․곽윤영․김은영․배주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궁극적 변화를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기도 하다.

위해서는 일상생활이 안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경찰이나 지원기관의 조력을

다. 탈성매매 유지를 위해서는 기존 행동을 대체할 행

받지 않고도 성매매를 중단한 청소년이 경험한 바를

동의

학습과

Hedlin(1999)의

안정화가

중요하다.

역할

창조로,

Månsson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Hester와

본 연구는 성매매 유입 과정을 기술한 선행연구에

Westmarland(2004)의 궁극적 변화로 개념화하였는데,

비해 탈성매매 결심 이후의 단계를 보다 세부적으로

본 연구에서 자기 및 미래상 변화와 일상생활복귀 역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탈성매매의 유혹’을 탈성

시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들로 볼 수 있을 것

매매에 장애가 되는 중재요인으로 포함하였는데, 이

이다. 김인숙(2006)의 연구에서도 자활의 연속성을 유

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유혹 상황을 여러 번 겪게

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지원 이상의 개인의 자

됨을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탈성매매 촉진 요인

아·관계·자원에 대한 관점 변화와 삶의 비전의 중

으로 반복되는 성매매 유혹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도움과 본인의 성매매 저항 의식, 대처행동을 구체화

하고 있다.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매매 중단 이후에도 겪게 되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성매매 중단의 전환점으

는 성매매 유혹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다 구체

로 나타난 탈성매매 전 성매매 관련 위협적 사건 경

화하였다. 이는 성매매 청소년의 탈성매매 촉진을 위

험은 서구 모델과의 공통적 요소이다. 반면 약물 중독

한 교육 및 개입방법의 필수적 구성요소에 대한 시사

으로 인한 죽을 뻔한 경험, 자녀의 양육권을 뺏기는

점을 제시한다고 하겠다.

경험 등을 전환점으로 묘사한 서구 모델과는 달리 우

국외 이론들은 성매매를 하는 성인까지 포함시켰

리나라는 성매매 중단의 전환점으로서 공권력의 개입

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양

(경찰 검거 후 위기감, 강제적·비강제적 쉼터 및 센

육권을 둘러싼 사건이 중심사건으로 나타나지 않고,

터 입소 후 신뢰 형성 경험)이 보다 강조된다. 이와

약물 의존으로부터의 탈출과 같은 요소는 본 연구에

같은 결과는 성매매 청소년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

서는 주요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 출산과 같이

우, 성매매를 싫어하더라도 익숙해져가다가, 검거나

쉽게 보고되기 어려운 경험들이 단회성 면접으로 제

재판 과정을 거치거나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더

한되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거나, 약물 사용의 경우,

라도 쉼터 및 센터의 입소를 통해 실무자와의 신뢰

이를 제한하는 국내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도 있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행동 결과를 되돌아보고

참가대상자가 시설의 감독을 받고 있어, 음주 등이 통

정신을 차리는 경험을 하는 청소년이 많음을 의미한

제되는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각되지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성매매 피해 청소년

않았을 수 있다. 이 같은 본 연구의 제한적 여건으로

을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 시사점을 준다고 할

인해 낙태, 약물중독 등 보다 깊숙이 묻혀있는 문제들

수 있다. 즉 법적 근거를 통해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이 충분히 탐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충

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기간을 단축시

분히 드러낼 수 있는 면접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킬 수 있고, 경찰의 개입이 단속으로 끝나기보다 관련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매매 중단의 전환점

보호·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하는 정책 마련이

으로서 임신, 낙태 및 출산, 약물 중독 문제 등의 가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대상이 경찰 검거 및 교육센

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터를 거친 청소년으로 국한되므로 이 같은 경험이 부

탈성매매 과정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개

재한 성매매청소년의 탈성매매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등 외부 지원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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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Hester & Westmarland, 2004). 국외 성매매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설

피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면 청소년의 성매매

에 거주하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욕구나

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생활방식과 거리가 먼 보호시설의 생활을 견디기 어

발견에서부터, 의식주 문제와 같은 기본생활고의 해

려워하며 이 같은 생활상의 불편은 성매매 재유입 유

결, 정규교육서비스, 청소년 욕구에 맞춘 여가활동,

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매매 피

의학적 심리 정서적 도움, 은행업무 보기 등 필수적

해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를 마련하기 위

생활기술,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이 종합적으로 제공되

한 관련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국외 탈성매

는 사례가 많다(CEASE, GEMS 등). 우리나라에서도

매 청소년 관련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

2006년부터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교육수강제도를

와 관심이 충족되어 충분한 안정화단계로 진입하기

적용하고 있으나, 경찰을 통하여 이들 청소년들을 발

전에 학업 병행과 직업 훈련 연계는 실패로 끝날 가

굴하여도 교육서비스로의 연계가 불확실하고, 연계가

능성이 높다고 한다(홍봉선, 남미애, 2010, 재인용). 무

되어도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프로그램

엇보다 심리적 안정이 우선되며 성매매라는 특정문제

효과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호소되고 있다. 또한 교

에 초점을 두기보다 전인적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

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탈성매매 의지를 일

보고 청소년의 개별 욕구의 파악과 성장에 초점을 두

시적으로 제고한다고 해도 인력부족으로 이후의 개입

는 개입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의 건강,

이 제한적으로만 제공되어 청소년의 탈성매매를 공고

학업,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

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배주미, 최해연, 김은영, 곽

한 다양한 인센티브의 적용 등을 통해 사회적 지원서

윤영, 2010).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은 경찰에 의해 발

비스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지원서비

견되더라도 1/3은 아무런 조치 없이 방면되는 것으로

스가 국내 상황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나타났다(홍봉선, 남미애, 2010). 이 같은 경우 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적 연구의 뒷받침

처한 환경이나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므로 성

이 필요하다.

매매에 재유입되는 경우가 흔하게 된다. 따라서 사법

연구결과를 토대로 탈성매매 과정의 다른 단계에

처리과정에서부터 지원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성매

있는 대상자 각각에 맞추어진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매 피해 청소년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명료하게

가능할 것이다. Hester와 Westmarland(2004)는 탈성매

인식되어야 하며, 사법처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청

매 단계별로 차별화된 개입을 제안하였다. 초기의 취

소년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

약단계에서는 가정 폭력, 학교 부적응, 또래 압력, 학

록 경찰의 인식 개선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와

대 남성 및 이성 친구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함께 경찰, 법원,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청

고위험 청소년들을 선별하여 보호하고 예방할 계획이

소년지원시설의 유기적 협력이 구축되어야 한다. 성

필요하다. 혼돈 단계에서는 재정적 문제, 생계와 숙식

매매피해청소년의 경우 입건 등의 복잡한 사법 절차

의 문제, 약물문제, 또래 압력, 학대 남성 및 이성 친

없이 경찰 단계에서 교육 및 지원시설로의 직접적 연

구 등이 위험요인으로, 청소년들이 기본 욕구를 충족

계를 통해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이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여러 기관 사이의 효과적인

버전의 도입이 필요하다(홍봉선, 남미애, 2010).

의뢰와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또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의 충분한 심리적 안정

성매매를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희망이 존재하며 이

과 지지, 자립 준비 및 자활능력을 근본적으로 고양하

때는 주거지와 수입원의 확보로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생활공간

약물이나 학대적인 주변인과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하

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 사후 관리 지원이

였다.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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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삶을 위한 취업, 학업 복귀, 자녀 양육권 재
획득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탈성매매의 과정을 개념화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기초적 개념화를 바탕

본 연구 결과에서는 성매매 생활에 대한 회의, 결

으로, 향후에는 일반적인 과정과 다른 경로를 보이는

정적 사건과 인식의 변화, 자기통제와 자활 준비 단

하위 과정에 대한 연구나 탈성매매 전후의 과정과의

계, 탈성매매 안정화와 새로운 미래와 자기상 구축 등

연결 등을 통하여 초기 모델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는

의 단계가 탈성매매 과정에서 나타난다. 외부 지원이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매매를 시

이러한 단계들에 맞추어 설계될 때 그 유용성을 높일

작하게 된 배경이나 성매매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의 유혹을 받고 있는 가출 청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 유입과 탈성매매 과정을 연

소년과, 성매매에 유입되었으나 성매매 생활에 대한

결하는 확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례연구나 양적

회의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다양한 경로로 조기에

연구를 통하여 성매매 기간이나 임신경험 등 성매매

발굴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져, 이들에게 ‘성매매를

경험에서의 개인차가 탈성매매 과정에 어떤 영향을

중단할 또는 예방할 결정적 계기’들을 마련해야 할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

것이다. 그리고 탈성매매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는 청

이다.

소년들이 성매매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행동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초기의 교육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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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sson, S. A., & Hedlin, U. C. (1998) Breaking
the Matthew Effect - on women leaving

청소년연구, 16(1), 63-94.

prostitu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이춘화, 조아미 (2004). 청소년 성매매의 상습화 예방

Welfare, 8, 67-77.

및 치료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장필화, 김애령, 백재희, 원미혜 (2002). 성매수 대상

Melrose, M., Barrett, D., & Brodie, I. (1999) One

청소년 심층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way street? Retrospectives on childhood
prostitution.

조성연 (2000). 원조교제에 대한 연구 1: 원조교제가

청소년보호단

생활환경팀

Children’s

Rutter, M. (1985).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조용환 (1999). 질적연구 :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청소년위원회

the

Society.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춘
계학술대회 발표자료. 2000년 5월 26일. 29-41.

London: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s. British

(2006).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Rutter, M. (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서울: 청소년위원회.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성매매 청소년 문제 실태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홍봉선, 남미애 (2009).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현황

Schreiber, R. S., & Stern, P. N. (Eds.) (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New

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보건복지가족부.
홍봉선, 남매애 (2010). 성매수피해청소년의 욕구와
사회적 지원방안. 청소년복지연구, 12(1), 1-33.

York: Springer.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Farley, M., & Kelly, V. (2000). Prostitution: A

research:

Grounded

theory

Critical Review of the Medical and Social

procedures and techniques. London: Sage.

Sciences Literature, Women & Criminal

Weiner, A. (1996). Understanding the social

Justice, 11(4), 29-64.

needs of streetwalking prostitutes. Social

Fuchs Ebaugh, H. R. (1988) Becoming an ex,

the

process

of

role

exit.

Work, 41(1), 97-10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Hester, M., & Westmarland, N. (2004). Tackling

street prostitution: Towards an holistic

- 201 -

원 고 접 수 일 : 2011. 03.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1. 05. 26.
게 재 결 정 일 : 2011. 06. 08.

청소년상담연구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1, Vol. 19, No. 1, 183-202

A Study on the Process of Youth's Escaping from Prostitution: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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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process that sexually exploited teenage girls escape from prostitution. For this
purpose, eleven teenage girls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 who are considered to have escaped from prostitution completely. Data were analyzed with grounded theory methodology. Fourteen categories consisting of
thirty three subcategories and ninety nine concepts are found to explain the process of escaping from
prostitution. Sexually exploited girls decide to escape from prostitution under causal conditions such as experiencing traumatic experiences psychologically and physically, and escape actually through crucial events such as
being arrested. After decision, they usually go through several times of seduction. As they develop self-regulation ability in order to overcome seduction for their own or with some help from others'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they feel positive affects and hope. As a result of interac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they come to have positive self-image and return to healthy daily life. Selective coding reveals two
types of the process of escaping: 'teenagers dependent on crucial events' and 'teenagers being forced to
prostitution'.
Key words: youth prostitution, escape from prostitution, sexually exploited children,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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