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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담현장에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접하는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
에게 효과적이고 적합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 개입
전문기관 및 지원기관의 현장전문가들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개입하고 법적, 경제적
지원 등을 수행한 경험을 수집하고 이로부터 개입매뉴얼 개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
이다. 이를 위해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 2개 집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개 집
단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주제, 10개의 범
주, 32개의 하위범주, 99개의 의미단위가 확인되었다. 3개의 주제로는, ‘청소년 성폭력 피
해사례 개입과정에서의 인식’, ‘현장전문가의 청소년성폭력 피해사례 개입방법’, ‘현장전
문가의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개입 및 상담자 역량 관련 제언’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기관별로 경험하는 문제유형과 대처방안에 차이를 보였고 성폭력피해의 원인이나 피해
이후의 회복과정에는 가족특성이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의 경우 취약한 발
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또한
효과적 개입방안은 물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상담자의 전문적인 상담역량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탐색되었다. 본 연구는 현장기반 연구로 현장에서 상담자들이 만나
게 되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을 분석하고 성공적 개입에 대한
진술을 통해 효과적인 개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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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청소년의 성폭력문제는 정부와 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해가고 있다. 서구사회의 개방적 성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및 확산은 성 가치관의 심각한 혼
란을 초래하고(남영주, 유안진, 옥선화, 2004), 급속히 발달하는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확산으로 인한 왜곡된 성의식(김재엽, 최지현, 2009)과 위험성행동의 기회가 조장되는(박현숙,
정선영, 2011)환경 속에서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성과 관련된 문제가 청소년에게 많이 일어나
는 것은 예견된 일일지도 모른다(이영숙, 박경란, 2004).
성폭력의 실태를 밝힌 여성가족부(2014)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의 30~40%가 아동·청소년 시
기에 처음 발생하며 그 피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을 띠어 강간의 경우도 2회 이상이
4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

다. 특히, SNS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등 그 피해는 확대되어가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과 관련 단체마다 보는 관점이 다양하지만 최근 경향은 성폭
력을 강간이나 강제 추행 외에도 성기노출,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의 성을 매개로 한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조현
빈, 2006; 이영숙, 박경란, 2004). 성폭력 피해는 삶의 모든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한국
성폭력상담소(2013)의 상담 집계를 보면 피해자 연령의 37.3%가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40%는 성인기 이전 혹은 성인기동안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후유증을
보인다(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 청소년 성폭력은 아동이나 성인 피해
와 비교할 때 윤간,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의 비율이 높고 남성 피해자도 상당수 있는 특징을
갖는다(김혜원, 장명심, 2004). 아동 대상 성폭력은 폭력 사용 여부, 저항 여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행위로 취급되어 엄하게 처벌을 받지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은 청소년들이 성
에 관해 개방적이고 자발적이며 어느 정도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때로는 동의된 성관계로 오인받기도 한다(정여주, 2003). 그러므로 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일
탈행동의 연속으로 여기며,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들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대인관계적 영역에 전반적 영향을 미치면서, 심한 분노와 적개
심 및 자신을 공격하는 행동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혜원, 장명
심, 2004; 채규만, 2004).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
요한 바, 국가에서는 여성가족부 주도하에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의 성
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의료·법률·상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학대 신고, 가해자의 검거 등

- 172 -

현장전문가들이 인식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과 개입방안

의 비자발적인 의뢰를 통한 서비스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구나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서는 만 13세 이하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서비스 적용 연령을 확대하여 시행한
지 불과 몇 년이므로 청소년과 보호자가 해당기관을 잘 모를 수 있고, 가령 전문기관을 잘
인지하고 있다 해도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혹은 도움 요청 시 바로‘사건화’되고 ‘공개’될 우려
로 인해 자발적 노출을 꺼릴 수 있으므로 이런 성폭력피해전문기관에 바로 찾아가는 것이 쉽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
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청소년에게 적합한 개입 및 조력체계가 필요하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여년간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을 주도해온 기관으로서 청소
년들이 쉽게 접근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2013년 집계한 위기청소년통
합지원체계(CYS-Net)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폭력 피해 문제로 개인상담을
받은 인원은 2,395명으로 성 관련 개인상담 서비스를 받은 인원(총 8,427명)의 28.4%로 나타
났다. 이는 성관련 주제로 이루어지는 개인상담 상에서 성폭력 피해 문제로 인지된 청소년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전문기관에서 보고한 개입인원 수
[2012년 기준, 전국 해바라기센터 및 원스톱센터 33개소에서 개입한 성폭력피해자 16,735명

중 13~18세 청소년은 4,825명(28.8%)]에 비추어 볼 때 적지 않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이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경미한 수
준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다양한 성폭력 피해 사례가 다루어지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가 상담의 주요 문제로 의뢰되는 경우도 있으나 진
로나 학업문제 등 다른 호소문제로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와 충분한 신뢰가 형성된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가 의뢰된 주요 문제와 성폭력 문제 사
이에서 개입의 초점을 잡지 못하고 개입 상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더욱이 일반적 상담훈
련을 받은 상담자는 법적, 의료적, 심리적 개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적절한 개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청소년상담자가 즉각적, 체계적,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 더구나 청소년상담자 역시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면서 제9조(신고의무)에 의해 상담자가 내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대처는 상담자 및 내담자 보호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양미진, 김은영, 김래선, 류다
정, 장은희, 2015).
이에 청소년상담현장에서의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매뉴얼 개발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
어왔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9).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
소년상담연구정책기관으로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조력할 수 있는 개입
매뉴얼을 개발할 책무가 있으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는 지역사회위기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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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 관련 전문
기관 등 지역의 관련 기관과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적극적
으로 도울 수 있는 개입 및 지원 체계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Price(1974)는 효과적인 개입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현장 혹은 상황을 표적화하는 현장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험
적인 기초를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성폭력피해 청소년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해바라기센터, 원스톱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성폭력 전문기관 종사자 2개 그룹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들
2개 그룹으로 구성하여 총 4개의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상담자들이 개입과정

에서의 인식하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입방법과 연계자원 및 그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효과적인 개입의 구성요소의 추출과 실
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포커스그룹 모집 및 참여자 구성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서울·경기·충청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집단, 해바라기센터
임상심리사를 비롯한 상담자 1집단, 성폭력전문기관 상담자로 구성된 1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서울·경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집단은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
로 상담경험이 있는 상담자로 서울시와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았다. 서울·충
청지역집단은 상담을 담당하는 팀장 및 실무자로 총 5명이었다. 경기지역집단은 상담을 담당
하는 팀장, 실무자 그리고 동반자로 총 4명이었다. 해바라기센터 3명과 성폭력관련 전문기관
의 상담자 4명 집단은 본 연구진이 대표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부)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이루
어졌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의 경우 남자 1명, 여자 8명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대부분 3
년~13년 정도 상담업무를 해왔으며 상담, 사회복지, 청소년 등의 전공자로 모두 석사이상 6명
및 박사 수료 및 박사 이상 3명으로 이루어졌다.
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한 성폭력전문기관에 참여한 7명은 모두 여자였으며, 연령별 분포는
30대 2명, 40대 2명, 50대 3명 이었으며 관련학과 석사 4명, 박사 수료 및 박사 3명으로 구성

된 집단으로 해당분야에서 5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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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커스그룹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배경
유형

대상자

성별

연령대

상담경력

소속

센터①

여

30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②

여

30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③

여

30

1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지역청소년

센터④

여

30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센터⑤

여

40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센터⑥

여

40

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⑦

여

40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⑧

여

40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⑨

남

30

7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①

여

30

10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②

여

30

5

성폭력전문기관

2. 성폭력상담

전문가③

여

50

10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가④

여

40

7

성폭력전문기관

상담자

전문가⑤

여

40

8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⑥

여

50

17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⑦

여

50

15

성폭력전문기관

2. 포커스그룹 면접질문지의 구성
포커스그룹 면접질문지는 다수의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학 박사 2인과 상담학 박사
수료 1인, 임상전공 박사과정 1인 그리고 상담전공 석사 2인이 참여하여 구성절차에 따라 협
의하여 개발하였다. 면접질문지 협의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연구과제에 대한 개념적 이
해와 용어 사용의 합의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째, 합의된 연구과제의 개념과 일치된
용어를 활용해 각 대상별로 연구질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였다. 셋째, 아이디어에 대한
합의를 거쳐, 반구조화된 질문형태로 구성하였다. 넷째, 포커스 그룹 대상 각각의 질문목록을
연구개발진의 전체 회의를 통해 수정, 보완한 후 최종 면접질문지를 확정하였다. 포커스 그룹
의 대상별로 질문의 내용은 다르게 구성되었으나, 질문형태는 도입질문(opening questions),
소개질문(introductory questions), 전환질문(transition questions), 주요질문(key questions), 마
무리질문(ending questions)으로 구성되었다(Krueger & Casey, 2000).
위의 과정을 통해 나온 면접질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전문가 대상 면접 질문
지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입과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로 활용하는 효과적인 연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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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인특성은 물론 환경특성에 따른 개입방법과 주요 개입방법 및 성공
적 개입경험, 효과적인 개입 매뉴얼의 구성 요소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청소년상
담복지센터 상담자 대상 질문지에는 위의 질문들과 더불어 현장에서 피해 청소년을 접하고
개입하는 과정, 개입 시 겪는 어려움 및 개입매뉴얼에 제공되길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 두 집단의 경험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역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현장에 적합한 개입매뉴얼을 개발하는데 보다 균형 있는 관점을 얻고자 하
였다.
3. 자료 수집 과정
포커스그룹의 인터뷰는 2014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해바라기센터 집단
과 경기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속 집단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모여 실시하는 것
으로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고 그 외 집단의 경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이루어 졌다. 모든 집단에서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 인터뷰에 대한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고,
면접내용이 녹음이 되고 있으며, 추후 연구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설명 후 동의를 받았다. 이
와 더불어, 토론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 서로 비판하지 않고, 비밀 유지에 대한 공지를
하였다.
각 집단 운영시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뷰에 대한 집중도와 함께 생생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자
의 경험에서 비롯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을 위한 구성요소
가 논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집단은 구분하여 심층적 그룹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각 집
단의 면접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였다.
각 집단에 참여한 집단원들은 성폭력관련 업무와 사례를 꾸준하게 다루어온 경험이 있는
자들로, 자신이 경험한 사례와 관련되어 사례유형과 개입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
다. 이와 더불어, 성폭력 관련사례에 대한 성공사례와 실제 사례개입시 필요한 지원서비스와
내용에 대해 논의하면서, 성폭력개입매뉴얼 개발 내용 및 방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개입매
뉴얼의 효과적인 구성과 원활한 전달을 위한 질문을 연구자가 구체적으로 전달하여 토론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각 인터뷰는 본 연구진 중 1명이 주 진행을 담당하였으며, 보조진행자 1인은 현장노트를
작성하는 것과 동시에 추가질문을 통해 진술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
할을 하였다. 한편, 모든 인터뷰에서는 질문지의 맥락을 충실히 따르되 질문지 내용 이상의
반응에 대해 허용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맥락에 따른 추가질문을 실시하는 등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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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직후에는 주 진행자와 보조진행자가 디브리핑
(debriefing) 시간을 통해, 주요 흐름과 수정사항을 파악하여 정리하고 다음 포커스 그룹 인터

뷰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전사하였다.
4. 포커스그룹 면접 내용 분석
포커스그룹 내용의 분석과정에서는 전사된 축어록과 현장노트가 활용되었으며, 각각의 자
료는 집단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연구진 각각이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자신
이 진행하였던 자료를 집단별로 1차 분석을 하여 의미자료를 추출하였다. 이 때는 Kutner,
Olson, Warner와 Hertzog(2008)가 제안한 방법인 각 연구 질문에 대한 응답을 축어록에서 나

온 반응을 검토해 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축어록의 진술 문장을 그대로 옮겨와 범
주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차 분석모임에서는 각자가 검토한 의미범주를 상호 검토한
후, 의미자료를 선택하고 각 자료에 대한 1차 명명화 작업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자 축어
록에서 초기 범주화를 지지하기 위한 각각의 데이터를 취합해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공
통적인 의미를 가진 자료들로 재범주화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차 분석모임에서 보고하고
함의에 의해 수정하였다. 한편, 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료는 상담 및 질적 분석 전문가
1인의 감수를 받아 수정 보완하였다.

연구 결과
1. 청소년성폭력피해사례 개입과정에서의 인식
표 2와 같이 성폭력 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전문가들이 진술하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입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특성, 가정특성, 환경특성으로 범주를 나눌 수 있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입의 부정적 요인 및 긍정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표 2> 청소년 성폭력피해사례 개입과정에서 인식

주제

범주

하위범주

사례개입
과정상
영향을
주는 요인

개인
특성

불안

성폭력 청소년
전문 상담복지

의미단위

기관

센터

○

○

가해자 출몰

○

○

미래직업과 도덕성에 대한 고민

○

○

물질남용, 자살, 자해, 자기파괴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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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주

하위범주

피해인식의
문제

가정
특성

부모의
부적절한
대처

성폭력

청소년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

○

영향을
주는 요인

환경
특성

또래요인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음

○

피해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함

○

자기책임감을 느끼는 경우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어려움

○

가해자에 대한 양가감정

○

○

피해자와 보호자간 고소의 불일치

○

○

보호자의 부적절한 태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
는 가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 대한 부모의 비난,
부모의 소극적 자세

○

○

부모의 지지체계 부제

○

○

부모와의 갈등
강력하게 대처하는 엄마, 혹은 무기력한 아빠

○

○

더러운 아이 취급

○

○

또래관계의 어려움

○

주변시선과 사회의 통념

○

증거확보의 어려움

○

길어지는 재판과정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고통

○

가해자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

성폭력
피해 횟수

○

단회성 성폭행 경험, 낮선 사람의 일시적 성추행

초기대응
교육유무

○

학교에서의 초기대응교육 받은 대로 대처

○

부모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부모와의 갈등

○

소극적 대처, 부적절한 부모 대처

○

부모에 대한 지속적 개입의 어려움

○

성폭력피해에 대한 부모고지의 어려움

○

평소 품행 및 이미지가 사건에 영향

법적문제

개입
부정적
요인

배신으로 인한 증언, 또래관계유지를 위한 증언
거부, 또래친구의 배신

○
○

개입
긍정적
요인

어릴 때부터 폭력노출로 인해 가해자의 두려움으
로 인한 회복지연

○

○
사례개입
과정상

의미단위

부실한
가정환경
요인
피해이전의
개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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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주

사례개입
개입
과정상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요인

성폭력

청소년

하위범주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상담계획
수립의
어려움

○

○

복합문제, 폭행, 협박 등이 얽힘

○

○

치료보다는 연계에 급급

○

핵심문제가 성폭력피해가 아님

역할구분의
어려움

의미단위

①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인특성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인특성으로는 불안과 피해인식의 문제로 구분된다. 불안의 경우
가해자 출몰, 도덕성에 대한 고민, 자기 파괴적인 행동 등을 보고하였고 피해인식의 문제로는
자신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상황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자기책
임감을 느껴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해나 자살 시도 같은 자기 파괴적 행동이 많기 때문에요. 가

출 등등. 그래서 굉장히 complicate한 문제가 있죠.” (불안, 전문가①)
“10대들의 남녀의 성문화 차이들 속에서 이 여자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 성폭력적

인 경험인데 이걸 성관계로 착각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유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가⑥)
“그런 상황에 놓인 애들은 자기한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 내가 이걸 저질렀다, 데이

트 성폭력 또는 채팅에 의한 그거에서 자기 책임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술 먹고 준강간이나 이런 경우에 내가 그런 성관계를 유도했다, 유발했다, 거기서 이제 뭐 자
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주변 사람들도 계속하고 가해자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자기한테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라는 것을 어필 잘 못해요.” (피
해에 대한 자기책임감으로 피해호소의 어려움, 전문가⑦)

②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가족특성

가정특성으로는 부모의 부적절한 대처로 범주화 할 수 있는데, 의미단위에는 피해자와 보
호자간 고소의 불일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비
난 등을 보고하였다.
“자기 살기 급급하기 때문에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아이가 너무 힘든 건 알겠으나, 기초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더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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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고소하려고 했으나, 어머님께서 막으셨고, 어머님께서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고소의 불일치, 센터③)
“아이는 신고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비밀이라 그래서 말을 했는

데 나는 고소를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고는 이미 되어 있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
라고 하는데 나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고소의 불일치, 센터③)
“아이가 신고화 하겠다는 마음이 어쨌든 1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고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어머니는 아이가 하면은 하고 뭐 굳이 안 하면은 안 해도 된
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의 소극적 자세, 센터②)
“‘네가 어떤 상황이래도 ‘나는 네 편이다’ 또는 ‘지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는 부모가

사실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진 아이들이 취약한 상태에서 표적이
되기도 하고, 또 사건 이후에도 전혀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호요인도
되고 위험요인도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지지체계 부족, 전문가⑦)

③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환경특성
환경적 특성으로는 또래요인과 법적문제로 구분하였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더러운 아이
취급을 하거나 또래관계유지를 위한 증언거부 등을 보고하였고 법적문제로는 증거확보의 어
려움, 길어지는 재판과정으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의 고통 등을 보고하였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래문제에 얽히고설키고 하면서 발고되면서 법적으로 가면서 서로 그

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학교를 그만두고, 누구는 소문이 날까봐 염려되고, 누
구는 정말 더러운 애가 돼버리고, 이제 소문이 나고 그것 때문에 더 아이가 힘들어하고” (또
래사이에서의 소문; 더러운 아이, 전문가②)
“이 아이를 증인으로 나갈 수 있게 한 힘이 뭐냐면 누군가의 배신이더라고요. 아.. 그렇게

재경험이 너무 힘들고 말하기 싫은데, 자기는 죽어도 증인 안 나간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친
구의 배신이 이 아이를 증언까지 나가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래 청소년 사이에서의 또
래 문제는 정말 크구나, 그 아이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 크구나 하는 걸 느꼈었어
요.” (또래요인; 배신, 전문가②)
“그 친구는 1년인가 2년 있다가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상담을 다시 하게 됐고, 신고를

하고 싶다고 그런 케이스였어요. 2년 좀 안 돼서.. 그 친구가 워낙 상담 자체가 루즈하게 조금
사후처리가 많이 되는 케이스였고요. 워낙 정서적으로도 기복이 심했던 친구라. 그러다보니까
본인도 그거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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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가 많고, 친구들도 괜히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라,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라, 이런 식으로 대처를 친구들끼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시 신고 처리가 됐는데,
그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확보의 어려움, 센터②)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는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왜냐하면 재판과정에
서 또 힘든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쪽에서 연락이 온다던지, (가해자쪽에서?) 네” (지속적 합
의요구, 전문가④)

④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긍정적 요인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입과정에서의 인식에서 가족 및 환경 특성 외에 개입 긍정적 요인
과 부정적 요인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개입 긍정적 요인으로는 짧
은 성폭력피해 횟수, 초기대응교육의 유무 등을 진술하였다.
“주변 자원들이 다 좋은데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성폭력 피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상

생활 하다가 나쁜 사람이 지나가다가 추행을 한 거는 정말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1회의 사
고인 경우에는 정말 잘 극복해요.” (단회성 성폭행, 전문가③)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대로 경찰서 전화하고, 증거 남기기 위해서 씻지 않고 다 하고, 너무

나 침착하게 엄마가 집에 오기 전까지 아이가 다 했던 거죠.” (초기대응교육, 전문가①)

⑤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부정적 요인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개입과정에서 전문가의 보고에 의하면 개입 부정적 요인으로는 부실
한 가정환경이나 피해자의 피해 이전의 개인 이미지, 복합문제나 협박 등이 얽혀지면서 상담
계획수립의 어려움 등이 개입의 부정적 요인으로 진술하였다.
“점차 신뢰로운 보호자가 점점 부재되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이 그럴 경우에는 치료가 종

결되기가 쉽고” (부모의 부재, 전문가①)
“애는 고소의지가 없는데 고소를 더 확대시켜버리고 복잡해져버려서... 그 아이가 회복되기

에 가장 어려운 건 엄마였어요. 엄마를 보면 사건이 생각나고 사건이 떠오르고, 나를 도와주
지 못하는 보호자 때문에 힘들어 했어서 결국에는 쉼터로 보냈거든요.” (부적절한 부모 대처,
전문가③)
“그게 확실하게 사건화된 피해일 경우에는 괜찮은데, 그 아이가 평소에 품행문제가 있었다

든지 등등 그 아이도 뭔가 학교에 이전에 밉보인 게 있다고 하면 진짜 복잡하더라구요~” (피
해 이전 이미지, 전문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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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형사 사건이랑..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랑 폭행 협박한 사건이랑 막 한 사건이 막 얽

혀 있어요~ 피가해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정신없어하시고, 재판도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병합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상담 계획 수립의 어려
움, 복잡한 문제, 전문가③)
“청소년들 문제가 너무 복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

이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단회기 치료밖에는 못하고 있고, 그 이상의 치료는 정말! 정말 많
은 정보들을 파악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위센터 뭐
별의 별 연계할 곳을 찾느라” (치료보다는 연계에 급급, 전문가③)
“점차 그 아이들이 지각하고 있는 고통의 정도가 둔감해져 있고요. 실제로 그들이 가장 고

통스러워하는 건 또래관계 왕따, 남자친구와의 문제, 부모와의 어려움, 이런 게 더 많아져서
성폭행 같은 거에 어려움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회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핵심문제가 성폭력이 아님, 전문가①)

2. 현장전문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개입방법
표 3과 같이 청소년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개입방법에 대한 경험적 진술을 토대
로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범주로써,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개입 그리고 성폭력 피해 청소년 및 보호자 외의 간접적 개입으로 나타났다.
<표 3> 현장전문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개입방법
개입기관
주제

범주

하위범주

성폭력

청소년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의미단위

위기개입

○

위기개입이 우선 목표, 법률지원, 관련지원
기관과의 연계

진단 및 평가

○

성폭력 피해 진단 및 평가

○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안정화, 정상화

○

외상경험에 대한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노출

○

외상적 기억에 대한 재통합 과정을 위한 기법
활용

○

건강증진센터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개입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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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기관
주제

범주

하위범주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상담 기법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

성폭력 청소년
전문 상담복지
기관

센터

○

○

내담자의 주호소에 초점을 맞춘 상담목표
정하기

○

내담자 마음 읽고 보듬어주기

○

양가감정의 타당화

○

사건 재인지, 재해석, 재인식

○

가해자의 책임임을 분명하게 함

○

부모에 대한 분노감정 다루는 등 부모․자녀
관계 풀어내기

○

진로상담을 통한 유용한 개입
○

○

○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
에 대한
개입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개입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

성추체성, 성평등 등 치료적 성교육
사회적 기술 훈련

○

지지체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

다니는 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관리

○

○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

○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담구조화

지속적
사후처리 및
사례관리

개입방법

성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가해자 특성 교육
건강한 관계에 대한 교육

○
○

성폭력
피해
청소년

내담자와의 지지적인 신뢰관계 구축

○

○

피해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접근

의미단위

○

친족 성폭력시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수 있
는 환경 조성

○

부모의 외상을 다루는 등 부모의 힘든 감정
들어주기

○

무기력한 부모의 경우 부모상담과 다른 지
지체계 자원 개발

○

가족의 변화와 성장 인정

○

성폭력 후유증 이해시키기

○

10대의 성문화 이해시키기

○

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 성주체성, 성평
등, 가해자 특성 교육

○

부모의 초기대응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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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기관
주제

범주

하위범주

성폭력

청소년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

성폭력
피해
청소년
및
보호자
외의
간접적
개입

기관연계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개입

의미단위

○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부모의 이해와
수용적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

청소년 동반자 연계

○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연계

○

기관 간 역할 분담을 위한 효과적 연계

○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충분한 보상 등 법적
처벌과 관련된 개입

○

가해자의 사과

피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입

○

등하교길 순찰 강화를 위한 협조 요청

①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

현장전문가가 진술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은 6개 하위범주로써 위기개입,
성폭력 피해 진단 및 평가,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적 개입,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상담
기법, 피해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접근, 지속적 사후처리 및 사례관리로 나타났다. 개입기관별
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관련 교육 및 사후관리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성폭력 전
문기관은 다양한 진단이나, 단계기반 접근 등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보
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온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어떤 품행과 외현화된 문제가 되게 많은

데, 성폭력도 있었어요...이 아이에게 성폭력에 관한 부분들은 스크리닝이 필요했어요. 저희 센
터 연계해서 정신과 진료보고 스크리닝을 했죠.. 평가하고 나서 이 아이는 어쨌거나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다시 기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다
시 연계를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그렇게 저희가 스크리닝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성폭
력 피해 진단 및 평가, 전문가③)
“단계기반적인 접근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뭐 허만이나 포

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뭐 그 아이들을 치료에 involve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에 관여시키고 안정화를 하고”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안정화, 정상화, 전문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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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선순위에서 얘네들을 심리적으로 막 도와주는 그 마음보다는 일단 현재에서 얘

네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보듬어주는 거, 저는 상담보다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살핌이 중요하
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다고요” (내담자의 마음 읽고 보듬어주기, 전문가②)
“저희가 포커스를 두는 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사실 아이들이 자기가 당한 경험을 건강

하게 다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건 성관계랑 키스가 아니다. 네가 당한 건 성폭력이고 뭐 이
런 걸 몇 번씩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몇 번씩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서 다시 생각을, 제가 몇 번씩 원하는 대로 말을 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좀 받아들이는 것 같
더라고요.” (사건 재인지, 재해석, 재인식, 전문가④)
“엄마와 딸에 관계를 푸는 거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상담이 좀 진행이 되면, 그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무기력 했는지, 막 다른 가
족폭력에 시달리거나 가난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엄마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얘는. 보호를 자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까지 이해하려면 굉장
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부모에 대한 분노감
정 다루는 등 부모․자녀 관계 풀어내기, 전문가⑦)
“본인이 처음 경험한 게 성폭력 피해고 폭력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순결

상실감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하고, 남자들의 성문화, 그 속에서 여자들을 어떻게 성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라던지” (성폭력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가해자 특성 교육, 전문가⑥)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전반적인 지지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런 가정환
경에 있는 피해학생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지체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센터③)

②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개입

현장전문가가 진술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개입은 2개 하위범주로써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개입과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으로 보고되었다.
“엄마 상담할 때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위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운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그런 무기력감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좀 받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외상을 다루는 등 부모의 힘든 감정 들어
주기, 전문가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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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첫 반응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보고했었을 때 그걸 듣는 상대가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도 되게 그 아이
의 앞으로의 개입과정이나 어떤 치료여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부모의 초기대응
관련 교육, 전문가②)

③ 성폭력 피해 청소년 및 보호자 외의 간접적 개입

현장전문가가 진술한 성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개입은 3개 하위범주로써 기관연
계, 가해자 처벌과 관련한 개입 그리고 피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입으로 보고되었다.
“이 아이는 정말 지지체계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동반자를 연결을 해

서 동반자 선생님하고 라포가 잘 형성돼가지고 동반자 선생님이 거의 지지체계에 버팀목이
돼 주셨고.” (청소년 동반자 연계, 전문가 ②)
“피해자가 치유되는 데 그 신고와 처벌이 완전히 공인되는 거잖아요. 얘가 잘못했다. 얘가

잘못했고 이런 게 딱 되는 거니까 죄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정말 효과적으로 피
해자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충분한 보상 등 법적 처벌과 관련된
개입, 전문가①)

3. 현장전문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개입에 대한 제언
표 4와 같이 청소년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이 진술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
해자 개입에 대한 제언은 총 2개의 범주로써, 개입 매뉴얼 개발 제언과 상담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① 현장전문가의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매뉴얼 개발 제언

현장전문가가 진술한 개입매뉴얼 개발 제언은 6개 하위범주로써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 절차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 개입에 대한 제언, 부모상담의 필요
성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관련 교육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지지
체계에 대한 제언, 연계자원 확보에 대한 제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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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장전문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개입에 대한 제언
주제

범주

하위범주

성폭력 청소년
전문 상담복지
기관

피해자 중심의 처리절차

○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
절차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직접
개입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제언

개입
매뉴얼
개발
제언

부모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
관련 교육에
대한 제언

○

○

가피해자의 철저한 분리 및 경계확보(특히 친족
성폭행의 경우 분명한 안내 필요)
정확한 초기 스크리닝, 외상사건척도, 사건발생
후 경과 시간, 가해자 동기여부 등을 고려한 체
계적 접근

○
○

○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

○

○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의 신뢰확보

○

단회성 성폭행일 경우 전형적인 성폭력 후유증
치료를 통한 개입

○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단기상담계획 후에
도 필요에 따라 연장
○

남자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입

○

○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부
모상담

○

○

부모․자녀 연합회기 구성

○

○

친족성폭력시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기보호
방법에 대한 교육

○

○

가해자의 법률적 처벌 및 피해 청소년의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이해와 교육
성폭력 피해에 대한 학교교사의 대응방안에 대
한 교육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지체계에
대한 제언
연계자원
확보에 대한
제언

의미단위

센터

○

멘토 양성을 통한 효과적 개입

○

피해 청소년의 지지체계 부재 시 동반자 연결

○

○

효과적 개입을 위한 연계 자원 확보 및 네트워
크 안내

○

○

개입시기별 적절한 기관 연계 및 관계자 통합
사례회의 안내

○

○

수치심을 주지 않는 수용적 태도

○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 극복, 건강한 성인식
(성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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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범주

성폭력

청소년

전문
기관

상담복지
센터

○

○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과 더불어 민감성을
높임

○

○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온
화한 태도

○

○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의 건강한 경계설정으로
소진 방지

○

상담자의 준비성(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매
뉴얼 숙지, 유형 및 맥락에 대한 파악)

○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의 형제자매에 대한 상담

○

내담자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어 내담자편으로
서의 접근

○

가해자 논리에 빠져들지 않기

○

단계별 반복되는 질의 및 진술서 작성, 면담자
선택,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숙지

○

신고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지속되는 성폭
력에 대한 보호자 고지

○

증거확보, 비밀보장

연계자원
확보

○

지역내 연계자원 확보 및 네트워크 형성

전문교육

○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이수, 성폭력 보수교육

하위범주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준비
상담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영역

○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준비
○

의미단위

성폭력 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모두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개입절차, 부모상
담과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관련 교육 및 연계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
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청소년 시기가 발달과업 상 어쨌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기여서 그런 변화무쌍한 측면들이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의 follow up 과정들이 있
고, 그 아이의 힘든 면도 있지만, 한 번 그 확인의 과정들이 부모든 누구와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 전문가③)
“오히려 단기로 해서 조금조금 연장하는 자체가 그 아이의 동기화를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단 말이야 하면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걸 좀 완화시켜주고요, 10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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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더 필요할 경우 더 연장할 수 있어 하면 그걸 동의하고 그렇게 가거든요”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단기상담계획 후에도 필요에 따라 연장, 전문가 ①)
“지금 아빠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빠가 올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

해보는 것들, 문을 잠그는 거부터 사실은 오랫동안 친족 성폭력에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문 잠그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자기보호방법에 대한 교육, 센터①)
“네트워크 형성해서 이렇게 기관별로 할 때 중복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전화로만 계속 서

로 합의해서 진행하기는 하는데, 시기에 따라서는 사례 진행이 끝난다던가 하면 약간 붕 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끼리 조율하기 보다는 아에 매뉴얼에 서비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데, 보통 이럴 때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효과적 개입을
위한 연계 자원 확보 및 네트워크 안내, 센터②)

② 현장전문가의 성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시 상담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영역

현장전문가들이 진술한 상담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영역은 4개 하위범주로써 성폭력 피해
청소년 상담을 위한 상담자의 준비, 법적 절차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준비, 연계자원 확보,
전문교육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보여줘도 불편하기 때문에 조용하면서 뭔가 온화한 태도, 청소년을

대할 때는 조금 더 내려앉아서 존중해주고 선택권을 주고 이렇게 쉬프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요”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관심과 온화한 태도, 전문가⑤)
“그래서 10대들이 그런 성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그리고 10대 여자애들도 성적인 충동과

욕구, 욕망을 갖고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적 존재라는 자기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상담자의 인식개선, 전문가⑥)
“청소년의 경우는 형사기간에 여성 청소년계가 따로 있잖아요, 여자 경찰관하고 면담을 요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좀 몰라서 그냥 바로 형사과 그 쪽으로 들어가시
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피해자 보호 법률이 따로 있어요” (단계별 반복되는 질의 및 진술서
작성, 면담자 선택, 변호사 선임 등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숙지, 센터①)

요약 및 제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사례의 경우, 법적인 문제와 의료지원 등과 같이 예민한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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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전문기관에 연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청소년대상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이
아닌 또래문제나 학교 부적응(박경, 2006), 정서적 문제(최지영, 2013) 등을 통해 발견되는 경
우가 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폭력 관련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
황이 생기기도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연계가 어렵거나 전문기관을 거쳐서 온 청소년에
대한 상담, 성폭력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문제의 핵심이 성폭력이 아닌 경우, 자신이 성폭력을
경험하였으나 피해자라는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등 다양한 사례들의 경우를 다루게 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다양한 성폭력 사례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개입매뉴얼이나 체계적인 연계자원에 대한 안내는 물론 성폭력사례 개입을 위한 상담자 역량
또한 부족한 실태이다. 물론 다양한 기관과 주무부처에서 성폭력 대응 매뉴얼 등이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상담현장에서 활용하기에는 실제 현장 상황 및 피해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바,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성폭력피해자 대상
개입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대상 성폭력의 실태와 효과적인
개입은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성폭력전문기관 전문가 2
개 집단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2개 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주제, 10개의 범주, 32개의 하위범주, 99개의 의미단위가 확인되었
다. 3개의 주제로는 ‘청소년 성폭력 피해사례 개입과정에서의 인식’, ‘현장전문가의 청소년성
폭력 피해사례 개입방법’, ‘현장전문가의 청소년 성폭력피해자 개입 및 상담자 역량 관련 제
언’이 도출되었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기관특성상 청소
년 성폭력피해사례 개입과정에서 경험하는 개인특성, 가정특성, 환경특성별로 다르게 인식되
는 차이를 보였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개입의 긍정적요인과 부정적 요인간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두 기관 모두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
나, 몇 가지 차이점으로 인하여 인터뷰 결과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각 기관 내
담자의 위기 수준 차이가 크기에 가장 시급하게 개입해야 할 영역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
터뷰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성폭력에 특화된 전문기관은 위기지원 및 법률지원 등에 전문화된 성격을 갖고 있다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발달 과정상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청소년 문제에 전문
화되어 있어 인터뷰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자하자면, 두 기관 모두 성폭
력으로 인한 불안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성폭력 전문기관에서만 피해청소년들이 피해인식의
문제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진로나 학업문제 등 다른 호소
문제로 상담이 진행되면서 상담자와 충분한 신뢰가 형성된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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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즉, 피해상황이 발생한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피해상황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상태이거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상황을 경험한 이후이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인식하지 않고 피해상황에 대해 부인하거나 자책감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성폭력전문기관과 달리 피해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성폭력피해를 다룰 수 없었던 개인, 가정, 환경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
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피해청소년이 피해상황에 대한 문제를 재인식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
도록 돕기 위해, 안전하게 피해상황이 다루어질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
다. 반면 성폭력전문기관의 경우 위기수준이 높고 성폭력 피해 즉시 의뢰되는 사례가 주로
다루어지거나 성폭력 이후 시간이 지나도 피해로 인한 고통이 지속될 때 찾게 되는 전문기관
이기 때문에 의뢰되어지는 피해청소년의 경우 피해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의 차이가 있어 좀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또한 법적문제에 있어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견되는 피해상황의 대부분이 법적으
로나 정서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달리 성폭력전문
기관의 경우 피해청소년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절차상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증거확보의 어려움, 가해자의 지속적인 합의 요구, 재판과정에서의 고통 등
을 진술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법적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증인문제로 또래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소문이 나는 것으로 인한 피해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진술하고 있
다. 한편, 성폭력전문기관과 달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절차를 안내하
거나 대응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원하거나 안내를 해줄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피해청소년이 피해사실을 법
적인 문제로 다루는데 있어서 개인과 가정 등에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적합한 개입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성폭력 문제가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에
서 건강한 지지자가 되어주는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여러 선행연구(김정규, 김중술, 2000; 이승연, 2007; Cowen & Work, 1988;
Valentine & Feinauer, 1993)에서 지지와 유대감은 성폭력 피해를 완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

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청소년 개입의 긍정적 요인이나 부정적 요인에 있어서 두 기관 중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의 진술은 적은 편이었다. 성폭력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은 짧은 성폭력 횟수와 피해청
소년이나 부모에 대한 초기대응교육이 개입의 긍정적 요인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청소년
의 부실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청소년이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하고 부모의 잘못
된 개입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는 경우나 성폭력 피해 이전의 평소 품행이나 이미지가 문제
개입의 부정적 요인으로 진술되어 가족이나 친지, 지역사회와의 강한 사회적 지지와 유대감
등은 성폭력 피해를 완충하거나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김정규, 김중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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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이승연, 2007; Cowen & Work, 1988)와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피해상황에 대한

초기 대처 및 문제발견 등의 단계가 아닌 개입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일들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의 경우 성폭력피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
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두 기관에서 공통으로 진술한 문제에는 성폭력 외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얽혀있어 적절한 상담계획 수립이 어렵고 피해청소년의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타기관의 연계를 통한 개입에 급급해하는 대응 태도가 진술되었다. 그
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주 호소문제가 성폭력이 아닌 부모와의 관계나 친구관계문제
인 경우 적절한 개입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진술되었다. 이와 같은 진술을 통해 청소년상담복
지센터의 경우 성폭력피해상황이 발견되었을 시 단순한 정서적 지원이 아닌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개입 교육과 복잡한 법적 절차와 대응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성폭력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간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각 기관의 특성
상 대처방안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사례개입의 현장전문가 경험에 대한 주제에서 청소년상
담복지센터의 경우 증거확보의 어려움이나 재판과정상의 문제 등 법적문제와 성폭력피해에
대한 부모고지의 어려움과 부모의 소극적 대처 등 부실한 가정환경개입에 대한 진술이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폭력전문기관의 경우 위기수준이 높고 성폭력 피해 즉시 의뢰되
는 사례가 주로 다루어지므로 법적인 절차나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가정환경
의 개입과 피해 직후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에서의 피해자의 정서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으
로 보인다. 다음으로 현장전문가의 청소년성폭력피해사례 개입방법에 대한 진술에서 피해청
소년에 대한 직접 개입으로는 성폭력전문기관의 경우 위기개입, 성폭력 피해 진단 및 평가,
외상적 기억에 대한 재통합 과정 등의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치료적 개입, 양가감정의 타
당화나 사건 대인지·재해석·재인식 등과 같은 효과적인 상담기법의 활용, 성교육 및 사회적
기술 훈련 등의 외상 초기 긴급 개입부터 교육까지 다양한 접근을 보고하였다.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는 성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직접개입으로 피해청소년의
지지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한 상담기법활용과 성폭력에 대한 인식교육과 성교육을 통한 교
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성폭력 피해 청소년 대상 개입 관련 선행연구(권해수, 2008;
권해수, 이재희, 조중신, 2011; 오경자, 최지영, 신예주, 2011)와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지지체계확보, 가족관계 유지, 졸업, 학교장면에서의 상담개입 등 지속적 사후처리나 사후관
리에 효과적 개입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피해 평가 및 안전 확보와 법적 대응에 대한 초기 대응의 부족함과 성폭력 피해로 발생되는
후유증과 그에 따른 다양하고 전문적인 상담기법의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피해청소년
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및 사례관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성폭력피해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상담도중 피해를 발견 또는 호소시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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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확한 진단 및 평가나 안전 확보와 법적 대응에 대한 초기 대응의 취약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의 피해청소년에 대한 즉각적 개입과 성폭력의 유형별로 개
입할 수 있는 상답기법과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Avinger와
Jones(2007)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개발된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8개의

집단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상담 기법과 교육 등이 성폭행 피해자들의 외
상과 불안,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 청소년보호자에 대한 개입에서 성폭력전문기관의 경우 친족 성폭력시 가
해자와의 분리 환경 조성, 부모의 외상다루기, 부모의 지지체계 자원 개발 등과 같은 상담개
입과 성폭력 후유증이해, 10대 성문화 이해, 부모의 초기 대응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기관연계나 가해자 처벌과 관련된 법적 개입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개입이나 법적지원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성폭력피해청소년의 부모에 대
해 문제유형별 맞춤형 개입은 물론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과 연계자원 활용
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문제유형과 위기수준별 체계적 접근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과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는 물론 신체적 피해에 대한 치료지원과 법률지원, 그리
고 피해자의 보호자 확보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 복합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지원
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성폭력피해 이후의 회복과정에는 가정특성이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경우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싶어도 부모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으
로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신고 후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로 인해
피해청소년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보고되어 부모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로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이유진, 강지명, 조윤오, 윤옥경, 2012)와 내용을 같다. 실제로 성폭력 사
실을 호소하더라도 외상이 적은 성추행이 많아 자칫 어른들이 간과, 무시, 때로는 거짓말이라
고 아동의 의견을 묵살해버리기 쉽다(서예석, 이경실, 2008). 특히 여성가족부의 연구(신민섭,
이서정, 2011)에서와 같이 친족의 성폭력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거나 문
제를 유발한 원인제공자라는 오명으로 더욱 심한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이후 신체적 건강수준은 어느 정도 치유되고 있는 반면 정신
적 건강수준은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김영택, 김원홍, 김동식, 2010),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에 대한 관심이 표출되는 시기로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기 때문에 이 시기의 성폭력 피해는 신체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 부분에서도
피해가 심각하다(이경자, 윤영숙, 서명숙, 1992)는 선행연구와 내용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자기보호방법이나 법률적 처벌 및 권리 등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부모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성문화에 대한 이해나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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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정서적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입 이후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부모의 올바른 초기대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또한 현장에서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이 감춰지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담자는 피해청소년에게 법적 보호
자를 확보하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의 이해와 법적대응절차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을 실시하여 피해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회복절차를 경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넷째,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매뉴얼과 이를 실행
하는 사례를 의뢰받은 상담자의 역량으로 나타났다. 포커스그룹에 참여한 청소년상담복지센
터나 성폭력전문기관의 현장전문가 모두 성폭력사례의 특성상 위기상황에 안정적이고 적절하
게 대처하기 위한 매뉴얼개발과 이를 실행하게 되는 상담자의 전문역량이 갖추어져야함을 지
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개입매뉴얼 개발에 대한 제언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처리
절차,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 등과 같은 개입절차, 성폭력 피해청소년과의 신뢰확보, 후
유증 치료를 통한 개입, 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개입 등의 직접개입방안, 부모상담의 필요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적 처벌 및 권리와 부모 또는 교사 등의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 멘토
양성을 통한 지지체계 마련과 연계자원 확보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 전문기관과 청소년상담복
지센터 모두 공통된 의견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성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안정적
이고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발생부터 사후개입까지의 체계적인 개입절차 마련은 물론 피
해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실시 그리고 연계자원의 확보를 통한 피해
자와 보호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으로 구성된 매뉴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역량
으로는 내담자의 특성을 배려한 상담, 법적 절차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연계자원 확보, 전문교
육, 상담자 태도 등이 보고되었다. 성폭력 사례를 자주 접하지 않은 상담자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가해자의 논리에 빠져들기 쉽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피해
로 인해 매우 민감해 있는 내담자를 대할 경우 수치심을 주지 않으며 수용적인 태도로 내담
자편에서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특성상 상담자는 쉽게 일반적 훈육방식으로 대하
기 쉽게 되고 피해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일방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으로 일관하기 쉽다. 실
제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불신이나 비난 등의 부정적 태도가 피해자에게
더 자기비난적 태도를 갖게 만든다고 보고되고 있다(한인영, 박명숙, 유서구, 류소영, 2008;
Hazzard, Celano, Gould, Lawry, & Webb, 1995; Quas, Goodman, & Jones, 2003). 이러한 상

황에서 상담자는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며 존중과
온화한 태도 등으로 피해청소년을 대하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문제 유형의
사례보다는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하는 상담자 태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문제보다 복합적인 문제와 후유증이 심한 것을 감안하여 상담자는 내담자의 회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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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고 지속적인 관심이나 사후관리 등도 개입방안의 중요한 절차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
다. 청소년성폭력사례의 경우 가족, 환경, 개인특성은 물론 제도적 문제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되므로 개입 또한 다양한 방면의 전문성을 요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스스
로 연계자원을 개발하거나 발굴함은 물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는 청소년문화에 따른 성폭력피해유형도 변화함
을 인식하여 청소년문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따른 상담자의 역량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이
청소년성폭력문제를 다루는 현장전문가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청소년성폭력피해문제
를 다루는 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해바라기센터 외에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성폭력
상담소, 교육청 Wee센터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여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또한 현장전문가들이 진술하는 피해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지원기관을 찾은 청소년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문제유형의 특
성상 피해사실이 드러나 있지 않아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극심한 무기력과 상처로 외
부와의 관계를 단절한 상당수의 피해자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지속적
으로 현장의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상담경험과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개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
나 청소년의 경우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발달단계로 개인이나 환경의 특성은 지역에
따른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서울, 충청지역에서 상담경험이 있는 현장전문가
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정된 지역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
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해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
이다. 이에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은 물론 성폭력피해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구별하여
분석함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성폭력피해청소년 문제개입에 있어 전반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량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각 지역센터마다 성폭력문제개입에 있어 전문교육을 받거나 전
문적인 역량을 갖춘 다양한 상담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성폭력
이라는 특정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전문가의 아동
청소년성폭력 피해자 개입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상담자는 물론 피해청소
년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 적용대상의 눈높이로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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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establish the effective coping measures suitable for counsellors of local youth counselling
welfare centers, encountering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in sites, this study aims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manuals by collecting the experience of intervening
in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and also providing them with legal/financial supports from
on-site experts of institutes specialized in intervening in and supporting sexually victimized
children/adolescents. Targeting two expert groups of sexual violence institute and another two
counsellor groups of adolescent counselling welfare center,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performed and analyzed. In the results, total three themes, ten categories, 32 sub-categories, and
99 units of meaning were identified. Regarding the three themes, the 'cognition in the process of
intervening in cases of adolescent sexual violence', 'on-site experts' methods of intervening in cases
of adolescent sexual violence', and 'suggestions for on-site experts related to the intervention of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and counsellors' competence' were drawn. In the results of the
study, each institute showed differences in the types of problem and coping measures while the
family characteristics gave huge influence on causes for sexual violence or its recovery process
afterward. In case of victimized adolescents,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y have vulnerabl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lso, as effective intervention measures,
counsellors' professional counselling competence was drawn as its essential resolution measures.
As a site-based research,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effective intervention
direction by analyzing the person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in sites and also using counsellors' statements of successful intervention.
Key words: Sexually Victimized Adolescents, Intervention Manual, Sexual Assault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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