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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쉼쉼쉼터터터 거거거주주주 여여여성성성의의의 폭폭폭력력력 경경경험험험과과과 건건건강강강 상상상태태태

  이 연구는 쉼터 거주 여성의 폭력 경험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
악하여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
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자료 수집은 2005년 4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성부(2004)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48개 쉼터 중 연구에 동의한
23개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연구자가 직접 쉼터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직
접 방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쉼터 원장을 통하여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폭력 경험 측정 도구는 Straus외(1996)가 개발한 갈등책략척도
(ConflictTacticsScaleⅡ)를 여성부(2004)가 수정 활용한 가정폭력실태 조
사도구를 사용하였고,건강 상태는 Weider외(1945년)가 개발한 코넬의학지
수(CornellMedicalIndex)를 남호창(1965)이 수정 활용한 간이형 건강조사표
를 사용하였다.수집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대상자
와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대상자의 폭력 경험 및 건강 상태는 빈도,
백분율,평균,표준편차를 사용하였고,폭력 경험과 건강 상태와의 상관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는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심리적 폭력 경험이 100.0%,성적 폭력 경
험이 85.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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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적 건강 문제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신경계,근골격계 증상이었으
며,정신적 건강 문제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우울,긴장이었다.

3)폭력 경험과 신체적 건강(r=.221,p<.05)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전
체 건강(r=.211,p<.05)간에도 역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 경험과 정신적 건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연구 대상자의 배우자 폭력 경험
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대상자들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신
체적 건강 및 전체 건강 상태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쉼터 입소 시 표준화된 건강 사정 도구로 신체적,정신
적 건강을 사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신체적 건강 문제와 정신적 건강 문
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핵심되는 말 :폭력 경험,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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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가정 내의 문제로만 여겨져 오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가 개소되면서부터이다.이렇게
가정폭력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면서,여러 여성 단체나 대중 매체는 가정폭
력을 방지하고자 관련법의 시행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
해왔다.그 결과,1998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으로 통칭)시행이 이루
어졌고,이 법의 시행 이후 가정폭력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어,가해자를 격
리시키고 피해자를 의료 처리하거나 쉼터로 인도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가정폭력방지법』이 실시된 지 9년이 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

폭력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여성가족부(2005)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366’여성의 전화를 통하여 상담한 내용을 통계를 낸 결과 가정
폭력,성 폭력,성 상담 순으로 상담을 많이 하였고,그 중 가정폭력 상담률
은 2002년 22.2%,2003년 24.6%,2004년 26.6%로 매년 증가해 왔다.
가정폭력 유형을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행

사하는 배우자 폭력,자녀 폭력,부모폭력,형제폭력의 네 가지 유형이 있는
데,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형태는 남편이 아내에게 행하는 배우
자의 폭력이다(변화순,원영애,최은영 1993).여성가족부의 통계(2005)에 의하
면 전국 가족 폭력 상담소 182개 지부를 통하여 상담한 건수는 총 71,025건으
로 이 중 ‘배우자에 의한 아내 폭력’이 89.2%를 차지했다.
남편에 의한 배우자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자 여성가족부(2004)에서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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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명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남편 2명 중 1명
꼴인 45.9%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가
족부 2004).
우리나라 남편에 의한 배우자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있음은,우리나라 여

성이 폭력을 경험하는 주기가 짧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된다.쉼터 거주
여성 6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폭력 빈도를 조사한 결과,한 달에 한두 번
46.7%,1주일에 1회 이상 21.3%,거의 매일 10.0%로 조사되었다(윤미선
1999).또한,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한 대상자 6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보
니 남편에 의한 배우자 폭력 발생 빈도가 일주일에 1-2회가 34.6%,3-4회가
21.4%,거의 매일이 19.4%로 나타나 일주일에 1회 이상 배우자 폭력을 경험
하는 여성이 76.4%에 달하여 배우자 폭력 경험 주기가 매우 짧음을 알 수
있다(박혜영 2002).
배우자 폭력은 여성에게 많은 피해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즉,배우자

폭력을 오랜 기간 혹은 반복적으로 경험한 여성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힐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Golding1999;Morenoet
al.2005).배우자 폭력 피해 여성의 33.0% 이상은 응급실에 갈 만큼의 심한
손상을 입고(McLeer,andAnwar1989),배우자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들보다 신체적인 건강 문제가 많으며,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고 보고하고 있다(Murdoch,andNichol1995).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호소하는 신체적 건강 문제로는 주로

비골 및 치아 골절,고막 파열 등이 흔하며,드물게는 안구 파열,뇌에 치명
적인 손상을 받기도 한다.손상 정도는 타박상이 제일 많고,흉기로 찔린 열
상,늑골 골절,화상,뇌 손상과 그 후유증으로 불구 장애가 남아 일생을 고
통 속에서 살아가기도 한다(김광일 1985).또한 박혜영(2002)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폭력으로 인하여 고막이 찢어지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고,유산이 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배우자 폭력으로 인해 의료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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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 48.1%에 이르러 배우자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호소하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는 외

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불안이 있고(Campbelletal.1997),배우자 폭력
은 여성에게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기도 하는데 배우자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and
Sheridan1989).또한 배우자 폭력은 여성을 자살 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이 되기도 하여 배우자 폭력 경험이 여성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Morenoetal.2005).그 외에 낮은 자존감,우울증을 동반한
무기력,사회로부터의 소외감,자신을 무능력 혹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학
습된 무기력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불안감과 공포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김유순 2001).
배우자 폭력이 혈연으로 맺어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볼

때,그 피해는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자녀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
다.김정란(2003)은 519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우자 폭력이 자녀에게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의 46.2%가 지난 1년간 아버지가 어머니
에게 폭력을 가하는 상황을 목격하였고,이러한 배우자의 의한 아내 폭력의 목
격 경험이 많은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우울,불안,위축,그리고 신
체증상을 많이 호소하였다.또한,친구와 잘 어울리지 못하며,학업 성적이 낮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배우자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심리적 증상과 함께 공격적 행동,폭

행 등의 행동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사회적으로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소명,현명호 2004).더욱이 과거와는
달리 여성들은 가족 내 폭력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사회적으로도 많은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배우자 폭력은 가정 내에서 용서되고 묵인되지 않게
되었다.그 결과,가정폭력은 이제 가정 해체를 초래하는 크나큰 요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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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다.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폭력은 개인적인 차원을 떠나 사회
적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우자 폭력에 관한 연구는 일반 지역 사회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김광일,조연규 1990;김재엽,1998;한국.여성가족
부 2004),소수의 쉼터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김미
선 2002;김선아 외 2003;윤미선 1999).그러나 일반 가정의 아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폭력에 취약한 여성들을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배우자 폭력 실태 및 배우자 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강 문제를 파악하려
할 때 우선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이미 심한 폭력을 경험한 쉼터 거주 여성들
의 폭력 실태와 건강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전국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배우자 폭력 경험

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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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목목목적적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전국 쉼터 거주 여성의 폭력 경험과 건강 상태와의 관
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쉼터 거주 여성의 폭력 경험을 조사한다.
2)쉼터 거주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조사한다.
3)쉼터 거주 여성의 폭력 경험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와의 관계를 파
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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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용용용어어어정정정의의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배우자 폭력

배우자 폭력은 배우자(실질적 혼인 관계 포함)가 아내에게 신체적,심리
적,성에 강압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Mirlees-Black1995).이 연구에서
의 배우자 폭력은 Straus외(1996)가 개발한 갈등책략척도(ConflictTactics
ScaleⅡ)를 수정 활용한 가정폭력실태조사도구(한국.여성부 2004)를 이용하
여 측정한 점수이다.

2)건강

건강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Coder,
andShowealter1972).이 연구에서의 건강 상태는 Weider외(1945)가 개발
한 코넬의학지수(CornellMedicalIndex)를 수정 활용한 간이형 건강조사표
(남호창 1965)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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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문문문헌헌헌고고고찰찰찰

111...배배배우우우자자자 폭폭폭력력력 실실실태태태

배우자 폭력에 대한 실태 연구는 1980년대 들어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아래에서는 배우자에 의한 여성
의 폭력 경험률,폭력 유형별 경험률,배우자의 폭력 행위,폭력 빈도순으로
배우자 폭력 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폭력 경험률에 관하여,김광일과 조연규(1990)는 전 국민을 모집단

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Straus(1979)가 제시한 8등급의 신체적 폭력 척도를
사용하여 폭력 경험을 측정하였다.연구 결과 ‘지난 1년 간’여성의 37.5%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고,그 중 심한 신체적 폭력 경험은 12.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성 560명,여성 640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 간’배우자 폭력 경험을 파악한 결과,신체적 폭력 경험이 있는 여
성은 28.4%였고,그 중 심한 신체적 폭력 경험 여성은 10.6%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또한,전국 20세 이상의 결혼한 남녀 1,523명(동거,사별,이혼,별거 중인

남녀 포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지난 1년 간’의 신체적 폭력 경험을
파악하였는데,그 결과 여성의 폭력 경험은 27.9%,심한 신체적 폭력은 7.9%
로 조사되었다(김재엽 1998).한편,변화순,원영애,정숙경(1999)는 전국 20대
에서 50대 성인 남성 542명,여성 558명을 대상으로 Straus(1979)가 제시한 8
등급의 신체적 폭력 문항 중 1문항을 제외하고,언어적 폭력 문항을 추가하
여 ‘지난 1년 간’폭력 경험을 파악하였다.그 결과 여성의 32.9%가 폭력을
경험하였고,그 중 ‘폭력을 쓰진 않았지만 심한 욕설’,‘뺨을 맞은 경우’를 1
년에 1-3회 경험한 여성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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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루어진 전국적인 조사로 실질적 혼인 경험(동거,별거,사별,이
혼 포함)이 있는 성인 남녀 6,156명 대상으로 Straus외(1996)의 Conflict
TacticsScalesⅡ를 이용하여 ‘지난 1년 간’의 신체적,심리적,성적 폭력 경
험을 조사하였다.그 결과,여성의 37.3%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폭력 13.2%,심리적 폭력 34.1%,성적 폭력 6.4%로 나타나 심리적 폭
력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여성가족부 2004).
이처럼 배우자 폭력 경험률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평균적

으로 ‘지난 1년 간’의 배우자에 의한 여성의 폭력 경험은 27.9% -37.5%로
조사되었는데 가정 폭력의 특성 상 은폐되는 수치를 감안한다면 실제의 수치
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우리나라 배우자 폭력 발생률은 미국과
일본의 배우자 폭력 발생률보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즉 미국의 경우 일
반 지역사회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경험
한 폭력 경험은 3.0% -12.1%였으며,응급실이나 일차 진료 기관을 이용한 여
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폭력 경험은 5.5% -28.0%로 조
사되었다(Jonesetal.1999).또한 같은 아시아권이며 인접 국가인 일본의 경
우에는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15.0%로 조사되었다(Morenoetal.
2005).
둘째,배우자 폭력 유형별 경험률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김정란과

김경신(2003)은 1년 이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광주 지역의 396쌍의 부부를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신체적 폭력 44.4%,심리적 폭력 91.9%,성적 폭력 53.7%
로 조사되었다.또한,김경신(2004)은 광주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1년 이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4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적 폭력 경험률이 41.1%,
심리적 폭력 경험률이 85.2%,성적 폭력 경험률이 55.4%로 조사되었다.위의
두 연구 결과 심리적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신체적,성적 폭력 발생률
도 높아 우리나라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배우자의 폭력 행위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배우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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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중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심리적 폭력은 김경신(2004)의 연구에서
대상자는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기’,‘고함을 지르거나 때리겠다고 위협
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은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물

건을 집어 던지기’,‘발로 차거나,주먹으로 때리기’,‘밀치거나,머리카락을 움
켜쥐기’,‘뺨 때리기'등의 신체적 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국여성의 전화,2002).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하는 10개의 쉼터에 거주하
는 6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흉기로 위협하기‘의 경우도 45.0%
로 나타나 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다(윤
미선 1999).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접촉을 하는 성적 폭력은 김경신
(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80.0% 이상이 ‘싫어하는 체위의 성 행위를 하기
위해 때리기’,‘원하지 않을 때 성 관계를 하기 위해 완력 사용하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폭력의 발생 빈도 측정에 관하여,김승권과 조애저(1998)의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편에 의한 폭력은 월 2-3회 발
생하는 경우가 27.9%,거의 매일 발생하는 경우 24.8%,주 2-3회 13.9%로 가
장 많아 피해 여성의 66.6%가 매월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쉼터 거주 여성의 대상으로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한달에 한두 번이 46.7%,1
주일에 1회 이상 21.3%,거의 매일이 10.0%의 순으로 조사되어 피해 여성의
78.8%가 매월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윤미선 1999).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배우자에 의한 여성의 폭력 경험률 및 폭력 유

형별 경험률이 높고,배우자의 폭력 행위가 다양하고 심각하며,폭력 빈도가
잦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우자의 폭력에 의해 거주
하게 된 여성들이 대부분인 쉼터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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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배배배우우우자자자 폭폭폭력력력 관관관련련련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배우자 폭력과 배우자 및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는데 배우
자 폭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각 연구마
다 다른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즉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배우자 폭력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있어 인구사
회학적 특성과 배우자 폭력에 대한 관계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나 그 예를 보면,아내 폭력과 관련된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
성으로 연령,학력,월 소득 등을 들 수 있다.여성가족부(2004)의 연구의 결
과를 살펴보면,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남성의 연령으로 30대가
15.1%,와 40대가 14.3%로 30,40대가 가장 많았고,50대는 11.4%,60세 이상
은 7.5%로 젊은 연령의 남성일수록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그러나 박혜영(2002)의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의 경우 폭언이나 멸시 등의
심리적 폭력을 많이 행사하며,발이나 주먹으로 때림,물건 등을 던지는 경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30대와 40대의 경우와 50대 이상
의 경우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는 심한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조사되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폭력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였다.따
라서 배우자 폭력과 남편의 연령 사이에 일관성 있는 관계가 규명되지 못하
고 있다.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학력 특성에 관해서는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내가 폭력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와 이와 상반되게 학력이 높을
수록 폭력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먼저,김정란,
김경신(200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교육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
어 학력이 낮을수록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즉,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남편 집단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집단



- 11 -

보다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와 반대로
학력이 높을수록 폭력을 더 빈번히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어
대조를 이룬다(변화순,원영애,정숙경 1999).따라서 폭력 경험과 남성의 교
육 수준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배우자에 의한 아내 폭력과 남성 수입과의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보

면,남성의 수입으로 200-250만원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가
있는 반면(김미선 2002),남편의 폭력 행동과 수입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밝
힌 연구도 있어(김재엽 1998)폭력 경험과 남성의 수입과의 관계 역시 다양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과 관련된 폭력 경험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학력,월

소득 등을 들 수 있다.이들 중 먼저 연령에 관하여 보면 Moreno외(2005)의
연구에서는 젊은 연령 집단이 중년 집단에 비해 폭력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
고하고 있는데 이와 반대로 Dienemann외(2000)의 연구에서는 45세 이상의
여성이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69.0%,25-44세 여성은 52.4%로 조사되어
나이가 많을수록 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연령과 폭력 경험 사이에도 일관성 있는 관계가 규명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폭력과 관련된 폭력 경험 여성의 학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학력이 이 낮을수록 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경향과 이와 상반되게 학력이 높을
수록 폭력을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동시에 존재한다.Maziak과
Asfar(2003)은 교육 수준이 낮은 여성일수록 폭력 을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것에 반하여,Kaukinen(2004)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배우자와 같
거나 높을 때 심리적 폭력 경험이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따라서 폭력은 저학
력을 가진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배우자 폭력과 폭력 경험 여성의 수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선행 연구

들이 일관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수입이 적을수록 배우자에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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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Maziak,and Asfar
2003),수입이 많은 여성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고(Kaukinen2004),소득과 같은 경제 상태는 폭력 경험과 무관하
며 다양한 소득 계층의 여성에게서 폭력이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다(Hassan
etal.2004).
위의 문헌들을 종합해 볼 때 배우자 폭력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연령,학

력,소득 수준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
이 있다.이 연구에서는 전국 쉼터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의 배우
자 폭력과 남편 및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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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폭폭폭력력력 경경경험험험과과과 건건건강강강과과과의의의 관관관계계계

111)))신신신체체체적적적 건건건강강강

배우자 폭력은 가장 친밀한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인 여성에게 다른 범죄들보다 훨씬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
히는 범죄이다.또한 배우자로부터의 잦은 폭력 빈도와 폭력 행위의 심각성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인 여성은 의료 혜택을 필요로 한다.실제로,종합 병원
의 응급실이나 외래 그리고 일차 진료 기관에 통증,골절,안면외상,인대 손
상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여성 환자들 가운데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는 보고를 통해서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엿볼 수 있다(Campbell,andLewandowski1997).아래
에서는 배우자의 폭력 경험으로 인하여 여성에 발생한 신체적 건강 문제에
관하여 외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외국의 문헌을 살펴보면,Dienemann외(2000)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하
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지를 각각 비교하였다.그 결과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여성 중 70.2%가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은 여성은 51.5%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여,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게 평가하였다.폭
력을 경험한 여성 중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여성의 대부분이
본인의 건강 상태가 나쁜 원인을 폭력이라고 꼽았으며.신체적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두통과
만성 통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rown과 Malcoe(2005)는 Oklahoma에 위치한 118개 병원에 내원한 남성,

여성 환자 3,988명을 대상으로 내원 이유를 조사한 결과,여성 환자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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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고 내원한 것으로 나타났
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 환자에게 발생한 건강 문제로는
두경부 손상이 가장 많았으며,조직 손상,멍듦,골절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Moreno외(2005)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발
생한 신체적 건강 문제를 알아보았는데 보행 장애,만성적인 통증,기억력 감
퇴,어지러움,생식기 질환 등을 주로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김재엽(1998)의 연구에서는 배우자로

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89.9%에서 신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피해 여성이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가벼운 상처 및 타박상’이
4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그 외에 ‘골절상’,‘고막 이상 및 치
아 손상’,‘실명’,‘실어증’등의 심각한 신체적 손상도 발생한다는 것이 확인되
었다.
또한 임상 기관에서 조사한 연구로 안기옥 외(2002)의 연구에서 보면 응

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여성 외상 환자 1,665명 중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
한 여성 47명을 대상으로 손상 부위를 조사한 결과 안면부 54.5%,두경부
52.7%,흉부 16.4%순으로 조사되어 안면부 손상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
었다.게다가 손상 부위가 한 군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이상인 여
성이 52.7%였으며 이러한 피해 여성 중 25.8%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
아야 할 정도로 신체적 손상 정도가 심각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외국 연구와 우리나라의 연구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폭력

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신체적으로 다양하고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더욱이 폭력으로 인하여 여성의 신체적 건강에 손상이
생긴 것만큼이나 큰 문제는 신체적 건강 문제가 발생함에도 피해 여성 본인
의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과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
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여,폭력으로 인해 발
생된 건강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Bauer,andRodriguez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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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쉼터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던 선행 연구들은 배우자에 의한 폭
력 경험에 의한 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거의 없는데 김선
아 외(2003)의 연구에서도 폭력 경험의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여 주었으
나 신체적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여성의 신체적 건강 상 심각

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국내외의 연구들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기존에 조사
가 부족했던 쉼터 거주 여성의 신체적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22...정정정신신신적적적 건건건강강강

배우자로부터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건강 문제로는
우울,불안,자살시도,약물 남용,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고(Campbelletal.
1997),그 외에 공포,수면장애,위축감,좌절감,고립감,심한 자존감 손상,무
기력증,자아상실감이 있다(변화순,원영애,최은영 1993).또한 폭력과 직접
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통,만성적인 통증,소화불량,수면장애와 같은
증상도 폭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Campbell,andSheridan1989).
이렇듯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발생되는 문제는 다양하다.

다양하게 발생되는 정신적 건강 문제 중 주로 많이 발생하는 정신적 건강 문
제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불안 등을 꼽고 있는데(Jonesetal.
1999).아래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증,불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
를 살펴보았다.
첫째,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관련된 외국,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먼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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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우 Thomas외(2005)는 미국의 쉼터에 거주하는 79명의 여성을 대상
으로 하여 배우자 폭력 경험으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 건강 문제를 파악하였
는데,그 결과 쉼터 거주 여성의 54.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홍창희와 박유숙(2001)이 배우자의 폭력이 아

내의 정신 병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폭력을 경험한 여성 159명과 폭
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내 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그 결과 배우자로부
터 폭력을 경험한 아내의 78.0%에게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타났고,
특히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아내 보다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에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둘째,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발생되는 우울증에 외국,우

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외국의 경우 Dienemann외(2000)는 우울증으로
진단 받은 여성 82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대상자
중61.0%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나 시도하는 행위는 우울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인데,
Krishnan,Hilbert,VanLeewen(2001)이 미국의 쉼터에 거주하는 102명의 여
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 한 후 취한 행동에 관하여 조사한 결
과 48.0%의 여성이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우울증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홍창희와 박유숙(2001)의

연구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62.0%에서 우울증이 나타난 것으
로 조사되었다.이러한 우울의 정도는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이 일반 지역 사
회 거주 여성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선아 외(2003)의 연구에서 한
개의 쉼터에 1년 6개월 동안 거주한 9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Centerfor
EpidemiologicalStudiesDepressionScale을 사용하여 우울을 측정한 결과,
우울 점수는 27.2점이었고 이에 반해 일반 지역 사회 거주 여성을 대상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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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13.5점으로 쉼터 거주 여성의 우울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선정 2002).
셋째,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에게 발생되는 불안에 대한 외국,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Murdoch과 Nichol(1995)은 487명의 여성을 대
상으로 정신적 건강 문제를 사정한 결과,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불안 정도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고,Haj-yahia(2000)이 연구에서도 1,334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정신적 건강
상태를 조사하여 본 결과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불안 수준이 훨씬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우리나라의 연구를 보면,김승권과 조애저(1998)의 연구에서는 배우

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조사하였을 때 불안
16.9%,무력감,자아상실 및 의욕상실이 15.1%,남편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15.1%로 조사되어 불안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김경
신,박옥임,정혜정(1999)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도에 거주하는 여성 441명을
대상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이후 여성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였더니
‘불안했다’20.6%,‘죽고 싶었다’가 18.3%로 응답하여 역시 불안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여성의 정신적 건강이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일반 지역
사회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결과였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 지역 사회 거주 여성보다 폭력 경험이 많을 것으로 추정
되는 쉼터 거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폭력 경험에 따른 정신적 건강 문제
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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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의 배우자 폭력 경험과 건강 상태와의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22...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이 연구를 위하여 먼저 여성가족부(2004)에 등록된 전국 48개 쉼터를 선
정하였다.각 쉼터에 전화와 기관 담당자의 면접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알렸
고,설문에 응해준 쉼터는 23곳이었다.23곳의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 총 175
명 중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있는 여성은 116명(66.3%)이었고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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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실제 조사에 앞서,질문지의 사용 가능성을 사정하기 위해 쉼터 담당자
및 거주 여성 3인에게 예비 조사를 하였으며,그 결과 질문의 내용 및 사용
된 언어 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폭력 경험 측정 척도,건강 상태 측정 척도,

인구사회학적 특성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11)))폭폭폭력력력경경경험험험측측측정정정척척척도도도

폭력 경험 측정 척도는 Straus 외(1996)가 개발한 갈등대처유형척도
(ConflictTacticsScaleⅡ)를 여성가족부(2004)가 수정 활용한 가족폭력실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이 척도는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로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20이었다.
도구의 구성은 총 15문항으로 협상 1문항,심리적 폭력 3문항,신체적

폭력 8문항,성적 폭력 1문항,상해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은 '전
혀 없음'0점,‘1-2번’1점,‘3-5번’2점,‘6-10번’3점,‘11번 이상’4점
으로 점수화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다.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α 값은 .93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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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건건건강강강상상상태태태측측측정정정척척척도도도

건강 상태 측정 척도는 Weider 외(1945년)가 개발한 코넬의학지수
(CornellMedicalIndex)를 남호창(1965)이 수정 활용한 간이형 건강조사표를
사용하였다.이 척도는 자기보고식의 질문지로서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
도구 구성은 신체적 건강 문제 35문항,정신적 건강 문제 22문항으로

총 5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신체적 건강 문제의 하부 문항으로는 호흡기
계 5문항,심장혈관계 6문항,소화기계 9문항,근골격계 3문항,신경계 5
문항,비뇨생식계 1문항,눈,귀 2문항,습관 1문항,질병 발생 1문항,피
로 1문항,집안 건강력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은 ‘아니오’0점,‘예’
1점으로 점수화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였다.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α 값은 .873이었다.
정신적 건강 문제의 하부 문항으로는 부적응 4문항,우울 3문항,불안 2

문항,신경과민 3문항,분노 6문항,긴장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각 문항은
‘아니오’0점,‘예’1점으로 점수화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
은 .82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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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자자자료료료수수수집집집 방방방법법법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05년 4월 11일부터 2005년 5월 14일
까지 이었으며,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쉼터 원장을 통하여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자료 수집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여성가족부(2004)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48개의 쉼터 중 이 연구
목적에 동의한 23개의 쉼터를 선정하였다.
둘째,23개 쉼터의 담당자에게 전화 방문 및 직접 방문을 통하여 이 연구

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었다.
셋째,쉼터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설명을 들은 대

상자가 직접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대상자가 질문지를 작성함을 연구에 동
의한 것으로 받아들였고,작성된 질문지는 쉼터 원장이 회수하였다.
넷째,회수된 질문지는 우편으로 연구자에게 반송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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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2.0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대상자와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석은 빈도,백분율,평균,표준편
차를 구하였다.
2)대상자의 폭력 경험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해 빈도,백분
율,평균,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3)대상자의 폭력 경험과 건강 상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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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111...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 46.6%,30대 40.5%,50대 이상 7.8%로 30,40대
(87.1%)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연령의 범위는 최저 23세,최고 59세로 평균
41세였다.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60.0%,중학교 졸업 16.5%,대학교 졸업 이
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이 11.3%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상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대상자는 71.3%
였다.대상자가 응답한 직업으로는 무직(전업 주부 포함)이 53.9%,판매 종사
자 20.9%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직장이 없이 가사 일을 돌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족 경제 상태로서의 월수입의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50.5%,99만 원 이하 24.3%의 순으로 나타나 절반가량의 대상자가 수
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자녀수는 2명인 경우 56.5%,1명인 경우
21.8%로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최저 1명,최고 5명으로 평
균 2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결혼/동거 기간은 10-19년 41.7%,
1-9년 30.4%,10-19년 26.1%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저 2년,최고 33년으
로 평균 14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24 -

<표 1>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16)

*무응답은 제외 됨

특성 내용 실수 백분율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6
47
54
9

5.2
40.5
46.5
7.8

계 116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14
19
69
13

12.2
16.5
60.0
11.3

계 115* 100.0
직업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무직(전업 주부 포함)

1
5
15
24
1
1
6
62

0.9
4.3
13.1
20.9
0.9
0.9
5.1
53.9

계 115* 100.0
월수입 없음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56
27
20
6
3

50.0
24.1
18.0
5.3
2.6

계 112* 100.0
자녀 수 1명

2명
3명
4명 이상

24 21.8
62 56.4
21 19.1
3 2.6

계 110* 100.0
결혼 기간 1-9년

10-19년
20-29년
30년 이상

35 30.4
48 41.7
30 26.1
2 1.8

계 1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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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배배배우우우자자자의의의 인인인구구구사사사회회회학학학적적적특특특성성성

배우자에는 남편 외에 동거인도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배우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연령별 분포는 40대 52.2%,
30대 25.2%,50세 이상 20.9%로 30,40대 이하(77.4%)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
고,연령의 범위는 최저 25세,최고 62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44세였다.학력
은 고등학교 졸업 55.3%,중학교 졸업 15.8%,초등학교 졸업 15.8%로 고등학
교를 졸업한 배우자가 가장 많았고,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배우
자는 68.5%였다.직업별 분포를 보면 판매 종사자 22.8%,무직 21.9%의 순으
로 나타났고,월 총 수입은 100-199만원인 경우가 36.5%,수입이 없는 경우
가 23.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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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116)

*무응답은 제외 됨

특성 내용 실수 백분율
연령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2
29
60
24

1.7
25.2
52.2
20.9

계 115*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

18
18
63
15

15.8
15.8
55.3
13.1

계 114* 100.0

직업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무직

4
13
6
26
7
7
13
13
25

3.6
11.4
5.3
22.8
6.1
6.1
11.4
11.4
21.9

계 114* 100.0
월 총 수입 수입 없음

99만원 이하
100-199만원
200-299만원
300만원 이상

24
17
38
16
9

23.1
16.4
36.5
15.4
8.7

계 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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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폭폭폭력력력 유유유형형형별별별 경경경험험험 횟횟횟수수수 및및및 수수수준준준

(((111)))폭폭폭력력력 유유유형형형별별별 경경경험험험 횟횟횟수수수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은 쉼터에 오기 1년 전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
고,연구 대상자 116명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유형별 폭력 횟수는 <표 3>과
같다.
심리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은 대상자 100.0%가 경험하였고,성적 폭력은

85.1%가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지난 1년 간’의 심리적 폭력 경험은 ‘모욕적인 이야기하기’,‘악의적인 이

야기하기’,‘때리려 위협하기’를 11회 이상 경험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신
체적 폭력 경험 중 ‘물건 집어 던지기’,‘세게 밀치기’,‘뺨 때리기’,‘마구 때
리기’,‘주먹으로 때리기’의 경우 ‘지난 1년 간’1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또한 흉기로 위협당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82.5%로
나 되어 대상자가 경험하는 폭력 상태가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성적 폭
력은 원치 않는 성 관계를 강요당한 경우가 ‘지난 1년 간’11회 이상 경험한
대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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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폭력 유형별 경험 횟수
(n=116)

유형 내용
아니오 1-2회 3-5회 6-10회 11회 이상

실수*(백분율)실수*(백분율)실수*(백분율)실수*(백분율)실수*(백분율)

심리적
폭력

모욕적인이야기
악의적인이야기
때리려위협하기

2(1.7)
4(3.5)
4(3.5)

16(14.2)
15(13.0)
20(17.7)

20(17.7)
25(21.7)
19(16.8)

21(18.6)
17(14.8)
16(14.2)

54(47.8)
54(47.0)
54(47.8)

신
체
적
폭
력

물건집어던지기
세게 밀치기
뺨 때리기

5(4.4)
9(7.8)
11(9.6)

24(21.1)
24(20.7)
27(23.5)

25(21.9)
23(19.8)
28(24.3)

17(14.9)
13(11.2)
12(10.4)

43(37.7)
47(40.5)
37(32.2)

주먹으로때리기
물건으로때리기
마구 때리기
흉기로위협하기
어깨 움켜잡기

4(3.5)
34(30.1)
9(7.8)

20(17.5)
11(9.7)

29(25.2)
33(29.2)
34(29.3)
44(38.6)
34(29.8)

30(26.1)
15(13.3)
23(19.8)
24(21.1)
25(21.9)

14(12.2)
8(7.0)
11(9.5)
6(5.3)
14(12.3)

38(33.0)
23(20.4)
39(33.6)
20(17.5)
30(26.3)

성적
폭력

원치 않는
성관계강요하기

17(14.9) 24(21.1) 18(15.8) 14(12.2) 41(36.0)

*중복 응답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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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폭폭폭력력력 수수수준준준

폭력 수준은 ‘지난 1년 간’대상자가 경험한 폭력 횟수 '전혀 없음'을 0
점,‘1-2번’을 1점,‘3-5번’을 2점,‘6-10번’을 3점,‘11번 이상’을 4점으로
점수화하여 합한 값으로 계산하였다.계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고,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심리적 폭력 수준은 12점 만점 중 8.7점,신체적 폭력 수준은 32점 만점

중 18.0점,성적 폭력 수준은 4점 만점 중 2.3점,전체 폭력 수준은 48점 만점
중 29.4점이었다.

<표 4> 경험한 폭력 수준
(n=116)

유형 평균 표준편차 범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8.7
18.0
2.3

3.427
8.734
1.509

0-12
0-32
0-4

전체 폭력 29.4 12.21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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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건건건강강강 상상상태태태

(((111)))신신신체체체적적적 건건건강강강 상상상태태태

연구 대상자 116명 전원이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였고,결
과는 <표 5>와 같다.표에 제시된 실수와 비율은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신체적 건강 상태는 신경계에 관한 모든 항목에서 증상 호소율이 높게 나

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근골격계 증상 호소가 높았다.세부 항목별로 많이 호
소한 증상을 보면,심장혈관계는 ‘심장이 빨리 뛸 때가 자주 있다’.‘손이나 다
리에 쥐가 날 때가 자주 있다’였고,소화기계는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다’
와 ‘자주 변비가 있다'였다.근골격계는 ‘허리가 아플 때가 자주 있다’와 ‘어깨
나 등살이 뻣뻣하다’를 많이 호소하였으며,신경계와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는
60.0% 이상의 대상자가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눈,귀 관련 항목에서
는 ‘눈에 피로가 오는 때가 있다’를 많이 호소하였으며,과반수이상의 대상자
가 ‘조금만 일해도 고단해 진다’를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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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세부항목별 빈도 및 비율
(n=116)

항목 내용 실수(백분율)

호흡기계 감기에 잘 걸린다
천식이 있다
심하게 식은땀을 흘릴 때가 가끔 있다
목이 부을 때가 있다
코가 막힐 때가 자주 있다

53(46.1)
13(11.3)
57(49.6)
57(49.6)
58(50.4)

심장혈관계 의사가 혈압이 높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심장이 빨리 뛸 때가 자주 있다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자주 있다
다리에 물집이 부을 때가 자주 있다
심장이 나쁘다고 의사가 말한 적이 있다
손이나 다리에 쥐가 날 때가 자주 있다

24(20.9)
74(64.3)
50(43.5)
43(37.7)
34(29.6)
74(64.3)

소화기계 언제나 식욕이 없다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다
위가 아플 때가 있다
자주 설사를 한다
자주 변비가 있다
치질이 있다
황달에 걸린 일이 있다
식사할 때에 가슴이 답답하다
토할 것 같을 때가 있다

28(24.1)
63(54.8)
39(33.9)
23(20.0)
60(52.2)
32(27.8)
5(4.4)
43(37.4)
41(36.0)

근골격계 관절이 부어서 아플 때가 있다
어깨나 등살이 뻣뻣하다
허리가 아플 때가 자주 있다

51(44.7)
78(67.2)
86(74.8)

신경계 심하게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
갑자기 오한이 생겨서 추울 때가 있다
갑작스럽게 현기증이 날 때가 있다
위를 쳐다보면 어지러울 때가 있다
몸이 저리거나 전기가 오는 때가 있다

95(81.9)
74(64.9)
93(80.9)
87(76.3)
75(65.2)

비뇨생식계 밤에 소변을 자주 본다 50(43.5)

눈,귀 귀울림이 있을 때가 있다
눈에 피로가 오는 때가 있다

63(54.8)
101(87.8)

피로 조금만 일해도 고단해 진다 80(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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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정정정신신신적적적 건건건강강강 상상상태태태

연구 대상자 116명의 대상자 모두가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음을 호소하
였고,결과는 <표 6>와 같다.표에 제시된 실수와 비율은 대상자의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정신적 건강 상태는 우울에 관한 모든 항목에서 증상 호소율이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긴장의 증상 호소율이 높았다.세부 항목별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으로 살펴보면 부적응에서는 ‘결단 내리기가 힘들다’였고,우
울과 관련된 모든 항목에서는 60.0% 이상의 대상자가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불안에서는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쓰인다’이었으며,신경과민에
서는 ‘수줍음을 많이 탄다’와 ‘타인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 마음에 걸린다’를
많이 호소하였다.또한 긴장 관련 항목에서는 ‘갑자기 소리가 나면 놀랜다’를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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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세부항목별 빈도 및 비율
(n=116)

항목 내용 실수(백분율)

부적응 윗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이 안 된다
천천히 하지 않으면 실수한다
명령을 잘 못 알아듣는다
결단을 내리기 힘들다

62(53.9)
59(51.3)
61(52.6)
80(69.0)

우울 모임에 나가면 외로움을 느낀다
모든 일이 재미가 없다
죽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다

71(61.2)
83(72.2)
91(78.4)

불안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쓰인다
타인이 신경질적이라고 말한다

67(58.8)
66(57.4)

신경
과민

수줍음을 많이 탄다
타인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 마음에 걸린다
나 자신을 까다롭다고 생각한다

67(58.8)
66(57.4)
34(29.6)

분노 친구에게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
별안간 충동을 받아서 일을 한다
자제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조그만 일로 화를 낸다
일을 시키면 화가 난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

48(42.1)
30(25.9)
28(24.6)
32(27.6)
29(25.4)
58(50.4)

긴장 갑자기 소리가 나면 놀랜다
누가 큰 소리를 치면 꼼짝 못한다
무서운 꿈을 꾸고 깰 때가 가끔 있다
갑작스럽게 무서워 질 때가 있다

89(76.7)
67(57.8)
82(71.3)
6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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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건건건강강강 수수수준준준

건강 수준은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유무에 따라 ‘문제가 없
다’0점,‘문제가 있다’1점으로 점수화하여 합한 값으로 계산하였다.계산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을 의미하며,결과는 <표 7>과 같다.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 호소 점수는 15.6점,정신적 증상 호소 점수는 11.3

점,전체 건강 증상 호소 점수는 54점 만점 중 26.9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7> 건강 수준
(n=116)

유형 평균 표준편차 범위

신체적 건강 15.6 6.712 0-32

정신적 건강 11.3 4.801 0-22

전체 건강 26.9 9.876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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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폭폭폭력력력 경경경험험험과과과 건건건강강강 상상상태태태와와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폭력 경험과 신체적 건강(r=.221,p<.05)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전
체 건강(r=.211,p<.05)간에는 역시 정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즉 폭력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및 전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을 나타
냈다.그러나 폭력 경험과 정신적 건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표 8>폭력 경험과 건강 상태와의 상관관계
(n=116)

유형       폭력 경험 p - 값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전체 건강

       .221

       .124

       .211

          .027 *

          .219

          .035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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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이 연구에서는 쉼터 거주 여성의 폭력 경험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연구 결과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이
높았으며,외국의 경우와 일관된 결과로 나타났다.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
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며,폭력 경험
과 건강 상태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폭력 경험과 신체적,전체 건강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으나,정신적 건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난 1년 간’배우자 폭력 경험률은 신체적 폭력 100.0%,심리적 폭력

100.0%,성적 폭력 85.1%로 조사되었다.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보고와 비
교적 일관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즉,배우자 폭력 경험으로 인하여 쉼터에
거주하게 된 102명의 미국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신체적
폭력 98.0%,심리적 폭력 95.0%,성적 폭력 56.0%로 조사되어 신체적,심리
적, 성적 폭력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rishnan, Hilbert,
VanLeeuwen2001).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쉼터 거주
여성의 배우자 폭력 경험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특히 성적 폭력
률이 우리나라 쉼터에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신체적 건강 문제로 신경계,근골격계,눈 및 귀,피로 순으로 높게 호소하

였으며,특히 신경계와 관련된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
한 정신적 건강 문제로 우울,긴장,불안 순으로 높게 호소하였으며,특히 우
울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폭력 경험이 많은 쉼터 거주
여성의 건강 상태가 일반 사회 거주 여성보다 좋지 않은 것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보고 된 바가 있다(김순정 2001).
배우자 폭력 경험과 건강 상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폭력 경험과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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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건강 및 전체 건강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이는 다음의 두 선행 연구들과 비교적 일관된 견
해를 보여주고 있는데,Gerlock(1999)의 연구는 배우자로부터 폭력 경험이 있
는 31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신체적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연구 대상자의
64.0%가 폭력 경험이 신체적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고 보고하고 있다.또한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후 신체적인 손상을 입
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여성이 35.0%에 달했고,병원을 이용한 여성은 의
사에게 신경계,근골격계,소화기계 관련 질병을 진단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Brown과 Malcoe(2005)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오클라호마에 거주

하는 여성 6,163명을 대상으로 배우자 폭력 경험과 신체적 건강 상태를 조사
하였다.그 결과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65.5%였고,이러한 폭
력 경험으로 인하여 31.6%의 여성이 신체적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신체적 손상으로 인하여 13.2%의 여성은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피해 여성의 신
체적 건강 간에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이 연구에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정신적 건강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홍창희와 박유숙(2001)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홍창희와 박유숙(2001)은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아내와 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아내를 대상으로 정신적 건강 상태를 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이 있는 아내가 폭력을 경험하
지 않은 아내에 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우울,무기력감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어 배우자 폭력 경험이 정신적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 배우자 폭력 경험과 정신적 건강 상태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

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다.정신적 건강 문
제는 단시간 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또한 쉼터 입소 당시 정신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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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나타났을지라도 쉼터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질문지를 작성할 시점에 정신적 건강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 그 원인으
로 생각해 볼 수 있다.또한 방법론적인 면에서 보면 도구의 민감성이 낮은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 폭력과 남편 및 아내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는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며,그 결과가 각각의 연구마다 상
이하다는 것은 이미 문헌 고찰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30대 25.2%,40대 52.2%로 30,40대가 주류를 이루었고,배우자의
85.0%가 고등학교 졸업자였고,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상자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평균 연령이 41세였으며 30대 40.5%,40대 46.6%로 30,40대
가 많았고,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60%로 가장 많았다.또한 월수입의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가 50.5%로 가장 많았다.연령에 있어 미국의 쉼터에 거주하
는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는데,Thomas외
(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평균 연령이 35세로,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연령
이 41세인 것에 비해 미국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의 연령이 낮게 조사되었다.
Krishnan,Hilbert,VanLeeuwen(2001)의 연구에서는 20대 39.0%,30대 33.0%
로 20,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30,40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연령이 역시 낮았다.하지만 배우자 및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은 폭력 경험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연구 대상자의 배우자 폭력 경험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이러한 폭력 경험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또한 대상자들의 배우자로부
터의 폭력 경험과 건강 상태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러한 점에서 볼 때,쉼터 입소 시 표준화된 건강 사정 도구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사정할 필요가 있으며,각각의 신체적 건강 문제와 정신적 건강 문제
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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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이 연구는 쉼터 거주 여성의 폭력 경험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
악하여 이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
해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자료 수집은 2005년 4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성가족부(2004)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의 48개 쉼터 중 연구에 동
의한 23개 쉼터에 거주하는 여성 1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연구자가 직접
쉼터를 방문하여 자료 수집을 할 계획이었으나 대상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
려하여 쉼터 원장 통하여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 측정 도구는 Straus외(1996)가 개발한 갈등책략척도(ConflictTactics
ScaleⅡ)를 여성부(2004)가 수정 활용한 가정폭력실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
고,건강 상태는 Weider외(1945년)가 개발한 코넬의학지수(CornellMedical
Index)를 남호창(1965)이 수정 활용한 간이형 건강조사표를 사용하였다.수집
된 자료는 SPSS/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대상자와 배우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과 대상자의 폭력 경험 및 건강 상태는 빈도,백분율,평균,표준편
차를 사용하였고,폭력 경험과 건강 상태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대상자는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심리적 폭력 경험이 100.0%,성적 폭력 경
험이 85.1%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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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체적 건강 문제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신경계,근골격계 증상이었으
며,정신적 건강 문제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우울,긴장이었다.

3)폭력 경험과 신체적 건강(r=.221,p<.05)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전
체 건강(r=.211,p<.05)간에도 역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력 경험과 정신적 건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연구 대상자의 배우자 폭력 경험
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이러한 폭력 경험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
적으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또한 대상자들의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경험과 건강 상태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쉼터 입소 시 표준화된 건강 사정 도구로 신체
적,정신적 건강을 사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의 신체적 건강 문제와 정신적
건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222...제제제언언언

1)폭력 경험이 있는 대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표
준화된 건강 사정 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2)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신경계,근골격계 관련 증상을 완화시키고,우울,
긴장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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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 질질질문문문지지지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배우자 폭력과 폭력과 폭력과 폭력과 폭력 폭력 폭력 폭력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여성의 여성의 여성의 여성의 건강 건강 건강 건강 상태에 상태에 상태에 상태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질문지     질문지     질문지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피해를 미치는 배우자 폭력
의 실태와 폭력 피해 여성들의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작성되었습니다.

1.폭력 경험 측정 척도
2.건강 상태 측정 척도
3.인구사회학적 조사표

이 연구는 귀하 배우자의 폭력 실태를 파악하고,귀하가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에 관하여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조사하고자 합니다.귀하께
서 주신 응답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을 해주시면 앞으로
쉼터 거주 여성들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실무에 귀한
밑받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지에 응답해 주심은 본 연구에 동의하시고 참여해 주시는 것
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4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김연희(석사 6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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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배우자의 폭력 실태를 묻는 질문입니다.각 문항을 읽으시고 쉼터에 오
시기 전 1년 동안에 다음의 행동이 일어났습니까?일어났다면,해당란에 V표 하
여 주십시오 *

                                                                                                                            

배우자가 나에게 한 행동 전혀
없음 1~2번 3~5번 6~10번 11번

이상
서로 차분하게 의논하였다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때리려고 위협 하였다
물건을 집어던졌다
세게 밀쳤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물건(혁대,몽둥이,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였다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았다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삐거나 멍이 들거나 하는 작은 상처가 생겼다
다쳐서 병원에 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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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35개 문항은 신체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을 읽으시고
현재 상태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

내용내용내용내용 예예예예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감기에 잘 걸리십니까?

  천식이 있습니까?

  심하게 식은땀을 흘릴 때가 가끔 있습니까?

  의사가 혈압이 높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심장이 빨리 뛸 때가 자주 있습니까?

  숨쉬기가 곤란할 때가 자주 있습니까?

  다리에 물집이 생기거나 부을 때가 자주 있습니까? 

  심장이 나쁘다고 의사가 말한 적이 있습니까?

  손이나 다리에 쥐가 날 때가 자주 있습니까?

  언제나 식욕이 없습니까?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고 잘 내려가지 않습니까?

  배를 움켜잡을 정도로 위가 아플 때가 있습니까?

  자주 설사를 합니까?

  자주 변비가 있습니까?

  치질이 있습니까?

  황달에 걸린 일이 있습니까?

  가끔 관절이 부어서 아플 때가 있습니까? 

  어깨나 등살이 뻣뻣해서 일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될 때가 있습니까?

  심하게 머리가 무겁거나 아플 때가 있습니까?

  갑자기 몸에 열이 나서 화끈거리거나 오한이 생겨서 추울 때가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현기증이 날 때가 있습니까?

  위를 쳐다보면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까?

  몸이 저리거나 전기가 오는 때가 있습니까?

  조금만 일해도 고단해 집니까?

  귀울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눈에 피로가 오는 때가 있습니까?

  목이 부을 때가 있습니까?

  코가 막힐 때가 자주 있습니까?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자주 일어납니까?

  식사할 때에 가슴이 답답한 때가 자주 있습니까?

  허리가 아플 때가 자주 있습니까?

  토할 것 같을 때가 자주 있습니까?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까?

  예예예예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모름모름모름모름

  집안에 중풍이나 고혈압이신 분이 계십니까?

  집안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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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22개 문항은 정신 건강 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을 읽으시고
현재 상태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란에 V표 하여 주십시오 *

내용내용내용내용 예예예예 아니오아니오아니오아니오

윗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이 잘 안 됩니까?

천천히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까?

때때로 시키는 일이나 명령을 잘 못 알아듣습니까?

결단을 내리기 힘듭니까?

모임에 나가면 외로움을 느낍니까?

모든 일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 않습니까?

죽어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쓰입니까?

사람들이 신경질적이라고 말합니까?

수줍음을 많이 타십니까?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까?

자기 자신을 까다롭다고 생각합니까?

친구에게도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별안간 어떤 충동을 받아서 일을 하십니까?

언제나 자제하지 않으면 실패합니까?

조그만 일로 화를 냅니까?

누가 일을 시키면 화가 납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면 떨리거나 놀래거나 합니까?

누가 큰 소리를 치면 꼼짝도 못하십니까?

무서운 꿈을 꾸고 깰 때가 가끔 있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무서워 질 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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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항을 읽으시고 해당란에 대답이나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1.귀하와 남편/동거인의 나이를 각각 해당란에 적어주십시오.

나나나 만         세 남남남편편편///동동동거거거인인인 만          세

2.귀하와 남편/동거인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는지 각각 해당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나나나 남남남편편편///동동동거거거인인인

1)초등학교 졸업 이하 2)중학교 졸업 3)고등학교 졸업 4)대학교 졸업 이상

3.쉼터에 오시기 전 귀하와 남편/동거인의 직업이 무엇인지 각각 적어주십시오.

나나나 남남남편편편///동동동거거거인인인

4.쉼터에 오시기 전 귀하와 남편/동거인의 월 평균 수입이 얼마인지 각각 해당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나나나 남남남편편편///동동동거거거인인인

1)49만원 이하 2)50~99만원 3)100~149만원 4)150~199만원
5)200~249만원 6)250~299만원 7)300~399만원 8)400~499만원
9)500만원 이상 0)수입 없음

5.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면,몇 명입니까? 명

6.귀하는 결혼 또는 동거 시작을 언제 하셨습니까? 년도

7.남편/동거인의 첫 폭력 시기는 언제였습니까?결혼/동거 후 개월

***설설설문문문에에에 응응응해해해 주주주심심심에에에 감감감사사사드드드립립립니니니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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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eonHee
DepartmentofNurs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studywasdonetodescribecorrelationsbetweenexperienceofviolence
andphysicalandpsychologicalhealthinwomenresidinginsheltersandto
providebasicdatafordevelopmentofnursinginterventionstopromotepositive
healthforthesewomen.Datawerecollectedfrom 116womenwholivedin
sheltersandconsentedtoparticipate.Itwasdonefrom April11toMay14,
2005at23of48sheltersregisteredwiththeMinistryofGenderEquality
(2004).Consideringanmoralaspectsofcandidates, questionnairesfordata
collectionweredistributedtopersonsinchargeoftheshelterswhointurned
distributedandcollectedcompletedquestionnaires.Experienceofviolencewas
measuredusingtheConflictTacticsScaleⅡ developedbyStrausetal.,(1996)
andrevisedbytheMinistryofGenderEqualityandhealthstatus,usingthe
CornellMedicalIndex(Weideretal.,1945)revisedbyNam,HoChang(1965).
DatawereanalyzedwithSPSS/12.0.Demographiccharacteristicsofthewomen
andtheirspouses,thewomen’sexperienceofviolenceandhealthstatuswere
analyzedusingfrequencies,percentages,andmeans(SD).Pearson’scorrelation
coefficientswereusedtotesttherelationshipbetweenexperienceof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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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healthstatus.

Theresultsareasbelow.

1)Experienceofviolenceforeachwomanwas100.0% forphysicaland
psychologicalviolenceand85.1% forsexualviolence.

2)Physicalhealthproblemsincludedproblemsin thenervous,and
musculoskeletalsystemswhilepsychologicalhealthproblemsincluded
depressionandtensioninthatorder.

3)Thereweresignificantcorrelationsforexperienceofviolencewith
physicalhealth(r=.221,p<.05)andwithtotalhealth(r=.211,p<.05)butnotwith
psychologicalhealth.

Ongeneralizingstudyingresultsabove,thestateofviolenceexperienceis
muchseriouswererealized.Itwasrecognizedthatthephysicaland
psychologicalproblemscausedbytheseviolencewerevarious.Sodevelopment
ofthestandardizedhealthcheckdevicetocheckthephysicalandpsychological
healthstateoftheeachcase.AlsoConsideringthesefacts,nursingprogram to
decreasethesymptomsofphysicalandpsychologicalaresuggested.

Keyword:Violenceexperience,health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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