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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설문제



 유뇨증: 
소변을 못 가릴만한 신체적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발달상 배뇨의 조
절이 가능한 나이인 5세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불수의
적으로 최소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소변을 못 가리는 경
우를 말함

 원인: 
밤 시갂에 항이뇨호르몬 분비의 감소로 인해 소변을 농축하거나 소
변양을 줄이는 능력 부족으로 나타나기도 함

 중재: 
- 5-6세 이하의 아동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일단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음
- 7세 이후의 아동에게는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
함
- 행동치료로서 소변을 잘 가렸을 때 적절한 보상을 주는 긍정적 강
화법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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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유뇨증



 유분증:
대변을 못 가릴만한 신체적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수의적으로 옷에 대변을
싸거나 지리는 것으로 최소한 4세 이상에서 짂단을 내림
(유분증의 짂단기준 책 298p 참고)

 원인:
심리적 스트레스, 특히 대변을 잘 가리던 아동이 2차적
유분증이 나타났을 때 스트레스와 관렦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중재:
유뇨증에 비해 유분증은 기질적 원인보다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대게 부모-자녀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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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유분증



 음주

 흡연

 마약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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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독



 청소년의 음주가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특히, 청소년기의 음주행동은 성인의 음주행동을 결정짓
는 기초가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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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음주



 청소년기의 흡연은 주변의 감시를 피해 음성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청소년의 성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관보
다는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성격으로 조장하는 등 정싞적
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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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흡연



 약물복용은 청소년들이 자싞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
각되는 부모에게 앙갚음하는 가혹핚 방법임

아동갂호학

6.3 마약



 병적인 인터넷 사용, 사이버 중독,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증후군 등

 청소년기의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흥미를 가질만
핚 대안적인 활동을 찾아주고 적극적인 진로지도 등 부
모와 사회적 조기 개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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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인터넷 중독



 학대의 정의와 범위

 싞체적 학대

 성적 학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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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학대 및 방임



 싞체척 학대 ‘아동의 싞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싞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
서적 학대행위’

 방임 ‘자싞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
식주를 포함핚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흘히 하는
방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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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학대의 정의와 범위



 원인:
- 가정 특성으로 학대하는 부모는 자싞이 어린 시절에 학
대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아동측의 요인으로 아동은 순수하게 피해자가 아니라
아동의 특성이 부모로 하여금 학대를 유발하게 핚다는
관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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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싞체적 학대



 증상: 아동은 힘이 약하며 자기방어능력이 없어 성적 학대에 취약핛
뿐 아니라, 후유증도 더 크게 나타남
- 정서적 증상: 급성기에는 수면장애, 싞경질, 가해자에 대핚 공포심
등의 불안 증세가 두드러지고, 시갂이 지나면서 이 같은 급성기의 증
상이 가라앉으면서 성 학대와 연관된 것으로 갂주되는 증상들로 나
이에 맞지 않는 성적인 행동, 심핚 자위행위, 관심을 끌려고 하고 지
나치게 매달리는 행동을 보임

 중재: 성학대 피해자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핚 주제가 되는 것은
손상된 싞뢰감을 회복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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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성적 학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학대
나 피해, 정싞적 외상, 재난, 폭력, 전쟁 등을 경험핚 경우
에 발생

 진단기준: 책 410, 411p 참고

 빈도: 성학대 피해 아동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율은
10-55% 정도이지만 성인기가 되면 72-100%로 높아짐

 중재: 
- 어린시절 외상후 장애를 알아내는 데 가장 유용한 사정 방법은 아
동 면담과 놀이임
- 성폭력 피해 아동의 경우 법적 문제가 수반되므로 특히 주의를 기
울여야 함
- 집단 치료는 특히 유사한 사건에 함께 노출된 아동들로 구성된 경
우 매우 효과적
- 놀이 치료는 상처받은 아동의 사정 및 중재에 대단히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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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Thank You
http://ecampus.hally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