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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분석 연구

: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회복지학과

윤 채 원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와 영향을 탐색한 연구이다.

아동학대의 범죄인식, 피해아동 보호 및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강제성 있는 학대

행위자 교육을 위한 보호처분을 내용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2014년 9월 29일 시행

되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거부적이었던 학대행위자들을 강제성 있

게 교육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간을 만들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

나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이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에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서비스와 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

동학대사례로 판단된 1,044건의 데이터를 활용 하였다.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전

인 2013년과 2014년, 시행 이후인 2015년과 2016년을 구분하여 카이검정

(chi-squared test), pearson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벌법 시행 이전과 시행 이후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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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서비스는 시행 이전 대비 증가하였으며 통계

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특히 처벌법 시행 이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주요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

스 이용은 처벌법 시행 이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성을 가지지 않는 집

단에 비해서도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학대 처벌법과 학

대행위자의 특성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담서비스, 심리치

료서비스, 행위자수탁서비스가 아동학대 처벌법과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담

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행위자수탁서비스

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성격 및 기질문제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와 가족

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은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전후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을 분석 했다는 점에

서 의의를 가지며 제언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변화에 처벌법 시행

이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처벌법 적용이 교육 및 교화의 목적에서

활발해 져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이 개별이 아닌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유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의 법적 강제성을 두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으며

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중 이용이 미비한 서

비스가 나타나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맞는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섯째, 행

위자수탁서비스의 보건복지부차원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여

섯째, 학대행위자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향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겠다.

주요어 :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처벌법,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 특성, 행위

자수탁서비스, 위계적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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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에 국한

된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범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허남순,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

대 발생 건수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

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스스로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아동보호서비스의 접근이 개별적 접근이 아닌 가족 전체의 접근이 이루어져

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개입이 필요하며 다양한 생태학적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오승환, 2001)고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6)에서

도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다각적

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개입을 거부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학대가 빈번하였으며, ‘울산계모사건’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학대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1).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적극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며 아동 학대 재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이성희, 2014).

실제로 한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중 10% 가량이 재학대로 이어지고 있

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재학대를 받은

아동은 아동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미한 구타로 시작하였더라도

학대행위자의 폭력이 가격화 되면 아동의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신체에 직

접적인 상해를 끼치지 않는 언어폭력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반복되면 아동은 회복

될 수 없는 정서적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해진다(Gold, et al., 1994). 특히 학대

를 받은 아동들의 경우 신체,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연구는 국내외

에서 많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데이트 폭력, 대인관계 기피, 경계적 성

격 특성(도한나, 2017; 장원석, 2017; 박선미, 2017)등 학대받은 아동들이 성인이 되

1) 몇 년 전 부모의 심각한 학대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이서현 양은 사망하기 전에 실제로 아

동보호전문기관에 여러 번 연루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이서현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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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필요한 점을 인식하여, 2014. 1. 28. 제정되어 2014. 9. 29. 시행 되

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입법화 되었는데, 아동학대 가해

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만으로는 아동학대행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이외에 반드시 가해자에 대

한 조치가 연계되어야만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법의 제정의의를 찾을 수 있다(정웅석, 2014).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서비스와 학대행위자 특성

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84년부터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시작되

어 자연과학, 의약학, 아동학 분야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부터 논문수가 급증 하였으며, 연구주제의 대부분은 학대의 영향,

실태 및 인식, 제도·법·정책 순이었다(차미숙, 김광웅, 2017).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아동학대의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어 외부 공개에 제약이

많아 자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법

과 아동보호서비스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하다는 점에서 본 연

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본 연구 의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전과 이후 아동보

호서비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초로 향후 아동보호서비스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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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문제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1.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2. 처벌법 시행에 따른 학대행위자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처벌법 시행이 아동보호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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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 정의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에서 사용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및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참작하였다.

1.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약칭으로 2014년 9

월 29일 시행된 법의 명칭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하 약칭으로 “아동학대 처

벌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

서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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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와 관련된 아동학대와 학대행위자의 특성, 아동학대 관련법과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학대의 현황에서 아동학대의 정의, 유

형, 원인,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아동학대 관련 법제에서는 우리나라

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함께 아동학대 처벌법의 정의, 제정 목적과 배경, 내용을 살

펴보고 외국의 아동학대 법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으

로 아동학대,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것이

다.

제1절 아동학대의 현황

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에 관해서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시대 사회 문화 및 인종에 따라 다양하며, 동일한 사회일지라도 계층

관련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는 학대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사회사업가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표준화된 정의가 없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김영석, 2015).

Fontana(1973) 등의 아동학대의 정의는 광의의 범위로 확대되어 ‘어린이의 잠재

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당하게 되

는 모든 처우로써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간에 이것은 부적절한 처우라고 정이 되

었다. Kadushin(1980)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세분화 하여 신체적 학대, 불량적 양육,

기본적 의료보호의 거부, 정기적 학교 등교거부, 노동력 착취, 유해하거나 불건전한

환경에의 노출, 성적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으로 정의하였다. Burgess와

Conger(1978)는 학대의 개념을 가벼운 신체적 체벌로부터 담뱃불이나 뜨거운 물로

아동에게 화상을 입히거나 흉기로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신체적

폭력까지 포함하였다(강선영, 2010).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나의 경우 신체적 학대만을 포함하는 협의의 정의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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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를 사용하는 편이다(최철, 2004)

일본의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아동학대방지법‘이라 한다)’ 에

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의 자신이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신체적 학대, 방

임 또는 유기, 정서적 학대라고 정의한다. (제2조). 또한 보호자가 자신 이외의 동거

인이 아동에 대해 행하는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및 성적 학대를 방임하는 것도 보호

자의 유기로서 아동학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학대

에 정서적 학대, 특히 아동과 동거하는 가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폭력, 또는 동거인

이 아동에 대해 행하는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를 보호자가 방임하는

것까지 법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물론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우리나라 에서도 법적 정의 규정을 통해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포함

되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정의 규정의 중요성을 고려해볼

때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 아동학대의 정의를 밝혀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1974년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에 관한 법

률(Child Abuse and Neglect and Treatment Act)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적 정

의를 내렸지만 각 주마다 아동학대에 관한 각각의 정의가 강조하는 법과 서비스가

상이한 문제점이 있다(Pecora et al. 2000).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 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체적인 학대의

종류에 따라 학대를 정의하는 접근이 더 자주 활용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일반적으

로 4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종류에 따라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그리고 정서적 학대로 나뉜다. 신체적 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혹은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손상으로 정의 된다(English, 1998).

구체적으로 가해 행위는 발로 차는 행위, 흔드는 행위, 칼로 찌르거나 아이를 주먹

으로 치는 행위, 아이를 던지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8). 반면에, CAPTA에 따르면, 성적 학대는 “아

동을 고용, 이용, 설득, 유인, 유혹 혹은 강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의 시

각적 자료(visual depiction)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

나 다른 사람의 성적 행위를 돕도록 하는 행위; 보호자 혹은 가족 간의 관계인 경

우 법률로 규정한 강간, 성추행, 성매매 혹은 그 밖에 다른 모든 성적 행위 혹은 근

친상간 등을 의미한다(P.L. 93-247).” 방임은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의 기본 적인 욕

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종류로는 신체적 방임(예: 의

식주나 적절한 지도감독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의료적 방임(예: 아이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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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정 의

신체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

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됨.

정서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소리 지

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

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기본적인 의

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

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

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중복

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유형.

의료적 심리·정서적 치료를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 교육적 방임(예:

아이를 교육시키지 못한 경우나 아 이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한 경우), 그리고 정서적 방임(예: 아이의 정서적 욕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서적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했거나, 아이에게 술이나 마약을 허용한 경우) 등이 포

함되며, 아동을 유기하는 행위도 방임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08).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서적 손상이나 두

려움 을 촉발시키기 위해 가하는 언어적·상징적 행위들을 의미하며(Straus, Hamby,

Finkelhor, Moore, & Runyan, 1998), 아동을 정서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고립시키는

행위, 위협하는 행위, 무시하는 행위, 혹은 타락시키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English, 1998). 정서적·심리적 학대의 주요 구성요소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꼽고 있

다(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아동학대실태조사, 2011).

<표1> 아동학대 유형(2016)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6).



- 8 -

아동학대의 원인은 크게 아동과 부모, 가족, 사회적 요인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

다. 아동 자신의 발달적 특성에 기인하여 학대가 발생한다고 보는 발달론적 관점과

학대부모들을 비롯한 가해자들의 정신적인 결함, 이상심리적 특성에서 학대의 원인

을 찾는 정신병리학적 관점, 가정환경으로 가족 배경, 부모의 양육태도, 경제수준

등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적 관점, 아동과 가정을 둘러싼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 사회문화적 관점, 그리고 학대가 일어난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체계들 간의

관계에서 원인을 찾는 생태학적 관점이 아동학대 원인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접근이

다(공계순 외, 2010).

아동학대의 결과는 매우 다면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며,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

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초래

하여 종국에는 전체 사회로까지 그 부정적 결과가 확대되기도 한다. 특히 성학대의

경우 ‘영혼의 파괴자’라 할 정도로 아동에게 가져다주는 그 피해와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고, 심지어 평생토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한미현, 2008). 신체

학대의 결과로는 멍이나 타박상같이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 비교적 가벼운 손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이나 정신지체, 언어장애를 초래하기도 하며, 심

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박현숙, 2008). 아동의 심리적 상태

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서적 학대의 후유증은 신체적 학대로 인한 신체적 증상

및 후유증 이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서적학대

의 결과로 언어장애, 습관장애(손가락을 빠는 습관, 몸을 흔드는 습관, 야뇨증), 발

육부진 증후군, 신경증적 증상 또는 심리신경증적 반응을 보인다. 또한 자기 비하적

이야기를 하거나 과도하게 수동적이며 의존적인 성향을 보인다. 반면에 사회적 고

립과 반사회적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품행장애(conduct disorder)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전남련 외, 2008). 성학대를 당한 아동은 초기에 수면장애, 가해자에 대한 공포

심 등의 불안증세가 두드러지며, 발달과업의 실패가 수반되는 가식적 성숙, 낮은 자

아 존중감, 성행동의 이상, 자기파괴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의 성적학대 경험이 낮은 자아존중감, 죄책감, 불안, 우울, 신체증상, 대인관계에서

의 문제, 성 문제, 약물 남용 등의 다양한 정신병리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들이 발표되고 있다(Browne & Finkelher, 1986, 문영희, 2004). 방임은 가시적인 상

처가 남거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자행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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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기 대처나 발견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오랜기간 방임에 노출된 아동은 장

애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얻게 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2014; 송민영, 2016).

2. 아동학대 학대행위자 특성

가. 아동학대 행위자의 개념

학대행위자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행하는 보호자

및 성인과 유기 및 방임을 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016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

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체의 55.2% 해당하는

10,327건이었으며, 여성은 8,347건(44.6%)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는 40대가 44%로 가

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29.7%)였다.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

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

동과의 관계는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등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부모

가 80.5%로 발생이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의 경우 무직인 학대행위자

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 및 판매직이 15.3%였다. 직업 유형의 경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

적인 요인이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학대행위자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는 비수급권 대상인 경우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보

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나. 학대행위자 특성과 아동학대 발생

학대행위자 특성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발생 원인을 분석한 연구(윤정숙 외, 2014)

에서는 정신병리학 이론, 심리사회적 관점 등의 이론으로 살펴보았다. 정신병리학적

이론은 학대부모는 다른 부모들과 구별되는 심리적 특성 및 성격 구조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표갑수, 1993, Gil, 1973). 가정경제적 관점이란 스트레스와

좌절이 학대행동을 유발시키며 빈곤선 및 그 이하 저소득 계층의 부모가 학대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표갑수, 1993, Piction and Boss, 1981). 사회·문화적 관점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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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직, 사회로부터의 가정소회, 체별의 용납 그리고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

하는 것을 말한다. 부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결핍, 좌절과 무력감으로 인한 정신

적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투사되어 폭력을 자극하고 학대와 방임을 초래한다. 그 외

생태학적 관점, 사회체계이론, 사회학습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였다.

다. 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35.6%를 차지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그다음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7.8%), 부부 및 가족 갈등(10.4%), 성격 및 기질문제

(6.1%), 중독문제(5.8%) 등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경직되어 있고 유연성

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동의 다양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부모 자신의 경

직된 신념을 자녀에 강요하게 되어 부모-자녀의 갈등을 증가시키게 된다. 부모는

자녀의 불손증적인 태도를 반항 혹은 문제행동으로 여겨 처벌로 다스리려 하고 이

러한 훈육과정에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동학대요인으로 학대행위

자의 성격 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고,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성격적·기질적 결함을 지적하였다(노충래,

2002). 알콜 및 약물 남용도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알코올

및 약물 남용과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및 약물남용이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떨어뜨려 분노하는 행동을 증가시키고 공격적인 충동성 억제

에 어려움을 주며, 부모로서의 판단 능력을 저해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여진주, 2008). 부부불화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요인 중의 하나다. 부부갈등과 아동학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불

화와 갈등이 많은 가정의 부모들은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에게 가장 직접

적으로 표출하기 쉽게 때문에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부부간에 불화

가 많은 가정은 그들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아동에게 전이시키기 쉬워 아동이 신체

적인 공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이경님, 2004).

학대행위자 특성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침에 따라 20개의 유형

으로 분류(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발생이

가장 높은 5가지의 특성인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갈등, 성격 및 기질문제, 중독문제를 특성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1 -

제2절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보호서비스

1. 아동학대 법제

가. 우리나라 아동학대 법제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제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가 점증되는 사회문제로 등장

하고 정부가 1991년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당사국이 되면서 1997년

가정폭력 방지법을 제정하고 1999년 12월 국회가 개정아동복지법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법제에서 그 이전의 개정 전 아동복지법에서도 학대와 관련

한 금지조항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동학대가 최초로 정의되어 명시된 것은 2000년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

정 되어 7월 13일 시행된다. 당시 사회의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 2가지가 발생함에

따라 학대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

동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변경,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명확히 규정, 아동학대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보완이

이루어졌다. 위 개정에서 아동학대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근거가 신설

되었으며,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학대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 격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아동복지법의 근간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에 시행된 아

동복리법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시 아동복리법은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

는 이탈되었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

우 또는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

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제15조에서 현재 아동학대

라고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금지 조항의 시초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금지 조항

은 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걸식을 시키거나 또는 아

동을 이용하여 걸식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 미만의 아

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

는 행위,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 정당한 직업소개

기관 이외의 자가 아동의 교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 12 -

흥행,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또한 유해한 유기를 행하는 장소를 출입시키는 행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

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에 대한 금지행위를 하였을

시 아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아동복리지도원, 아동위원

에게 권한을 주었다. 이에 대한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며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답변시 범칙금에 처하는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20년이 지난 1981년 4월 13일 아동복지법으로 전부 개정·시행하게 되는데 종전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기관과 개입 근거가 명문화 되었

다.

2011년 8월 4일 약 10여년만에 전부 개정하여 2012년 8월 5일 시행한 아동복지법

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방지, 건전한 가정기능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대 종료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학대행위자의 재발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는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피해아

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 그 가족이 상담·치료를 거부하였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아동학대 서비스 업무에 한계는 있었지만 아동학대 서비스제

공에 대한 근간이 확보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법제처, 2014).

나.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배경 및 목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사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부 소관의 특례법 제정을

제의하였고, 2012년 5월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복지적

측면의 보호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법적 영역의 보호는 법무부 소관으로 하는

아동학대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당시 아동복지법은 피해아동

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원화 되어 있었고, 규정의 미비로 인해 학대행위자

에 대한 죄 및 아동보호의 한계가 있었다(법무부, 2016).

아동학대 처벌법의 목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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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

조). 따라서 검사,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

에는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피해아동보호의 원칙,

시행령 제2조). 아동학대 처벌법은 먼저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정의 한 후 그 가중

처벌 규정(제4조-제9조)을 두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있어서는 성폭력처벌

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함(제17조)으로써 성폭력처벌법과 같은 입법형

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제4장, 제5장)는 가

정폭력처벌법상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성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을 융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동법은 아동

학대범죄 및 그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

리절차에 있어서 형사사건과 달리 심리·조사에 있어서 특칙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

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동법은 피해아동의 보

호를 위해 응급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제도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해아동을 위한 특별한 보호 장치들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이기도 하다.

다. 아동학대 처벌법 내용

아동학대 처벌법은 6개의 장, 제6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의 제2장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로 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아

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친권 상실청

구 등이 가능하다. 제3장 제10조에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

였으며, 제11조 아동학대 범죄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

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었다. 또한 제12

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집행가능 하도록 되었다. 제12조부터 학대행위자에 대한 접근 제한 등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제4장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학대

행위자의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 교화하기 위한 것이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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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이 직접 가정법원에 자신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6장은 벌

칙으로 보호처분 불이행죄, 업무방해, 비밀엄수 위반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범죄 인식,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보호, 학

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아동학대 사건과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러나 아동학대피해의 대상을 보호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중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대처방안에 있어서 아동복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라고 하

는 목적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는 오로지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둔다

고 하면 동법도 학대행위자의 형사 처벌보다는 피해아동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강동욱, 2014)고 제언 하고 있다.

라. 외국 아동학대 법제

외국 아동학대 법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정책이 담고

있는 가치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아동보호정책의 철학은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계획(Permanency Plan)이

라고 표현할 수 있다. 미국의 아동보호정책은 ‘가족보존’의 경향이 강해 ‘개인’이 아

닌 ‘가족’을 개입대상으로 보고 ‘가족’안에서 각 구성원들의 욕구를 고려하여 접근하

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중심의 실천(family centered practice)이 크게 대두 되고

있다.

1974년 연방정부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개입의 법적 근거가 되는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각 주정부

는 1976년경부터 아동학대 신고법(Child Abuse Reporting Law)을 제정하거나 아동

보호법(Child Protective Service Law)내에 아동학대 신고 및 개입체계이 법적인 근

거를 만들고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In Soo Kim& Susan Kelly,

2000 재인용). CAPTA는 약 5년마다 개정작업을 실시하여 2003년 개정에서 아동학

대 및 방임에 대한 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연방정부 Children’s Bureau 내

의 아동학대 및 방임과(Office of Child Abuse and Negelect)에서 NCCAN(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센터, 1996년 CAP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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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의해 폐쇄)이 담당하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조치는 주정

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민간기관 및 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역협의체(Community Collaborative)가 담당한다. 시설보호보

다 가정보호를 선호하는 미국에서는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되어 보호를 받아

야 할 아동이 발생할 경우 위탁가정에서 보호한다.

2) 영국

영국 아동보호정책은 가족해체의 예방과 함께 가능한 한 아동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호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원칙

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다. 영국의 아동법(Children Act)은 아동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영국의 대표적인 법으로 1989년에 제정되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부모와 가족이 개입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 하고, 가족과의 협의를 통한 아동보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제5장에는 아동보호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한 명

령과 아동 조사 검토 명령을 내림으로써 아동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가정에 강력하

게 개입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장조사는 지방정부 소속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수행되며, 현장조사가 끝나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역아동보호위원회(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에

서 사례회의를 개최한다. 아동을 위한 치료는 주로 민간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별 Family Center 운영 등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에서 아동학

대사례에 개입하는데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련기관간의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 있는 기관들은 사례의 진행상황을 함께 공유해야 하

며, 사례 개입을 위한 전략도 함께 논의 하고 행동지침에 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

3) 호주

호주의 아동보호정책은 아동학대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아동학대예방이 아

동학대에 대한 태도와 신념, 행동 및 학대를 유발시키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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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제 하에 예방활동에 힘을 다하고 있다. 국가적 예방전략의 목표는 가정과 지

역사회를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며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

가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것이다. 1993년부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적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이윤주, 2000). 또한 1997년 설립된 민간단체인

NAPCAN(National Association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은 아

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 및 아동학대와 방임이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기 시작하였다(안동현 외, 2003),

4) 일본

일본에서는 시정촌을 중심으로 구성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가 아동복지법

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4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기본 방침에도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비롯하여 요보호 아동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

해서 관계 기관들이 대상아동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하여 효과적인 연계체계를 마

련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공공단체는 요보호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따라 구성

되어 있는 요보호아동 및 그 보호자에 관하여 정보교환이나 지원내용의 협의를 하

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둘째,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지방공공단체장은 지역협

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 중에서 지역협의회가 운영의 중핵이 되고, 요보호 아동

등에 대한 지원 실시 상황의 파악과 관계기관 등의 연계 조정을 하는 요보호아동

대책 조정기관을 지정한다. 지역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기관 등에 대해 개인의 비

밀을 지키는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지역협의회는 요보호 아동등에 관하여 정보교환

이나 지원내용의 협의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정보제공, 의견제시, 그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박세경 외, 2005).



- 17 -

2. 아동보호 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

행하지 않거나 혹은 역할 수행을 거부함으로써 아동이 그 부모로부터 학대·방임·거

부되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한인영, 2000). 아동보호서비스의 유형과 전달과정을 살핀다.

가. 아동보호 서비스의 정의

미국의 전국인권협회아동국(The Chlidren’s Division of the American Humane

Association)은 아동보호서비스의 목적을 예방에 두고 비처벌적이며, 문제를 야기시

키는 요소를 확인하고 치료함으로써 재활을 도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순형

외, 2003). 또한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아동의 주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을 거부함으로써 학대를 받은 아동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아동복지서비

스(오정수, 정익중, 2008)고 하였다. 윤혜미(2003)는 아동보호서비스가 학대아동의

부모를 처벌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대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

담, 가족치료, 자유롭고 민주적인 훈육방법과 의사소통방법의 학습 등을 통해 부모

로서의 자질을 계발하게 하고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보

호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기개입, 개인 심리치료와 집단치료 및 가족치료 등을 통하

여 아동의 손상된 자아를 회복시키고 잠재적인 아동학대의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또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동 양

육의 생태학적 환경을 호전시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효과적인 아동보호서

비스는 아동의 발달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단위로서의 가정

에서 부모의 역할수행 능력을 제고하는 서비스, 아동을 포함한 가족이 적절히 기능

할 수 있도록 가족 및 환경 요인을 강화하는 서비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Pecora

et al, 2000; 윤혜미, 2003)

1) 아동보호서비스의 특성

Kadushin(1980)에 의하면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와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아동보호 서비스에서는 한 가족에게 서비스가 주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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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만 그 가족 이외 누군가의 서비스 요청이 보호서비스의 기반이 된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다른 아동복지서비스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자

발적인 반면, 아동보호서비스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비자발적일 수 있다. 즉,

아동보호서비스는 부모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모

가 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든 아니든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받

지 않으려고 하든 간에 서비스가 주어지게 된다. 일단서비스가 주어지면 보호서비

스기관은 아동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서비스를 철회할

수 없다. 가족이 보호서비스 기관의 도움을 원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것

처럼 보호서비스 기관 역시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여부

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보호서비스기관은 위임된 권한의 기반 위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인 조치를 위할 수 있다.모든

사회적 서비스 기관에서 자신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정에 소

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지지만, 보호서비스기관은 그러한 법적제재를 할 수 있는 특

별한 책임을 가진 기관으로 조망된다. 아동보호서비스는 또한 서비스 전달에 있어

서 시간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즉, 학대신고가 접수된 후 단기

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학대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한인영, 2000, 재인용).

아동복지법 제3장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조항을 제15조부터 제21까지 명시하고 있

으나 직접적인 아동을 보호하는 집행적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는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은 학대

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은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

지, 건전한 가정기능 유지를 위해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

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

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 학대 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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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보호서비스의 유형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체계

내에 등록하여, 이미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동학대 재발하지 않도

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이다.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유형은 크게 상담서

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5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상담서비스는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직접적인 상담

또는 간접적 제공, 연계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상담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서비스는 피해아동의 건강상태 및 학대

로 인한 후유증 확인,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검사, 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신체적 치료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 통원치료 지원을

의미한다. 심리치료 서비스의 경우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한 피해아동, 학대행

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한 심리검사, 피해아

동, 학대행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의미한다. 최근 아동학대 재발생 감소를 위한 가

족치료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

위자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적인 지원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기관, 공적 지원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 2017).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 사례판정 이후,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를 제공함으로써 학대유발요인을 감소시켜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학대가 발생한

가족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을 유지하고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 된 사례 중 아동

학대사례로 판단된 대상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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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부

유형
내 용

상담서

비스

개별상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의미

집단상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받는 서비스를

의미

기관상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

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상담서비스를 의미

주변인

상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을 의미함.

주변인이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기관(학교,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

에 소속된 구성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함

의료서

비스

검진 및

검사

피해아동의 건강상태 및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검진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검진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입원 치료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입원한 경우

통원 치료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

를 한 경우

심리치

료

서비스

심리검사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

화된 검사도구를 활요하여 실시한 심리검사를 의미

심리치료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

＊ 놀이치료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그 가족에게 실시한 심리치료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

시한 심리치료

＊ 가족치료 : 아동학대원인을 가족구성원 개인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개인

을 둘러싼 환경요소,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

＊ 기타치료 : 음악치료, 언어치료, 인지학습치료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가정지원

서비스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

스기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등)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 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

공적지원

연결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

지원(생 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것

행위자 수탁서비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 처분을 받은 아동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표1>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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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과정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달과정은 신고접수, 아동학대조사, 사례판단, 조치, 안전평가,

서비스계획, 서비스제공, 점검, 종결,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신고접수는 상담원

공통 업무이며 아동학대조사부터 조치까지 아동학대조사팀의 업무로, 안전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아동학대 사례관리팀 업무로 구분한다. 현재 2팀의 이분화는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의 권고 사항으로 2팀 체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

반면 아직까지 1팀 체제로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기관도 있다.

신고접수의 경우 112 신고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보건복지 콜센터

(129), 여성긴급전화(1366), 내방을 통해 신고전화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사례인지 일

반상담인지 판단한다.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내용의 학대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및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추가적인 학대발생 여부 확인 및 피해아

동에 대한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동행 출동 요

청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을 진행하며, 사례판단 기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학

대행위의 반복성, 과거 학대행위 전력 및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은폐시도 여부, 훈

육목적의 정당성 및 훈육 수단·방법의 적합성, 훈육정도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아

동학대 여부를 판단한다. 학대판단 후 학대행위자의 적절한 조치 및 피해아동의 안

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조치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사건처리

여부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한다.

조사에서 확인된 학대발생 원인에 대해 안전평가 단계에서 대상자별 욕구,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재학대 예방을 위해 다차원적인 사정을 실시하며, 피해아

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한다. 안전평가에서 확인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의 위험요인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한다. 이때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 감

소, 학대 유발요인을 통한 재학대 발생 예방, 가족기능의 회복 및 강화 등의 목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가족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부모양육기술향상, 양육스트레스 감소,

지역사회 자원획득 능력 확보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계획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을 실시하게 되며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 및 필요(일정기간)에 따라

재사정하여 진행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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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입단계에서의 서비스는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와 학대행위자, 학대부모 및 가

족에 대한 서비스로 나뉜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 및 치료서

비스는 아동이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거나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언어발달이 늦거나 심리적 충격에 의해 언어표현 능력이 제한

된 아동의 경우는 놀이치료와 미술치료의 적용이 효과적이다. 집단치료서비스는 학

대를 경험한 아동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또래 간 상호

작용을 통해 나이에 적합한 역할과 정체감을 갖도록 돕는다. 이외에 필요에 따라

피해아동들의 학업활동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서비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일시보호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한미현 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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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현황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서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발간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유형, 아동학대 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조치 및 서비스제공,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재학대사례, 사

망아동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

불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변화추이를 파악한다. 본

절에서는 2016년 전국의 아동학대 현황과 더불어 울산광역시의 아동학대 현황을 전

국과 비교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1) 신고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접수는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사례로 분류된다.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

해 보다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 되는 사례를 말한다. 아

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다. 다음으로 동일 신고는 최초 신고접수 되어 진행되고 있

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 되는 경우이

다. 일반상담이란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발생사례는 해외에서 발생한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이다.

2016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포함한 신고접수

건수는<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29,674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와 아동학대의심사례는 각각 2,796건, 23,082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87.2%를 차지

하였다. 동일 신고는 전체의 0.6%에 해당하는 189건이었으며, 일반상담은 3,604건으

로 12.1%에 해당하였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총 952건으로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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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

상담

동일

신고

해외발

생사례
계응급아동학

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

심사례
소계

전국
2,796

(9.4)

23,082

(77.8)

25,787

(87.2)

3,604

(12.1)

189

(0.6)
3(0.0)

29,674

(100.0)

울산
91

(9.6)

733

(77.0)

824

(86.6)

113

(11.9)

15

(1.6)

0

(0.0)

952

(100)

(1,021건),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1,011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2> 아동학대 신고접수(2016) (단위: 건)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6).

2) 피해아동 발견율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2016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가」자료를 기준으

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제시하였다.2)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

율은 2.1‰로 나타났다.

7대 광역시를 비교하여 결과 울산광역시의 피해아동 발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

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이 대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중

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2)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혐

의 있음으로 판단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실제 발생율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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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전국
18,700

(72.3)

2,222

(8.6)

4,898

(18.9)

25,878

(100.0)

울산
685

(83.1)

82

(10.0)

57

(6.9)

824

(100)

지역
추계아동인구

(만0세~17세)

아동보호전문

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명당)

서울특별시 1,467,622 8 183,453 2,268 1.55

부산광역시 500,213 4 125,053 880 1.76

대구광역시 414,695 3 138,232 736 1.77

인천광역시 512,829 3 170,943 1,190 2.32

광주광역시 295,555 2 147,778 346 1.17

대전광역시 283,823 1 283,823 359 1.26

울산광역시 215,287 1 215,287 685 3.18

<표3> 피해아동 발견율(2016) (단위 : 명, 개소, 명, 건,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6).

3) 사례판단

사례판단은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

하며, 기관 내 자체사례회의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단한다. 조기지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

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말한다. 일반사례는 아

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 되었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뜻한다.

<표4>와 같이 2016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인 25,878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 사례는 총

18,700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72.3%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와 일반사

례는 각각 2,222건(8.6%), 4,897건(18.9%)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보

다 아동학대사례의 비율이 11.2% 높게 나타났다.

<표4>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2016) (단위:건,%)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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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전국
10,875

(38.2)

12,262

(43.1)

753

(2.6)

4,592

(16.1)

울산
401

(35.77)

574

(51.20)

26

(2.32)

120

(10.70)

4)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유형에 포

함하여 살펴본 결과, 총 빈도는 아동학대 건수인 18,700건을 초과한 28,482건이다.

아동학대사례유형 중 정서학대가 전체 43.1%에 해당하는 12,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10,875건(38.2%), 방임이 4,592건(16.1%), 또한 성학대는 753건

(2.6)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전국보다 정서학대의 비율이

8.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미분류, 2016) (단위:건,%)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6).

다.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처벌법은 사법경찰은 아동학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

고, 검사는 아동학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는 기소유 등의 처분

을 결정하기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찰소의 장에게 아동학행자 의 경력, 생활

환경 등에 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제24조 제25조). 한 검사는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으며(제26조), 아동학 범죄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

을 하는 것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27

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접근행위의 제한, 친권․후견인 권한행사의 제한 또는 정 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을 할 수 있으며(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 이러한 보호처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사회봉사․수

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과할 수 없다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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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주요 원인 중에는 학대행위자의 심리적·병리적 요소가 중요한 원인으

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의 재발방지와 회복된 원가정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되기 해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그리고 교육을 통한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동학대가 중하지 않고 학대행자가 부모인 경우 친자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 보다는 상담 교육이 효과 일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아동학처벌법상 임시조치, 보호처분 그리고 검사의 조건부 기

소유 등으로 할 수 있으며 학대행위자의 폭력행위 교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송수진, 2016)고 하였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아동복지법 상 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여 비록

대상의 제한점은 있지만 강제적인 개입을 가능하도록 한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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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행연구 검토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1984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90년대 후반부터 발행

논문수가 지속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급증하였다 사회과학분야에서 사회복지학,

교육학, 법학, 심리과학순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주제로는 아동학대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을 주제로 한 연구는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제도·법·정책,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뒤를 이었

다.

2000년 이전 주로 국외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및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대상자 관

련 특성과 관련한 개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 이후 양적증가를 보였

다. 2000년 초기 아동학대 연구는 아동복지법 상 법제 연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및 신고의무에 관한 연구(이시연, 2000; 김지윤, 2000; 김은

경, 2000; 김정혜, 2000; 유희경, 2001; 문광자, 2001; 유향미, 2002 등), 학대의 요인

에 관한 연구(김미희, 2000; 이순자, 2001; 강대선, 2001; 강순옥, 2002 등), 학대의

영향 분석(박미경, 2000; 김양미, 2000; 최은희, 2000; 박신혜, 2001; 이수현, 2001 등)

이 이루어졌으며, 그 외 프로그램 개발이나 효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대 종사자에

관한 연구 등이 줄을 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동학대와 관련한 폭넓은 대상

자 및 요인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과 관련된 연구는 2000년 이전부터 국외와의 법제 비교

및 국내 아동학대 대책에 관한 연구(이은영, 1996; 이규숙, 1998 등) 등이 2000년 이

후까지도 이루어져 왔다.

아동학대 법제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동복지법을 현실적이고 실효성있게 개정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고(조현웅, 2000; 박혜경, 2000; 김원기, 2000; 정

경화, 2001 등)하였으며,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외국과 비교·연구하거나 아동복

지법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제언을 하기도

하였다(장희승, 2002; 전경하, 2005; 홍순옥, 2007). 아동학대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기능강화 및 법과 제도,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였다(김선미,

2001).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관련 연구에서는 2014년 초기 아동학대 처벌법 제

정과 관련된(이규호, 2014: 강동욱, 2014: 허남순, 2014: 김성규, 2014: 김슬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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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현, 2014 등)연구를 시작으로 시행 후 1년 후인 2015년에는 향후 개선 방안 및

과제(정웅석, 2014: 허남순 외, 2015: 원혜욱, 2015: 김용화, 2015: 문영희, 2016: 강동

욱, 2016 등)에 대한 실효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 외 구체적인 법 조항 및 제도

개선 방안(백경희, 2015: 김형모, 2016: 김봉수, 2016등) 과 공동업무 수행 중인 경

찰, 보호관찰소, 진술조력인 대상에 관한 연구(이영돈, 2016: 박우현 외, 2016 : 장응

혁, 2017: 한영수 외, 2017 등)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최근에는 아동보호체계가 아동학대가 발생한 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을 꼬집

으며 현재 미흡한 예방적 단계에서의 개선안을 모색하였다(송수진, 2016). 특히 가

장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들의 통합 논의를 제시하였으며, 아동학대 대

응체계 일원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국무총리 산하 상설기구로 격상토록 하고, 아동학대 관한 조사기능을 국가가,

피해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결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현식,

2017).

정리하자면, 종래 아동복지법이 외국과 비교하여 가족기능 보존의 가치를 담고

있기에 부족하며, 그를 위한 법령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으로

아동학대 업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 및 재원적 지원 및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함을 제시하며 아동보호체계의 발전방향을 지속

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서비스체계 개선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이슈이다(박세경, 2005, 2015; 이은주, 2015; 장화정, 2015; 정익중, 2014,

허남순, 2014).

당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서비스 제공이 주로 개별상담이나 개별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상 가해자 및 부모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프

로그램 참여의 강제성이 없이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아동보호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을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에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강제

적 참여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김완진, 2002). 또한 가정

개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준 사법적 권한을 부여 해야

한다고 하였다(장영미, 2004).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다각적 고찰

과 아동학대 법·제도적 문제점, 사회·문화적 문제점, 서비스 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방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오진석, 2011; 이선향,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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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동학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 하거나(김혜

영·석말숙, 2003; 김혜영·장화정, 2002; 박명숙, 2002; 2008; 백경숙, 2011), 패널 데이

터를 사용하는 것(김광혁, 2008; 여진주, 2010; 이봉주·김광혁, 2007)이 대부분이었

고,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실제 모습을 담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사례기

록을 활용한 연구(김세원, 2008)는 드물었다. 민감 정보인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학대 발생 및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지기에 분명 한계가 존재 한다(오준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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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모형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보호서비스

- 시행 전(2013∼2014년)

- 시행 후(2015∼2016년)

- 상담서비스

- 의료서비스

- 심리치료서비스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 행위자수탁서비스

학대행위자 특성

-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갈등

- 성격 및 기질문제

- 중독 및 질환문제

- 통제변수 : 성별

<그림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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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절차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에 수집된 통계 자료를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활용하였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복

지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어 관리하는 사례의 내용이 기록 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울산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

수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어 사례 관리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이다. 아동보

호서비스 대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

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2016). 그 중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중심으로 서비스 분석을 하고자 하며,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정의한다. 학대행위자는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5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

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대상으로 하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행하는 보호자 및 성인과 유기 및 방임을 행하는 자 모두

를 포함하여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도 위 대상 모두를 포함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경우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사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의 중복 기록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대행위자 중심으로 2명이상

의 아이를 학대하여 중복 입력된 476건을 제외하고 선별된 대상은 1,520건 중 총

1.044명으로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전 308명,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후 736명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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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학대 처벌법은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

법의 약칭으로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 처벌법 이전(2013~2014)=1, 처벌법 이후

(2015~2016)=2로 부호화 하여 사용한다.

2.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보호서비스’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되어 사례 관리된 가정에 제공된 서

비스를 의미하며 서비스 1건당 1회로 서비스 횟수를 사용하며 숫자가 커질수록 빈

도수가 많은 것이다.

1) 아동보호서비스 대상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인 피해아동, 학대행위자를 각각의 변수로 사용한다.

가) 피해아동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실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들을 의미하며 피해아동의 경우 성별(남=1, 여=2), 연령(0-17)로 사용한다.

나) 학대행위자

학대행위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자를 의미한다.

성별(남=1, 여=2), 연령(16-80), 관계(1-6)으로 측정한다.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아동보호서비스 유형은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

비스, 행위자수탁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사건처리지원 서비스, 기타 서비스가 있

다. 연구의 대상으로는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

스, 행위자수탁서비스로 선정하여 이용 횟수를 변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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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측정방법 비고

독립변수

개입기간

처벌법 시행이전

2013년, 2014년 = 1

처벌법 시행이후

2015, 2016년 = 2

학대

행위자

주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특성 없음 = 0

특성 있음 = 1

사회·경제적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갈등

성격 및 기질문제

중독 및 질환문제

종속변수
아동보호

서비스

상담서비스

서비스 유형별 이용

횟수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행위자수탁서비스

통제변수 성별
남 = 1

여 = 2

<표7> 변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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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집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울산 지역

기록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 필요한 변수들을 선정하여 울산 지역 아

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을 살펴

보기 위하여 2014년 4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전후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통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문제의 분석 방법으로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인 울산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의 주요 특성 및 변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기

술적 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들의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둘째, 처벌법과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 검증, 처벌법 시행 전후 학대행위자 특성

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검증을 위하여 교차분석(X2제곱)을 실시하였다.

셋째, 위의 분석방법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 검증 후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의 영향 분석을 위해 주요 변수를 순서대로 투입하여 분석하

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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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1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8>과 같다.

피해아동은 남아 549명(52.6%), 여아 495명(47.4%)로 남아가 더 많았다. 평균 연

령은 9.73세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 4.727이었다. 피해아동의 특성을 4가지 주 특성

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정서 및 정신건강 문제(46.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

응·행동(35.7%), 발달·신체건강(13.1%), 장애(4.7%) 특성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573명(54.9%), 여자가 471명(45.1%)로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40.75세로 표준편차 8.810로 확인되었다.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비율이 높은 5가지의 주 특성을 분석한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39.9%), 성

격 및 기질 문제(21.9%), 부부 및 가족갈등(16.6%), 사회·경제적 스트레스(14.8%),

중독 및 질환문제(6.8%)로 확인되었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는 86.5%가 부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교육기관

종사자(교원, 유치원교사, 보육교직원, 학원강사), 기타(이웃, 낯선사람, 아이돌보미,

기타 등), 친인척(조부모, 친인척), 시설종사자 순이었다.

학대판단 유형으로는 정서학대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학대(38.7%).

방임(14.3%), 성학대(2%)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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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남 여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피해아동 549 (52.6) 495 (47.4) 0 17 9.73 4.727

학대행위자 573 (54.9) 471 (45.1) 16 80 40.75 8.810

피해아동 주 특성 학대행위자 주 특성

구분 N (%) 구분 N(%)

장애 52 (4.7)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791 (39.9)

중독 및 질환 135 (6.8)
정서·

정신건강
515 (46.5)

성격 및 기질 433 (21.9)

적응·행동 396 (35.7)
부부 및

가족갈등
330 (16.6)

발달·

신체건강
144 (13.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293 (14.8)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학대판단 유형

구분 N(%) 구분 N(%)

부모 907(86.5) 신체학대 648(38.7)

친인척 28(2.8)
정서학대 753(45.0)

교육보육기관 62(6)

성학대 34(2.0)
시설종사자 7(0.7)

방임 238(14.3)기타 30(4)

<표8>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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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특성

아동보호서비스의 대상자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로 구분하며, 서비스의 유형은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행위자수탁서비스로

구분된다. 대상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9>와 같다.

피해아동의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은 1∼5회(46%)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6∼10회

(16.9%), 11∼15회(9.4%) 21회 이상(9%), 16∼20회(4.3%)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세부 유형별 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경우 5~10회가

가장 높게(47%) 나타났으며 6∼10회(17.3%), 11∼20회(13.3%), 21회 이상(6.8) 순으

로 분포되었으며, 미이용은 15.5%로 확인되었다. 의료서비스는 이용이 4%로 미비한

수준이었으며,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1∼4회(10%), 5회 이상(5.6%)로 나타났다. 가

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3.5%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전체 아동보호서비스는 1∼5회(42%), 6∼10회(18.4%), 11∼15회

(6.4%), 21회 이상(5.6%), 16∼20회(3.4%)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이용은 24.1%로

확인되었다. 유형별 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경우 1∼5회(43.3)가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6∼10회(17.9%), 11∼20회(9.8%), 21회 이상(5%) 순이었으며, 의료서

비스의 경우 1%만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5.7%의 이용이 있었으며 94.3%는 미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1.5%로 나타났으며, 행위자 수탁서비스는 처벌법 시행 이후 추가된 서비스 유형으

로 12%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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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형
빈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N(%) N(%)

서비스

전체

미이용 151(14.5) 252(24.1)

1∼5 480(46) 439(42)

6∼10 176(16.9) 192(18.4)

11∼15 98(9.4) 67(6.4)

16∼20 45(4.2) 36(3.4)

21이상 94(9) 58(5.6)

상담서비스

미이용 162(15.5) 252(24.1)

1∼5 491(47) 452(43.3)

6∼10 181(17.3) 187(17.9)

11∼20 139(13.3) 103(9.9)

21이상 71(6.9) 50(4.8)

의료서비스
미이용 1002(96) 1034(99)

1이상 42(4) 10(1)

심리치료

서비스

미이용 0(84.4) 984(94.3)

1∼4 20(10) 45(4.3)

5이상 17(5.6) 15(1.4)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미이용 1007(96.5) 1028(98.5)

1이상 37(3.5) 16(1.5)

행위자수탁

서비스

(2015∼2016)

미이용 - 648(88)

1∼5 - 41(5.6)

6∼10 - 24(3.3)

15∼20 - 15(2)

21이상 - 8(1.1)

<표9>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20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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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 검증

1.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검증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의 분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X2

제곱)을 실시하였다. 처벌법 시행이전과 처벌법 시행 이후의 전체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별 아동보호서비스를 각각 비교한 결과는 다음<표10>과 같다.

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체 아동보호서비스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X2=124.843, p<0.001). 유형별 아동보호서비스를 살펴보았을 때 상담서비스

(p<0.001)와 심리치료서비스(p<0.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서비스는 이전(88%)에 비하여 처벌법 이후(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서비스와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도 각각 4.3%, 6.6%, 1% 증가하

였다. 반면에 의료서비스는 1.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상자별 아동보호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동일하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처벌법 시행 전후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는 피해아동(p<0.001)

과 학대행위자(p<0.001) 모두에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피해아동의 상담서비스는 처벌법 이후(50.1%)가 처

벌법 이전(28.9%)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p<0.001)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

었으나 5.1%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서비스의 이용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기능강화 서

비스의 경우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상담서비스(p<0.001), 심리치료서비스(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상담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이전 58.4%에서 73.2%로 증가했

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4.9%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와 가족기

능강화서비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가족기능강

화서비스에서 1.7%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벌법 시행 이후 추가된 행위자수

탁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전후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12%가 이용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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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

스

대상

서비스

유형

서비스

이용

유무

처벌법 시행 전 처벌법 시행 후

X2

N % N %

전체

(아동

+학대

행위

자)

상담
미이용 41 13.3 66 9

136.251***
이용 267 86.7 670 91

의료
미이용 291 94.5 704 95.7

.666
이용 17 5.5 32 4.3

심리

치료

미이용 268 87 592 80.4
6.529*

이용 40 13 144 19.6

가족기능

강화

미이용 294 95.5 698 94.8
.175

이용 14 4.5 38 5.2

서비스

전체

미이용 37 12 66 9
124.843***

이용 271 88 670 91

아동

상담
미이용 170 71.1 322 49.9

34.904***
이용 69 28.9 321 50.1

의료
미이용 292 94.8 710 96.5

1.554
이용 16 5.2 26 3.5

심리

치료

미이용 271 88 610 82.9
6,605

이용 37 12 126 17.1

가족기능

강화

미이용 295 95.8 712 96.7
.585

이용 13 4.2 24 3.3

아동 전체
미이용 61 19.8 90 22.2

40.165***
이용 247 80.2 646 77.8

학대

행위

자

상담
미이용 128 41.6 124 26.8

122.888***
이용 180 58.4 612 73.2

의료

서비스

미이용 305 99 729 99
.001

이용 3 1 7 1

심리

치료

미이용 301 97.7 683 92.8
9.736**

이용 7 2.3 53 7.2

가족기능

강화

미이용 907 99.7 721 98
4.224

이용 1 0.3 15 2

행위자

수탁

미이용 - - 648 88
40.216

이용 - - 88 12

학대

행위자

전체

미이용 128 41.6 124 26.8
124.391***

이용 180 58.4 612 73.2

*p<0.05, **p<0.01, ***p<0.001

<표10>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검증



- 42 -

제3절 학대행위자 특성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검증

처벌법 시행 전후 학대행위자 아동보호서비스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대행위자

의 특성 20가지 유형(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발생 비율이 높은 5가지 주 특성을 확인한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

제적 스트레스, 부부갈등, 성격 및 기질문제, 중독문제로 나타났다. 이 5가지의 특성

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X2제곱)을 실시

하였다.

1.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처벌법 시행 전후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를 비교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전 양육태도 부족의 학대행위자 집단의 이용이

52.4%에서 처벌법 이후 85.8%로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처벌법 시행 이전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을 가진 집단(52.4%)에 비해 안정적인 집단(58.6%)의 서비스

이용이 훨씬 높았다. 반면 처벌법 시행 이후 양육태도 부족의 특성을 가진 집단

(85.8%)의 상담서비스 이용이 양육태도가 안정적인 집단(74.1%)에 비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이전 양육태도 부족의 특성을 가진 집단

의 서비스 이용이 처벌법 이후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리치료서

비스의 경우 처벌법 이전 양육태도가 안정적인 집단은 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을 가진 집단은 2.3%의 이용으로 증가한 것을

나타나 처벌법 이후 4.9%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전 이용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처벌법 시행 이후 이용이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육태도가 안정적인 집단(3%)에 비해 양육태

도 부족의 특성을 가진 집단(0.8%)의 서비스이용이 적게 나타났다. 행위자수탁서비

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후 추가된 서비스로 양육태도 부족의 특성을 가진 집단에

서의 이용(13%)이 양육태도가 안정적인 집단(8.4%)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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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서비

스

이용

처벌법 시행 이전 처벌법 시행 이후

양육태도

안정

양육태도

부족 X2

양육태도

안정

양육태도

부족 X2

N % N % N % N %

상담

서비스

미이용 36 41.4 92
41.

6 0.85

1

43 25.9 81
14.

2 13.85

5**
이용 51 58.6 129

58.

4
123

74.

1
489

85.

8

의료

서비스

미이용 87 100 218
98.

6 1,19

3

165
99.

4
564

98.

9 0.277

이용 0 0 3 1.4 1 0.6 6 1.1

심리치

료서비

스

미이용 87 100 214
97.

7 2.82

0

154
92.

8
529

92.

8 0.000

이용 0 0 7 2.3 12 7.2 41 7.2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미이용 87 100 220
99.

5 0.39

5

161 97 560
98.

2 1.019

이용 0 0 1 0.5 5 3 10 1.8

행위자

수탁

서비스

미이용 - - - -
-

152
91.

6
496 87

5.688

이용 - - - - 14 8.4 74 13

*p<0.05, **p<0.01, ***p<0.001

<표11> 학대행위자 양육태도 부족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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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서비스

이용

처벌법 시행 이전 처벌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스트

레스 없음

사회경제스

트레스 있음 X2

사회경제스

트레스 없음

사회경제스

트레스 있음 X2

N % N % N % N %

상담

서비스

미이용 98 45.8 30
31.

9 7.39

3

99 18.4 25
12.

6 28.28

8***
이용 116 54.2 64

69.

1
438

81.

4
174

87.

4

의료

서비스

미이용 213 99.5 92
97.

9 1.86

7

534
99.

4
195 98

3.247

이용 1 0.5 2 2.1 3 0.6 4 2

심리치

료서비

스

미이용 207 96.7 94 100
3.14

6

500
93.

1
183 92

0.287

이용 7 3.3 0 0 37 6.9 16 8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미이용 213 99.5 94 100
0.44

1

528
98.

3
193 97

1.304

이용 1 0.5 0 0 9 1.7 6 3

행위자

수탁

서비스

미이용 - - - -

-

477
88.

8
171 86

2.126

이용 - - - - 60
11.

2
28 14

*p<0.05, **p<0.01, ***p<0.001

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처벌법 시행 전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

호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사회경제스트레스를

가진 집단이 처벌법 시행 이전(69.1%)에 비해 처벌법 이후(8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스트레스를 가진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6%

높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p<0.001)으로 확인되었

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전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전 사회경제스트레스를 가진 집

단의 이용이 없었던 것에 비해 처벌법 시행 이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전 서비스 이용이 미비했던 것에 비해 처벌

법 시행 이후 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2> 학대행위자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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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서비스

이용

처벌법 시행 이전 처벌법 시행 이후

부부갈등

없음

부부갈등

있음 X2

부부갈등

없음

부부갈등

있음 X2

N % N % N % N %

상담

서비스

미이용 94 42.3 34
39.

5 1.25

6

83 16.1 41
18.

5
6.578

이용 128 57.7 52
60.

5
431

83.

9
181

81.

5

의료

서비스

미이용 220 99.1 85
98.

8 0.04

4

510
99.

2
219

98.

6
0.541

이용 2 0.9 1 1.2 4 0.8 3 1.4

심리치

료서비

스

미이용 291 98.6 82
95.

3 3.03

9

481
93.

6
202 91

1.555

이용 3 1.4 4 4.7 33 6.4 20 9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미이용 221 99.5 86 100
0.38

9

503
97.

9
218

98.

2
0.089

이용 1 0.5 0 0 11 2.1 4 1.8

행위자

수탁

서비스

미이용 - - - -

-

121
88.

3
194

87.

4
1.037

이용 - - - - 30
11.

7
28

12.

6

*p<0.05, **p<0.01, ***p<0.001

3. 부부 및 가족 갈등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처벌법 시행 전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

호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전에

비해 처벌법 시행 이후 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법 시행 이후 부부갈등

이 있는 집단의 상담서비스는 부부갈등이 없는 집단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전에 대비 처벌법 시행 이후 서비스 이용

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부부갈등이 있는

집단이 처벌법 시행 이전(4.7)보다 처벌법 시행 이후(9%)로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전 이용이 미비했던 것에 비해

처벌법 시행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3> 학대행위자 부부갈등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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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서비

스

이용

처벌법 시행 이전 처벌법 시행 이후

성격기질문제

없음

성격기질문

제 있음 X2

성격기질문제

없음

성격기질문제

있음 X2

N % N % N % N %

상담

서비스

미이용 77 39.3 51 45.5
1.42

9

83 18.8 41 13.9
5.58

9359 91.2 253 86.1이용 119 60.7 71 54.4

293 99.7
1.94

0

0.01

2

436 98.6
의료

서비스

미이용 194 99 111 99.1

1 0.36 1.4이용 2 1 1 0.9

270 91.8
0.67

8

1.33

6

413 93.4심리치

료서비

스

미이용 193 98.5 108 96.4

24 8.229 6.6이용 3 1.5 4 3.6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미이용 196 100 111 99.1
1.75

6

434 98.2 287 97.6
0.28

8
이용 0 0 1 0.9 8 1.8 7 2.4

-
403 91.2 245 83.3 13.1

09*

*

행위자

수탁

서비스

미이용 - - - -

49 16.739 8.8이용 - - - -

*p<0.05, **p<0.01, ***p<0.001

4. 성격 및 기질문제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처벌법 시행 전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

호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는 <표14>와 같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성격 및 기질 문제

를 가진 집단의 이용이 54.4%에서 86.1%로 이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격 및 기질문제가 있는 집단에 비해서는 성격 및 기질 문제 특성이 없는 집단의

서비스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전에 비해

처벌법 시행 이후 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

우 성격 및 기질 문제 특성을 가진 집단의 서비스 이용이 처벌법 시행 이전(3.6%)

에 비해 처벌법 시행 이후(8.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벌법 시행 이후 성

격 및 기질 문제 특성을 가진 집단의 서비스 이용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에도 처벌법 시행 이전 이용이 미비했던 것에

비하여 처벌법 시행 이후 1.5%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처벌법 이후 시행된 행위자수

탁서비스의 경우 성격기질문제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간의 행위자수탁서비스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14> 학대행위자 성격기질문제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 47 -

서비스

유형

서비스

이용

처벌법 시행 이전 처벌법 시행 이후

중독문제

없음

중독문제

있음 X2

중독문제

없음

중독문제

있음 X2

N % N % N % N %

상담

서비스

미이용 103 40.4 25 47.2 2.06

2

107 16.4 17 20.7
3.523

이용 152 59.6 28 52.8 547 83.6 75 79.3

의료

서비스

미이용 254 99.6 51 96.2 5.20

2

650 99.4 79 96.3
7.181

이용 1 0.6 2 3.8 4 0.6 3 3.7

심리

치료

서비스

미이용 248 97.3 53 100 1.48

9

604 92.4 79 96.3
1.733

이용 7 2.3 0 0 50 7.6 3 3.7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미이용 254 99.6 53 100 0.20

9

643 98.3 78 95.1
3.728

이용 1 0.4 0 0 11 1.7 4 4.9

행위자

수탁서

비스

미이용 - - - -
-

572 87.5 76 92.7
2.179

이용 - - - - 82 12.5 6 7.3

*p<0.05, **p<0.01, ***p<0.001

5. 중독 및 질환문제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처벌법 시행 전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에 대한 아동보

호서비스를 분석한 결과는 <표15>와 같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이전(52.8%)

에 비해 처벌법 시행 이후(79.3%)에 26.5% 증가하였으며, 처벌법 시행 이후 중독문

제가 없는 집단에 비해서는 있는 집단이 서비스 이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중독문제가 있는 집단의 서비스 이용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전과 이후 유사하게 나타났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중독문

제의 특성이 있는 집단은 처벌법 시행 이전 이용이 전혀 없었던 것에 비해 처벌법

시행 이후 3.7%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상담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중독문제가

있는 집단이 중독문제가 없는 집단에 비해 서비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기능강화서비스 경우에도 처벌법 시행 이전 서비스 이용이 미비했던 것에 비해 처

벌법 시행 이후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독문제가 있는 집단의 서비스 이

용이 중독문제가 없는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행위자 수탁서비스의 경우에

도 중독서비스가 있는 집단이 중독문제가 없는 집단에 비해 이용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5> 학대행위자 중독문제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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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 영향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보호서비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는 .064∼337 사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는 한 변수의 분산(변량, Variance) 중에서 다른 변수와 같이 변화하는 분산, 즉, 공

분산(공변량, Covariance)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변화

하는 공분산이 클수록 상관관계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우수명, 2015).

1.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과 아동보호서비스간의 상관관계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과 아동보호서비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대부분의 변수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즉,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상담서비스는 .164 (p<0.01)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학대행위자 상담서비스는 .337(p<0.01), 심리치료서비스 .097(p<0.01), 가족기

능강화서비스 .064(p<0.05), 행위자 수탁 .184(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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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법

아동 학대행위자

상

담

서

비

스

의

료

서

비

스

심리

치료

서비

스

가족

기능

강화

서비

스

전

체

상

담

서

비

스

의

료

서

비

스

심리

치료

서비

스

가족

기능

강화

서비

스

행위

자수

탁

서비

스

전

체

처벌법 1

아

동

상담서

비스

.164
** 1

의료서

비스

-.0

39

.324
** 1

심리치

료서비

스

.042
.341

**

.189
** 1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0

24

.260
**

.224
**

.124*

* 1

전체
.158

**

.942
**

.314
**

.514*

*

.251*

* 1

학

대

행

위

자

상담서

비스

.337
**

.409
**

.146
**

.161*

*

.095*

*

.402
** 1

의료서

비스

-.0

01

.084
**

.130
** .008

-.01

9

.083
**

.121
** 1

심리치

료서비

스

.097
**

.082
**

-.0

09

.269*

*

-.02

5

.139
**

.243
** .060 1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064
*

.115
**

.213
**

-.01

1
.018

.108
**

.112
**

-.0

12
.036 1

행위자

수탁서

비스

.184
**

.208
**

.139
**

.180*

* .032
.222

**

.273
**

-.0

28
.057 .057 1

전체
.336

**

.414
**

.142
**

.173*

*

.091*

*

.409
**

.992
**

.119
**

.290*

*

.131*

*

.267*

*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표16> 처벌법 시행과 아동보호서비스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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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

도부족

사회경

제스트

부부갈

등

성격기

질문제

중독문

제

상담서

비스

의료서

비스

심리치

료서비

스

가족기

능강화

행위자

수탁서

비스
양육태

도부족
1

사회경

제스트

레스

.184** 1

부부

갈등
.135** .119** 1

성격기

질문제
.259** .101** .203** 1

중독

문제
.045 .121** .032 .038 1

상담

서비스
.063* .192** .033 .039 -.027 1

의료

서비스
.013 .045 .026 -.029 .087** .201** 1

심리치

료서비

스

.001 -.010 .047 .033 -.052 .231** -.009 1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021 .000 -.024 .012 .024 .186** -.009 -.006 1

행위자

수탁

서비스

.073* .031 .031 .106** -.035 .265** -.020 .034 .010 1

**. 상관이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 상관이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쪽).

학대행위자 특성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7>과 같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 집단의 경우 상담서비스

(p<0.05), 행위자 수탁서비스(p<0.5)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확인되었

다.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 집단의 경우 상담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상관성(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 및 기질 문제의 특성을 가

진 학대행위자 집단의 경우 행위자 수탁서비스에서 유의미한 상관성(p<0.01)이 확

인되었으며, 중독문제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 집단의 경우 의료서비스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7> 학대행위자 특성과 아동보호서비스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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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법 시행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있는 아동보호서비스 유형을 확인하기 위

해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처벌법과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순서대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독립변수 아동학대 처벌법과 통제변수 성별을

투입하였으며, <모형2>은 학대행위자 특성을 함께 투입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가. 처벌법 시행이 학대행위자 상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처벌법 시행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상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순서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18>과 같다.

먼저 <모형1>에서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처벌법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F=.49.695, p<001). 성별(ß=.169, p<001)은 상담서비스 이

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상담서비스에

유의미한 영향(ß=.233, 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

후 일수록 상담서비스가 7.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에 학대행위자 특성인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갈등, 성격 및 질환문제, 중독문제를 추가로 투

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F=19.565, p<.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ß=150, p<.001), 아동학대 처벌법(ß=.237, p<.001)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유의

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특성의 경우 사회·경제적 스트레

스(ß=.183, p<.001)가 상담서비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처벌법 시행 이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경우

6배의 상담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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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처벌법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상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상담서비스)

모형1 모형2

B ß t B ß t

성별 2.789 .169 5.693*** 2.471 .150 5.016***

아동학대 처벌법 4.187 .233 7.834*** 4.272 .237 8.076***

학대
행위
자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 - - .128 .007 .217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 - - -3.343 .183 6.036***

부부갈등 - - - .263 .015 .484

성격 및
기질문제 - - - .096 .006 .186

중독문제 - - - -.212 -.009 -.290

상수 -6.655 -6.463

R² .082 .117

수정된 R² .081 .111

F 46.695*** 19.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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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벌법 시행이 학대행위자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처벌법 시행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순서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19>와 같다.

먼저 <모형1>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처벌법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성별, 아동학대 처벌법에 학대행위자 특성인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갈등, 성격 및 질환문제, 중독문제를 추가

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별(ß=.093,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아동학대 처벌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중독문제(ß=.100, p<.01)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경우 의료서비스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독문제를 가질수록 의료서비스의

이용은 3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9> 처벌법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의료서비스)

모형1 모형2

B ß t B ß t

성별 .041 .078 2.514 .049 .093 2.955**

아동학대 처벌법 .008 .015 .472 .014 .024 .777

학대
행위
자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 - - .005 .008 .235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 - - .014 .023 .730

부부갈등 - - - .020 .034 1.062

성격 및
기질문제 - - - -.025 -.047 -1.440

중독문제 - - - .100 .100 3.179**

상수 -.052 -2.052

R² .006 .020

수정된 R² .004 .013

F 3.266 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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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벌법 시행이 학대행위자 심리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처벌법 시행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심리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확인

하기 위해 순서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20>과 같다.

먼저 <모형1>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처벌법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216, p<001). 성별

(ß=.083, p<.01)과 아동학대 처벌법(ß=.070, p<.05)은 심리치료서비스에 유의미한 영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법 시행 이후 상담서비스가 2배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2>에서는 성별, 아동학대 처벌법에 학대행위자 특성인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갈등, 성격 및 질환문제, 중독문제를 추가

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별(ß=.083, p<.01), 아동학대 처벌법(ß=.066, p<.05)은 모

형1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대행위자 특성은

심리치료서비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0> 처벌법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심리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심리치료서비스)

모형1 모형2

B ß t B ß t

성별 .226 .083 2.699** .226 .083 2.648**

아동학대 처벌법 .208 .070 2.281* .194 .066 2.118*

학대
행위
자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 - - -.046 -.015 -.45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 - - -.055 -.018 -.574

부부갈등 - - - .151 .051 1.599

성격 및
기질문제 - - - .073 .026 .813

중독문제 - - - -.137 -.034 -1.079

상수 -.455 -.437

R² .012 .017

수정된 R² .010 .010

F 6.216** 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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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벌법 시행이 학대행위자 가족기능강화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처벌법 시행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는

<표21>과 같으며 <모형1>과 <모형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21> 처벌법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가족기능강화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가족기능강화서비스)

모형1 모형2

B ß t B ß t

성별 .011 .025 .813 .012 .029 .922

아동학대 처벌법 .029 .064 2.058 .032 .068 2.190

학대
행위
자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 - - -.014 -.029 -.9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 - - .001 .001 .041

부부갈등 - - - -.011 -.025 -.772

성격 및
기질문제 - - - .009 .020 .624

중독문제 - - - .022 .035 1.105

상수 -.042 -.040

R² .005 .007

수정된 R² .003 .001

F 2.440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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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벌법 시행이 학대행위자 행위자수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처벌법 시행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행위자수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확

인하기 위해 순서대로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22>와 같다.

먼저 <모형1>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독립변수인 아동학대 처벌법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F=12.736, p<001).

아동학대 처벌법은 행위자수탁서비스에 유의미한 영향(ß=.186, p<001)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처벌법 시행 이후일수록 상담서비스가 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모형2>에서는 성별, 아동학대 처벌법에 학대행위자 특성인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갈등, 성격 및 질환문제, 중독문제를 추가

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처벌법(ß=.147, p<001)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학대행위자의 특성의 경우 성격 및 기질문제(ß=.090, p<.01)의 특성이 행위자

수탁서비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벌법 시행이

성격 및 기질문제의 특성을 지닌 학대행위자의 행위자수탁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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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처벌법과 학대행위자 특성이 행위자수탁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변수

종속변수(행위자 수탁서비스)

모형1 모형2

B ß t B ß t

성별 .074 .014 .468 .026 .005 .164

아동학대 처벌법 .870 .154 5.027*** .830 .147 4.785***

학대
행위
자
특성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 - - .225 .037 1.16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 - - .132 .023 .726

부부갈등 - - - .018 .003 .099

성격 및
기질문제

- - - .474 .090 2.790**

중독문제 - - - -.233 -.030 -.969

상수 -.978 -1.207

R² .024 .037

수정된 R² .022 .030

F 12.736*** 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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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보호서비스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울산광역시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데이터를 추출

하여 시행 전후에 따른 유형별 아동보호서비스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 내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확인 결과 남아가 여아에 비해 높

게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9.73세였다. 피해아동의 주 특성을 4가지로 분류하여 분

석한 결과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장애

특성 순이었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연

령은 40.75세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 높게 나타나는 5개 주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 및 기질문제, 부부

및 가족갈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중독 및 질환문제 순이었다. 피해아동과 학대행

위자의 관계는 부모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보육기관 친인척, 시설종사자, 기

타로 나타났다. 처벌법 시행 전후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보육기관 종사자가 이전에

비해 이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내 부모의 경우

전국에 비해 울산이 5.9% 높게 나타났다. 학대 판단의 경우 정서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이었다. 처벌법 시행 전후 유사한 결과를 보

였으나 정서학대가 이전보다 이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현황과 비교하

였을 때 울산 지역 정서 및 신체학대가 방임 및 성학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특성을 대상자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피해아

동의 아동보호서비스의 경우 46%가 1~5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

서비스 이용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의 경우 5~10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리치

료서비스의 경우 1~4회 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서

비스의 경우 3~4%대로 이용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

스는 42.9%가 1~5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아동에 비하여 학대행위자의

서비스 이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상담서비스는 43.3%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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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치료서비스는 5.7%가 이용하였으며 94.3%가

미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서비스는 미비하였

다. 처벌법 시행 이후 추가된 행위자수탁서비스의 경우 12%의 학대행위자가 이용하

였으며 그 중 5.6%가 1~5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벌법 시행 이전에 비하여

시행 이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아동보호서비스에서는 상담서비스와

심리치료서비스에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각각 4.3%, 6.6% 증가하였다.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에 따른 대상자별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차이 확인하기 위

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아동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후가 이전에 비해 서비스

평균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아동보호서비스에서는 상담서비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

었었으며, 처벌법 시행 이전에 비하여 처벌법 시행 이후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처

벌법 시행 이후 5.1%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서비

스의 경우 오히려 처벌법 시행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경우도 피해아동과 마찬가지로 처벌법 시행 이후 전체 서비스 이용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유형

으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와 심리치료서비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

과가 확인되었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후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4.9%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료서비스와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소폭

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행위자수탁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후 추가된

서비스로 12%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전후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 집단의 경우 상담서비스는 처벌법 시행 이후 서비

스 이용이 27.4% 증가하였다. 또한 처벌법 시행 이전 양육태도 및 방법이 안정적이

었던 집단의 서비스 이용이 높았었던 것에 비해 처벌법 시행 이후 양육태도 및 방

법 부족의 특성을 가진 집단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여 이는 바람직한 증가라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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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스트레스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경우 상담서비스의 경우 처벌

법 시행 이후 이용은 18.3% 증가하였다. 또한 해당 특성을 가진 집단이 해당 특성

이 없는 집단에 비해 서비스 이용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의 서비

스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차이가 미비하였으나

해당 특성이 있는 집단의 서비스 이용이 해당 특성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처벌법 시행 이전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가진 집단

의 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었으나 처벌법 시행 이후 8%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에도 처벌법 시행 이전 해당 특성을 가진 집단의 이용이

없었던 것에 비해 처벌법 시행 이후 3%의 이용을 보였다. 행위자 수탁서비스의 경

우 처벌법 시행 이후 14%가 이용하였다.

부부 및 가족갈등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서비스를 살펴보았을 때 상담서비

스의 이용은 처벌법 시행 이후 21%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특성이 없는 집단에

비해서는 해당 특성이 있는 집단의 서비스 이용이 낮게 나타나 해당 특성이 있는

집단에의 서비스 제공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

능강화서비스의 경우 이용이 소폭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위자수탁서비

스는 12.6%의 이용을 보였다.

성격 및 기질문제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처벌법 시행이

후 31.7%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해당 특성이 없는 집단

에 비해 서비스 이용이 낮게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오히려 감소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심리치료서비스는 처벌법 시행 이후 4.6% 증가하였으며 해당 특성

이 없는 집단에 비해 특성을 가진 집단이 더 많이 이용하고 하여 이는 바람직한 결

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행위자수탁서비스의 경우 16.7%가 이용하고 있어 5가지 주

특성 중 성격 및 기질문제를 지닌 학대행위자 유형이 해당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

용하고 있었다.

중독 및 질환문제 특성의 경우 상담서비스는 26.5% 증가하였으나 해당 특성을 지

닌 학대행위자 집단의 서비스 이용은 여전히 특성을 지니지 않은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에도 처벌법 시행 이전 전혀 이용이 없던 것에 비

해 처벌법 시행 이후 3.7% 증가하였으나 낮은 수준의 이용으로 볼 수 있다. 가족기

능강화 서비스 또한 처벌법 시행 이전 이용이 없었던 것에 비해 시행 이후 4.7%가

이용하였다. 행위자수탁서비스의 경우 7.3%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처벌법 시행과 아동보호서비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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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학

대행위자의 경우 상담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행위자 수탁서

비스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대행위자 특성과 아동보호서비

스간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자의

경우 상담서비스, 행위자수탁서비스,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의 특성을 가진 학대행위

자의 경우 상담서비스, 성격 및 기질문제의 특성을 가진 경우 행위자 수탁서비스,

중독 및 질환문제를 가진 행위자의 경우 의료서비스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

이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서비스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후 8배 가량 증가하였다. 처벌법 시행은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

는 학대행위자의 상담서비스의 이용을 긍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료서비스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만 영향을 미치며, 아동학대 처벌법 시

행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특성의 경우 중독

및 질환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의 경우 의료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치료서비스의 경우 성별과 아동학대 처벌법 모두가 심리치

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서비스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성별, 아동

학대 처벌법, 학대행위자 특성 모두 서비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수탁서비스의 경우 아동학대 처벌법이 서비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성격 및 기질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의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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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제언

본 연구는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후 법과 관련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졌으

나 법의 시행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던 실정에서 구체적

인 차이와 영향을 분석했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전까지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분석이 있다하더라도(김세원, 2008, 오준호, 2016) 아동학대 처벌법 시행을 중

점으로의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까지 거부적이었던 학대행위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져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제정·시행된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대행위자들에게 처벌법 시행 이전과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는 것은 향후 법과 아동보호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광역시의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아동보호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학대행위자의 서비스에 관련하여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음이 확인할 수 있었다. 아

동학대 처벌법 시행 이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미비했던

것에 비하여 시행 이후 학대행위자의 아동보호서비스 개입에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서비스 경험은 학대 행위 중단을 위한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강미경, 2009)에 따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은 매

우 중요하며, 아동학대는 아동이 스스로 예방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학대행위자의 변화가 있어야 학대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

기개입은 아동학대 사망을 예방하는 핵심적 대책이 될 수 있다(이희연 외, 2014).

이러한 결과는 아동보호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적극적인 처벌법 적용이 필요함이 확

인되었으며, 다만 아동학대 발생원인을 보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보다

치료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안(이은주, 2016)을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이 보완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의 학대행위자가 교육을 거부할 경우

를 대비하여 교육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찰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상담 및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보호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수강을 강제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전경숙, 2016).

반면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는 처벌법 시행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확

인할 수 없었다. 아동학대 중단을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는 강화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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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에 대한 후유증 치료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

학대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신체에 대한 의료적 검진과 더불

어 그 증상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의무적으로 병행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뒷

받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문영희, 2016).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피해아동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아 후유증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이 대상자 개별이 아닌 가족 전체로 접근하는 서비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보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대상은 피해아동, 학

대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으로 대상자 각각에 대한 개별 서비스를 분류하고 있어

가족 전체에 대한 개입을 고려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UN아동권리협약

은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협약 제19조 제1항), 부모와의 결합권

역시 보장하고 있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족’ 단위

의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이유이다(현소혜, 2017). 단순한 상담서비스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탈피하여 가정의 기능회복과 바람직한 양육기술을 위한 가족

기능강화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박찬걸, 2014).

셋째, 아동보호서비스 중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경우 가정의 환경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협력의 의미로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가족중심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및 지역협력관계 형성과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족서비스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가족대상 서비스 제공 전문기관들과의 협력 관계의 형성이 필

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호자에 대해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의

전문적인 가족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 취업서비스, 법률서비스, 생계지원서비스

등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과 같은 협력관계 형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한다(김형모, 2015).

넷째, 아동보호서비스의 유형 중 이용이 미비한 서비스가 많이 나타나 실질적으

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아동과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기관들이 갖고 있는 서비스체계가 필

요하므로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선향, 2015)..

다섯째, 아동보호서비스 중 행위자 수탁 서비스의 효과적인 수행 방안 모색이 필

요하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연 4회 행위자 수탁 프로그램, 매월 부모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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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하고 있지만 프로그램의 가이드 모형이 없는 실정으로 2015년 이후 기관 내

자체적으로 집단 교육, 집단 상담, 개인 상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프

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경험적 근거를 토대로 다양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수행은 각 기관의 자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보다는 국가차원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하여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학대행위자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정폭력이나 다른 부부갈등이 있는 가족들의 학대 재발생 가능성은 1.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DePanfilis & Zuravin, 1999b) 있으며 중독문제의 특성의 경

우에도 가해자의 알코올, 약물중독은 더 높은 재발생률과 관계가 있다(baird, 1988;

DePanfilis & Zuravin, 1999b, Palusci, 2002; English, et al., 2000; Terling, 1999; 김

세원, 2008). 학대행위자의 약 80%이상이 부모인 현실에서 피해아동의 심리적 부담,

원가정의 회복을 위해 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 처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부모교육,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등의 프로그램이나 가족보존프로그램 등을 제

공·강제할 필요가 있다(최영진, 2015). 는 연구 결과와 같이 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

려하여 그에 적합한 서비스 유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로 연구를 위해 추출

되어 분석에 활용된 정보의 수준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석의 결과가 서비스에 대

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 다소 제한적이며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 후속연

구에서는 연구의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분석한다면 처벌법 시행과 아동보호서비

스에 대한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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