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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설립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사례의 발견과 개입,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아
동학대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접수
된 신고사례들을 토대로 지난 아동학대 현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아동학대전산시스템(Korean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KNCANDS)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1년 1월 1일 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아동보호체계를 형성하여 13,227건의 사례
를 신고접수 받아 그중 학대로 7,504건을 판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
이 학대사례를 개입하고 관리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시스
템 확충 및 상담원 인력 증원, 학대아동 발견 증가의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판정에 관한 보다 객관적 준거 마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서비스 전문화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이는 앞으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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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사회 화두에 아동권리 증진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모라는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
동학대는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정이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이들은 그 곳에서 소리 없이 고통을 참으며 힘든 생활
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하여 국가
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시작하
였다. 전국 16개 시․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391 핫라인을 24시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가가 학대받고 방임된 아동

에 대한 개입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보호자
라 할지라도 그 양육방법이 부적절하거나 아동에게 행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국가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또한 학대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이 땅의 아이들이 행복
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어린이 보호․육성 및 안전 계획(2004.5)’을 작성하
면서 지난 3년 동안의 다양한 노력을 분석하였다. 이는 부처간 협력을 통해 어린
이 권리와 안전문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고, 해마다 점진적인 계획을 가지
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먼저 2002년도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문제
점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인식 부족 및 신고율 저조, 학대아동 보호 및 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미비,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상 문제, 학대예방을 위한 가족
지원프로그램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도 사
업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2개소 추가 개소시키고 상담원 인원을 5명에서 8명
으로 증원시켰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기금 확보하여 MRI 및 심리검사비를 지급
할 수있도록 하였으며 학대로 인한 상처를 정확히 진단하여 아동의 후유증을 최소
화 하도록 학대아동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
서에 따르면 여전히 학대아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학대예방센
터의 설치확충이 제고되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을 향상시켜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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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신고사례를 증가시키도록 공익광고 등의 홍보강화 사업의 제고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아동보
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상담, 일시보호 및 치료기능을 추가 보강한 아동보
호종합센터’의 확대 운영과 기존의 아동학대예방센터 이외에 소규모아동학대예방
센터의 신설을 구상하고 있으며, 상담원의 인원도 확충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초기 3년을 ‘범국민 아동학대 인식증진’의 해로
생각하고 아동학대예방의 안전망 토대를 마련하여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개입뿐
아니라 예방사업까지도 도맡아 진행하였다. 특히 2004년 5월부터 소규모 아동학
대예방센터가 17개소로 확대 운영(8개소는 국고지원 받는 소규모센터, 나머지 9개
는 소규모센터로 지정절차만 득했을 뿐 국고지원금 없이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
는 센터임)되는 시점과 더불어 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와 소규모아동학대예방센터
의 역할과 한계를 어떻게 범주화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
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인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일시보호 및 치료기능’이 보강
될 계획이 진행되는 이 시점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할 수 있
는 시기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국 20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
어 신고된 사례로부터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그와 관련된 여러 조치 및 학대발
생에 관련된 특징, 그리고 학대받은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아동학대예방
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
장 및 아동학대의 예방정책에 문제점과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문제점 파악과 향후 방향제시, 정책적 제언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자료는 전국 20개(서울, 경기, 강원 각 2개소)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404명의
상담원이 신고접수한 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여 개입한 사례 13,227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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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아동학대예방센터 내에 설치되어있는 대한민국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Korean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KNCANDS)의 통계자료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자료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1391로 신고접수 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 및 일반상담 사례들이다.

특히 본 사례들은 Hotline을 통해 신고접수된 건수이다. 사이버신고접수는 2004년
도부터 이루어졌으므로 본 연구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체 자료는 기본적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전산시스템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대한민국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내용
구분

내용

센터 수 및

센터 수

상담원 현황

상담원 수 및 현황

신고접수

1391 신고접수 현황
신고자 유형
아동 학대 사례판정 및 초기개입 결과

현장조사서

학대아동 발견율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 사망아동 성별 및 연령
행위자 성별 및 연령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서비스제공

서비스제공 대상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상담원 현황
<표 2-1>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수와 상담원수의 변화를 나타냈는데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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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소 5명의 상담원으로부터 시작된 아동학대예방사업은 2003년도에는 경기도

와 강원도에 각 1개소씩 추가하여 19개소의 아동안전망이 형성되었으며, 한 센터
에 8명의 상담원이 일하고 있다. 상담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2-2>에서 나
타났듯이 20대의 미혼인 상담원이 57%정도이다. 또한 상담원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년 20-30%의 신규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그만큼 이직율
도 높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수치로 보여진다. 특히 지역적 여건이나 전체 아동인
구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각 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아동인구, 행정구역 등의 편차 등이 심
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경기도 2곳에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 16명의
상담원이 38개 시․군의 285만명의 아동인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는
4개 시․군에 16만명의 아동인구를 8명의 상담원이 담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 2-1>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상담원 수
(단위: 개, 명)
년도
센터 수
상담원 수

2001년
17
112

2002년
17
133

2003년
19
159

비고
17개소→19개
센터당 5명→ 8명

<표2-2> 상담원 현황
(단위: 명, %)
변인
성별
나이
혼인여부
최종학력

근무연한

구분
남
여
20대
30대
40대이상
미혼
기혼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재학이상
1년 미만
1년 - 2년미만
2년 이상
전체

2001년
56(50)
56(50)
63(56)
38(34)
11(10)
64(57)
48(43)
2( 2)
80(71)
30(27)
26(23)
48(43)
38(34)
112 (100.0)

빈 도 (%)
2002년
64(48)
69(52)
60(45)
58(44)
15(11)
75(56)
58(44)
3( 2)
86(65)
44(33)
41(31)
28(21)
64(48)
133(100.0)

2003년
88(55)
71(45)
75(47)
52(33)
32(20)
90(57)
69(43)
100(63)
59(37)
40(25)
52(33)
67(42)
15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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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Hot Line 1391 신고접수 현황
1391 신고접수란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일반상담2)을 포함하여 1391을 통해 신

고접수 된 모든 사례를 의미한다. Hot Line 1391을 통해 신고접수 된 총 건수는
<표 3>에 기록하였으며, 2001년 4,133건에서 2003년 4,983건으로 증가되었다. 이

중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01
년 2,606건(63.1%)에서 2003년 3,536건(71%)으로 그 수치가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02년의 경우, 전체 1391 신고건수는 2001년에 비해 줄었으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약 9% 정도
증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
과 함께 1391의 신고전화 역시 아동학대 신고전화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2003년의 경우에는 경기북부, 강원동부 센터가 추가로 설됨에 따라 전체
1391 신고접수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표 3> 1391 신고접수
(단위: 건, %)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아동학대 의심사례건수

2,606( 63.1)

2,946( 71.7)

3,536( 71.0)

일반상담 건수

1,527( 36.9)

1,165( 28.3)

1,447( 29.0)

전체

4,133(100.0)

4,111(100.0)

4,983(100.0)

3. 신고자 유형
신고자 유형은 크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현
행 아동복지법 제26조에는 직무상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에 즉
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들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들은 직무의 특
성 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입장에 있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견

2) 아동학대 의심사례란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사례를 의미
하며, 일반상담이란 아동양육 및 아동문제 등 일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접수된 기타 사
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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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신고의무자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
해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신고의무자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표 4>과
같이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56.5%(Children's Bureau, 2003). 이므로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율은 미흡한 실정이다.
<표 4> 신고자 유형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N = 2,606)

(N = 2,946)

(N = 3,536)

시설종사자

285(10.9)

238( 8.1)

181( 5.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16( 8.3)

392(13.3)

575(16.3)

교사

134( 5.1)

149( 5.0)

190( 5.4)

의료인

51( 2.0)

59( 2.0)

83( 2.3)

소 계

686(26.3)

838(28.4)

1,029(29.1)

년도

신고
의무자

비신고
의무자

건,

부모

772(29.6)

591(20.1)

673(19.0)

이웃 친구

685(26.3)

757(25.7)

843(23.8)

친인척

241( 9.3)

242( 8.2)

367(10.4)

기타

222( 8.5)

518(17.6)

624(17.7)

소 계

1,920(73.7)

2,108(71.6)

2,507(70.9)

%)

4. 아동학대 사례 판정 및 초기개입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접수 받은 상담원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 중 응
급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12시간 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아동의 안
전을 확인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에 나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사례는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80%정도가 아동학대로 판정을 받게 된다. 이
때 아동학대 위험사정 척도 등 객관적인 준거틀을 사용하여 학대를 판정하게 되는
데 아동학대의 개념규정, 상담원의 가치, 그 지역의 지방색 등이 학대를 판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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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아동학대 사례 판정 및 초기개입 결과
(단위: 건, %)
년도

2001년 (N = 2,606)

2002년 (N = 2,946)

2003년 (N = 3,536)

아동학대 판정사례

2,105(80.8)

2,478(84.1)

2,921(82.6)

잠재위험사례

-

298(10.1)

343( 9.7)

일반사례

-

170( 5.8)

272( 7.7)

무혐의 사례*

313(12.0)

-

-

부적절 사례*

188( 7.2)

-

-

* 2001년 분류기준, 2002년부터 잠재위험사례와 일반사례로 구분됨.

5. 아동학대 사례유형
아동학대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로 구분
하여 분석하였다. <표 6>에 나타났듯이 지난 3년간의 아동학대 사례유형과 관련
된 통계 추이는 각 유형별 아동학대는 한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2-3개의
학대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진 중복학대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방임도 급격한 증가추세는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방임은 다른 학
대유형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과 긴밀히 관련이 되는 학대유형으로서, 우리나라 사
회전체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카드 빚으로 인한 가정해체, 실직, 이혼의 증가
등과 함께 분석해 볼 수 있겠다.
<표 6>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건, %)
년도

2001년 (N = 2,105)

2002년 (N = 2,478)

2003년 (N = 2,921)

신체학대

476(22.6)

254(10.3)

347(11.9)

정서학대

114( 5.4)

184( 7.4)

207( 7.1)

성학대

86( 4.1)

65( 2.6)

134( 4.6)

방

임

672(31.9)

814(32.8)

965(33.0)

유

기

134( 6.4)

212( 8.6)

113( 3.9)

중복학대

623(29.6)

949(38.3)

1,15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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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대아동 발견율 (1,000명당 피해아동)
학대아동의 발견은 1391의 신고전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는
약 44만 9천여 명 정도의 아동이 잠재학대아동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보건복지
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2). <표 7>에서 나타났듯이 대한민국 아동 1,000명
당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0.18명인데 비해 일본은 1.01명, 영국 2.4명 미국은 12.4
명, 캐나다 21.52명이다. 일본의 경우, 인구수 50만명당 1개소의 아동상담소 설치
원칙에 따라 47개 도도부현, 12개 중핵도시에 174개소의 아동상담소 및 시정촌에
50개소의 아동가정센터가 아동학대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우

리나라의 시․군에 해당하는 州의 각 County마다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이 있으며,
County 규모가 클 때는 몇 개의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을 두고 있어 효율적으로 개

입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안전망인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더 많이 확대설치 하였
을 때 그만큼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발견을 더 신속히 그리고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 7> 전국 아동인구와 잠재학대아동 추정수 및 1,000명당 학대아동 수
(단위: 가구, 건)
년도

2001년

2002년

전국가구수

13,391,3743)

전국아동인구(만0-17세)

11,8341,5704)

잠재학대 가구수

374,175

잠재학대아동추정수

2003년

449,010

1319 신고건수

4,133

4,111

4,982

아동학대 판정건수

2,105

2,478

2,920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신고건수

0.35

0.35

0.42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 판정건수

0.18

0.21

0.25

3)통계청(2000). 2000년 인구센서스 가구수 : 인구센서스는 5년 단위로 실시
4)통계청(2001). 2001년 주민등록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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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표 8-1>에서 나타났듯이 피해아동 성별은 지난 3년 동안 대체적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초등학생 시기인 만 6세~11세 사이
의 아동이 가장 많았으며, 그 수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피해아동의 연령은 출생된 직후에서부터 만 5세까지로, 특
히 1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피해아동 수치이다. 이 연령대의 아동은 전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어린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에 0.7%
2003년 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년 동안 아동학대예방센터 신고접수 된 학대 아동 중 사망한
아동은 총 14명 이었다<표 8-2>. 한 가지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센터가 개입하는
과정 중에 아동이 사망 한 사례보다는 이미 사망된 상태에서 신고된 사례들이 대
부분이어서 응급실에 데려다 주었거나,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사례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속한 신고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결과
임과 동시에 설마 ‘부모가 아이를 죽이기야 하겠냐’ 하는 식의 무관심은 한 아동
의 생명을 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아동학대예방센터
에 신고 접수되지 않고 경찰에 바로 신고 되어 종결된 사례들은 아동학대예방센터
통계현황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경찰과 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에 대한 고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8-1> 피해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년도
성
별
연
령
(만)

2001년 (N = 2,105)

2002년 (N = 2,478)

2003년 (N = 2,921)

남

1,033(49.1)

1,332(53.8)

1,461(50.0)

여

1,067(50.7)

1,146(46.2)

1,460(50.0)

파악안됨

5( 0.2)

0( 0.0)

0( 0.0)

출생~5세

508(24.1)

626(25.2)

667(22.8)

6~11세

836(42.1)

1230(49.7)

1465(50.1)

12~17세

702(33.4)

622(25.1)

782(26.8)

파악안됨

9( 0.4)

0( 0.0)

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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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사망아동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2001년

2002년

2003년

(N = 7)

(N = 4)

(N = 3)

남

4( 57.1)

3( 75.0)

0( 0.0)

여

3( 42.9)

1( 25.0)

3(100.0)

연 령

출생∼5세

5( 71.5)

4(100.0)

2( 66.6)

(만)

6∼11세

2( 28.6)

0( 0.0)

1( 33.3)

성 별

8.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지난 3년간의 아동학대 행위자 성별을 분석해 본 결과 <표 9>에 나타났듯이
학대행위자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에 비해 약 두 배정도 많았다. 연령별로
는 30~40대에 전체 연령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대행위자가 이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이 연령대가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연령대 이며, 이시기의 아동은 부모의 권위
에 저항하거나 반항할만한 힘이 없는 어린 아동들로 보호가 절실한 시기의 아동들
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9>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년도
성
별
연
령
(만)

2001년 (N = 2,105)

2002년 (N = 2,478)

2003년 (N = 2,921)

남

1,350(64.1)

1,620(65.4)

1,916(65.6)

여

745(35.4)

815(32.9)

975(33.4)

파악안됨

10( 0.5)

43( 1.7)

30( 1.0)

10∼20대

163( 7.7)

223( 9.0)

279( 9.6)

30∼40대

1,448(68.8)

1,946(78.5)

2,264(77.5)

50대 이상

159( 7.6)

195( 7.9)

275( 9.4)

파악안됨

335(16.0)

114( 4.6)

10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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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표 10>에서 드러났듯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대행위

자가 친부모 및 양, 계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피해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지난 3년
동안 전체 행위자의 80%이상을 차지하였다. 부모 중에서도 특히 피해아동의 친부
가 3년 내내 55%이상을 차지하여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이외의 학대행위자로는 친인척, 이웃, 친조모, 시설종사자 등이
있었다.
<표 10>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건, %)
년도
부
모

친부모
계/양부모
소 계
조부모/

친인척 및 이웃
교사 및
시설종사자
낯선사람 및
기 타
소 계

2001년(N=2,105)

2002년(N=2,478)

2003년(N=2,921)

1,676(79.6)

1,983(80.0)

2,258(77.3)

164( 7.8)

120( 4.9)

176( 6.0)

1,840(87.4)

2,103(84.9)

2,434(83.3)

96( 4.6)

213( 8.6)

309(10.6)

50( 2.4)

30( 1.2)

79( 2.7)

57( 2.7)

132( 5.3)

99( 3.4)

265(12.6)

375(15.1)

487(16.7)

10. 서비스 제공 대상
<표 11>에 학대받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그리고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결과를 나타냈다. 그 중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평균
11~13회 정도, 학대행위자는 2~3회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특히 피해아동에게는 주로 개별상담, 기관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놀이치료
및 미술치료, 재학대예방교육 등이 실시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 서비스
제공 대상에 대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아동과는 주 1회 3개월 정도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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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학대행위자나 그 외의 부모나 가족에게는 주 1회 2-3회 정
도의 서비스만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개소 센터가 확충되고 인력이
60여명 정도 증가하였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되는 사례와 함께 신규개입 하는

사례를 담당할 수 있는 상담원의 서비스 제공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표 11> 서비스 제공 대상
(단위 : 회)
년도

2001년 (N = 2,105)

2002년 (N = 2,478)

2003년 (N = 2,921)

피해아동

27,026(12.8)

27,949(11.3)

33,142(11.4)

학대행위자

4,849( 2.3)

7,268( 2.9)

9,596( 3.3)

부모 및 가족

10,412( 5.0)

-

5,884( 2.0)

기타

4,742( 2.3)

-

645( 0.2)

서비스 중복제공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개소된 이후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아동보호
시스템, 아동학대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사례 판정 및 사례 유형, 발견
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현황, 서비스 제공 등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
고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현장 및 아동학대의 예방정책에 문제점과 제언을 도출하
고자 한다.

1. 아동보호시스템 확충 및 상담원 인력 증원
현재의 20개의 아동학대예방센터와 404명의 인력으로는 발견된 사례에 대한 질
적인 개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최대한의 서비스
를 제공받고 종결되었다기보다는 여건상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할 때 종결하는 경우
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아동보호체계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3년이 된 이 시점에서
는 이제 학대아동의 적극적인 발견과 함께 사례에 개입에 있어 보다 질적인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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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꾀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는 아동보호시스템인 아동
학대예방센터의 확충 및 상담원의 인력 증원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윤혜미,
2003)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례에서 종결 후 가정복귀 되었다고 하

더라도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재학대로 신고 되지 않더라도 학대가 다
시 발생할 상황적 여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가 절
실하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2003). 그러나 소수 인원으로 광범위
한 지역 및 사례를 담당해야 하는 상담원들의 업무과중, 보호시설의 미비, 피해아
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부재 등은 학대사례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질 좋은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든다. 이를 개선하여 효과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보호기능과 치료기능을 갖춘 one-stop 서비스
센터가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전문 인력의 확보는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진 각 국의 모델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토대로 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적절한 역할 분배, 충분한 예산 지원 및 적
극적인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에 정부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Hotline 1391 신고전화 홍보 및 신고의무자 교육의 의무화
신고전화의 홍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핫라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예산에는 홍보비가 전혀 책
정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관심 있는 사기업에서 아동학대예
방과 관련된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예방 핫라인의
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홍보가 체
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아동학대 근절’은 더욱 힘있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
다. 일단 아동에게 가해진 학대의 경험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심
할 경우 평생을 학대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안동현, 장화정 외,
2003). 따라서 학대당한 아동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는 처음부터 이런 학대의 경험을 가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다
행스럽게 아동학대예방센터는 개소된 이후 학대 아동의 발견 및 예방에 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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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03년을 기준으로
2002년에 비해서는 약 20%, 2001년에 비해서는 약 35.7%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

학대예방센터의 노력으로 사기업의 예산을 배정받아 신고전화 홍보 등을 실시한
효과로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정신이 보다 강화 되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은 56.5%(Children's Bureau, 2003)이므로 이에 비해 우리
나라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29.1%)은 미흡한 실정이다. 신고의 활성화는 신고의
무자의 교육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아동복지법 상 규정되어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법적 제재를 가
지고 있지 않기에 보다 소극적인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
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의무자 교육의 의무화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신고체계로서 신고율이 활성화 될 것이다.

3. 아동학대 판정에 관한 보다 객관적 준거 마련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 역시 2002년에 비해서는 약
17.9%, 2001년에 비해서는 약 38.8%나 증가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에 의해 ‘아

동학대 사정척도 개발 연구(2003년)’가 정책과제로 개발되면서 전국적으로 학대
를 판정하는 객관적인 준거를 마련하면서 아동학대 개념을 규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 지역의 지방색이나 상담원의 개인적인 가치 준거에 의
해 학대를 판정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아동 1,000명당 아동
학대 판정건수 0.18명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는 상대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율, 판정율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연속성상으로
1,000명당 해당되는 아동의 수치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아동학대 신고전화의 홍보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준거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개인적인 철학 및
지방색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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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연령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학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동요인, 부모요인, 가족생활 환
경요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
원, 2003).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피해아동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50%)과 유아(22.8%)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학대행위자들은 30~40대(77.5%)의 부

모(83.3%)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볼 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
인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아동학대 이해의 교육은 절실하다는 결론이다.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학대는 다른 어떤 학대보다도 부모의 요인에 의한 학대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는 아동양육에 대한 교육, 아동발달 및 심리이해 교육, 아동과의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행위자가 대부분 30~40대 남성들임을 감안하여,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남성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아동보호, 아동양육 등 다양한 아동학
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등과 협의체
를 구성하여 학교를 통한 부모교육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한 가지 중요하게 지적할 점은 이미 학대가 발생한 가족을 돕고 지원하면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시민,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 심각한 스트레스 등 위기문제를 가진 가족들에
게 집중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아동학대를 단순히 체벌의 한
형태나 가족 내의 문제로 간과해 버리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
방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구과제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
력해야 하는 분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학대가 발생된 가족과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
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는 꼭 필요한 개입적 방법(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
센터, 2004)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20여개의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제공하
고 있는 서비스내용이 다소 협의적이고, 그 횟수에서도 매우 짧은 시간내에 이루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대가 발생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면 보다 긴밀
하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학대발생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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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는 아주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단지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2회
수준, 학대행위자에게 3회 수준, 피해아동에게 11회 수준의 서비스 가지고는 이
복합적인 가정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한 가지 제안으로는
학대가 발생한 가족을 지역 사회 안에서 도울 수 있는 조직체를 형성하고 그
Network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아동학대예
방센터 상담원, 지역사회 관련단체(지역복지관, 지역아동센터, 해당행정기관 등)
들이 함께 회의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를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과 함께 제안을 도출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로서 그 역
할을 다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먼저 아동학
대예방센터에 신고접수 된 사례의 분석이었기에 여전히 숨겨지고 밝혀지지 않은
사례에 일반화 하는데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아동학대 사례를 접수받고
개입하는 상담원들이 모두 같은 철학과 관점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역적인 편차도 크다는 점이다. 이는 학대신고접수에서부터 학대로 의심
하고 현장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상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할 것인지, 일반사례로 판정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대한민국 아동학대전산시스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상
담원의 개인적, 철학적, 지역적 편차를 다소 낮출 수 있는 객관적인 준거틀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된다.
<참고자료> 국가별 1,000명당 아동학대 발생율
국가

국가별 1천명당

한국

아동학대 발생 비율
0.18명

일본

1.01명

영국

2.04명

미국

12.4명

캐나다

21.52명

아동보호체계
16개 시․도 에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
47개 도도부현, 12개 중핵도시에 174개소 아동상담소 및
시정촌에 50개의 아동가정센터
시․군에 해당하는 州의 각 county마다 아동보호서비스기
관/county 규모가 클 때는 몇 개의 아동보호서비스기관
-

* 보건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2002)를 보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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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enter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CPCA), which were established
nationwide by the government as child protective system, have been making a great deal
of effort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through intervention on the reported child
abuse cases, providing with rehabilitative services and follow-up services.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statistical data reported to CPCA's in order
to suggest more effective and preventive policy for the future. The critical source of
this study is the data collected by the KNCANDS(Korean 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1st of 2001 through December 31st
of 2003.
For the three years since the opening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there were
13,227 reports among which 7,504 cases were substantiated to be provided with
services.
The weak areas, which need improvements that were found to be in the process of
interven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centers and man power
is necessary. Second, it is very urgent to make efforts of discovering child victims
hidden under the water. Third, more standardized guideline for the screening of child
abuse cases should be provided. Fourth, service for child victims and perpetrators is
required.
We expect that the findings above will be a very important source of suggesting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child protective services system in Korea.
Key Words: Child Abuse, Statistical Data on Child Abuse and Neglect, the child Abuse
Preventiv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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