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와 과제 8(3)

389

아동권리연구, 제8권 제3호, 2004, 한국아동권리학회.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Vol. 8, No.3, 2004. pp.389-412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와 과제
A Historical Review of Child Abuse Studies

황옥경(Hwang, Ock-Kyeung)1)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접근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발달을 위한 구체적
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협회에서 출간된 세미나
발표 자료집의 내용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연도별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
구방법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대다수의 연구들이 개괄적인 아동학대 실
태조사에 집중한 결과 방임이나, 기아, 학교폭력의 문제, 빈곤아동들이 당하는 학대
등에 대한 연구가 다른 학대영역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져왔고, 연구대상이 부모나
아동에 집중되어 있어 아동학대 관련영역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고,
심층사례 분석을 통한 연구 또한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 보호서
비스에 관여하는 각 단위의 전문가들을 위한 학대 평가, 조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학대예방과 재활에 대한 연구, 사후지도에 대한 연구, 아동보호 서비스에서의
아동과 부모의 참여에 대한 연구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아동학대, 아동권리, 아동보호

1)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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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아동학대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해 왔다. 우리사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1930년대부터 일간지에서 아동학대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 8월 15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아동학대방지령 실시문제’라는 제하로 아동

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사설은 법률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동의 학대는 예로부터 잇는 것이요, 그것이 실지로 나타나는 방면은 다양하다.
고로 학대의 ....... 몹시 일을 시키는 것도... 몹시때리는 것도 사학대의 일태일 것이다.
아동학대란 기아를 원숭이나 노리개가티 유용하야 돈을 버는 행위를 획하는 것이다.
고로 아동학대방지령의 대상으로 하는 바는 이 학대를 금지하자는데 잇는 것이다’

그 이후 줄곧 아동학대 기사가 눈에 띄는데 아동학대 양상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가 아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는가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대처방식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5년 3월
교사가 소녀를 유혹했다는 기사나, 곡마단에 끌려갔던 여고아가 항거했다는 학대
기사가 있고, 특히 1955년 9월 첩에 홀린 이종국이 자신의 자녀를 피골이 상접하
도록 학대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비교적 상세하게 신문에
서 다루어졌다. 1960년대에는 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아동들이 노동현장에서 착
취당하는 기사가 주류를 이루는데, 네 남매를 거리에 내몰아 북치고 노래하게한
‘구걸강요엄마’가 구류 5일 형을 받았다는 기사도 있고, 어린자식 버스표 팔게 하

고, 밤낮 술 마시고 때리기가 일수인 아빠를 보다 못한 아내가 고발한 사건, 다섯
살 배기를 꾀어 도둑질을 강요한 사건, 자식에게 껌 팔게 한 부모를 즉결에 넘겼다
는 기사, 어린 딸을 도둑질시킨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다. ‘손녀 때문에 아들이 병
이 났다는’ 점괘를 믿고 4세 손녀를 감금하여 1년 동안 밧줄에 묶어둔 할머니, 전
처 딸을 불로 지져 이웃이 고발한 사건, 전처 딸을 혁대로 린치한 사람을 이웃이
고발한 사건 등도 1960년대에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이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어린 남매가 부모대신 인질로 15일 동안이나 잡혀 지냈거나, 마약을 먹여 도둑질
을 시켰거나, 아이를 꾀어 행상을 시키고, ‘돈 못 벌어온다’ 고 자식을 매질한 여인
에 대한 기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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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시절에 아동들이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돈을 벌어 와야
했던 현실이 학대사건에 그대로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에 일정부분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아동학대가 우리

의 주변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일간지의 보도가 19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면, 아동학대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아동학
대’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202개의 논문목록이 제시되는데, 이중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논문이 1978년에 쓰여진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신체학대를 중심으
로-’(권은주, 1978)이다. 이 후, 1980년대에는 6편의 논문이 발견되고, 1990년대 들
어서서 아동학대에 관한 논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아동학대 관련 논문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사회의 수면 위로 떠올라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확실히 증가했음을 보여주
는 것으로, 연구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1930년 아동학대 관련 법령
을 언론에서 언급한지 70여년 만에, 아동학대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여
년 만인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서 학대당한 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보호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30년이 되
어 간다. 이 즈음 그동안 진행되었던 아동학대 연구동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아동
학대에 대한 우리사회의 접근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짚어보고 미래연구방향을 제
안하는 것은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발달을 위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협회의 정기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아동학대 연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연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추이를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협회의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논의들을 일차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동학대 예방협회의
논의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아동학대 개념을 정립하고,
학대문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학대당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현실적인 공감대(홍강의, 2004)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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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동학대 연구의 경향 분석
1. 연구범위
아동학대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협회가 창립
되었던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아동학대 예방협회에서 출간된 세미나 발표 자료
집의 내용을 수집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된 자료는 세미나 자료집에 실린 발표논
문으로 제한하였다.
세미나 자료집에 실린 논문이 다루는 주제는, 관련 영역의 범주에서 다양한 내
용의 주제를 다룬 논문이 게재되는 학회지와는 달리, 세미나 대 주제에 따라 결정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세미나 주제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다. 기조강연은
논문의 형식을 띈 경우는 분석대상에 포함시켰고, 부록으로 실린 글 중 논문형식
을 띈 글도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에서 집단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료들은 분석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1989년
도는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주제 외에 다른 학대관련논문을 자료집에 포함시켜 출
간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실린 논문은 세미나 발표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분석대상
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다룬 분석대상 논문이 협회에서 발간된 세미나 자료집에 실린 글로
제한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아동학대 연구의 전체적인 변화양상을 파
악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동학대 협회 주최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개념을 확산시켰고,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책
을 개발하도록 촉구하는 한 세미나 등을 적극적으로 개최해 왔기 때문에 본 연구
의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과정을 ‘학대연구에 대한 주제
의 변화’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서 엿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아
동학대연구의 변화추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연구의 미래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이 된 논문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표 자료집에 실린 연구논
문 110 편이었고, 이는 다시 연도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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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도별 세미나 주제 및 발표논문 수
논문 사례발표
편수
건수

연도

세미나 주제

1988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세미
나보고서

4

1989

아동학대-한국의 현황과 치료 개입-

16

교육상황에 있어서의 체벌
아동의 성폭행실태와 과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아동학대와 전문적인 상담치료기술개발
현행법체계와 아동학대
학대아동의 발견과 학대가정의 평가
공포없는 아동훈육
아동학대와 가족의 역기능
아동학대와 대책방안
아동학대 및 방임대책 세미나
결손가정에서 나타난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책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아동의 권리와 법
아동학대의 예방․치료와 사회사업개입
아동학대방지법안공청회
각국의 아동학대 관련법과 정책

1
3
1
2
3
5
3
3
3
4
4
4
2
3
4
1
3

가정내에서의 아동학대
가정폭력방지법 시행과 아동학대

3
2

한국아동학대예방․치료활동의 현황과 과제

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아동학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2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 및 후유증
7
2000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제공을 위한 아동학 3
대예방센터의 역할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의 아동학대예방교육프 3
2001 로그램
아동복지법재개정의 필요성과 방안
2
행복한 가정, 행복지침
4
2002 아동의 권리보호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1년 3
사업평가 및 활성화방안
아동학대사례개입의 법적․제도적 보완을 위
2
2003 한 대 토론회
아동성학대의 개입을 위한 효과적 방안
5
총
계
세미나 총 31회
110

비고

외국
사례

관련논문
게제
토의발표4
1일본
3
1(시설)

1미국
3
1호주
토의발표8
일본,대만,
미국
미국
아시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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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1988년과 1989년 2년을 제외하고, 그리고 2000년에 공청회로 인해 3
회 개최된 것을 제외하고 매년 춘계, 추계 세미나가 총 31회 개최되었다.

2. 분석방법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주제, 연구대
상, 그리고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이를 선
택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은 아동학대과 관련해서 커다란 사회적 논쟁거리
가 되었다고 판단한 아동학대 실태/대책,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아동학대 후유증/
치료, 아동학대 정책/보호서비스체계, 아동권리, 아동복지시설, 학교폭력, 자녀양
육/가족기능, 학대예방, 아동학대예방센터로 분류하여 이를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체계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시대별 인식의 변화를 추정 가
능하게 할 것이며, 아울러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분석,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정보를 누구로부터 주로
수집하였는가, 누가 주로 학대를 당하였는가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정보
수집의 한계를 넘어서 이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논쟁을 충분히 불
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연구
의 방법의 효과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효과적인 연구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결과 분석
1. 아동학대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결과
먼저 총 31회의 세미나 주제를 학대연구 주제의 내용영역별로 분류하였다. 이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대로 아동학대 실태/대책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룬
세미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대아동을 위한 정책과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와 관련된 세미나가 많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다른 연구주제에 비해 자녀양육/가
족기능에 대한 주제를 다룬 세미나도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성학대와 아동권리
에 대한 주제는 비교적 적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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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도별 세미나 주제별 분포
세미나 내용

회 수(%)

아동학대 실태/대책

9(29..0)

아동학대 후유증/치료

2(7.0)

성학대

2(7.0)

학대아동 정책/보호서비스체계

7(22.6)

아동권리

1(3.2)

학교폭력

2(7.0)

자녀양육/가족기능

4(13.0)

아동학대예방

2(7.0)

아동학대예방센터

2(7.0)

총

계

31(100)

아동학대 연구를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대로 아동학대 실태
를 다룬 논문이 31편( 28.2%)으로 예방협회의 세미나에서 가장 많이 발표된 연구
주제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아동보호 서
비스 체계를 다루었거나(18편, 16.4%), 자녀양육과 학대를 유발하는 가족기능 등
에 대한 논문 (16편, 14.5%))이 다른 아동학대 연구주제에 비해 많이 다루어졌음
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해야 했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아동학대 실
태에 대한 조사, 보고는 사람들에게 학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연구주제였기 때문에 다수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
동보호 서비스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아동학대 발생 실태를 정기적으
로 조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아동학대실태는 아동학대예방협회 창립
부터 최근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논의의 주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는 1990년대 초까지는 ‘아동구타’ 등 신체학대에 대한 논문이 주류를 이
루었고, 유기나 방임(4편) 등과 같이 아동학대의 특정 영역에 대한 연구도 있다.
학대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은 주로 가정내 체벌이나, 언어학대의 빈도나 양을 조
사하면서 가정내 아동체벌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 아동들이 얼마나 자주
체벌상황에 노출되는가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장애아동의 학대나 시설에
서의 학대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소수에 불과했다. 보호시설 등에서 아동
학대를 다룬 경우는 1건으로 연구주제로 다루어진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외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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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도별 아동학대 연구 주제별 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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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들은 우리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아동학대의 발생정도 및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사례분석 연구들이었다.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예방협회 초기 세미나에서 주로 논의된 주제 임
을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사회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사회가 학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협회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대의 범위를 어디까
지 설정하고, 어느 정도까지 학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합의를 끌어
내는 것은 학대예방과 아동보호서비스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 아동학대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대단위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후유증/치료를 다룬 논문은 9편으로 아동학대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
가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연구주제인 아동학대 개념을 다룬 논문(7편)보다 많았
다. 아동학대 후유증/치료를 다룬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
기는 협회창립 초기부터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져 1990년대 중반은
아동학대의 실상이 공개된 시기였기 때문에 치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학대의 후유증과 치료에 대한 논의는 아동보호 서비스체계가 마련된
2000년 이후부터는 협회차원에서 시도되지 않았다.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성학대와 관련한 연구는 10편으로 비교적 최근에 논의
가 시작된 주제 임에도 다른 아동학대 영역의 논문보다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학대에 관한 논의는 학대개념에 대한 논의와 학대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
졌던 1990년대 초기에 몇 편의 논문이 논의의 주제로 다루어졌으나, 그 이후 한동
안 논의되지 못하다가 최근 성학대 아동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 방법이 관심을
끌면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연구주제 임을 <표 3>의 성학대 연구에 대한 연도별
연구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다.
협회주최의 세미나에서 협회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 발표를 시도
한 영역은 학대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도
와 법이다. 협회는 학대당하는 아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서비스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아동학대 실태가 보고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주제
를 논의해 왔음을 <표 3>에서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아울러 아동학대
정책/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에 대한 연구가 다른 연구영역에 비해 많은 것은 아동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했던 그간의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제도에 대한 논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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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00년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를 탄생시키기 전인 1990
년대 중반 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협회주최의 세미나에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논의가 되어왔던 또 다른 주제는 부
모의 자녀양육과 가족기능에 대한 부분이다. 학대를 유발하는 가족의 특성이 무엇
인지, 그리고 학대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
지 등에 대한 논의가 16건(14.5%)으로 여러 차례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이 주제
는 특히 아동학대 실태보고가 활발했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논의되었는데,
아동학대 실태가 빠르게 보고되면서, 이를 유발하는 가족의 역기능을 평가하기 위
한 협회의 시도로 분석된다. 학대유발을 예방할 수 있는 부모의 양육기능에 대해
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논의되지 않다가 최근 다시 논의되었다.
아동권리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가 아동권리 협약에 비준한 다음 해인 1992년
에 협회세미나에서 논의의 주제가 되었으나, 그 이후 두 차례의 논의 외에는 시도
되지 않았다. 이는 1997년 창립된 한국아동권리 학회의 활동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를 위해서 협회와 학회의 역할분담이 눈에 띄는 연도별 분포이다.
학교폭력은 다른 주제에 비해,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별로 다루어지
지 않았다. 다루어진 4편의 논문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을 다룬 연구가 2편이
나, 학교 내에서 청소년들의 또래간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연구가 2편이었다. 최
근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민
하고 있는 사회분위기를 볼 때 이 주제에 대한 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다룬 경우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대한 평가와 미래 활
동 방향을 모색하는 논문과 같은 수인 5편의 논문이 이 주제를 다루었다. 이 주제
를 다룬 것도 최근의 일이다.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
데 비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야 시작된 것은 흥미롭다. 학대예방
에 대한 논의도 예방센터에서의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알리는 것이었는데, 이제 예
방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대상에 대한 분석결과
연구주제별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아동, 아동복지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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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순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나 의사,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적었다. 한편, 아동학대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내용을 보면 유기, 방임,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그리고 시설에서의 학대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했다.
<표 4> 연구대상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분석
연구대상
학대실태 내용

아동

부모

교사

아동학대의 실제

12

13

3

유기, 방임

2

5

장애아동학대

1

결손가정

1

2

시설에서의 학대

1

1

1

복지시설
종사자
5

의사
4

건수(%)
18(58.0)

3

5(16.1)

1

2(6.9)
2(6.9)

9

2(6.9)

외국의 실태
총 계

3(9.7)
15

21

4

11

4

31(100)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연구에서 연구대상은 <표 5>처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편 있을 뿐인데, 거의 모든 연구가 <표 6>에 나타난 바대로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학대 개념을 정의하고 이해하였다.
학대 후유증과 치료에 대한 연구에서는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
았고, 부모와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의사들이 연구대상이
된 경우는 2개의 논문이었다. 성학대, 학교폭력,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예방센터
등의 연구주제에서는 자녀양육/ 가족기능에서 아동과 부모 모두 연구대상이 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구주제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6>의 연구주제별 연구방법을 분석해 본 결과 관련문헌을 분석하거나,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사례분석도 상당수의 논
문에서 택한 방법으로 아동이나 부모가 직접 연구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문지를
통한 연구도 드물고, 면접, 관찰을 통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
다. 이로써 연구방법이 문헌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국
의 많은 연구들(Sidebotham, & ALSPAC연구팀, 2000)이 사례분석 혹은 심층면접,
관찰평가 등을 통해서 아동학대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아동학대 실태 연구도 사례분석과 질문지 조사가 있지만, 학대실태조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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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서 관련 통계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정책/아동
보호 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외국의 사례 등을 소개하는 등 사례분석 연구가 포함
된 한 연구를 제외하고 모두 문헌연구이었다. 아동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행
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평가 연구가 다각도로 시행되는 외국의 연구들
(Gibbs & Sinclair, 2000)과는 다른 연구 경향이다. 아동학대 개념에 대한 연구도

문헌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아동학대 개념을 정
의하려고 시도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표 5> 연구주제별 연구대상 분포
연구주제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 후유증/치료
성학대
아동정책/보호서비스
아동권리
아동복지시설
학교폭력
자녀양육/가족기능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예방센터
총 계

연구대상
복지시설
아동 부모 교사
의사
기타
종사자
1
6
2
1
1
4 성폭력수사기관
4

1
3

1

건수(%)
7(6.4)
9(8.2)
10(9.1)
18(16.4)
4(3.6)
1(0.9)
4(3.6)
16(14.5)
5(4.5)
5(4.5)
69(28.2)

<표 6>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연구주제
아동학대 실태/대책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 후유증/치료
성학대
아동학대 정책/보호서비스
아동권리
아동복지시설
학교폭력
자녀양육/가족기능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 예방센터
총
계

연구대상
문헌 사례분석 질문지 면접
11
10
6
1
6
1
4
6
7
5
18
1
4
1
3
1
12
3
1
5
3
2

관찰
1

기타

1

심리평가
법령분석
법령분석

건수(%)
31(28.2)
7(6.4)
9(8.2)
10(9.1)
18(16.4)
4(3.6)
1(0.9)
4(3.6)
16(14.5)
5(4.5)
5(4.5)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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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가 주는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아동학대예방협회의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연구주제로 한
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해서 해석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이해를 확산시키면서, 학대당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최일선에서 일해온 협회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볼 때,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연구의 흐름을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
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발견된 아동학대 연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아동학대 연구에 시사해 주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아동학대 연구주제의 구체화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아동학대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진
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초기의 연구들이 주로 시도한 것으로 아동학대
관련 연구들이 꾸준하게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아동을 부
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녀에 관한한 모든 것이 부모의 권리로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에 대해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없고, 심
각한 아동학대나 방임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남의 가정사에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던 사회적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는 ‘친권’
이라는 벽에 막혀 쉽게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렇게 심각한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
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끌어내는데 실태조사 연구는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동학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렸고, 이러한 노력은 아동학대는 훈육과는 확실히 다르며,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숨겨 둘 수 없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생산하였고, 학대아
동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 제도를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실태조
사 등을 통한 전문가 집단의 꾸준한 노력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끌어
내었고,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체계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연구의 또 다른 흐름은 학대 실태조사 연구를 넘어서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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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보호서비스 제도와 관련된 연구이다. 학대당한 아동을 위한 사회적
보호조처를 생산해 내기 위해 다각도로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
어졌다. 이 과정에서 외국의 정책 개발사례와 운영실례에 대한 보고 및 평가가 잇
달았다. 그리고 현재에도 우리나라 아동보호 서비스 제도의 체계화, 활성화를 위
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아동학대 연구의 과정에서 몇 가지 간과되어 온 연구내용이 있다. 앞으로
아동학대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 몇 가지 연구영역을 구
체적으로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임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아동학대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되며, 학대의 유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난다(Sidebodem, 2001). 아동학대 실태에 대한 그간의 연구에서 우
리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방임아동이나 기, 미아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방임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나,
방임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을 개발 하는 등과 같은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실제로 방임아동을 다룰 법적근거도 현재로서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방임
이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협할 수 있음을 그동안 여러 차례의 치명적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 왔다. 소년소녀 가장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임
의 전형으로 아동권리 이행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1차, 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의 심의결과 소년소녀 가정 제도는 보호대상인 아동이 스스
로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모순을 갖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보호제도 임을 지적
받았다. 성장과정에서의 결핍된 환경은 이들 아동의 비행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들은 방임아동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지원
을 촉구한다.

2)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에 주는 파장에 비해서 아동학대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지지 않았음을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들간의 폭력, 왕따
의 문제뿐 아니라 교사의 학생체벌의 문제, 그리고 취학전 아동들이 보육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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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치원 등에서 교사나 시설운영자들로부터 이들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문제 등 교사들의 학대 문제를 아동학대의 시각에서 다룬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연구를 청소년에게만 초점을 두
지 말고, 초등학교 취학 전 시설까지 확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또래간, 혹은 교사
의 폭력은 아동들의 발달적 손상을 넘어서서 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연구는 시대적 요청이다. 학교교사를 상대로 체
벌이 아닌 훈육방법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도적으
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3) 아동학대 평가, 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학대평가의 과정은 심각한 정도의 아동학대를 평가하는 경우에 소아정신과, 심
리치료사, 사회복지사에게 특히 중요하다(Dale & Fellow, 1999). 아동학대에 관한
다수의 연구물을 근거로 아동보호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아동학대를
평가하는 방법 때문에 늘 고심한다. 그리고 학대평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Kats, 1997; Brrowe & Veltman, 2003)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
에 따라 일관된 평가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의사가 평가하는 방법, 경찰
이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아동학대를 일선에서 다루는 사회복지사가 평가하는 방
법 등이 일관적이면서, 이들의 업무 특성에 따라 정확하게 아동학대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평가방법을 논의하고, 평가과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연구물들이 거의 없고, 연구자들은 나름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각 영역에서의 학대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심각한 정도의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늠하는데 가족에 대한
평가가 아동학대 예방의 측면에서 중요시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를 다룬 연구
물이 거의 없다는 것은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4) 아동학대예방과 재활(적응)에 관한 연구
학대를 치료하는 것과 동시에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에 보다 적극적이
어야 한다. 신고의무자 등의 아동학대 관련 당사자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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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아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나 건강가정 지원
센터 등에서 학대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아일랜드의 초등학교에서 1991년부터 성학대 예방을 위해 시행되어 온
Stay Safe Programme은 아동들에게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에 이해를 높였고, 또래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을 습득시켰고, 아동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자신
의 내부에 있는 자기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학대당한 아동의 재활(적응)문제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치료를 넘어서 사회
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적응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학대당한 아동이 자신의 부모와 재애착할
수 있는 방안은 아동보호에 적극적인 일부국가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연구
주제이다. 부모와의 재애착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거나 회복한다고 이들은 믿는다.

5)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Krugman(1996)은 학대 아동보호 서비스에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아동보호 정

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동보호 서비스에 관여하는 사람들간의 갈등과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행 아동보호체계는 다양한 영역
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제안
한다.
(1) 사후지도에 대한 연구 시행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연구내용은 사후지
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이 되었던 아동들의 사후지도는 이들
의 사회적응을 돕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동보호서비스이다(Gough & Linch, 2002).
영국의 아동보호제도는 학대아동 명단을 아동보호서비스 관할 기관(지방정부의
사회사업과)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들 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위원회가 사후지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의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사후지도 종결시기를 결정한다.
아동보호위원회가 재학대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면 아동의 이름은 학대아
동 명단에서 삭제된다. 이 제도는 학대아동의 적응을 돕고, 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
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서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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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도 프로그램은 학대아동이 다시 학대를 당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사후지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다. 아동이 다시 학대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
어야 한다.
(2) 아동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의 협조체계
학대아동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보호서비스의 영역은 매우 다양하여 어느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영역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Reder & Duncan, 2003; 황옥
경, 2002)지적해 온 사안이다. 관련기관의 협조체제에 대한 논의가 그것의 중요성
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관련영역간의 협력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
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 사회구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관련영역이 아동보
호의 필요한 시점에서 참여해야 할 의무규정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기관과
방안을 법과 지침서에 명시해야 한다.
아동보호 과정에서 사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
를테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어떤 한 아동이 신체학대를 당했다고 판정을 내
렸지만 부모가 이를 거부하고 아동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할 때 이를
법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는 부모의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해 줄 수 있
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수 있기 위해서 ‘판결의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부모가
학대사정을 거부할 경우 아동의 보호, 건강, 발달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명령권을
사법부가 발효할 수 있는 아동사정명령(child assessment order) 등이 필요하다. 조
사나 격리, 또는 치료기관에의 인도 지시를 부모가 거부할 경우 부모책임 명령
(parents reponsibilities order)을 만들어 이를 명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야 한다.

(3)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에서 부모와 아동의 참여
부모의 절대적인 참여와 관여가 필요한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아동보호서비스 과
정에서 부모들이 어떤 책임과 권리를 갖는 지를 명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Alderson, & Phllips, 2003; Canadian Coalition for the Rights of Children, 1997).

지방정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재판부는 해당아동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권리를
명하는 부모 책임명령(Parental Responsibilities Order)을 할 수 있다(스코틀랜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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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86조). 이는 소년소녀 가장세대의 발생과 기아와 미아의 증가를 막을 수 있
는 방안이 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 협약 12조는 ‘아동들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참
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보호서비스 과정에서 아동자신의
필요에 대한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아동에게 주어야 한다. 아동보호 서비
스 과정에서 아동참여의 문제는 아동의 필요와 요구를 고려하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보호서비스가 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다루어 져
야 한다. 아동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보호 서비스 과정에 대한 연구를 실행
해야 한다.
(4) 학대당하는 모든 아동이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할 수 있도
록 연구해야 하며 모든 아동에 대한 발달검사제의 실시로 조기에 학대아동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실시
대규모 아동학대실태조사가 정부의 주도하에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빈곤아동들이 당하는 폭력, 장애아동의 학대에 대한 연구도 이들이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주기위해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제
기된 연구주제들은 모든 아동들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위해
서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다.

2. 아동학대 연구대상자의 다양화
어느나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 연구는 학대에 대한 부모나 아동의 인식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행한다. 왜냐하면 한 문화권에서 허용하는 아동학대의 범위는
다르기(Welbourne, 2002; Harran, 2002)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연구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의 행위 중 어느 만큼을 아동학대
로 볼 것인가를 고심하기 때문에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연구경향에서 예외가 아니었음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
에 대한 분석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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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 집단과 아동보호
서비스를 실제 실행하고 있는 집단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아동학
대의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관련 종사자의 범주에는
의사, 경찰, 사회복지사, 각 종의 교사, 민간기관 관련자들 등이 포함될 것이다. 현
행 아동 보호서비스 정책에 대한 현장실무자들의 평가와 제안이 아동보호 서비스
의 발달을 위해 중요하다.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동보호 서비스체
계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다양하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대 아동을 발
견하는 과정에 대한 실무자들의 평가, 학대아동을 사정하는 과정에서의 사용된 평
가척도의 문제, 부모와 가족들을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에서 다룰 때의 문제 등과
관련된 연구들은 아동보호서비스 체계의 전문화를 이루고,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3. 연구방법의 다양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
한 정보를 수집하여 주제를 비평하면서 이에 대한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구영역과 관련된 기존의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는
글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그동안 협회는 아동보호 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아동보호체계를 운영해 온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가능한 아동보호체계를 개발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관련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문헌연구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헌연구에 다수 의존하는 아동학대 연구는 아동학대 현실을 보다 상세
하게 이해하는데 소홀할 수 있다. 이런 연구형태는 학대 당사자인 아동의 실질적
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사례
분석이 사례의 특성을 알리는 단순 사례보고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사례분
석을 통해 이들의 적응과 재활의 문제,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한 보다 효과적인 보
호체계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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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아동학대는 누구에게나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기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고 학대를 우리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그동안 시행되었다.
아동학대 예방협회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
과 아동학대에 대한 초기의 연구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에 대한 인
식의 확산을 위해 주로 아동학대의 실태 조사에 초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연구들은 주로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구타 문제를 다룬 신체학대에 중점을
두었고, 간헐적으로 성학대 사건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을 때 이를 다룬 연구
들이 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법
률에 대한 논의가 주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학대 실태를 다룬 연구보
다는 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체계의 보완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다.
아동학대 연구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집중한 결과 방임이나, 기아, 학교폭력의 문제, 빈곤아동들
이 당하는 학대 등에 대한 연구가 다른 학대영역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학대 연구대상이 부모와 아동에게 집중되어 있어 아동
학대 관련영역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물고, 심층사례 분석 연구 또
한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는 아동학대 보호서비스에 관여하는 각 단위의
전문가들을 위한 학대 평가, 조사방법, 학대예방과 재활에 대한 연구, 그리고 아동
보호 서비스에서의 아동과 부모의 참여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학대당한 아동이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서비스후 원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바 재학대 발생과 관련한 연구를 시도해야 한다. 이
런 맥락에서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의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는 집중적으로 탐색해
야 할 아동학대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아동보호 체계를 통해 신고된 아동학대 수는 2003년 한 해 동안 2,946건이었다.
이 수치는 2002년의 2,606건에 비해 13%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소규모 아동
학대 예방센터 13개소를 신설하였다. 늘어나는 아동학대 건수는 우리사회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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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아동보
호와 관련된 정책의 발달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
이 된다. 이러한 힘은 정확하고, 전문적인 아동학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올 때 가능
하다. 이제 우리가 방임, 유기아동의 학대, 그리고 장애아동의 학대, 학교폭력, 그
리고 학대에 대한 조사, 평가의 방법, 관련기관들의 협력 체계 등을 사회전체 체
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때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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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analyse the trend of the study of child abuse in
Korea in order to seek a future track of the study by pointing out the issues raised
and limitations in the approaches in terms of the child abuse in Korean society.
This will contribute positively towards providing relevant references to
enhancement of effective services for child protection. For the analysis, researches
that have been presented in the seminars and published by The Center for Child
Abuse Prevention have been categorized into theme, object, and methodology by
the years. The findings from the analyses are: most studies in the area have carried
out by focusing on analysing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 abuse so that the issues
in relation to neglect, abandon, school violence, abuse for poor children received
less interest from the researchers. It has been indicated that the objects of the
studies were mostly parents and child, and the studies dealing with the issues of
workers for child abuse were comparatively few, and that the studies dealing with
the method of case analysis have been relatively rare. On the basis of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se processes several issues, which should be dealt with in the
future researches, have been suggested: that is, the need for a consistent study on
the methods of survey and evaluation for child abuse that can be used by
professionals who work for child abuse protection services, preventing the children
from abuse, rehabilitation and after care system for abused children, and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parents in child protection services.
Key Words: Child abuse, Children's rights, Child protection

<표 3> 연도별 아동학대 연구 주제별 건 수

연구주제

1988

1989

학대실태

3

8

학대개념

1990

1991

1992

1

3

2

3

1993
1

1994

1995

1997

1998

1999

2000

1

4

1

3

2

4

2

3

1

3

4

관련법/
보호서비스

4

1

아동복지시설

1

학교폭력

1

학대예방

1

1

2003

총계(%)

1

31(28.2)
9(8.2)

1
2

1

1

1

2002

7(6.4)

3

아동권리

자녀양육/
가족기능

2001

1

학대후유증/
치료
성학대

1996

4

2

2

1

2

1

5

10(9.1)

1

18(16.4)
4(3.6)
1(0.9)

2
5

3

1

4(3.6)

2
3

예방센터

3
총계

4

16(14.5)

1

5(4.5)

2

5(4.5)
1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