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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아동들은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으며 성장해야 하지만 학대와 방임으로
부터 고통 받으며 살아가는 아동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대받
는 아동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은 아동기에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국가 정책으로 아동 학대와 방임 사례의 발견을 위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신고제도에 대한 정보는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ISPCAN)가
1992년부터 2008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조사한 각국의 아동 학대 이슈와 관련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서 2008년에 12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
학대 신고제도의 설문에 대한 총 75개국의 응답에 의하면, 신고의무제도를 시행
하는 국가는 53개국이, 자발적인 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18개국이 있다
(Daro, 2008).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국가들이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 발견을 위
해서 자발적인 신고제도 보다 신고의무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가 있다. 그중에서도 영국
의 신고의무제도는 다른 국가들이 주로 피학대 아동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것과 달
리, 포괄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Munro & Parton, 2007).
영국은 아동법 2004를 근거로 모든 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의무적으로 구
축하고, 취약한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보호서
비스의 주체인 지방정부의 지역아동보호국(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
LSCBs)의 경우, 각 지역의 교육, 의료, 여가활동에 관한 아동관련 단체들이 의무
적으로 속해 있는 지역아동단체연합(Children's Trust)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
보를 공유하고, 아동보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황옥경, 2009). 특히, 전 국민 모
두에게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에게 의료, 교육, 여가활
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 기금이 지원되는 기관의 종사자나 전문가를 개별
적으로 배정하고 있다(황옥경, 2009).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학대
받는 아동들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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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그리고 일본의 신고의무제
도는 영국과 달리, 피학대 아동의 보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고의무제도를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는 미국이다.
1960년대 Kempe의 ‘구타당한 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에 관한 임상
보고를 기초로 미국은 학대가 의심될 때 의료전문가들이 그 주의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Carpenter, 2008). 그리고 신고의
무제도의 정착을 위해 1974년 연방법인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의무법(Mandatory Reporting
Law)을 제정한 주에만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미국의 50개 주는 모
두 신고의무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
아도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고의무제도 도입 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 의심스러운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되었다
(Harries & Clare, 2002). 그 결과 이 세 국가는 오늘날 아동 학대와 방임 사례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심 국가가 되었다(Wallace
& Bunting, 2007).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같
은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신고의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
정 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비신고의무자들의 신고뿐만 아니라 신고의
무자에 의한 신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율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년 686건에서 2009년 2,389건으로 3.5
배 높아진 양상을 보이나, 여전히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전체 신고건수의
30%대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58% 보다 훨씬 낮은 수준
이다(DHHS, 2009). 이처럼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아동
학대 신고제도 관련법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 2008; 오승환, 2004; 한연숙, 2007).
그러나 지금까지의 아동 학대 신고제도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들은 아동학대
의 신고에 관한 윤리 문제(이재연, 2005), 아동 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인식과 태
도(김소연, 윤혜미, 2003; 윤혜미, 1995), 신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진선,
박경숙, 2005; 허남순, 2003)등이 주를 이루어왔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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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각 국가에 대한 아동학대와 방임의 유
형, 신고사유, 신고의무자의 범위,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 신고
전화, 신고기관, 조사기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박세경, 서문희, 강주희, 서영숙,
진미정, 노성향, 2005; 박주영, 2008; 양영임, 우남희, 2004; 한연숙, 2007).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마다 동일한 항목 별로 비교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아
동 학대 신고제도의 개선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항목별로 비교연구를
한 윤혜미(2004)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의 범위, 고의
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 처벌규정, 신고의무자의 신변보호조항을 비교하였으나,
신고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 신고사유, 고의로 거짓신고 할 경우
의 처벌규정 등과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사
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피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한 비
교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그리고 일본의
아동 학대 신고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신고제도와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들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미국, 캐나다, 영
국,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피학대 아동 발견을 위한 발전된 신고의무제도가 있
고, 대만과 일본의 경우는 신고의무제도가 이전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
지만, 우리나라와 동일 문화권에 있고 법체계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비교 분석을
위해 각국의 신고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 신고 사유, 신고의무자,
처벌규정 등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을 비교할 것이다. 또한, 신고전화 운영형
태, 조사기관의 운영주체, 전체 인구수 대비 조사기관수 등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신고제도의 확립과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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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은 7개 국가의 아동 학대 신고제도의 특성이 잘 드
러나는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과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이다. 다만, 아동보호서
비스 관련법의 내용 비교에서는 법률 내용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영국을 제외한
6개국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표 1> 참조).
<표 1> 분석 대상 국가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
국가/주
뉴욕
미 국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아동보호서비스관련법
사회서비스법
(Social Service Law)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법
(Abused and Neglected Child Reporting Act)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법
(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ct)

아동 및 가족서비스법 1990,1984,1999개정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아동 및 청소년(양육과 보호)법1998
뉴사우스웨일스 (Children and Young Pearons(Care and
오스트레
Protection)Act
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아동 및 청소년법 2008
수도주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영 국 잉글랜드
아동법 1998, 2004(Children Act)
대 만
아동 및 청소년복지법 2003
일 본
아동복지법 2000,아동학대방지법 2004
한 국
아동복지법
캐나다

온타리오

분석된 신고 조항
371, 371(4-a), 384-b,
413-415, 420, 422-a
5/3-5/4, 5/4.02, 5/7.9, 5/7.4b,
5/11.a
11165.1-11165.7, 11165.13,
11166, 11166(c), 11166.01,
11167, 11172(a)
72(1)-72.2
23-25, 27, 29
354-356, 358, 362-363, 845,
857, 874
31/10-24
30, 34, 61
25/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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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뉴욕은 가족법원법(Family Court Act) 1012조에 정서적 학대의 정의와 형법(Penal Law)
240.50(4)조에 ‘고의로 거짓신고 할 경우’ 처벌규정이 포함됨.
주2. 일리노이의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법(Abused and Neglected Child Reporting Act)은 법령집
Compiled Statute)의 제325장 아동(children)의 한 부분임.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아동학대
및 방임신고법(Child Abuse and Neglect Reporting Act)은 형법전(Penal Code)내 제 2장인
범 죄의 통제(Control of Crime and Criminal)내의 제 2.5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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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 일부 국가들은 국가가 아닌 지방마다 아동 학대 신고제도가 다르므
로 분석 대상을 지방 단위로 하였다. 미국에서는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를
선정하였는데, 이 3개 주는 각각 동부, 서부, 중부 중에서 인구가 많은 주에 해당
할 뿐 아니라, 50개 주의 신고의무제도를 포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 1개 주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고의무제도
를 가장 먼저 도입한 뉴사우스웨일스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의 총 2개 주를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4개의 지방 중 가장 큰 잉글랜드 지방을
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 자료는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법과 관련 기관 운영
현황에 관한 것으로서 각국의 해당 부처와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
였다(<표 1>, <표 2> 참조). 이 중에서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캐나다의 아동원조협회(Children's Aid Societies), 영국의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 일본의 아동상담소(Child Consulting Center)등 관련 기관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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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대상 국가의 공식 문헌 및 비정부기관 자료
국 가

자

료

미 국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2008). Office of Child Abuse
Prevention(2003).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2006)

캐나다

Minisiry of Children and Youth Services(2005)

오스트레일리아
영 국

Bromfield & Higgins(2005). 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2006).
Higgins et al.(2009). Office for Children,Youth and Family Support(2009)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2006).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2007)

주1. 캐나다, 대만, 일본은 박천만, 이호균 역(2007),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7) 등의 국내자
료를 참고하였음. 또한 7개국 모두 관련 홈페이지의 웹페이지(web page) 내용도 주된 분
석 대상 자료임.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범주는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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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항과 아동보호서비스 관련기관의 운영 현황이다. 이처럼 연구 범주를 설정
한 이유는 아동 학대 신고율이 낮은 원인이 아동 학대 신고와 관련한 강력한 법안
의 부재와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의 부실한 운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표 3> 연구의 분석틀
분석범주

분석 내용

신고 대상 아동학대와
방임 유형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법
신고조항

아동학대와 방임의
신고사유
아동학대와 방임의
신고의무자
처벌 규정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기관
운영현황

신고전화 운영형태

조사기관 운영 주체
전체 인구수 대비
조사기관수

⋅공통적인 신고유형
⋅공통적인 신고유형 이외에 추가된 신고유형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유형 구분 여부
⋅공통적인 신고사유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사유 구분 여부
⋅직업군 유형：교원, 보육담당자, 의료인, 법집행담
당자, 사회서비스담당자, 검시관/의학조사관, 정신
보건담당자, 성직자, 기타
직업군 제시방법：개별적, 포괄적, 개별적+포괄적

⋅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와 거짓신고 시 처벌

규정：처벌대상, 처벌유형, 양형기준, 가중처벌조치

⋅아동학대 상담전용전화의 여부
⋅운영주체：정부(주정부, 지방정부), 민간
⋅전화요금부과 형태：무료, 시내요금, 일반요금
⋅일원화된 신고전화의 여부
⋅운영주체：정부기관, 민간기관
⋅특별전담 조사반 설치 여부
⋅설치된 조사기관수의 많고, 적음의 여부

주1. 신고의무자의 직업군 유형은 DCFS(2008)에서 교원(School Personnel), 보육담당자(Child
Care Personnel), 의료인(Medical Personnel), 법집행담당자(Law Enforcement Personnel),
사회서비스담당자(Social Service Personnel), 정신보건담당자(Mental Health Personnel),
검 시관/의학조사관(Coroner/Medical Examiner Personnel), 성직자(The Clergy Member)로
직 업 구분을 한 자료에 기타를 추가하여 9개의 직업군으로 나눔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 신고 조항의 분석 내용은 크게 신고 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 유형, 신고사유, 신고의무자, 처벌규정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세부적인 분석 내용은 신고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의 경우, 공
통적인 신고유형, 추가된 신고유형,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구분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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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것이다. 신고사유는 공통적인 신고사유,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사유 구분 여부 등이다. 신고의무자의 분석 내용은 지정된 직업군 유형과 제
시방법이고, 처벌규정에 대한 분석내용은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와 거짓
신고 시의 처벌규정에 관한 것이다.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은 신고전화의 운영형태, 조
사기관의 운영 주체, 전체 인구수 대비 조사기관수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
다. 신고전화의 운영 형태의 경우, 아동학대 상담전용전화 여부, 운영주체, 전화
요금 부과 형태, 일원화된 신고전화 여부 등이다. 조사기관의 운영 주체에 관해
서는 각국의 조사기관이 정부기관, 민간기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지이다. 전
체 인구수 대비 조사기관수는 각국의 전체 인구수에 대비하여 설치된 조사기관
의 수가 많고 적은지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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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외국의 아동 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비교
개국은 모두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에서 공통으로 신고의무에 관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일본, 한국의 경우,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법은 피학대 아동의 보호가 주된 목적이 되나, 영국에서의 아동보호
서비스 관련법은 피학대 아동의 보호뿐만 아니라 포괄적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일본, 그리고
한국은 아동 학대와 방임이 의심될 때 아동과 관련하여 일하는 전문가들에게 의
무적인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에서 신고
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 신고사유, 신고의무자, 처벌규정,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표 4> 참조).
반면, 영국은 피학대 아동 발견의 어려움과 신고에 뒤따르는 신고자의 위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주도하에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의무화하였다
(황옥경, 2009). 즉, 영국은 빅토리아 클림비(Victoria Climbie) 사망 사건 이후 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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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발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법 1989를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된
아동법 2004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모든 아동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의
무화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아동의 이름, 주소, 성별, 출생일, 부모 또는 보호자
의 이름과 연락처, 아동이 받은 교육에 대한 상세한 사항, 아동과 관련하여 우려
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영국은 모든 아동에게
정부가 제시한 5가지 발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아동단체연합에서 통합서
비스를 제공한다.
<표 4> 신고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 비교
항목 아동학대와
신고 신고
방임의
사유 의무자
유형

국가(주)
뉴욕
미 국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캐나다

온타리오

오스트 뉴사우스웨일스
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주
영 국

잉글랜드

대 만
일 본
한 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벌규정
신고
거짓
의무
신고
불이행

신고자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아동의
데이터이스
구축

관련기관
협력의
의무화

×

×

×

×

×

×

×

×

×

×

×

×

○

○

×

×

×

×

×

×

주1. 영국은 아동과 접촉하는 전문가가 아동에 대한 우려가 되는 사항(any cause for concern
in relation to him)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 기록해야 함.
주2. ：규정,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임, ×：미규정

○

◎

이상에서 영국의 신고의무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신고제 한계를 지
방정부의 주도하에 관련기관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
이다(황옥경, 2009).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
다, 대만, 일본은 영국과 달리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을 기반으로 피학대 아동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때에만 아동보호서비스가 실행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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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법률 내용의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6개국을 대상으로 신
고 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 신고사유, 신고의무자, 처벌규정에 대
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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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

분석 대상 국가에서 신고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은 대부분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
나다, 대만, 일본, 한국의 6개국에서는 신고 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 유형
으로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의 4가지 유형이 포함된다.
추가로 미국의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캐나다, 대만, 한국에서는 신고유형으로
유기를, 미국, 캐나다, 대만에서는 아동포르노그라피가 포함된 성 착취를 포함한
다. 또한, 미국의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신고유형으로 부모의 약물남
용을,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주와 일본에서는 가정폭력노출을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아동의 강제결혼, 유괴 등도 신고유형에 포함한다.
한편,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 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
형이 다른 예도 있었다.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의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
고유형은 신체 학대와 성 학대이었으나 비신고의무자는 이 외에 정서 학대, 방임
의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 중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유형은 교사에 의
한 아동 성 학대나 아동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적 학대 등의 사건에 반응한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신고의무자 신고유형에 제외
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2)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 사유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사유는 분석 대상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
리아, 일본의 4개국이, 대만과 한국의 2개국이 각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3개국의 신고사유는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될 때’이고, 일본의 신고사유는 ‘아동학대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이다. 즉, 4
개국은 모두 아동 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
고 있다. 더욱이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3개국의 신고사유는 대부분 학대
나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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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고된 의심 사례의 입증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서 해석
해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대만과 한국의 신고사유는 ‘아동 학대를 알게 된 때’이다. 따라서
이 조항에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 대만과 한국의 신고사유는 이전의 4개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신고의 범위가 좁아 아동 학대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신고의무자의 신고사유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사유가 다른 예도 있었다.
예를 들면,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대부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사유는 ‘학대나 방임이 의심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이지만 신고
의무자의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3)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의무자

각국의 지정된 신고의무자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 직업군 유형은 대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보육담당자, 의료인은 모든 국가
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신고의무자의 직업 구분

직업군

교원, 보육담당자, 의료인
법집행담당자
사회서비스담당자
정신보건담당자
검시관/의학조사관
성직자
기타

미 국

국가(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뉴사우스웨일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일본 한국
수도주

○
○
○

○ ○ ○
○ ○
○ ○
○

주1. 기타의 직업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한국의 소방관, 일리노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상업적
영화 및 사진 제작자, 한국의 학원이나 교습소의 종사자 등이 포함됨.
주2. 법집행담당자는 경찰, 검찰, 수사 등 법의 준수를 시하고 화하
반하는 사 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사 들을
함.

람

총칭

감

강 며위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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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만, 일본의 5개국에서는 법집행담당
자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한국의 5개국에서는 사회서비스담당
자가 신고의무자에 포함된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정신보건담당자, 검시
관/의학조사관, 성직자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미국의 일리노이주, 캘
리포니아주, 한국은 상업적 영화 및 사진 제작자, 소방관, 학원이나 교습소종사
자 등 기타 분야의 전문가를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는 신고의무자의 직업군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분
화하여 다양한 직업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폐된 아동 학대와 방임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노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
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만, 일본은 직업군 유형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와
한국은 전자와 후자의 방법을 혼용하여, 직업군 유형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은
지정된 신고의무자의 절반을 사회서비스분야의 직업명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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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 관련 처벌규정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 관련 처벌 규정으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에
서는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와 거짓신고 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사
우스웨일스주, 대만은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의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먼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에서는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와 거짓
신고 시 처벌 대상으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는 고의적인 거짓신고
시 처벌 대상으로 비신고의무자도 포함하고 있다. 처벌 유형으로 미국, 오스트레
일리아는 신고의무 불이행 시와 거짓신고 시 벌금형이나 구금형 또는 벌금형과
구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양형 기준은 대부분 유사하였으
나, 미국 일리노이주의 경우,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거짓신고를 반복할
경우 엄격한 가중처벌 조치가 있다. 예컨대,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에는
최고 $25,000 벌금형이나 1-3년 금고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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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 관련 처벌 규정
구분

국가(주)

신고의무
고의적인
신고의무
일리노이
고의적인
신고의무
캘리포니아
고의적인
신고의무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
고의적인
신고의무
온타리오
고의적인
신고의무
뉴사우스웨일스
고의적인
신고의무
고의적인
뉴욕

미 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대 만

신고 관련
처벌 규정

처벌대상
신고
의무자

비신고
의무자

처벌유형

불이행
×
거짓신고
불이행
거짓신고
벌금이나
구금 또는
불이행
×
벌금과 구금
거짓신고
불이행
×
거짓신고
불이행
거짓신고시 처벌규정 음
불이행
×
벌금
거짓신고시 처벌규정 음
불이행
×
벌금
거짓신고시 처벌규정 음
처벌규정 음

○
○

○
○

○

○

○
○
○
○

없

기타

가중처벌
조치

○
◑

없
없

없
한 국
처벌규정 없음
주1. ◑：캐나다의 경우,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때에 비신고의무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됨.
주2. 한국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신고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없지만 성 학대의 경우,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고의무 불이행과 거짓신고 시 300만 원의 처벌규정이 있음.
주3. 미국의 경우, 신고자가 선의로 신고를 했으나 학대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에 면책규정 이
있고, 캐나다는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도 있음.
일 본

다음으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만은 고의적인 신고
의무 불이행시 처벌 대상으로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 유형의 경우,
캐나다는 벌금형이나 구금형 또는 벌금형과 구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오
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와 대만은 벌금형만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최고 $50,000 벌금형이나 최고 2년의 금고형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부과
할 수 있는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대만 달러로 $6,000달
러-$30,000(약 $180-$1,000)의 벌금형으로 약한 처벌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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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일본과 한국은 신고와 관련하여 처벌 규정이 없다. 이는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고를 꺼리는 문화권의 특성에 의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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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 비교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율 향상과 그것의 조기발견은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이 적거나,
있어도 기관의 체계가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자연적으로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율은 떨어지고, 학대 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
고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1) 신고전화의 운영 형태

분석 대상 국가에서 아동 학대 신고전화를 살펴본 결과, 미국, 캐나다, 오스트
레일리아, 영국, 대만, 일본, 한국의 7개국에서는 유사하게 아동 학대 상담전용전
화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만의 경우, 이 전화는 여성의 보호
를 위해 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상담도 받고 있다(<표 7> 참조).
<표 7> 아동학대 상담전용전화
미 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뉴사우스웨일스

영국

대만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잉글랜드
수도주

한국

운영주체 정부

정부

정부

민간

정부

정부

민간

정부 정부

민간

전화요금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시내요금

시내요금

무료

무료 무료 일반요금

주1. 신고기관：뉴욕, 일리노이-중앙정보기록부(Statewide Centeral Register：SCR), 캘리포니
아- 운 사회서비스부(Social Service Department), 캐나다-아동원조협회(Children s Aid
Societies),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중앙접수서비스(Centralised ntake Service：C S), 뉴사
우스웨일스-지역사회서비스부의
인(Department of Community Services Help line),
영국-아동학대방지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대만드비전( orld ision), 일본-아동상담소, 한국-아동보호전문기관

카 티

헬프라

월

W

V

I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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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의 3개국은 정부 기관에서, 캐나다,
대만, 영국, 한국의 4개국은 민간 위탁 기관에서 상담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요금의 경우, 미국, 캐나다, 영국, 대만, 일본에서는 무료, 오스트레일
리아에서는 시내요금, 한국에서는 일반요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특히 아동 학대
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뉴욕주와 일리노이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일원화된 아동 학대 상담전용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외국인 신고자
를 위한 통역인을 두고 있다.
한편, 신고의무자의 신고전화와 비신고의무자의 전화번호가 다른 예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뉴욕주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의 신고전화를 구분하여 신고의무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 조사기관의 운영 주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대만, 일본의 5개국에서는 정부의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대만의 경우, 긴급사례는 경찰
이, 그 이외에는 지방정부와 민간 위탁 기관인 중화아동복지기금회(Taiwan Fund
for Children and Families)가 현장조사를 한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사례는 특별
전담조사팀을 운영하는 예도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사우스웨일스주
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부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응팀(Joint Investigation
Response Team)이, 오스트레일리아의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에서는 주 정부 내에
연방경찰, 성 학대 팀, 아동 학대팀이, 영국에서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
담팀이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캐나다와 한국에서는 민간 위탁의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아
동학대에 대응하고 있다. 캐나다의 아동원조협회는 정부에서 전적인 재정지원과
법적으로 상담원의 조사권을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체 재정의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고, 상담원은 강제조사권이 없다.
3) 전체 인구수 대비 조사기관수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체 인구수 대
비 조사기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 중에서 영국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지방 정부나 카운티가 클 경우,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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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을 그 지역 내에 설치하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
아는 10만 명 이하당 1개소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기관수가 많
다. 그러나 한국은 110만 명당 1개소로 기관수가 가장 작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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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 인구수 대비 조사기관수
미 국

국가
구분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욕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온타리오 뉴사우스웨일스

영국

대만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잉글랜드
수도주

조사기관수 58개

90개

63개

53개

80개

3개

303개 25개 82개

인구수 대비
34만
조사기관수

15만

58만

23만

8만5천

10만

20만

단위

명

한국
44개

85만 70만 110만

주1. 인구수 대비 조사 기관수의
는 인구 만 당 1개소에 해당됨.
주2. 인구수 대비 조사 기관수 조사기관수/ 국가의 2008년도
인구수

=

각

총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 학대 신고제도를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과 아동보호서비스 관
련 기관의 운영 현황으로 구분하여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신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국가들은 신고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으로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의 4가지
유형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에 따라서는 가정폭력노출, 부모
의 약물남용, 아동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한 성 착취, 유기 등 추가유형이 있다.
신고사유를 보면, 대부분 분석 대상 국가들은 ‘아동 학대나 방임이 의심될 경
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
는 아동 학대나 방임의 의심의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과 오스트
레일리아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분석 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인 직업군 유형으로 교원, 보육
담당자, 의료인을 포함하고 있고, 국가에 따라서는 법집행담당자, 정신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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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검시관/의학조사관, 성직자 등을 추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는 신고의
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군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분화하여 다양
한 직업명을 제시하고 있다. 처벌규정의 경우, 분석 대상 국가들은 대부분 고의
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로 한하고 있으나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는 고의
적인 거짓신고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다하
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리노이주는 신고의
무가 없어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오
스트레일리아수도주는 비신고의무자가 고의적으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에도 처벌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신고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으로 각국의 공통
된 유형 외에 유기를 추가하고 있고, 신고사유로는 ‘아동 학대를 알 때’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신고의무자 직업군 유형으로 각국의 공통된 직업군 유형 외에
사회서비스담당자를 추가하고 있고, 직업군 제시 방법으로 직업군 유형을 개별
적 또는 포괄적으로 혼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신고와 관
련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영국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하에
아동과 관련한 기관과의 협력과 모든 아동의 데이터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리고 이를 근거로 모든 아동은 5가지 발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서비스와 관련한 기관들의 역할 분담과 조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서, 상호간에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
한 사유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분석 대상 국가
들은 모두 아동 학대 상담전용전화가 있고, 대부분 정부나 민간 기관을 중심으로
무료나 시내요금으로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뉴욕주와 일리노
이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전체적으로 일원화된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대
만은 외국인 신고자를 위한 통역인을 두고 있다. 그리고 조사기관은 대부분 정부
의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체 인구수 대비 조사기관수는 미
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고전화의 경우, 정부기관의 129와 민간위탁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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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391을 중심으로 이원화된 신고체계로 되어 있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조사기관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전체 인구수 대비 기관수의 경우, 110
만 명당 1개소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 학대와 방임의 신고 활
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 신고제도가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아동보호서비
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즉, 신고대상이 되는 아동 학대와 방임의 유형은 외
국에서 신고유형으로 규정된 가정폭력노출, 부모의 약물남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
에 관한 법률에서만 정의된 아동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한 성 착취는 아동복지법에
서도 일관되게 명시해야 한다.
신고사유도 ‘아동 학대와 방임이 의심될 때’로 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사례의 입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선진국들과 같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의심의 경우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신고의무자
는 외국과 같이 법집행담당자, 정신건강담당자, 성직자 등을 포함하거나 직업군
유형별로 다양한 직업명을 개별적으로 제시하여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고의적인 신고의무
불이행 시와 거짓신고 시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처벌
대상, 양형 기준, 가중처벌조치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선의로 신
고했으나 학대로 판정되지 않을 경우 면책이나 신고자의 신변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신설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고 되지 않는 피학대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영국과 같이 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아정신과, 학교 등 아동과 관련한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
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의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모든 아동에 대한 데이터 구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 운영 체계의 개선도 요구된다. 즉, 신고
전화는 일원화하고,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신고자를 위한 통역인
배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조사 기관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전적인 재원지원은 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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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상담원에게는 강제조사권도 부여해야 한다. 더 바람직한 것은 민간위탁보다
는 여러 선진국과 같이 정부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동 학대 관련 업무를 직접 실
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조사기관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와 이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제도에 관련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관련법
의 신고조항과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기관의 운영 현황에 한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신고자의 신변보호, 신고절차 등 본 연구에서 분석
되지 못한 항목들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 국가로 선정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
아는 지방마다 아동 학대 신고제도가 조금씩 달라 국가별로 일부 지역만 선정하
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국가별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
여 좀 더 세분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나은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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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ndatory reporting systems of seven
countries such as America, Canada, Australia, United Kingdom, Taiwan, Japan, and
Korea. To detect abused children easily, the system of UK focuses on improved
information sharing and inter-agency cooperation. But most countries incrementally
expand mandatory reporting requirements in legislation. Some of these countries
adopt various ways to promote telephone reporting, in most countries the agencies of
government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on of reported cases, and increase the
number of the agencies for easy access. This paper discusses how these are likely
to apply in the Kore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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