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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 면담 도구가 아동 회상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국외 아동 증언 연구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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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학술 연구자 및 면담 전문가들은 아동이 경험한 혹은 목격한 사건에 대한 신뢰로운 진술 획득을 위
해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과 기법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주목해 왔다. 그 중에서도 성폭
력, 신체 학대, 방임 등 아동이 연루된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면담시 아동의 기억 회상을 보다 용이
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부가적 면담 도구들을 활용하여 왔다. 그러나 아동의
연령, 아동의 인지 및 사회 정서적 개인차 특성, 범죄사건의 특성에 따라 부가적 면담 도구의 효과
는 차이가 있고 따라서 아동 수사면담 실무자는 부가적 면담 도구의 특성, 사용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다양한 범죄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 진
술이 요구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수사면담시 부가적 도구
사용과 관련된 학술 정보들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동 수사면담시 보편적
으로 활용되는 부가적 도구 사용에 대한 국외의 폭넓은 학술 연구와 현장 자료 조사들을 중심으로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의 연령과 다양한 개인차
특성들이 고려된 면담 도구 사용에 대한 국외 학술 연구들의 심층적 고찰을 통해 국내 아동 수사면
담 환경에 적합한 면담 도구의 사용을 도모하고 관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아동 기억, 부가적 도구, 수사면담, 생태학적 타당도, 아동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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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직접 경험한 혹은 목격한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 진술은 아동의 연령 이외에도 정보
의 부호화, 저장, 인출을 위한 인지적 능력, 원활
한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적 능력 등의 아동 내적
요인들과 사건의 참여 정도, 사건의 반복성, 사건
발생과 면담 사이의 기간, 면담 질문의 유형, 면
담자의 특성 등 다양한 아동 외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곽금주, 이승진, 2006). 아
동의 연령에 상응하는 내적 요인들과 발생한 범
죄 사건의 특성과 관련된 아동 외적 요인들은 연
구자의 선택과 조절이 어려운 영역이지만 수사면
담의 구조 및 형태, 면담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들은 과학적 통제와 실험적 조작이 가능한 영역
으로 국외에서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바람직한
아동 수사면담의 시행을 목표로 하는 학술 연구
들과 현장 자료 조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선행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에 의하면 미취학
아동들도 자신이 목격한 혹은 경험한 사건들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Lee, 2011). 그러나 인지적, 언
어적 발달이 미성숙한 3-4세의 매우 어린 아동들
을 대상으로 수사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진
술의 양과 진술된 정보의 특성이 사건 해결에 불
충분한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전문가들
은 아동 수사면담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정보들
을 아동으로부터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획
득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적인(supplementary) 면
담 도구 혹은 추가 면담 기법들을 활용하여 아동
의 회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국외에서는 사회 복지사, 정신 보건
사, 수사 경찰관 등의 실무자들이 아동을 대상으
로 수사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부가적 면담 도구
들을 활발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아동의 신체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면담의 경우 92%의 면담

이 해부학 인형 사용, 66% 정도가 신체 그림 사
용, 87% 정도가 특별한 주제 없이 아동이 자유롭
게 그림을 그리는 방식 사용, 47%의 면담이 일반
인형이나 장난감 등을 부가적 면담 도구로 사용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nte, Sorenson, Fogarty, &
Rosa, 1991). 한편 아동 성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
면담의 경우, 면담의 67.5 %가 투사적 그림 그리
기, 54%가 일람표 활용, 44%가 신체 그림 사용,
21%가 해부학 인형 이용, 34%가 일반 인형이나
장난감을 부가적 면담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ow, Quinnell, Zaroff, & Assemany,
2002). 이와 같이 국외의 면담 전문가들은 아동
수사면담시 다양한 부가적 도구나 추가 면담 기
법들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Plotnikoff &
Woolfson, 2009).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아동 성폭력 및 신체 학
대와 같은 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이 목격자,
피해자 혹은 관련 참조인으로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여성 가족부가 발표한 통
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아동 성범죄 증가
율이 조사 대상 5개 국가 즉 한국, 미국, 독일, 영
국, 일본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구 10만 명당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는 최근 4년간 69%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아동 성범죄 건
수는 발표된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권해수, 2011). 아동 범
죄의 이와 같은 기하급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동 수사면담과 아동 진술의 신뢰성
에 관한 연구 자료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폭넓은 국외의 선행 학술 연
구들을 바탕으로 아동 수사면담시 활용되는 부가
적 면담 도구들과 그것이 아동 진술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은 아동 수사면담시 부가적 도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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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한 학술 연구 및 현장
자료 조사들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자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적극적
인 관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동 수사면담시
부가적 도구 사용의 목적
아동 수사면담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의사
소통과 달리 수사사건에 대한 면담자의 주관적
추측과 기대가 반영되는 아동에게는 다소 어색하
고 불편한 과정이다. 경직된 주위 환경과 낯선 면
담자와의 만남은 아동으로 하여금 심한 불안이나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불안정한 정서
는 면담자의 질문에 대한 아동의 정확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실제로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들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검증된 바 있다(이승진, 곽금주, 2009). 한
편 아동은 성인들이 항상 자신들보다 풍부한 정
보와 상식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 익숙하기 때
문에 아동 스스로 ‘전문가’의 입장이 되어 수사사
건의 관련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매우 낯설 수 있다(Lamb, Orbach, Warren,
Esplin, & Hershkowitz, 2007). 따라서 면담자는 본
격적인 수사면담에 앞서 친숙한 환경 조성을 위
해 아동과 적절한 라포를 형성하고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될 수 있는 특정 어휘들을 아동의
연령 및 아동의 언어 발달적 수준에 맞게 정립하
고 수사면담의 궁극적 목적과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 등을 명확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Lamb
et al., 2008). 유사한 목적으로 면담자가 아동의
불안 해소와 긴장 완화를 위해 아동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제공한다거나 그림 그리기 활동을 허락

하여 아동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참여
하도록 도와주는 부가적 면담 도구들은 수사사건
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로운 아동의 회상 진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적 의사소통 관점에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니?’와 같은 개방형 형태의 질문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에 관해 아동이 자발적으로 보
고해 줄 것을 기대하는 질문이다(Sternberg, Lamb,
Esplin, Orbach, & Hershkowitz, 2002). 그러나 취학
전 어린 아동들은 이와 같은 개방형 질문에 ‘그
냥 놀았어요’와 같이 단답형의 응답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비록 거짓 진술은 아니
지만 서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맥락에서 사건 발생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이 경험한 혹은 목격한 사건에
대해 가능한 서술적 응답을 기대하는 수사면담에
서는 일상적 의사소통의 규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다(Wattam, 1992). 이처럼 수사면담시 면담자와 아
동의 의사소통의 목적은 아동의 일상적 의사소통
의 목적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아동 수사
면담은 일상적 대화에서 주로 언급되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 정서의 사건들과 달리 수치스럽고
불쾌한 부정적인 정서의 사건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상대와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아동 수
사면담의 궁극적 목적은 수사사건에 대한 아동의
신뢰로운 진술을 통해 아동 삶의 안녕과 복지를
예측 및 평가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 처벌과
피해자 아동의 정신적 치료와 사회적 자원들의
제공에 필요한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관련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수사면담시 면담자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달되는 진술적 정보의
가치 그리고 그 정보가 아동 자신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잠재된 영향력 등을 아동이 명확하게 인
식하는 것은 수사사건에 대한 아동의 진술 동기
와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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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Roebers, Moga, & Schneider, 2001; Seidler, 해부학 인형 사용에 대한 고찰
& Howie, 1999). 한편 취학 전 아동들, 특히 3-4세
의 어린 아동들은 면담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아동 수사면담시 해부학 인형은 인지적, 언어
위한 기본 어휘와 상식이 많이 부족하고 사람의 적, 동기적 한계가 있는 어린 아동들을 위해 구어
신체 부위나 특정 행동들과 관련하여 아동들만의 적 의사소통 보다는 해부학 인형을 이용하여 필
독특한 어휘나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목적
(Lamb & Brown, 2006).
으로 사용되고 있다(송수진, 이재연, 2002). 그러나
결론적으로 면담자는 아동 수사면담시 이루어 수사면담시 해부학 인형의 사용이 아동 진술의
지는 의사소통의 독특성 즉, 아동의 일상적 의사 신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학술 연구자 및 현장 실
소통과 수사면담 맥락의 의사소통이 갖는 차별적 무자들에 의해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성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아동이 수사사 (이재웅, 남궁채빈, 조은경, 2008). 수사면담 맥락
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자발적으로 제공 에서 해부학 인형 사용의 대표적 한계는 인형 그
할 수 있도록 수사면담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자체가 하나의 놀이 대상으로 간주되어 수사면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면담자가 아동 수사면담시 과정에서 아동은 자연스럽게 인형과 탐색적 놀이
부가적 도구나 추가 면담 기법들의 활용하는 것 활동을 시작하고 아동의 평범한 놀이 활동을 면
은 아동의 회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 수사사건 담자는 아동의 과거 특정 경험에 의한 것으로 오
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아동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학대 경험에 의해 기인된
으로부터 획득하고자 함이다.
인형 놀이의 뚜렷한 증후를 발견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해부학 인형 놀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학
대 발생 및 사건의 피해 정도에 대한 특성들을
아동 수사면담시
추정하게 될 경우 그릇된 판단이 도출될 위험이
부가적 도구 사용의 효용성
만연하다(Murrie, Martindale, & Epstein, 2009). 또한
어린 아동의 발달적 미성숙함도 고려될 필요가
아동 수사면담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부가적 있다. 수사면담 맥락에서 면담자가 아동에게 해부
면담 도구 및 기법들로는 해부학 인형 사용, 인체 학 인형을 제공할 때는 아동이 인형의 이중적 표
해부도 사용, 그림 그리기 기법, 사건과 관련된 상을 이해하고 경험한 사실들을 해부학 인형을
시각적 단서 이용, 진실 유도 및 서술 정교화 훈 통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
련 등이 있다. 그러나 아동 수사면담시 이 도구들 다. 그러나 어린 아동에게 해부학 인형은 다른 인
을 활용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부가적 도구의 사 형들과 동일한 탐색적 놀이 대상에 지나지 않을
용이 아동의 회상 진술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수 있다. 즉 해부학 인형이 상황에 따라 ‘나’ 자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될 필 신 혹은 ‘타인’으로 표상됨을 이해하고 그 인형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외의 학술 연구들 통해 자신의 지난 경험을 표현하는 것은 인지 발
과 현장 자료 조사들을 토대로 아동 수사면담시 달적 관점에서 어린 아동의 역량을 벗어나는 과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부가적 면담 도구 및 기법 제일 수 있다(DeLoache, 2004).
이와 같은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해부학 인형은
들의 효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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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면담 현장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부
학 인형 사용의 장점들로는 우선 해부학 인형과
의 놀이 활동을 통해 면담자는 특정 신체 부위를
표현하는 아동의 독특한 어휘들을 파악할 수 있
고 ‘성(sex)’에 관한 아동의 지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은 수사사건과 관련된 경험들 중
신체 접촉 부위를 구어적으로 표현하기 난감할
때 해부학 인형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성폭력 피해의 경우 해부학 인형이 제공하는 시
각적 단서를 통해 아동은 자신의 경험을 보다 상
세히 묘사할 수 있다(Everson & Boat, 2002). 실제
아동 수사면담의 현장 자료들을 분석한 바에 의
하면 해부학 인형의 사용이 아동의 회상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erry, Lamb,
Orbach, & Pipe, 2005). 그러나 분석된 자료들의 수
사면담에서는 해부학 인형 이외에도 기타 장난감
혹은 사건과 관련된 시각적 단서들이 부가적 도
구로 함께 제시된 경우로 순수하게 해부학 인형
의 사용에 의한 효과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한편
또 다른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아동의 신체 접촉이
포함된 사건에 대한 수사면담의 경우 자유 회상
단계에서 해부학 인형이 제공되면 아동의 회상
진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시 및 유도적 질문에 의해 수사사건과 무관한
경험들의 회상이 자극되거나 아동이 경험하지 않
은 신체 접촉에 대한 보고도 증가시킬 수 있음을
함의한다(Pipe & Salmon, 2009).
결론적으로, 아동 수사면담시 해부학 인형의 사
용은 면담자가 아동의 연령에 따른 특정 신체 부
위를 표현하는 독특한 어휘를 사전에 파악하고
의사소통적 한계가 있는 어린 아동들이 신체 학
대 피해에 대한 구체적 묘사를 용이하게 하는 장
점이 있다. 그러나 해부학 인형이 면담자의 암시
적 정보가 포함된 맥락에서 제공되거나, 다른 장
난감들과 함께 제시되거나, 혹은 해부학 인형과의
탐색적 놀이 활동이 특정 맥락이나 기준 없이 허
용될 경우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및 신체 학대의 발생
여부나 수사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안들을 해부학
인형 놀이를 통해 추정하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 수사면담시 해부학 인형을 통해
획득된 진술은 전문가들의 주의 깊은 해석은 특
별히 요구되어야 한다. 또한 인지적, 언어적, 사회
적 발달 양상이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대상으
로 해부학 인형의 사용과 아동 회상 보고의 관계
(Goodman, Quas, Batterman-Faunce, Riddlesberger, &
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
Kuhn, 1997). 그러나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도 되어야 한다.
해부학 인형의 사용이 아동 진술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인체 해부도 사용에 대한 고찰
특히 유도 및 암시적 질문이 제공되는 경우 해부
학 인형의 사용은 아동의 거짓 보고를 더 많이 인체 해부도는 해부학적으로 구체적인 신체 형
유도하고 따라서 전반적인 보고의 오류를 증가시 상이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다. 아동 수사면담 맥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Bruck, Ceci, Francoeur, & 락에서 인체 해부도 사용의 효용성은 앞서 살펴
Renick, 1995). 이와 같은 결과는 수사면담시 해부
본 해부학 인형과 동일하게 과학적 검증이 많이
학 인형의 사용이 아동으로 하여금 성학대 경험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적어도 아동 수사면담 맥
의 구체적 회상을 용이하게 하는 시각적 단서를 락에서 인체 해부도의 사용은 해부학 인형의 사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와 동시에 면담자의 용 보다 안전한 도구라는 의견에 면담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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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의하고 있다(Aldridge, Lamb, Sternberg, Orbach,
Esplin, & Bowler, 2004). 해부학 인형보다 인체 해
부도는 아동이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되고 따라서 도구 자체가 유발하는 오해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인체 해부도는 해
부학 인형이 요구하는 ‘이중적 표상’에 대한 상위
인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아동에게도 구
체적인 신체적 표상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아동의 인체 해부도 사용을 통해 다양한
신체 부위에 대한 아동의 특정 어휘들을 면담자
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신체 학대 및 성폭력
에 대한 아동의 회상을 용이하게 하는 등 해부학
인형이 갖는 주요 장점들을 인체 해부도 역시 갖
추고 있다. 그러나 아동 수사면담시 인체 해부도
의 사용은 해부학 인형의 사용과 동일하게 아동
의 회상을 용이하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사사
건과 무관한 거짓 진술의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범죄사건에 대
한 아동의 회상 진술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법률
적 증거가 되기에 불충분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아동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
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체 해부도가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 연
구에 따르면 본격적인 수사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인체 해부도와 관련된 특별 훈련을 아동에게 제
공한 경우에도 인체 해부도가 아동 진술의 신뢰
성을 특별히 향상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ruck, 2009). 따라서 수사면담 맥락에서 인체 해
부도의 사용은 새로운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
기 위한 목적 보다는 이미 확보된 아동 진술의
사실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Teoh, Yang, Lamb, & Larsson, 2010). 안타깝게
도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인체 해부도의 사용
이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 연

구들의 일관된 결과는 아동 수사면담시 인체 해
부도 사용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못한다(Teoh et al., 2010). 연구자들은
앞서 살펴 본 해부학 인형과 유사하게 인체 해부
도의 사용이 아동 진술의 양을 증가 시킬 수 있
을지는 모르나 동시에 그릇된 진술과 해석이 난
해한 진술도 함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으로 주장
한다.
결론적으로 인체 해부도 사용을 통해 아동이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이미 보고된 진술과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담자들은 그 정
보에 대해 아동의 추가적 설명이 요구되어야 한
다. 만약 아동이 추가적 설명을 제공하지 못할 경
우 그 정보는 부가적 도구 사용에 의한 오염된
정보일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해부학 인형의
사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체 해부도 사용과
관련해서도 수사면담 맥락에서 아동의 다양한 연
령과 수사사건의 특성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적
합한 인체 해부도의 형태와 아동 회상 진술의 정
확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보다 활성화될 필
요가 있겠다.
그림 그리기 기법에 대한 고찰

일반 면담에서 그림 그리기 기법은 크게 2 가
지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첫째 ‘그리고-말하기’
기법은 아동이 과거 경험을 회상하면서 관련 내
용들을 직접 그림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되
지 않는 부분들은 구어적으로 서술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림을 그리면서 의사소통 하는 방식은
아동의 주의가 면담자가 아닌 ‘그리기’ 활동에 집
중되기 때문에 낯선 면담 상황이 유발하는 불안
과 스트레스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
한 ‘그리기’가 포함되는 수사면담은 의사소통만으
로 이루어지는 수사면담보다 면담 시간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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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곧 아동에게 더 많은 회상과 보고의 기
회를 제공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그리
기’ 기법의 사용은 이상적인 수사면담 즉 면담자
가 유도 및 암시적 질문을 제공하는 않는 경우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almon, Roncolato, & Gleitzman,
2003). 유사한 결과로 4-14세 아동을 대상으로 조
사한 바에 의하면 수사면담시 아동에게 그림 그
리는 것을 허용하면 아동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
에서 또 다른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Katz & Hershkowitz, 2010). 대조적
으로 보다 어린 아동 3-4세를 대상으로 한 경우
‘그림 그리기’ 기법을 통한 추가적 정보 진술은
나타나지 않았다(Butler, Gross, & Hayne, 1995). 한
편 범죄사건 발생 후 장시간이 지나서 수사면담
이 실시되는 경우 ‘그리기’ 기법은 아동 보고의
신뢰성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mon & Pipe, 2000). 선행 연구에서는 범죄사건
발생 후 장시간이 지나서 수사면담이 진행되어도
의사소통만으로 진행되는 면담보다 ‘그리기’가 포
함된 면담에서 아동의 전체 진술양은 증가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진술된 정
보의 정확성을 분석한 결과 ‘그리기’ 기법이 포
함된 면담과 그렇지 않은 면담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Gross & Hayne, 1999).
이는 범죄사건의 발생 후 장시간이 지나서 수사
면담이 실시되는 경우 ‘그리기’ 기법의 효과는 크
게 기대할 수 없음을 함의한다. 또한 수사면담 맥
락에서 ‘그리기’ 기법은 수사사건과 무관한 아동
의 보고 즉 거짓 정보를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Gross, Hayne, & Poole, 2006). 따라서 아동 수사면
담시 면담자가 ‘그리기’ 기법을 추가적으로 사용
하고자 할 때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어야
한다. 특히 의사 표현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취
학 아동의 경우 면담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아동에게 자신의 언어로 가능한 많은 진술의 기
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리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
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이 그린 그림을 바
탕으로 면담자가 유도 혹은 암시적인 질문을 제
공하는 경우 아동 진술의 전반적인 신뢰성은 오
히려 감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리기’ 기법은 아동의 학대 피해
여부, 학대에 의한 병리학적 요소들을 예측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인물화 검사,
집-나무-사람(HTP) 그림 검사, 동적 가족화 검사
등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임상 심리
학적 검사이다. 그러나 학대 발생을 예측하거나
아동의 학대 피해와 관련된 회상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한 목적으로 투사적 ‘그리기’ 기법을 사용하
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도 투사적
그림의 해석 타당도를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학대 피해자 아동의 그림과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의 그림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
는 증후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학대 피해 아동들
의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가 있을
수 있지만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들 중에서
도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심적 장애가 있
는 경우 비슷한 증후들이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
다(Gurley, Kuehnle, & Kirkpatrick, 2009). 또한 특정
증후에 대한 판단 자체가 많은 부분 평가자의 역
량과 주관적 견해에 의존한다. 게다가 ‘그리기’
과제 역시 아동기의 주요 놀이 활동의 하나로 아
동의 경험한 범죄 사건과 관련된 내용만을 그렸
다는 것을 검증할 방법이 모호하다. 예를 들어 아
동은 자신의 창의적 사고나(예: 상상 혹은 환상
속 인물과의 놀이)나 일반적 사고의 일부(예: 아
동이 평소 하고 혹은 갖고 싶은 것, 친구와의 특
정 놀이 활동 등)를 그림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
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기’ 기법이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과학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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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림 속의 특정 증후에
대한 표준화된 점수화 및 객관적 해석의 난해성
때문이다. 학대 사건 발생과 관련 피해 정도를 예
측하는 아동 그림 속의 특정 단서들에 대한 평가
의 범위가 애매하다. 또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
편적으로 동의되는 예측 증후들이 존재한다 할지
라도 각 아동의 그림마다 증후의 크기, 위치, 형
태들이 다양하고 이는 결국 평가자의 주관적 견
해를 반영한다. 이와 같은 한계들은 아동 수사면
담 맥락에서 투사적 그리기 기법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주요인이다. 일부 연구
결과들은 학대사건에 대한 아동의 피해 정도를
‘투사적 그림’을 통해 예측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
만 이는 매우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일
뿐만 아니라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들 즉, 대조군
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
다(Poole & Wolfe, 2009).
결론적으로, ‘그리고-말하기’ 기법은 특정 범죄
사건의 발생 후 장시간의 공백이 없이 수사면담
이 진행되는 경우 면담자의 유도 및 암시적 질문
이 제공되지 않는 바람직한 면담 구성에 한해서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범죄사건을 경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의사소통이 미성숙한 어린 아동
의 경우 ‘그리기’ 기법은 전반적으로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
들은 주장한다. 아동이 그린 그림으로 인해 면담
자의 암시적 질문이 유도되고 결국 아동의 거짓
보고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동 수사
면담 맥락에서 투사적 그림 그리기 기법에 대한
국외의 선행 연구들은 방법론적 한계와 연구 결
과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의 부족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각적 단서 사용에 대한 고찰

수사사건과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 제공은 장난
감이나 해부학 인형과 달리 어린 아동에게 이중
적 표상에 대한 인지적 부담 없이 회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면담 맥락에서 빈
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면담 기법 역시
활용되는 수준에 비해 실제 아동 진술의 정확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현장 자료
조사들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미취학 3-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
면 면담시 회상 사건과 관련된 특정 사진들을 제
공하는 경우 아동의 회상 보고가 유의미하게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scherman, Danneberg, &
Schultz, 1998). 그러나 특정 사진의 제공은 수사사
건 이외의 기타 경험에 관한 회상도 자극하여 전
반적인 진술의 오류를 증가시킨다는 상반된 결과
들도 보고되었다(Lindsay, Hagen, Read, Wade &
Garry, 2004). 예를 들어 아동이 과거에 한번쯤 경
험해 봤음직한 사진들과(예: 친구/가족과 놀이동
산 갔던 일) 발생 불가능한 사건에 대한 사진들을
(예: 환상/상상 속의 인물과 놀이동산 갔던 일) 모
두 제공하고 면담자는 두 사건에 대해 아동에게
반복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아동들은 사진 속의
두 사건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
며 심지어 발생이 불가능한 후자의 사건들에 관
해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인 서
술을 제공하는 아동들도 있었다(Strange, Sutherland,
& Garry, 2006). 이는 아동 면담시 제공되는 사진
들이 아동으로 하여금 수사사건 이외의 아동의
지난 기타 경험들이나 상상 속의 경험들에 대한
진술도 유도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후속 연구에
서는 아동들에게 그들이 일주일 동안 경험했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사진을 제공하면서 그 중
한 사건은 일주일 동안 아동이 비록 경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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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건이지만 아동이 과거에 한번쯤은 경험하였
을 법한 일상의 사진을 제공하였다(예: 엄마와 함
께 소아 치과에 가는 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들은 사진 속의 사건들 모두를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Strange, Hayne, & Garry, 2008). 이 역시 아동 수사
면담 맥락에서 수사사건에 대한 특정 사진 제공
이 아동에게 사건에 관한 회상을 용이하게 하는
단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회상 사건과 무관한 아
동의 이전 경험들에 대한 진술도 유도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지지한다.
결론적으로 사진 제공 기법 역시 수사면담 맥
락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과 달리 아
동 진술의 신뢰성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자들의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
동 수사면담시 면담자의 전문적 식견과 심층적
통찰 없이 수사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의 거짓 진술을 자극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진실 유도 및 서술 정교화 훈련에 대한 고찰

진실 유도 훈련은 아동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아동의 순응 경향
성을 극복하기 위해 법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기
법이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NICHD
아동수사면담프로토콜은 본격적인 수사면담에 앞
서 아동이 ‘사실만을 진술할 것’을 맹세하는 아동
친화적 선서 과정과 사실과 거짓 진술의 차이, 거
짓 정보를 진술하는 경우 발생하는 피해 등에 관
해 면담자가 아동에게 상세히 알려주는 ‘진실 유
도 훈련’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Lamb et al., 200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실만을 진술하는 것의 중
요성에 대한 설명과 진실 유도 훈련을 받은 아동
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보고의 정확성이 높

게 나타났다(Talwar, Lee, Bala, & Lindsay, 2002). 특
히 진실 유도 훈련을 받지 않은 아동들은 ‘네/아
니오’의 응답을 요구하는 선택형 질문에 대한 오
답률과 암시적 정보에 굴복하는 오류가 진실 유
도 훈련을 받은 아동들보다 높게 나타났다(Lyon &
Dorado, 2008).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
와 같은 진실 유도 훈련의 긍정적 효과를 증명하
는 선행 연구들은 취학 전의 어린 아동들만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취학 아동들이나 청
소년들은 이미 사실과 거짓 진술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동기적, 혹은 환경적 압력에 의해 진실을 보고하
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실 유도 훈련의 효과를 검
증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한편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서술 정교화 훈련’ 기법도 있다. 이는 법정에서
유용한 증거가 되는 정보들, 예를 들어 사람, 환
경, 행동, 대화, 감정 등과 관련된 정보들을 서술
하는 방식에 대한 훈련이다(Saywitz & Snyder,
1996). 이 훈련 역시 어린 아동의 회상 보고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다
(Brown & Pipe, 2003). 또한 서술 정교화 훈련은
다른 면담 기법들의 한계인 수사사건과 무관한
경험의 회상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 진술
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Camparo, Wagner, & Saywitz, 2001). 특히 의사소통
능력이 미성숙한 취학 전 아동들은 수사면담 맥
락에서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어떤 종류의 정
보들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회상된 구체적 정보들도 잘 전
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술 정교화
훈련’은 아동에게 법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종류나 형태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제공하여 수
사면담시 경험한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발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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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진술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훈련들의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진실 유도 훈련과
서술 정교화 훈련은 아동의 기본 언어 능력을 전
제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정상 발달
을 보이는 아동들보다 특정 장애가 있는 아동들
이 성학대 및 신체 학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할 확
률이 더 높고(Sullivan & Knutson, 2000)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성폭력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높다(Lin, Yen, Kuo, Wu, & Lin,
2009). 그러나 아동 성폭력 및 신체 학대의 주 대
상이 되는 발달 장애 혹은 지적 장애 아동은 언
어 능력이 일반 아동들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진실 유도 훈련이나 서술 정교화 훈련 기법들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연구들
에 의하면 지적 장애 아동들도 일반 발달 단계를
따르는 또래 아동들과 유사한 수준의 회상 진술
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Henry & Gudjonsson, 2003). 이와 같은 상반된 의
견들을 고려할 때 지적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실 유도 훈련과 서술 정교화 훈련을 어떻게 적
용할 수 있는지 또한 특정 발달 장애 이외에도
다양한 아동의 내적 특성들(예: 기질, 애착 상태,
수사사건에 대한 사전 경험 등)이 충분히 고려된
아동 수사면담의 구성 및 실시에 대한 학문적 연
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의 생태학적 타당도 고찰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부가적 도구 사용들의
사용 효과에 관한 학술 연구들의 결과를 실제 수
사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구들의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는
선행 연구들의 연구 설계 및 결과 해석이 생태학
적 타당도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아동 회상 보고에 대한 경
험적 연구들은 자연 발생학적 사건(예: 아동의 응
급실 방문, 의료 진찰, 자연 재해 등) 혹은 연구자
의 연구 목적에 의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건들을(예: 아동의 해적선 방문, 교실에 낯선 방
문자의 등장, 갑작스런 화재 경보의 울림 등) 이
용하여 아동의 기억 수행을 평가해 왔다. 한편 아
동의 사건 참여 여부가 아동의 기억 수행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든 아동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일부 학생이 경험하는 것을 다
른 학생이 목격하는 형태 등을 적용해 왔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연구들은 사건의 목격 혹은 직접 참여에 의
해 유발된 스트레스나 불안 수준이 아동의 주의
집중을 높여 관련 정보의 기억과 회상에 오히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주장하였고
(Goodman, Hirshman, Hepps, & Rudy, 1991, Study 3)

또 다른 연구들은 사건에 의해 유발된 스트레스
는 관련 정보들의 입력과 저장을 방해하고 따라
서 아동의 회상 보고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Lee, 2011). 이와 같
은 상반된 연구 결과는 사건의 본질적 특성, 즉
사건의 현저성(salience), 사건 발생의 빈번함, 아동
의 사건 참여 정도 등이 연구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Quas & Fivush, 2009). 학
술 연구자들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을 조사함에
있어 수사현장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이
직접 목격 혹은 경험하는 범죄 사건들의 다양한
특성들을 최대한 포함하는 창의적인 연구를 고안
하고자 노력하지만 실제로 성폭력이나 신체 학대
와 동일한 수준의 스트레스 혹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사건들을 실험실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어린 아동들의
경우 경험적 연구에서 적용된 사건들과 아동이
직접 경험한 학대 사건들이 아동 기억에 유사한

- 376 -

이승진 / 부가적 면담 도구가 아동 회상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국외 아동 증언 연구들을 중심으로

수준으로 각인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Pipe,
Lamb, Orbach, Stewart, Sternberg, & Esplin, 2007). 예
를 들어 아동의 성학대 경험의 회상시 나타나는
부정적 정서 반응은 성인들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조사에 의하면
실시된 수사면담의 75%의 아동들이 자신이 학
대 경험을 진술하는데 있어 부정적 정서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Sayfan, Mitchell, Goodman,
Eisen, & Qin, 2008). 이와 같은 결과들은 선행 연
구들의 결과가 실제 아동 수사면담에 반영될 수
있음을 지지한다. 생태학적 타당도가 다소 떨어지
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도 수사면담 맥락에서 아
동의 회상 보고에 대한 논리적 접근과 올바른 해
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희망적이다.
대조적으로 수사 현장의 면담 자료는 아동과
면담자의 상호작용과 아동의 즉각적인 반응을 조
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타당도가 우수
하다. 그러나 현장의 면담 자료는 반복 검증이 불
가능하여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장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주
제일수록 경험적 연구의 시도는 더 권장될 필요
가 있다.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부가적 도구 사용의
효과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연구 주
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이 범죄사건을
목격하거나 혹은 경험한 후 장시간이 지나서 수
사면담이 시행될 경우 부가적 도구 혹은 추가 면
담 기법들의 적용이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아동이
범죄사건을 경험한 즉시 혹은 며칠 후 경험한 사
실에 대한 회상을 요구하는 선행 연구들과 달리
현실에서는 아동이 범죄사건을 경험하고 수개월
혹은 심지어 몇 년이 지난 후 수사면담이 진행되
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아
동이 범죄 사건을 경험한 후 평균 1년 정도가 지

나서 수사면담이 시행된다(Plotnikoff & Woolfson,
1995; Pipe, Orbach, Lamb, Abbott, & Stewart, 2008).

따라서 아동 수사면담시 다양한 부가적 도구들의
사용이 수사사건에 관한 특정 단서를 제공하여
아동의 회상 진술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가 범죄사건 발생 후 수개월이 지
나 실시되는 수사면담에서도 기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 범죄 사건의 경험 후
수사면담이 지연되면 될수록 아동은 경험한 사건
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고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인 정보들이 망각되어 부가적 도구들의 사용은
오히려 그릇된 보고를 유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문적 연구자의 입장에서 아동 진
술의 현장 자료 조사와 경험적 선행 연구들의 결
과가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이다. 특히 반복 질문의 위험성, 선택형 질
문에 대한 아동의 응답 편향성, 취학 전 아동의
피암시성 등은 현장 자료 조사와 경험적 연구 결
과들이 일치한다. 이는 현장 자료 접근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관한 경
험적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는 타당
성을 지지한다.

전체 논의
최근 국내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
에 관한 사회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권해수 2008; 하혜숙, 2009)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부가적 도구 사용의 효과에 관한 연구
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이와 달리 국외
에서는 NICHD의 아동수사면담지침 개선과 더불
어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학술 연구자와 현
장 실무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 수사면담
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가적 면담 도구 및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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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보
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가적 면담 도구들이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술
연구와 현장 자료 조사들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
다.
면담 대상 아동의 연령, 부가적 도구의 종류,
부가적 도구 제공의 시점, 아동과 도구의 소통 방
법 등에 따라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은 다를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수사면담 맥락에서 부
가적 도구 사용은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 모두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으로 해부학 인형, 인체 해부도, 그리기 기법, 회
상 사건과 관련된 사진 제공과 같은 부가적 도구
들의 사용이 아동이 경험한 혹은 목격한 범죄 사
건에 대한 회상 단서를 제공하는 장점만큼이나
수사사건 이외의 기타 경험들에 대한 회상도 자
극하여 전반적으로 거짓 진술이 증가할 수 있음
이 우려된다. 한편 투사적 그리기 기법의 경우 학
대 혹은 성폭력 피해의 증후들에 대한 해석의 객
관성과 과학적 타당도 측면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다.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부가적 도구 사
용이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을 증명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로 아동이 사건을 경험한
후 즉시 혹은 짧은 시일 내에 아동의 기억평가면
담이 실시된 경우이며 참여 아동들이 모두 취학
전 어린 연령의 아동들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아
동이 범죄사건을 경험하고 장시간이 지나서 수사
면담이 실시되는 현실적 상황과 취학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가적 도구의 사용이 회상
진술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검증
이 필요하다. 취학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보다 성
숙한 인지적, 지적 능력으로 인해 부가적 도구들

의 사용이 어린 아동들에 비해 보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혹은 아동이 면담시 부가적 도구 제시
를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면담자의
암묵적 요구로 해석하여 오히려 부정확한 진술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적
도구 사용이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동 연
령이 고려된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일반 아동들보다 장애 아동들
이 성폭력 및 신체 학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하는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의 인
지적, 지적 발달 수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수사
면담과 아동의 기억 발달 역량이나 한계들이 전
혀 고려되지 않은 수사면담의 사례들이 만연하고
있다(Cederborg & Lamb, 2008). 장애 아동들을 대상
으로 하는 수사면담의 경우 부가적 도구의 사용
은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담보다 더 신
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 아동
이나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들은 해부학 인형이
나 장난감과 같은 부가적 면담 도구가 갖는 이중
적 표상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주의력결핍장애 아동의 경
우 주의 산만과 충동성으로 인해 부가적 면담 도
구의 제공이 오히려 면담자의 암시적 정보에 쉽
게 순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
적, 행동적, 지적장애 아동들의 인지적, 사회 정서
적 특성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차별화된 면담
도구의 적용과 그에 따른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 수사면담 맥락에서 부가적 도
구의 사용은 수사사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여
아동의 회상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는 긍정적 측
면이 지나치게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국외 연구
들을 총괄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가적 도
구들의 사용이 아동 진술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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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 하혜숙 (2009).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조사 과정
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수사면담자는 아동의
분석을 통한 효율적 모형 탐색.
연령, 발달적 수준, 사건의 특성 등과 같은 복합
(4), 2555-2570.
적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종합하고 평가하여 부가 Aldridge, J., Lamb, M. E., Sternberg, K. J., Orbach,
적 도구 사용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Y., Esplin, P. W., & Bowler, L. (2004). Using a
할 것이다. 또한 부가적 면담 도구 및 기법의 적
human figure drawing to elicit information from
용으로 획득된 아동 진술은 학술 연구자와 수사
alleged victims of child abuse. Journal of Consulting
면담자의 전문적 의견을 총괄적으로 수합하여 최
and Clinical Psychology, 72, 304-316.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뒷받침 되어야 Aschermann, E., Dannenberg U., & Schulz, A. P.
할 것이다.
(1998). Photographs as retrieval cues for children.
상담학 연구,

10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2, 55-66.
Bow, J. N., Quinnell, F. A., Zaroff, M., & Asse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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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of the Supplementary Interviewing
Techniques on Children's Investigative Interview

Lee, Seung-Ji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have been interested in finding effective ways of supporting children to provide
detailed accounts of their past experiences in the context of children's testimony. Indeed the various
supplementary procedures that have been employed during investigative interview differ in their effectiveness at
supporting children’s report. Thus careful consideration must be addressed to what supplementary techniques
should be used across ages, the timing and the ways in which they are introduced into the interview, and the
practical issues to apply in children's investigative interviewing. This paper is discussed with respect to the
underlying rationales and the effectiveness of employing several supplementary techniques and the ultimate goals
are to propose far-reaching information and scientific recommendation to benefit investigative interviewers and
legal professionals create the optimal condition in order to facilitate children's accurate reports of their past
experiences.

Key words : child's memory, supplementary techniques, investigative interview, ecological validity, children’s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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