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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학대 피해아동이 경험한 보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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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친족에 의해 성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이 경험한 보호의 과정을 아동
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친족에 의한 성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있는 13-19세 여아 11명을 심층면담하고,
의견들을 기록한 후 연구주제별로 범주화하고 주제 간, 주제 내의 체계로 해체, 재정리하
며 분석하였다.
결과: 친족 성학대 피해아동은 전문가를 만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로서 보호
받게 되었고, 가해자가 있는 집을 떠나게 됨을 보고하였다. 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되면서
가게 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피해사실이 비밀일
것이라고 들었으나 처음 본 시설관계자가 본인의 피해내용을 알고 있어 당황했으며, 보호
절차가 진행되던 때가 아닌 모든 과정을 거친 지금에서야 피해자를 위한 보호의 과정과
절차를 이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학교에서 또래관계의 어려움이나 가해자인 부
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하고, 가족들의 근황을 듣고 싶으며,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선물과
같이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친족에게 성학대 받은 아동에게 전문가가 개입하는 순간부터 전문가들은 피해아동
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측되고 이해되도록 안내를 충분해야 하고, 안전함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함을 시사한다. 고립되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가족의 안
부를 전달하되, 아동의 복지와 권리측면에서 전달방법이나 정보의 수준이 정해져야 할 것
이다.
주제어: 친족 아동 성학대, 아동보호과정, 아동의견,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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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친족에 의해 성학대 받은 아동은 부모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친족에게 추행, 강
간 등의 피해를 받은 미성년자를 말한다. 아동이 가족에게 받은 성적 학대는「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강력하게 금지행위로서 처벌되고 있지만 피해 받은
아동은 정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있다. 자신을 성학대한 사람은
가족이고 피해가 일어난 장소는 집이기에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일상이 공유되는 환경
에서 살아가게 된다. 가족 구성원의 인지부족이나 문제를 해결 할 의지부족 혹은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피해는 아동의 생애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피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허민숙, 2018). 이러한 이유로 가족에 의한 성학대 피해자로 발
견된 아동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사례보다 세심하게 접근하되, 지체 없이 개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에 의한 성학대 피해는 연령이 어릴수록 성장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므
로(Kathleen, 2003), 피해발견 즉시 적극 지원, 보호해야 한다.
보호기관들은 성학대 피해자임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접수하고 지원한다. 경
찰이 즉각 출동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된다. 피해자가 피해 환
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을 경우 안전함을 보장하기 어렵기에「아동복지법」의 일시보호시
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지원 보호시설 등에서 아동을 보
호하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 아동에 대한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 여러 기관들이 협조하며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원되는 과정들은 피해자 중심
으로 진행되어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즉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들에서는 진행절차를 아동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과정이 고려
될 필요가 있다(Cavet & Sloper, 2004). 보호의 대상이 되는 피해아동의 소리에 귀를 기울
이며 아동의 상황이나 욕구에 대해 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다. 보호체계를 이용하
며 이에 대한 정보를 가진 피해아동은 최고의 조언자가 될 수 있다(Sanders & Mace,
2006). 따라서 아동보호서비스의 계획과정에 피해아동들이 참여하면 아동들의 욕구가 최
대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들이 더 좋아질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과 같은 취약한
아동에게 본인이 경험한 바를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기회는 긍정적인
경험이다(Carroll-Lind, Chapman, Gregory, & Maxwell, 2006). 그러나 피해아동이 서비스
의 과정에 참여하는 바를 조사하는 연구는 사실상 거의 드물다(Cavet & Sloper, 2004).
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진행 한 연구들 중 아동의 의견을 들어보는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호체계 내의 관계형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자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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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Mcleod 2007; Morgan 2006)를 통해 관계의 질에 따라 서비스에 참여하는 정도가 달라
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피해아동이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해 이해하는 바와 서비스 과정의
참여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연구들(Cossar, Brandon, & Jordan, 2011; Cossar & Long,
2008)에서는 아동의 의견을 추정하지 말고 직접 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보호서비
스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경험한 것과 그 과정의 참여까지 다루어 준 연구(Woolfson,
Heffernan, Paul, & Brown, 2010)에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개입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변
화되고, 도움과 개입이 효과적이었음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다만 이 연구들은 피해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보호체계의 절차나 흐름, 보호 과정을 통해 새롭게 적응해야하는 부분 등
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학대로 가족과 분리된 피해아동이
경험한 것은 알려진 바가 없다. 아동학대 중에서 친족 성학대 피해가 가장 심각함에도 연
구들에서 그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친족 성학대 피해자 대상의 연구들은 피해로 인한 ‘몸서리침’의 경험들을 보여주거나
(안옥희, 2000), 성학대 피해아동은 ‘외딴 섬’이 되어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
고(한인영, 김진숙, 문현주, 2014), 근친 성학대 피해아동의 적응과정을 담으며 쉼터 생활
에 대해 ‘남과 동일한 모습으로 대해주기를 원함'을 보여주었다(한인영, 김진숙, 박명숙,
유서구, 2008). 최근에는 친족 성폭력 청소년의 ‘가족으로부터 당한 배신과 혼란, 무너져
버린 심정'을 보여주며 회복과정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정미애, 강희숙, 2018)
가 진행되었다. 친족 성학대 피해 경험과 가족 경험, 적응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나 보호체계에 대한 피해자의 생각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 친족 성폭력 피
해자들의 지원방안에서 피해자의 환경적 특성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을 알 수 있
었고(김기현, 이미정, 이인선, 2014),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사의 대
처와 상담의 어려움을 담은 연구(김영혜, 지승희, 김소현, 2017)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 관
점에서 피해자가 경험한 보호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담아내는지는 못하였다.
친족에 의한 성학대는 사안의 민감성과 피해자의 외상적 경험 때문에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까다롭다. 또한 피해자가 아동이여서 연구 윤리상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이며 조사로 인한 2차적 피해의 가능성도 주의해야 할 것이
다(Woolfson et al., 2010). 피해아동에 대한 윤리적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친족에 의한
성학대 피해아동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고려하여 친족 성학대 피해아동이 경험한 보호과
정을 아동시선에서 따라가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데 최고의 도움을 주
며 이것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방법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족에게 성학대 피해를 받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보호의 과정을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의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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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첫째 가족과 분리 이후 그들이 경험한 보호과정을 피해자의 목소리를 통해 살펴
보며, 보호체계를 아동관점에서 정비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둘째 보호체계
안에 있는 아동의 현재 일상을 살펴보며 피해아동을 이해하고 피해아동에게 도움이 될 요
소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Ⅱ .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친족으로부터의 성학대로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3-19세의 여아 11명
이다. 이들은 생부 혹은 계부에 의한 강간, 추행 등의 성학대로 가족과 분리되어 현재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보호시설은 국내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총 30곳 중
에서 친족에 의한 성학대 피해아동만 머물 수 있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 중의 1곳이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눈덩이 표집으로 보호시설 4곳에 연락했으나 모두 거절 받아 세평
적 사례선택(reputational-cases selection strategy)으로 하였다. 00성폭력상담소 소장을 통해
일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6곳 중 2곳과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 중 1곳, 총3곳을 소개
받았다. 연구자는 협조요청서, 연구요약서, 윤리적 내용이 포함된 서면동의서 및 심층면담
질문지를 통해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알리고 연구 참여를 문의하였다. 참여를 허락한 1곳
에는 연구에 참여할 대상은 보호시설에 거주한지 6개월이 넘어 생활이 안정되고
(Woolfson et al., 2010), 보호체계에 대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도록 12세 이
상(한국아동권리학회, 2005)되어야 함을 안내하였다. 참여의사를 보인 아동 13명 중 시설
장이 허락하지 않은 아동 2명을 제외하고 총 11명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연구 참
여아동의 피해 및 보호시기 관련 특성은 <표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아동의 피해 및 보호시기 관련 특성
번호 성별
#1

여

#2

여

#3

여

나이
(학년)

가족형태
(구성원)

17
(고1)
18
(고2)
18
(고2)

한부모가정
(부,언니2)
한부모가정
(부,오빠,언니)
양부모가정
(부,모,남동생2)

가해자
친부
친부
친부

가해내용
(동반)
추행
(신체학대)
강간
(신체학대)
강간
(신체학대)

현 시설

피해
시기

신고
시기

입소

거주

모름

초4

중2

3년째

중1

중2

중2

4년째

초3

중3

중3

3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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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속
번호 성별
#4

여

#5

여

#6

여

#7

여

#8

여

#9

여

#10

여

#11

여

나이
(학년)

가족형태
(구성원)

17
(고1)
19
(고3)
15
(중2)
16
(중3)
17
(고1)
14
(중1)
18
(고2)
13
(초6)

양부모가정
(계부,모,동생)
한부모가정
(부,조부모,오빠,언니)
양부모가정
(부,모,여동생)
한부모가정
(부,친조모)
양부모가정
(부,모,남동생)
양부모가정
(부,모,동생2)
양부모가정
(부,모)
양부모가정
(부,모)

현 시설

가해자

가해내용
(동반)

피해
시기

신고
시기

입소

거주

계부

강간

초3

초6

초6

5년째

친부

강간

초4

초5

초5

8년째

친부

추행

초5

초6

초6

3년째

친부

추행
(신체학대)

5세

초4

초4

6년째

친부

추행

중2

중2

중2

3년째

친부

강간

초2

초4

초4

4년째

계부

강간

초5

초6

초6

6년째

계부

강간

초6

초6

초6

7개월째

2. 심층면담
친족 성학대 피해아동은 각자가 겪은 경험이 모두 다르고, 피해 상황과 보호 경험을 아
동 개개인별 시간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자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현재
의 근황부터 시작하여 가족과 분리 이후 과정, 현재의 생활에 대한 것이다. 질문지는 선행
연구들(Cossar, Brandon, & Jordan, 2011; Woolfson et al., 2010)을 토대로 구성하였고, 미
처 나누지 못한 대화 내용을 점검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 피해아동에게 2차 가해가 되지
않으면서 질문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 성폭력상담소 소장 1인,
연구 참여기관 외의 특별지원 보호시설 시설장 1인에게 질문 내용, 수위의 적절성을 보완
받았다.
심층면담은 2017년 6월 3일 해당 보호시설 상담실에서 집단면담 후 개별면담으로 진행
하였다. 연구자가 질문하고 생각을 글로 쓰는 집단면담은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로 하는
것 보다 글로 쓰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 아동들의 의견을 존중한 방식이었다. 이후 일대
일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글만으로는 한정된 표현부분, 아동의 구술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해 대화하였다. 개별면담 동안 기관장과 기관의 직원은 아동에게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해주었고, 심층면담 한 달 후에도 심리적 문제를 호소하는 아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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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 대상 심층면담 연구의 윤리점검
연구자는 연구 참여아동에게 연구자와 연구에 대해 소개한 후 면담의 방법을 설명, 녹음에
대해 동의 받았다. 또한 본인의 이름은 숫자로 표기됨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나이와 학년, 가족사항, 피해관련시기, 보호시설 입소 등의 정보 수집은 윤리적으로 위배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연구자가 아동에게서 직접 정보를 듣고 추후 시설장이 이를 확인,
보완해주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이 또한 내용이 표기될 수 있도록 아동의 허락 받았다. 더불
어 실험연구에서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권고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자 숙명여자대학교
생명연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심의를 거쳤다(SMWU-1606-HR-029).

4. 자료분석
연구 참여아동 11명의 심층면담 자료는 ‘개방적’, ‘중추적’, ‘선택적’으로 코딩하며
(Strauss & Corbin, 1988) 분석하였다. 자료는 총 99가지 의견이 도출되었고, 이를 카테고
리 간, 카테고리 내의 체계로 재정리하여 전문가와의 만남, 보호시설로 이동, 보호시설에
서 생활의 시작, 보호시설에서 시간을 보낸 결과, 보호받고 있는 현재의 일상 다섯 영역으
로 범주화되었다. 전문가와의 만남은 소주제 네 가지에 18개 의견, 보호시설로 이동은 소
주제 세 가지에 8개 의견, 보호시설에서 생활의 시작은 소주제 두 가지에 3개 의견, 보호
시설에서 시간을 보낸 결과는 소주제 두 가지에 7개 의견, 현재 일상은 소주제 네 가지에
28개 의견으로 도출되었다.
분석된 결과는 신빙성(credi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신뢰성(dependability), 확증성
(confirmability)을 높여(Lincoln & Guba, 1993)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신뢰도, 객관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컴퓨터로 전사 한 면담내용을 다독한 후 분석한 자료는 1개월 이상
지나서 2차 분석하여 처음자료와 비교․검토하였고, 이후 아동복지 박사 1명이 분석한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Ⅲ . 결과 및 해석
친족 성학대 피해아동 11명은 교사의 관심과 지원을 받고 피해를 이야기하거나, 더 이
상 참을 수 없어 가출 등 부정적인 행동을 표출하거나 다른 사건과의 연루되어 피해를
발고하거나, 본인이 직접 112에 신고하며 보호체계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계기들로
연구 참여아동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가를 만나는 경험을 하였고, 가족과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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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며 보호시설이란 곳에서의 생활을 직접 감당, 적응해내고 있었다. 그 과정에 대한
피해아동의 생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와 만남
연구 참여아동은 피해를 이야기하여 보호를 받게 되었고,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
해 제일 처음 전문가들을 만났다. 연구 참여아동 11명이 만났다고 인식하는 전문가는 적
게는 2명, 많게는 7명이었다. 이 전문가들이 종사 중인 기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바
라기센터, 상담소, 경찰, 법원, 병원, 보호시설로 총 일곱 곳이었다. 연구 참여아동의 전문
가와 만남에 대한 인식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쉽지 않은 과정에 대한 부분이었고 연구
참여아동이 부에 의한 성학대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하게 되자 여러 전문가는 연구
참여아동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1) 여자경찰에게 피해내용을 진술함
연구 참여아동은 여자경찰을 만나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피해자 진술조사라는
특수한 과정을 통해 경찰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하였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을 요청 받고 피해 순간의 상황, 부의 세부적
인 행동, 피해 받은 신체부위 등을 설명하였다.
(1) 보호와 도움 받기를 기대함
연구참여아동은 처음경험하는 진술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개방적 질문에 대
한 답변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난감함도 있었을 것
이다. 피해는 순식간이 벌어지는데, 이를 다시 상기시켜야 하고 그 상황을 순차적으로 생
각하여 말로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좀...불편하기도 했고 힘들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고”
(피해아동 #10, 18세)
연구 참여아동은 경찰에게 진술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성학대 피해사실을 이야기 하
였다. 부를 만나는 게 싫고 또 찾아올까봐 불안한데, 경찰이 본인을 보호해 줄 거라는 말
을 듣고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에 힘든 마음을 감내하고 있었던 일을 말하였다. 피해아
동에게는 믿음을 주는 것이 피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 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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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났을 땐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했
어요. 아빠를 만나는게 싫어요.“ (피해아동 #2, 18세)
“안도감이 들긴 했으나 또 찾아올 것 같아 불안했고,.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
는 분들 같아서 믿었어요.” (피해아동 #3, 18세)
연구 참여아동은 경찰이 걱정해주고 자신을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피해사
실을 모두 다 말할 수 있었다. 부의 성학대로 피해 받은 아동에게는 성인의 진심의 감정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고, 피해아동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걱정해 주고 도와 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때는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도와주는 것 같구나’ 해서 진실로 다 말했어요..날 진
짜 생각해주고. 날 도와주려는 것 같아서” (피해아동 #7, 16세)

(2) 피해사실을 털어놓고 속이 후련함
연구 참여아동은 경찰에게 피해사실에 대해 말을 다 하고나서 속이 후련함을 느꼈다.
말하는 동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야 해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다 털어놓고 보니
짐을 덜어낸 느낌이 들었다. 처음에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싫었고 어려웠으나 말을 다
하고 나니 처음감정과 달리 속이 시원했다. 혼자 감내하던 비밀을 털어냄으로 인한 마음
이었다.
“말을 하다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중략).. 해바라기선
생님한테 말을 다 하고 나니 후련했어요. 짐 있는 거 덜어낸 느낌이었어요.”
(피해아동 #3, 18세)
“처음에는..좀 말하는 게 별로이고 속마음 털어놓는 게 싫었는데..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어요.”(피해아동 #7, 16세)

(3)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끄러움
연구 참여아동은 경찰에게 성학대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피해에 대해 처
음 이야기한 학교선생님, 상담사에게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었으나 경
찰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대화한 경찰이 여자였음에
도 부끄럽고 쪽팔렸다고 보고한다. 다 털어놓았지만 어색하고 스스로가 부끄러웠음을 이
야기하였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낯선 사람 앞에서 본인의 성학대 피해를 이야기하
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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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조금 성에 관련된 거잖아요.. 내가 당한건데 안 좋은
경험인데 떠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쪽팔렸고요...”
(피해아동 #3, 18세)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어색하고 내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피해아동 #8, 17세)

2) 만나는 전문가에게 같은 답을 여러 번 함
연구 참여아동은 피해의 상황을 만나는 전문가와 반복적으로 대화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피해의 심각성으로 다각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이기에 보호 진행 절차 중
에 상담사, 경찰, 의사, 변호사, 보호시설관계자 등 여러 전문가를 만나게 되는 상황으로
인함이었다. 전문가들은 피해아동을 한번 만났을지라도 피해아동 입장에서는 여러 명의
전문가를 만나고 만나는 전문가와 본인의 피해에 대해 대화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
을 것이다. 아동이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은 다르지만, 말을 하는 사람은
같기에 연구 참여아동은 녹음한 걸 틀어서 듣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때 같은 얘기를 총3번 했어요. 녹음한 걸 얘기해 주면 안 되나, 왜 꼭 내 입
으로 굳이 말해야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피해아동 #9, 14세)
연구 참여아동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과정을 통해
현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고 아 왜 자꾸 왜 물어보지? 불편했는데 점점 편안해졌어
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감사한 것도 많구요. 저 여까지 온 것도 그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감사해요.” (피해아동 #10, 18세)

3) 전문가와 가족의 만남에 대한 시선이 다양함
연구 참여아동이 경찰에게 피해에 대해 진술한 이후, 전문가는 연구 참여아동의 가족을
만났다. 피해아동은 미성년자이므로 해당 기관의 전문가가 아동의 보호자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상 연구 참여아동이 가해자로 지목한 부를 만나야
한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전문가와 가족이 만나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아동은 전문가가
가족구성원 중 누구를 만났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감정을 표현하였다.
(1) 경찰이 가해자인 부를 만난다고 하니 안도했지만 나를 향한 형제자매의 비난에 서운
연구 참여아동은 경찰이 가해자인 부를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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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잡힐 것이고 자신은 보호받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연구 참여아동이 표현
한 ‘이제 살 수 있겠다’ 를 통해 가해자인 부로 인한 피해아동의 고통의 정도를 짐작 할
수 있었다. 또한 부가 경찰서에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마음의 안심이 되었다는 보고는 피
해자에게 가해자와의 분리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심리적 안정감에 중요한 의미
가 됨을 보여준다.
“경찰관이 아빠랑 엄마를 만났어요.. 아빠를 잡아갈 것 같아서 좋았어요.”
(피해아동 #1, 17세)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니 아빠를 내가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아빠를 만났
구나, 난 이제 살 수 있다’ 생각했죠.” (피해아동 #2, 18세)
그러나 한 연구 참여아동은 경찰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후 집에 들어갔을 때 형제자매
로부터 원망을 받기도 하였다. 성학대 피해가 없었던 형제자매는 피해아동의 신고로 그들
의 보호자가 없어진 상황에 대해 비난하였다. 부모와 한 공간에서 함께 살았던 형제자매
였지만 부의 부재에 대한 반응은 피해자와 달랐다. 또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연구 참여아
동의 서운함과 이런 현실을 감당해야하는 힘들었었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언니랑 오빠가 되게 저를 원망했어요.. 되게 저를 안 좋게 봤어요. ‘왜 이때까
지 아빠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만큼 잘해줬는데 니가 어떻게 그
럴 수 있냐’ 면서..되게 많이 맞았던 기억도 나요..되게, 정말, 아..이렇게 더 큰
일이 생겼구나..마음은 걱정이 됐었죠.” (피해아동 #5, 19세)
(2) 아동보호전문기관 선생님이 부, 친조모를 만나서 나눈 대화가 궁금
연구 참여아동은 본인의 피해 상황을 알게 된 전문가가 가족을 만난 것을 인지하고 있
었다. 가해자인 부와, 부로부터의 피해를 막아주고 싶었지만 역부족이었던 친조모가 전문
가를 만난 것에 대해 아동은 그들의 대화가 궁금했다. 본인이 전문가에게 사실을 전부 얘
기한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의 반응에 대한 궁금함이었다.
“제가 집을 나와서 만난 거예요. 아빠랑 할머니랑 아보전선생님이랑 무슨 얘기
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궁금했죠.” (피해아동 #7, 16세)
(3) 나에게 무관심했던 모가 전문가를 만난 것에 대해 냉담
연구 참여아동은 전문가가 모를 만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다. 부에 의한 성
학대를 알면서도 무관심했던 모에게 차가워진 마음을 표현하였다. 검사가 모도 벌을 받아
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도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냉담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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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만났는지 관심 없었어요..검사님이 계속 ‘엄마는 널 버려둔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알았어요.’ 했죠. 엄
마도 어른이니까..” (피해아동 #3, 18)
나아가 연구 참여아동은 부에 의한 성학대 피해에 대해 도와주지 않은 모에 대한 상처
받은 마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전문가가 모를 만난 것에 대해 본인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이고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한 상황이었기에 꺼림칙하였다며 복잡한 심경을 보
여주었다.
“조사..경찰도 엄마 만나고 해바라기도 엄마 만났는데..아무 생각도 안 났고 엄
마가 보기 싫었어요. 꺼림칙했어요.” (피해아동 #11, 13세)

4) 전문가와 가족의 만남여부는 전혀 모름
연구 참여아동 중 일부는 가족이 전문가를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조차 알지 못하였
다. 보호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호시
설에 입소한 후에서야 비로소 전문가가 가족을 만났다고 인지하는 연구 참여아동도 있었
다. 이는 연구 참여아동들이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이 자리 잡고 안정이 되고나서야 주변인에 대해 관
심을 갖게 됨에 따라 알게 된 정보 일 수 있다. 어떤 이유로든지 연구 참여아동은 보호의
시작 단계에서 가족이 전문가를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걸 모르겠어요.. 내 생각에는 가족은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쉼터 쌤은
만났고. 여기 선생님들 중에 3명 정도는 만났어요.” (피해아동 #9, 14세)
“가족은 만나지 않고 저만 봤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제 이름 성이 류인데 유가
되어 있어서 이름을 바꾸러가면서 시설장님과 센터선생님이 엄마를 만나러갔습
니다.” (피해아동 #10, 18세)

2. 보호시설로 이동
연구 참여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에 가족과 분리되고 입소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타 보호시설에서 현재의 보호시설로 연계되어 이동하였으나 정작
스스로는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를 가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설명 들은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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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을 떠나게 되니 불안
연구 참여아동은 가해자와 분리되기 위해 가족과 헤어지고 익숙하게 지내던 집을 떠나
불안했다. 피해아동은 몇 번의 전학으로 같이 공부하던 학교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이 슬펐
고 동생들과 떨어지게 되어 울곤 했다. 성학대 피해를 받으면서도 엄마 없이 살고 있는
어린동생들 때문에 견디고 살았지만 결국 집을 떠나야했다. 또한 모랑 떨어지게 된 상황
이 불안하고 싫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모 앞에서 본인을 데려가겠다는 말을
했을 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묘한 기분을 느꼈다.
“‘중3때 말하고 여기 중학교로 다시 다니고’ 거기 있던 애들이랑 헤어져서 슬펐
어요. 처음 여기 왔을 때도 동생들 보고 싶어서 울었어요..
(피해아동 #3, 18세)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뭐지..엄마가 처음에 저랑 같이 만났어요. 담당선생님이
‘○○(아동이름)는 내가 데려 가겠다’하니까 되게 묘했어요..아 난 다른 곳으로 가겠
다. 그 생각? 엄마랑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싫었어요.” (피해아동 #4, 17세)

2) 보호시설 이동에 대해 안내부족
연구 참여아동은 갑자기 보호시설로 오게 됐다. 경찰 등 전문가를 만나 피해에 대해 이
야기 한 이후 기관연계를 통해 보호시설로 입소하게 되었으나, 본인은 보호시설에 들어오
게 될 것을 몰랐다. 보호시설 입소 전에 들었어야 할 설명과 안내가 부족했다. 집에 누군
가가 찾아왔지만 누가 올 것인지 사전에 들은바가 없어 당황했다.
“경찰서 갔고 그 다음 바로 00(다른쉼터명)집에 갔어요. 설명 들은 게 없는데요.”
(피해아동 #6, 15세)
“..그(조사) 다음날 창원에 계시는 딴 상담선생님이 **라는 센터 남자 샘이랑 여자
샘이랑 같이 온 거에요 그래서 누구지 싶었죠.”(피해아동 #5, 19세)
연구 참여아동은 본인의 거취에 대한 설명 받은 바 없이 누군가를 따라갔고 머물던 곳
에서 다른 곳(장기거주 할 보호시설)으로 옮기는 것도 이동 직전에 들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임시보호시설에서는 말 그대로 장기간 입소할 기관이 확보되
기 전까지 잠시 동안만 지내게 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아동은 본인의 향후 거처
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이동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적응된 곳
에서 떠나야 한다고 하니 그저 떠났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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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얘기해줬어요. 1주일 생활한 곳에서 계속 생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짐 싸라고 해서..거기 있던 애들이랑 헤어져서 슬펐어요... 이 시설과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을 시설 가기 직전에서야 옮기는 걸 들었어요.” (피해아동 #3, 18세)
“계속 안 있고 그 쉼터 안 있고 여기 쉼터로 온다고..그래서 00(지역명)를 들었을
때 어디 있는 곳인지 몰랐어요. 고속도로도 타고..초6 겨울 때 여기 오게 됐어요.”
(피해아동 #4, 17세)

3) 가해자인 부와 분리되는 것만 확인
연구 참여아동은 보호시설의 입소에 대한 기억을 성학대 피해로 병원에 있다가 쉼터로
가게 되었는데, 그냥 지내라고 해서 지낸 것으로 보고한다. 그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는
없었다. 단지, 가해자인 부를 피해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만을 확인한 채 낯
선 곳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그때는 처음에는 병원에 좀 있다가 계속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쉼터에 데
려다 주셨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줬는데 여기 와서 이곳의 규칙이 있다 이 얘
기만 들었고, ‘여기서 좀 지내야 된다.’ 그냥 지내고.. 어떤 사람한테는 보호하면
서 아빠는 안 찾아와? 그러니까 안 찾아온다. 걱정 말라 그러고..여기 있죠..
(피해아동 #2, 18세)
“근데 은근 좋았어요. 아빠가 거기 위치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찾아올까봐
그냥 옮겼어요..” (피해아동 #3, 18세)

3. 보호시설에서 생활의 시작
피해아동에게 보호시설로의 갑작스런 이동은 지내던 곳에서의 헤어짐의 준비, 새로운
환경에 대한 마음가짐을 준비할 시간들을 배려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피해아동은 보호시
설이 어떤 곳인지,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채, 보호시설이란 곳을 직접
경험하며 그곳에서의 생활을 감당해야 했다.

1) 처음 본 보호시설관계자가 본인의 정보를 알고 있어 당황
연구 참여아동은 피해사실을 이야기 할 때, 본인의 정보는 타인이 알 수 없고, 비밀이
보장된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가보니 이 말이 맞지 않았다.
낯선 보호시설의 전문가들은 이미 본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피해아동은 언짢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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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의 예상과 맞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다.
“내 정보를 모른다고 했던 거, 여기 있는 사람들 정보 다 알고 있던데요. 병원 선
생님도 알고 여기 선생님(쉼터)도 다 알고 있던데요..왜 모를 거라고 하는 건지.”
(피해아동 #11, 13세)

2) 아무것도 몰랐던 보호시설이 답답하고 불편
연구 참여아동은 보호시설이라는 곳을 사전에 전혀 몰랐고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보호
시설 입소 후에는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생활이 시작되었다. 보호시설은 장
소도 너무 협소하고 지켜야할 규칙들이 너무 많았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샤워를 매일 해야 하는 것도, 과자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TV도 매일 보지 못하는 등
지켜야 하는 것이 많은 것도 이해되지 않았다. 보호시설에 와서야 이곳의 존재를 알게 되
었는데, 보호시설은 사람도 많고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답답했다. 게다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들이 학교친구들과 다른 것이 많은 것에 대한 불편함도 있다.
“(이곳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그냥 각 방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사용하라고..
나만의 방이 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저희처럼 따따닥 붙어 있는 줄 모르고..다
같이 밥 먹고 있더라구요. 폰도 사용 못 하고. 친구들과 못 놀고. 규칙을 지켜야
되고, 빨리 자야 되고, TV도 매일 못보고 샤워도 매일 해야 되고, 과자도 마음
대로 못 먹고 ..” (피해아동 #8, 17세)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와서 알았어요. 이런 곳이 있었구나.. 여기랑 바깥생활
이 좀 다른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이 달라요 폰도 안 되고.. 안되는 게 많
으니까 답답한 것도 있고 괴롭기도 하고.. 좀 그래요..폰도 없고 하니까 다른 애
들보다 많이 다르니까..친구들이 말해도 난 모르니까 꺼려하게 되고 못 맞춰주
니까..좀 그래요” (피해아동 #10, 18세)

4. 보호시설에서 시간을 보낸 결과
연구 참여아동은 현재 보호시설에서 짧게는 7개월, 길게는 8년의 시간을 보냈다. 보호
시설에서 적응을 마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연구 참여아동들은 본인이 겪은 보호의
과정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이 있다. 연구 참여아동 #9는 경찰에 말했지만 이후 어떻게 되
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런 보호에 대해 대답하기 어려워했고, 연구 참여아동 #11은 피해에
대해 말해봤자 본인에게 이득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보고한다. 설명 들은
바 없이, 형제자매와 떨어져서 혼자서 보호시설에서 살아가게 된 상황에 따른 회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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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모든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현재 보호받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1) 지금에서야 피해자를 위한 보호 과정을 이해
연구 참여아동은 일련의 보호과정을 모두 경험하고 보호시설에서 적응을 마치고서야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이해하였다.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이
었는지 본인이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 들으니까 많이 알게 됐어요.”
(피해아동 #6, 15세)
“여기 오는 건지도 모르고 갑자기 오게 돼서.. 그냥 갑자기 바로 왔어요. 어..이
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깨달은 것도 많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싶었고 좀 신
기하기도 했고요.” (피해아동 #10, 18세).

2) 마음열기와 여기오기를 권함
친족 성학대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여전히 피해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
해서 마음을 강조했다. 피해 받은 당사자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본인들이 그 아이들을
만나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한다. 본인이 도움을 받아 이곳에서 생활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해 받는 아동들도 이곳으로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랐다.
“다른 친구를 만나면 마음을 열어줄래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해줘요..” (피해아동 #4, 17세)
“그 친구가 마음을 여는거.. 어른들은 음..신고해주거나 같이 놀아주거나 잘 챙
겨주고“ (피해아동 #10, 18세)
“마음이요. 도움을 꼭 요청하라고, 어른들도 마음을 열어서 봐줘야 해요”
(피해아동 #11, 13세)
연구 참여아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해보니 본인과 같이 피해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해
서는 안전한 곳, 즉 본인이 지내고 있는 보호시설을 안내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피해
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우선 보호시설 같은 곳을 안내해 줘야하고 더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는 보호시설로 데려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당해봐서 그 느낌을 안다. 지금이라도 크게 다치지 말고 당장와라..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여기 오라고 할거에요”(피해아동 #2,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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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다른 사람들..아직까지 여기 오지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
아요. 그냥 그런 사람들 있으면 이런 시설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지
금까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 (피해아동 #7, 16세)

5. 보호받고 있는 현재의 일상
연구 참여아동들은 학교에서의 교우관계가 편지 않고 가해자인 부가 여전히 트라우마
로 남아 일상에서 문득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이곳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에게 안
심을 주며 안전을 보장해주는 곳이었다. 연구 참여아동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본인들이 복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 선물과 같은 보호시설 생활
연구 참여아동은 현재의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을 하늘의 선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곳에
서 본인을 지켜주어 엄청 행복하다고 한다. 보호시설은 울타리 같이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다른 부모로부터 자라게 해주는 곳이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가해자인 부로부터 접근을
막아주고 본인의 신변을 보호해주며 지켜주는, 의지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라고 이
야기 한다.
“이 집에 있으면 지켜주시는 거 같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엄청 행복해요. 이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잘살고 있고 ‘여기 오게 한 게 하나님의 선물이
에요’“ (피해아동 #8, 17세)
(1) 가해자의 접근을 막아주며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
연구 참여아동은 가해자가 없는 이곳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으며, 생활하
고 있는 이곳을 집이라고 칭하고 있다. 집에 있을 때는 보호를 받지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안식처를 제공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고 보호를 해준다고 생각한다. 본인과 같이 아픔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곳이 도움이 되고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 집에 있을 땐 보호를 안 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많이 보호 해주는 것 같아
요.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기 와서 안전하고.”(피해아동 #2, 18세)
“쉼터에 있을 때, 울타리처럼 지켜주고 안전하게 해준다고,,.우리처럼 아픔이 있
는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좋다고 생각.. 그냥 요즘 ‘아 안전하다..’그런 생각
을 해요 그냥..전에는 새아빠랑 있을 때 새아빠 되게 싫었어요. 야근할 때 되게
좋았고 안심했어요. 새아빠 없을 때 안전하다 좋다 그랬고, 새아빠 집에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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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었고“ (피해아동 #4, 17세)
연구 참여아동은 보호시설에서 부 혹은 가족 누군가가 찾아오지 못하게 막아주며 보호
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가해자인 부로부터 분리시켜주었고 외부사람들로부터 방어
막이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연구 참여아동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있다.
“나를 위로해주고 주변 위험요소들(아빠)로부터 떨어뜨려 놓거나 방어해 주는
것..(엄마)만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뭔 얘기 안했냐고 하면서..엄마를 만
났을 뿐인데, 선생님들이 아침에 데려다 주시고 데리러 오시고 그래서 보호받
는다고 느꼈어요.” (피해아동 #3, 18세)
“아빠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여기 찾아올 때 위험하거든요..그래서 대피하거나
그러는데..그럴 때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느껴요” (피해아동 #7, 16세)
“나를 괴롭힌 사람이나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왔을 때 센터에서 지켜주고.
저가 여기 온 게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게...보호를 해주는 거”
(피해아동 #10, 18세)
(2) 가해자인 부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본인의 신변을 보호
연구 참여아동은 본인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것을 보호받
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본인이 생활하는 이곳이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 더 안심을 하고 있다. 다른 시설보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 마음이 편안하다.
“○○쉼터에 있으면 또 아빠가 찾아올까봐.. 무섭고. 여기 있으면 또 멀잖아요. 노출
을 안 시킨대서 그래서 좀 더 나아요. 여기가 마음이 더 편해요”
(피해아동 #2, 18세)
“너무 안전하고 안심한 것 같아요. 보안이 완전 잘 되어 있어서 안심이 되요.”
(피해아동 #8, 17)
(3)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는 관심
연구 참여아동은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중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보호시설 선생님께서
병원에 데리고 가 주셨다. 다치지 않게 해주는 것을 보호받는 것이라고 하며, 본인의 건강
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 대해 보호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치려고 할 때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거 음..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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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다 주거나.. “(피해아동 #7, 16세)

2) 학교에서의 편치 않은 또래관계
연구 참여아동은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해 고민이 많다. 전학 오기 전에도 학교에서 왕
따 문제, 성적문제, 적응 문제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학교생활은 녹록치가 않다.
친구들과의 문제에 대해 선생님과 면담할 기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성적이 나쁘고 본인이
부족하기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친구들이 본인을 무
시하는 것도, 본인이 이런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의견이 묵인되고, 혼자만 소외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혹은 친
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질까 조심하고 잘해주는 친구들도 뒤에서는 본인을 험담한다고 생
각하기도 한다.
“얘들한테 말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싫은지 학교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따돌
리는 것 같고 정말 힘들어요. 다른 애들은 알면서도 모른척해요..제가 붕 떠요.
자꾸 떨어지니까 소외가 되고..“(피해아동 #4, 17세)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뒤에서 욕 하는 거 같은 기분이 느껴요. 왕따 당한 적
있어요. 학교 초반에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피해아동 #8, 17세)
“나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잘 못해서 친구들과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걱정이에요.
학교에 친구가 3명 정도 있는데 싸우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 왕따 당한 적 있어요.“ (피해아동 #10, 18세)
또한 연구 참여아동은 본인을 향한 교우들의 시선에 대해 껄끄럽게 느끼고 있다. 학교
에서 또래들과 밥을 같이 먹기 힘들 정도로 편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 그러한 분위
기가 형성되었는지, 혹은 친구들의 눈빛이 정말 예민하게 느낄 시선이었는지는 알 수 없
지만, 적어도 연구 참여아동은 교우들로부터 관심이든 의미 없는 눈 맞춤이든 어떠한 시
선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또래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는 모습까
지 보여주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너무 사람들 눈치 보일 때가 불편해요. 학교 애들이랑
사귀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되게 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애들이랑 먹기가
불편했었고, 야려보고 눈치보고 너무 부담이 돼서 한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피해아동 #5,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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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인 부에 대한 생생한 두려움
연구 참여아동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
해자인 부로 인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 한다. 부와 떨어져 가족들이 위치를 알 수 없는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연구 참여아동은 모두 가해자인 부에 대한 두려움을 가
지고 있다.
(1) 가족이 찾아와 피해 받았던 집으로 데려갈 것 같은 두려움
연구 참여아동은 가족 중 누군가가 보호시설을 찾아와 다시 데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 있다. 집과 멀리 떨어져 생활을 하고 있어도 무서운 드라마를 보다 부가 생각나면 가해
자인 부가 찾아올까봐 무서움에 떨었고 잠을 잘 못 잤다. 보호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
른 피해자의 가족이 다시 집으로 오라며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무섭다. 피해아
동이 거주하는 보호시설에 실제로 가족이 찾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피해아동 중 누군
가의 부나 가족이 찾아오면 그 피해아동 뿐만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다른 피해아동도
무서움을 같이 느끼고 있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 무서운 것이다.
“아빠나 그런 사람들이 가끔 여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라고...그럼 그때..(무서
워요) (피해아동 #7, 16세)
“집이 ○○(지역명)이란 말이에요. ○○쉼터에 있으면 또 아빠가 찾아올까봐.. 무
섭고 여기 있으면 멀잖아요..그래도 맨날 저녁마다 아빠가 나타나는 것....여기
쉼터에서 무섭다고 아빠가 나타날 것 같다고..잠도 못자고 주위도 살피고 그랬
어요.”(피해아동 #2, 18세)
연구 참여아동은 삼촌이 한번 찾아왔던 것을 계기로 길을 걷다가 뒤에서 누가 쫒아오는
생각이 들 때 부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 두려움을 느낄 때는 그저 뛰어 그
자리를 떠났을 뿐 그런 무서움에 대해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다.
“삼촌이 한번 여기에 찾아온 적이 있어서..그래서 그 이후로 누가 나를 뒤따라
오는 것 같고, 막 가족(아빠) 오는거 아냐 하는 두려움이 많았어요. 두려움 있을
때 뛰었어요. 무서워서 뛰었어요,.도움을 청한 적은 없어요.”(피해아동 #5, 19세)
(2) 부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부를 마주친 듯 두려움
연구 참여아동은 가해자인 부가 무서우니 부와 비슷한 사람을 봐도 혹은 닮은 사람과
마주치는 상황도 무섭다. 부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심지어 부와 차가 비슷한 것을 봐도
깜짝 놀랐었음을 이야기한다. 가해자와 닮은 사람을 마주치는 상황에서 부가 아닌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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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했어도 고개를 숙이고 피해간다. 그리곤 그 자리를 얼른 떠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
되는 학교로 직행하고 닮은 사람일 뿐이란 것을 확인하고 기도하며 무서운 마음을 없애도
록 마음을 스스로 다스렸다. 하지만 가해자인 부를 마주쳤을 때가 있었음에도 그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의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여기 처음 왔을 때 진짜 겁나 비슷한 사람 만났는데..아빠하고 비슷한 인상착
의 사람, 차가 같은 사람, 같은 나이인 사람..비슷한 사람을 볼 땐 진짜 놀랐어
요. 닮았을 때 안보는 척하고 확인해요. 와 진짜 고개 숙이고, 살짝 봤는데 아빠
인가.. 아닌 거 확인하고, 고개 숙이고 피해가요” (피해아동 #3, 18세)
“새 아빠랑 비슷한 사람 만났을 때..중학교 때 외국인 정말 비슷한 사람을 만난
거에요. 정말 무서웠어요. 바로 학교로 갔어요.”(피해아동 #4, 17세)
“아빠와 닮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서워요. 아빠 닮은 사람 봤을 때 유심히 보고
‘엇 안 닮았네.’ 했어요. 그 상황을 피하거나 ‘나한테 해 끼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서운 마음을 없애도록 기도해요.”
(참여아동 #10, 18세)
“마주쳤을 때 기억이 안나..무섭고 그 당시 상황 기억이 안나요.”
(피해아동 #11, 13세)
(3) 잠을 자면 꿈에 부가 나올까봐 두려움
연구 참여아동은 잠을 자다가 가해자인 부가 꿈에 나타나는 것이 무섭다. 꿈속에서 부
가 찾아오는 상황이 무섭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자다가 잠에서 깨기도 하였다.
부가 꿈에 나오면 그런 꿈을 꾸지 않으려고 다시 잠을 자지 않았다.
“아빠가 무섭고 아빠가 찾아올까봐 무섭고..꿈속에서 아빠가 나타날까 무서운
그런 꿈..꿈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피해아동 #1, 17세)
“아빠가 꿈에 나오면...얼른 깨고..그 뒤로 더 잠을 자지 않아요.”
(피해아동 #9, 14세)
(4) 피해 당시를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두려움
연구 참여아동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얼굴이 가려진 사람이 무섭다. 일반사람들이 흔
히 착용하는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일지라도, 피해아동은 얼굴이 가려진 모습에서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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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느끼고 그럴 땐 피하거나 뛰어갔다. 또한 부처럼 학대, 성폭력 하는 사람이 무서운데,
누군가가 소리 지를 때 무서워 조용조용히 말하길 바랐다.
“누군가가 소리를 지를 때..무서워요. 조용조용 말했으면 좋겠어요”
(피해아동 #9, 14세)

4) 가족 소식이 궁금함
연구 참여아동은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진술과정에서 부가 처벌을 받을 것에 대해서만 들었
을 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특히 부의 성학대로 본인이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생활하니, 다른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해 궁금해 하고 있다. 그들의
형제자매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모로부터의 관심을 원하고 있다.
(1) 형제자매와 같이 살고 싶음
연구 참여아동은 언니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고, 오빠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
까움을 가지고 있다. 동생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답답해하고
있다. 가족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보니 왜 본인이 이곳에서 생활하여 형제자매에게 잊혀져
야만 하는지 불만이 많다.
“사건에 대한 건 질문 많이 받았어요. 아빠는 어떻게 되었는지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은 거 전혀 없고... 언니가 보고 싶고.. 만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다치진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동안 못 만났어요.” (피해아동 #11, 13세)
“왜 그런지..나를 동생들과 떨어뜨렸으니까.. 동생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
고 싶어요. 나는 내 동생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되나..? 남동생 하나랑 여동생
하나 있는데 같이 지내고 싶어요. 작년 11월에 마지막에 봤어요. 여동생이 4,5살
이었는데 저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걔 이름도 지어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랬는데 저를 기억 못하잖아요.” (피해아동 #9, 14세)
(2) 모와 근황을 서로 물으며 지내고 싶음
연구 참여아동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이 노출되
지 않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연구 참여아동은 모와 연락하며 지내고
싶어 한다.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묻고 챙기고 가족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싶어 한다.
“전 외동이에요. 그냥 엄마가 잘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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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냥 그래요. 그냥 한 번씩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잘 지내는지 물어봐주고 학교생활도 잘 지내는지 직접 물어봐주
셨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도 좀 사주면서 직접 같이 얘기도 나누고... 처음에 그
래도 00 잘 있다 이런 말도 해주셔서 좀 편안했거든요. ” (피해아동#10, 18세)
(3) 부가 처벌받았는지 현재 상황이 궁금함
연구 참여아동은 가해자인 부의 현재 모습을 궁금해 한다. 부가 처벌 받았기를 원하나
처벌여부에 대한 부분도 모르고 현재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본인에게 한
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지만 부의 소식은 알고 싶어 했다.
“여기 와서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 안 알려줘요.” (피해아동 #9, 14세)
“아빠는 교도소에 있었고..지금 아빠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지 보고 싶지는 않는데..아빠 생각이 한 번씩 나더라고요. 아빠
는 현재쯤, 많이 늙었을까, 더 늙었을까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해봤
고, (중략) 아빠가 그 날에(신고한 날)전화를 해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밥 잘
챙겨먹고 이때동안 아빠가 미안했다. 잘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 해주는 거. 그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때 이후로 초5부터 아빠를 만난 적 없어요..”
(피해아동 #5, 19세)

Ⅳ . 논의 및 결론
친족 성학대 피해아동은 피해로 인해 보호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
디를 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서도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 피해자를 위한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피해자가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 알아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나(Kathleen, 1993), 피해아동은 가족과 분리된 후의 과정을 예측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였다. 보호시설 입소 직전에야 시설에 가
게 될 것을 들었던 것은 지내던 사람들, 처음 지내던 시설에서의 사람들과 작별인사 역시
할 수 없었던 결과로 이어져 피해아동의 삶이 주체적이지 못하고 쫒기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과정에 대해 아쉬움을 준다. 청소년기에 성폭력을 경험하
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공간에서 옮겨지고 기타 관계의 소외 및 단절을 경험하게 된
다(한인영, 김선민, 김진숙, 김진숙, 2008). 따라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게 공간이 주는

친족 성학대 피해아동이 경험한 보호 과정

23(4)

767

의미 뿐만 아니라 공간의 이동이 주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
하는 기관에서 피해자 중심의 안내가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은 보호시설에서도 시설에 대한 정보와 이해 부족으로 적응에 힘든 시기를 보
냈다. 피해아동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 게다가 보호시설에서 이미 본인의 상황에 대해 다 알고 있음으로 인해 느낀
불쾌함은 비밀 보장이라는 말의 뜻과 의미에 대한 설명이 어디까지, 누구한테 해당하는
것인지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안내해야함을 보여준다. 피해에 대한 내용은 다음기관에 잘
안내되어야 아동이 사건에 대해 여러 번 말하지 않게 되고, 기관 간 내용공유가 절대적으
로 필요한 부분이기에 아동에게 섬세하게 설명하여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피해아동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이다.
결국 피해아동은 현재의 보호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적응을 하고나서야 보호의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피해사실을 밝히
면서 일상이 송두리째 변하게 된 피해아동에게 보호의 과정까지 경험을 통해 알게 하였다
는 점은 아동보호서비스의 과정을 아동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안내 방법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피해자 지원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들이 피해자 중심으
로 되었는지 아동권리적 접근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들이 지각하는 안전이란 긴장 없는, 안락함인데(Moore & McArthurt, 2017) 친족 성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시설은 그런 곳이었다.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보호를 보호시설
에서 받고 있었고, 공동생활의 불편함은 있지만 보호시설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피해아동이 거주중인 보호시설은 친족 성학대 피해자들만 머물 수 있고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피해아동 11명은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피해아동은 여전히 가해자인 부를 두려워하고 있다.
부로부터 성적인 학대피해를 받아 가족과 분리된 지 7개월부터 8년이 지났으나 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현재까지도 가해자인 부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결과는 친족 성학대 피
해의 트라우마는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안옥희(2000)의 연구에서 피해아
동이 남자들을 무서워한 결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으로 그 피해로 인해 가해
자로 연상되는 사람 등에 대해 두려움, 무기력, 공포 등이 있다는 의견과 동일하다. 누군가
가 찾아올까 걱정하는 결과는 성폭력이라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피해 여성들의 심리적 어
려움 중 하나가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인데(김소향, 최지영, 2018) 본 연구
참여아동도 이와 같은 맥락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Lewis, Kelly 그리고 Allen(2004)연구
에서 90%의 정서는 과거 외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10%만이 현재 요인 때문이라고 하였는
데, 현재 피해아동이 보이는 두려움은 과거의 외상으로 인함임에도 여전히 현재의 정서에
과거의 외상이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아동은 이런 두려운 상황을 마주치고,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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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느꼈을 때 피하거나 뛰어가거나 기도를 하는 등의 회피반응을 보이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대처행동으로도 피해아동은 여전히 취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안들
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현재의 맥락 하에서 자신의 정서 반응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
고 지금은 안전하다고 스스로를 확인시키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Herman, 1997). 그러나
이런 상황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본 연구결과가 보여주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 중 가해
자인 부의 현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안내, 그리고 가족의 안부를 듣는 것이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의 근황을 안내 받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었다는 의견은 추후 정서적 지지자와의 교류
가 피해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피해아동은 학교에서 또래
들과 밥을 같이 먹기 힘들 정도로 편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래 친구를 만들고 싶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피해아동에게는 사회적 지지체계에서도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
서 고립되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해주면서 가족에 대한 소식을 궁금해 하는 피해아동
에게 가족의 근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피해아동이 언젠가 가족으로 복귀할 수 있
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정서적 결핍을 안정화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아동
의 기본적인 욕구인 안전감을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보장
받아야 하는 아동 권리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원가족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방법과
가족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과 시기에 대한 고민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는 방안이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피해아동의 여전한 두려움을 해소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아동 스스로가 현재의 상황이 안전하다고 끊임없이 인식할 수 있
도록 전문가가 피해아동에게 지속적인 안심과 안전함에 대한 메시지와 정보를 전달해주
는 것이 주요한 방안인 것이다. 이것이 아동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전
문가들의 역할 중 하나이고, 또한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필수적으로 안내되는 절차로 자리
잡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은 보호받게 된 계기 중 주요한 이유로 주변인의 관심을 꼽았고,
어디선가 피해 받고 있을 아동을 위해서는 성인과 피해아동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주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취약한 아동들을 향한 세심한 시선과 관심의 실천이 피해아
동을 보호체계로 진입하게 하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나아가 어디선가 피해 받고 있을 아
동들을 발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변 성인의 자세에 따라 아동의 환경
은 변화될 수 있으므로, 취약한 환경에 있는, 고위험군 아동과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면
담을 통해 피해 받고 있는 아동들이 스스로 마음열고 보호체계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다.

친족 성학대 피해아동이 경험한 보호 과정

23(4)

769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진 한계점을 통해 후속 연구를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연구 참여아동은 다양한 전문가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
는 경찰 외에는 모두 나를 도와준 사람으로만 인식하여 피해자가 만난 사람 혹은 만난
곳에 대해 각 전문가의 역할이나 전문가의 소속 기관이 다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다.
전문가들이 피해아동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다양한 전문가와 그
들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연구 참여아동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
히 가해자에 대래 두려움을 느끼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피해아
동의 외상적 감정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두려움을 심도 깊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에게 보호시설은 다양한 관계, 규율 및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는 적응과정과 생활을 상이하게 하는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보호시설마다 피해아동의
생활은 어떠한지, 아동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혹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의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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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 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protection of sexually abused children in
kinship relationships in South Korea through the eyes of victims.
Methods: Eleven girls aged 13 through 19 who have been sexually abused in kinship relationships and living in special shelters were interviewed in depth. Data was categorized by
research topic, and then disassembled, rearranged, and analyzed into systems between topics
and within topics.
Results: The victim was protected as a victim by seeing an expert. They generally felt uneasiness leaving the convenience of home and moved to the shelter without any information.
At the shelter, they were embarrassed to know that the staff was well informed of their private information. Only after all the hardships did they come to understand the protection
process. The lives in the shelter are perceived as a gift. However, they suffered from unwelcome peer relationship in the class at school, and the lingering fear about the perpetrator.
Isolated from family, they were hungry for family news.
Conclusions: Experts who work for children suffering from sexual abuse by kinship relationships need to understand the child's protection process step by step, and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child's psychological stability by continuously sending messages that they are
being secured. This is recommended to the family so that children do not feel isolated and
alone. Consideration of the method and degree of information will require an attitude that
looks at the welfare and rights of the child.
Keywords: sexually abused child by kinship, child protection system, children's opinion,
in-depth interview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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