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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
한 대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관련기관에
서는 끊임없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다.
아동학대를 가정내부의 훈육문제로 인식하고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자제하
고, 처벌을 경미하게 하다보니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법원
의 처우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증가는 피해아동이 많
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처우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
여준다.
아동보호는 국가나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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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비해서 많은 처우들이 열악한 실정이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처우가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처우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사회, 아동보호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안전하고 행
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강력범죄이므로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이라는 스
스로 방어할 수 없고, 자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현 제도의 문제
점을 찾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제어: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 처우, 아동권리, 학대피해아동보호법

Ⅰ. 서 론
최근 법원에서는 생후 2개월때부터 지속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생후 3개월 때 자신의 발가락을 빨게하는가 하면 4세때는 술을 먹이는
등 정상적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이다. 2013년 아동학대 사망사
건이 발생하고,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고, 다양한 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
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들은 갈수록 증가
하고 있고, 재학대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를 가정내부의 훈육문제로 인식하고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자제하고, 처
벌을 경미하게 하다보니 학대와 범죄에 노출된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법원의 처우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증가는 피해아동이 많다는 점을 보여
주며 이는 현재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처우에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
제점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하여 집행감
독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이 직접감독하는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처분이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경찰이 접근금지를 통지해 임시조치, 보호처
분 통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작년 11월부터 시행중이다. 또한 지역별로 아동학대
진단 전문가를 배치해 피해아동의 보삼핌을 위한 제도와 아동보호협의회를 구축하여
피해아동의 보살핌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강력범죄이므로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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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자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찾
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학대범죄피해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학대피해아동
처우의 문제점을 찾아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학대피해아동 보호처우제도 실태 및 문제점
1. 학대피해아동 보호처우제도 실태
1) 2011~2014 아동학대 발견현황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 발견현황과 관련하여 <표 1>을 살펴보면, 아동
학대사례는 2011년 6,058건,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0,027
건으로 아동인구 대비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1)
<표 1> 2011~2014 아동학대 발견현황
(단위: 명, 건, ‰)

2011

2012

2013

2014

아동인구 추계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아동학대 사례

6,058

6,403

6,796

10,027

0.63

0.67

0.73

1.10

피해아동 발견율
(1천명 당)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2015

아동학대는 신체, 정신, 성학대 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신체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정서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1) 2016년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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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학적인 행위, 성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유기
는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중복학대는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유기 중 2개 이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
<표 2>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보호건수에 대해 살펴보았
다. 2011년 이후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지원하는 건수는 2011년 6.058건
에서 2015년 11,7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부터는 울산 아
동학대 사망사건등으로 국민적 인식이 향상되었고 2014년도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
면서 법제도등이 강화되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발견현황도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11,715건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5,745건(49%), 여아 5,970건(51%)으로 남아랑 여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10~12세가 19.5%, 초등학교 저학년
인 만7~9세의 아동이 18.1%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5,779
건(49.3%), 친부모가족 외 형태 5,177건(44.2%), 파악안됨과 대리양육형태는 각각
481건(4.1%), 220건(1.9%)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
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이 각각 15.8%, 12.7%, 2.0%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30.5%에 해당하였으며, 가족유형 중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 각각 31건
(0.3%), 34건(0.3%), 155건(1.3%)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으나 아동보호
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의 특성은 신체, 정신적 장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다, 신체건강,
특성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적응, 행동이 전체 35.0%인 8,832
건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 정신건강 7,279건(30.4%), 특
성없음 4,150(17.3%), 발달, 신체건강 2,667건(11.1%), 장애 838건(3.5%), 기타
647건(2.7%)순으로 나타났다.3)

2) e-나라지표(www.index.go.kr) / 2017년 5월 30일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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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1~2014 아동학대 발견현황
(단위: 명, 건,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6,058

6,403

6,796

10,027

11,715

신체학대

466

461

753

1,453

1,884

정서학대

909

936

1,101

1,582

2,046

성학대

226

278

242

308

428

방임

1,783

1,713

1,778

1,870

2,010

유기

53

-

-

-

-

중복학대

2,621

3,015

2,922

4,814

5,347

※ 2012년부터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
출처: e-나라지표(www.index.go.kr), 2017년 5월 30일

2) 2014~2015 유형별 아동학대 신고건수
<표 3> 2014~2015 유형별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
에는 8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특히 아동보호결정은 21건에서 597건으로 30배에 육박
한 수치를 보여주었다.
아동학대에서는 학대피해아동들을 발견하는 것보다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
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
수된 사례는 총 19,214건에 해당한다. 그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학대의
심사례는 16.651건(86.7%), 동일신고는 87건(0.5%), 일반상담은 2,465건(12.8%), 해외
발생사례는 11건(0.1%)으로 나타났으며, 재신고 사례는 2,379건(12.4%), 2015년 신규
신고는 16,835건으로 타났다.4)
2015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6월 1,841건(9.6%), 3월 1,731
건(9.0%), 7월 1,716건(8.9%)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는 안산
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71
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1건,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559건, 전
라북도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555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
율을 기록한 직군은 초,중,고교 직원으로 13.0%,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우원
3.6%, 보육교직원 1.9%,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1.8%순으로 타나났으며,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21.6%로 가장 높았고,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앞의 책,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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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부모 18.3%, 아동본인 9.0%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경
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11,208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112는 7,781건(40.5%), 1366 185건(1.0%), 119(0.2%)순으로 타나났다.5)
<표 3> 2014~2015 유형별 아동학대 신고건수
(단위: 건)

구분

합계

아동보호결정

불처분

기타

미제

2014

144

21

8

-

115

2015

1,122

597

171

96

373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2015, p.999: 2016, p.1011

3) 2014~2015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인원
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으로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47조에 규정하여 주거지 또는 방실
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아동복지시설, 장애
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연고자 등에 가정위탁, 친권행
사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등을 할 수 있다.
<표 4>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인원을 살펴보면, 아동학대범죄처벌법행 이후, 접수
건수는 2014년 83건, 2015년 32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피해아동보호결정명령 또한
16건에서 205건으로 늘고 있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4> 2014~2015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인원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접수

83

322

피해아동보호결정

16

205

기각

2

41

취하

5

46

기타

-

5

총계

23

297

출처 : 대법원, 사법연감/ 2015, p.999: 2016, p.1011.

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앞의 책,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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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피해아동의 효과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6) <표 5> 피
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 6,574건, 2015년 3,632건, 2016년
13,506건으로 피해아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해결
은 가정보호에 있다는 판단아래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는 대부분 ‘원가정보
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표 1-5>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4년 6,574건에서, 2015
년 3,632건, 2016년에는 13,506건으로 2015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친족보
호도 2014년 886건에서 2016년에는 1,323건으로 1.5배가량 증가하였다. 2016년 개정
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원가족 보호원칙을 천명하여 학대피해아동들의 보호는 물론 예
방,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를 명문화 하였다.7)
<표 5>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2014

2015

2016

원가정보호

6,574

3,632

13,506

친족보호

886

461

1,323

연고자에 의한 보호

66

50

101

가정위탁

51

14

32

일시보호

681

488

1,177

장기보호

838

377

1,051

병원입원

57

39

66

기타

0

0

0

가정보호

650

359

1,267

사망

20

12

50

계

9,823

5,432

18,573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go.kr)/2017년 5월 10일

6) 김봉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안」 아동보호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아동보호학회, 2016, 121면
7) 아동복지법 제4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야 한다.

개선방
지원하
있도록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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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대피해아동 보호처우제도 문제점
1) 학대피해아동 발견의 저조
<표 1>,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 비해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율이 많
이 저조한 실정이다. 아동학대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으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판단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학대는 신체
적, 심리적 증상을 낳는다.
아동학대사례에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사
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고, 정서학대와 성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
으며, 특히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90.5%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8)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 성폭행이 빈발하면서 성학대를 제외한 아동학대의 다른 유
형, 즉 정서적 학대나 방임의 문제는 오히려 국가나 사회일반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
으며, 경제적으로 부모들이 어려워지면서 이들 아동학대유형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를 비롯하여 가족이나 친지 등 보호자들
에 의하여 행하여짐에도 아동학대가 가족내부 및 보호와 양육의 문제로 취급되면서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비해 국가나 사회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대피해아동의 조기의 발견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표 6>를 살펴보면, 미국에서의 2011년 9.15%, 2012년 9.12%, 2013년 9.13%
로 10%에 까까운 발견율을 보이는 반면, 우리는 2014년에 겨우 1%의 발견율을 보
이고 있어 아직도 피해아동 발견이 저조한 실정이다.9)

8)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앞의 책, 31
9) <미국 아동학대 발견현황>
(단위: 명, 건, ‰)

미국
아동인구 추계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1천명 당)

2011
73,909,031
676,505
9.15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2015

2012
74,549,919
680,200
9.12

2013
74,399,940
678,932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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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대 원인의 다양성 및 행위자 처벌의 어려움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반
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약물, 흡연, 음주, 가출 등과 같은 적응, 행동 특성이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 정신건강, 특성, 특성없음, 신체건강 특성, 장애의 순을
나타났으며, 방임의 경우 불안, 주의산만등과 같은 정서, 정신건강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성학대를 제외한 모
든 학대 유형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
으나, 성학대의 경우 40.1%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성학대는 성문제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났다.10)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파악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아동학대의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
펴보면 적응, 행동특성, 정신, 신체 특성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대
부분의 행위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3) 학대피해아동 발견의 어려움
2015년 한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16,651건을 대상으로 총 35,379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분석한 결과 1건당 약 2.1회의 현장조
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동행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
22,890건(64.7%), 상담원,경찰 8,927건(25.2%), 경찰 단독 1,755건(5.0%), 상담
원, 경찰, 공무원 1,203건(3.4%)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6,651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11,715건으로 70.4%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
례 1,742건(10.5%), 일반사례 3,194건(19.2%)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례 11,715
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이상 신고되어 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
이 한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
아동학대로 인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8,978명이다.11)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학대행위자
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며, 신고접수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표

10)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앞의 책, pp.31-32
1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앞의 책,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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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건수에 비해 미제사건도 115건에서 373건으로 가정
내 방임과 훈육에 대한 방식의 이해정도로 학대피해아동의 파악에 어려움을 보여준
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판단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적절한 보호와 관심을 통
한 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자구능력이 없는 아
동에 대한 학대는 인권유린에 해당하므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12)
4) 원가정보호 조치결정에 대한 효과성 입증의 미흡
2015년 아동학대 사례 11,715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2,348건으로 전체
의 20.0%에 해당하였다.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를 합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7,760건(66.2%), 분리보호 2,772건(23.7%), 사망 19건(0.2%), 가정복
귀 1,164건(9.9%)으로 나타났으며, 분리보호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친족(친인척 보
호) 1,030건(8.8%), 장기보호 899건(7.7%), 일시보호 636건(5.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14건(1.0%), 병원입원 63건(0.5%), 가정위탁 30건(0.3%)순으로 타났다.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한 경우 특히 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동시에 아이의 보
호자인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원가정보호’라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가정내에서 발
생하여 부모와 떨어뜨린 것보다 원래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아래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원인해결은 가정보호에 있기 때
문에 지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되면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정을 위한 치
료 및 교육 등을 강제할 수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입증할 방법이 미흡한 실정
이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전문인력의 부족
2017년 5월 1일 기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60개가 운영중이다. 학대피해아
동 쉽터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총 40개가 운영중이며, 상근 보육사 117명,
상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36명, 프리랜서 심리치료전문인력 13명으로 조사되었
다. 2015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830명의 아동 중 2015년 이전에 입소하
여 2015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은 169명(20.4%), 2015년에 입소한 아동은 661명
으로 한해동안 4배가량 증가하였다. 2015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830명 중 2015년 퇴소한 아동은 78.1%인 648명, 2016년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182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기간은 1개원 미
12) 김봉수, 앞의 논문, 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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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382명(59.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116명
(17.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53명(8.2%), 1년 이상 50명(7.7%), 6개월 이
상~1년 미만 47명(7.3%)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퇴소한 아
동의 거주지로 원가정복귀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고, 타 시설 입소 비율은
34.0%로 나타났다.13)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증설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재학
대 예방 및 보호에 절실한 실정이다.
2015년 기준 전국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수행항 업무총량을 산출한 결
과, 총 업무량은 약 1,315,575시간(상담원 1인당 약 2,520시간, 315일), 1인당 업
무손실 148시간(18.6일)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들이 수행한
치료업무 총량을 산출한 결과, 총 업무량은 약 256,727시간(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약 4,208시간, 526일), 1인당 업무손실은 약 148시간(18.5일)로 추정되었으
며, 상담원 1인당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경우
약 231일(1,851시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약231일(1,852시간)이었다. 상담원
1인당 실질 연간 가용근무시간을 적용하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은은 실질 연
간 가용 근무시간 231일(1,851시간)대비 84일(669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으며, 임
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 231일(1.852시간) 대비 295일
(2,356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타났으며,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연
간 업무처리 소요시간 및 1인단 실질 연간 가용 근무시간을 적용하여 현실 타당한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적정 연력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5년 기준 전국 지역아
동보호전문기관 상담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담원 적정인원은 710.7명으로 나타났고,
임상심리 치료전문인력의 경우 2015년 기준 138.6명이 치료업무 수행에 필요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4)

1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앞의 책, p.33
1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앞의 책,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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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학대피해아동 보호처우제도 개선방안
1. 학대피해아동 발견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활성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하동학대 신고접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1년에 비
해 2015년에는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7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아동보호전문
기관 전화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80%이상을 차지하였다.15)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
한 현황과 실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보호조치의 지침에 관
한 원칙규정이 없어 아동보호서비스의 정신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보
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 조사, 상담, 보호조치의 변경이나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
리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 아동복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서비스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전조사, 상담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였다.16)
따라서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인 상담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등의
전문기관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거나 의뢰할 수 있
도록 법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7)

2. 학대 원인에 따른 보호처분과 아동학대예방 교육에 활성화
아동학대처벌방지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아동보호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학대행위
자에게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제40조 제1항의 보호처분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아동학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다.18)
1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앞의 책, p.42
16) 김춘진의원 대표발의안 참조.
17) 문영희, “2016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관한 법정책적 고찰”,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인하대
학교 법학연구소, 2016,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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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도 궁극적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친권이나 후견권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으로 인해 아동의 인권보
호에 역효과 내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미의
경우처럼 단계적으로 아동학대 상황을 개선하고 일시적인 친권정지 등 부모의 친권
에 제한을 두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최종적으로 친권상실선고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효과적일 것이다.19)
「아동복지법」 제29조의 2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부터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은 경우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의무화 하였
다. 현재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행위자에게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
리치료서비스, 아동학대예방교육, 일시보호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고소, 고발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의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제공은 학대행위자의 개선, 교화를 위해 매우 필
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참여 없이는 강제할
수 없는 임의적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학대행위자로 하여금 부모교육, 정신
질환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가족보존 서비스 등 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20)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대원인에 따른 보호처분을 마련하여 실질적으
로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대행위자의
처벌보다 피해아동의 보호가 저 중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보호처분의 도입이 되어
야 할 것이다.

3.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원가정보호을 위한 아동복지전문상담원
양성
아동관련 법률들 중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에서 ‘원가정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한 만큼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 따른 아동
학대 사건의 처리나 법 적용에 있어서도 ‘원가정보호’라고 하는 아동복지법의 목
18) 강동욱a(2014), “한국에 있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소년정책연구」, p.230
19) 양혜원(2013), “아동학대와 부모의 친권에 관한 문제-영,미제도의 시사점”, 「가족법연구」, 한
국가족법학회, 27(1), p.272
20) 문영희, “앞의 논문”,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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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복지전문상담원을 반드시 두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전문상담원으로 하여금 직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아동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아동 관련정책이나 사
업의 수립, 시행에 참여하게 한다면 효과적인 아동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복지법」 제7조 제1항에서는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
도와 시, 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21)

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및 쉼터의 활성화
「아동복지법」 제28조의 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대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력,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보호서비스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보호아동에 관한 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포함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이 외부로 누출될 경우에는 보호아동에 대한 프
라이버시의 침해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을 신설하면서 정보관리 및 정보누출에 대한 규제조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아동의 정보관리 및 정보
누출과 정보의 부당이용에 대한 별도의 규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보호아동에 관한 민감한 사적 정보들이 부당하게 누출되거나 이용되지 않도
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보호아동의 대부분이 학대피해아동일 것이므로 양자를 별도로 관리하기
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성이나 비용절
감에 유리할 것이므로 장래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22)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
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민간(비영리법인)이 설치한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만 입소
하도록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특수공동생활가정으로 이미 보호대상아동의
21) 문영희, “앞의 논문”, p.110
22) 문영희, “앞의 논문”, 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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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로서 이용되어 오고 있던 것을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으로 인정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학대피해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호
시설인 쉼터가 턱없이 부족한현실에서 쉼터 수의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쉼터가 법적 기관이 되면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 의한 지원 및 관리, 감독도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쉼터가 보호시설로서의 역
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도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23)

Ⅳ. 결 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학대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대
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16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관련기관에서는 끊임
없는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학대피해아동이 발생하
고 사망에 이르고 있다. 아동보호는 국가나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처우들이 열악한 실정이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
로 여기는 처우가 아닌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처
우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 사회, 아동보호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정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한다.
경찰에서는 학대의심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함께 출동하고 상담을 통하여 예방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학대예방경찰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및 교육을 진행하여 근본적인 원
인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본적은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
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한 대책중에 하나도 대두
되는 것이 부모교육이다.
최근 젊은 부모들이 늘고 있다. 그에 따른 젊은 부모의 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아
직 부모가 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육아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학대에 노출되고
그러한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채 학대가 지속되게 된다.
학대피해아동 처우에 관한 연구는 개인의 연구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구 문제이고
더 낳아가 국가적 연구 문제이다. 올바르게 성장한 아이들이 튼튼한 국가, 건강한 사
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23) 문영희, “앞의 논문”,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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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hild abuse management
procedures in Korea
Kim, Bong Soo* · Choo, Bong Jo**
24)

25)

Is there an agreed definition of child abuse? Not all allegations of child abuse are
substantiated. Child abuse is on a steady rise in Korea. Child abuse is a feature
common to society as a whole. People have cast aspersion on the child abuse. Child
abuse can happen at home, school. Sometimes, abandonment is considered a form of
child abuse. Child abuse could possibly be worse. Child abuse endangers life and
health. Today, child abuse is a serious problem all over the world. Child abuse can
be defined in many different ways. Neglecting a child is a kind of child abuse. Most
people never fully recover from child abuse. Thus in child abuse cases, you often
need an expert. There are many ways in which one can prevent child abuse. Child
abuse must be forbidden.
There are social aspects of child-abuse cases. I think with child-abuse, the law is
double edged. Child abuse is a social problem that affects millions of children each
year. Child abuse, whatever type it may be, is damaging the world’s children. Child
abuse can affect the child in many different ways.

Key words: Child protection, Child abused victim, Treatment of the Child abused
victim, Child rights, Child Protective Servic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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