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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에는 고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아동학대
가 의심되는 경우 현장을 조사하거나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친권이나 법적으로 개입하는 조치들은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또한 학대피
해 아동은 궁극적으로 학대가 일어난 현장인 가정으로 돌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되
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회복을 돕는 것과 함께 역기능적인 가족이 제대로 기능하고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시작된 이래로 최근
까지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 부터 사례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신고에 대응하고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후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으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사법체계의 절차와 역할이 강
화되면서 일부 공공성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지만, 학대사례급증 및 처벌중심 이슈화 등으
로 인해서 여전히 서비스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으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서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
화할 것을 공표하였고, 학대조사는 공무원이 담당하고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
문적인 사례관리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
면 개편하였습니다. 이로써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전달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실천 방안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
야 할 것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
한 일련의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서비스 기능의 분리,
전문적인 서비스 실천의 필요 등에 대해 제언해 왔습니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 개입을 위해서 한국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증거기반 실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재편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에서 서비스
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기능 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연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아동보호서비스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진단하고, 국내외 학대 및
요보호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 분석 등
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현
행 법률의 한계점을 논하고 법률적 개선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가 아동학대를 궁극적으로 예방하고 아동보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로 변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전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의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해 애써주신 상지대학교 박명숙 교수님, 숙명여자대학교 강지영 교수님, 서울
시립대학교 김희균 교수님, 가천대학교 안재진 교수님 그리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
소 장희선 연구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굿네이버스는 앞으로도 아동보호체계의 일원으로써 책무성을 가지고 학대피해 아동과
가정이 회복되고 안전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서비스 실천을
위한 고민과 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제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네이버스 회장

양 진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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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서론
연구 필요성
-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에서는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됨을 밝혔으며, 이로써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실효성 높은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
야 하고, 각 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관련 제도적, 법적인 개선 역시 필요함.
연구 목적
- 아동학대의 궁극적 예방과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의 효과적인 서비스 방안을 모색함.
- 개편된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들을 성공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구체적
인 논의들을 전개하고, 이를 위한 국내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국내 아동보호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나 정책의 시행 정도와 정부 지원의
적절성에 비해서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가능 수준이 낮음.
- ISPCAN의 WP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국제 서비스 평가 항목은 서비스의 대상자(피해
아동/학대행위자/부모 및 가족)와 서비스의 성격(일반/예방적)을 고려하여 아동보호
서비스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서
비스 항목은 일반/예방적 서비스가 부재하며, 서비스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
는 데 제한적인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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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법률 및 정책 서비스 이행 수준 비교

ISPCAN WP 보고서에는 법률 및 정책 서비스 관련 각 영역을 0점부터 3점까지로 평가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시행 수준이 높고 자원이 충분1)하며 서비스 이용 수준이 높도록 점수를 산
출하기에 국가별 수준을 비교 가능하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피해아동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우리나라는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대부분의 이용 수준이 2점이하였던 데 반
해, 독일이나 노르웨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의 이용 수준은 2점에서 3점 사이에 분포함.

<표> 피해아동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약물중독 치료

1

1

1

2.5

2.7

3

3

정신질환 입원 서비스

1.7

1.3

2

2

3

3

3

방임 피해아동 프로그램

1.7

1

1.5

2.3

3

2.5

2.3

신체학대 피해아동 프로그램

2.3

1.3

2

2

2.7

2.5

2.3

성학대 피해아동 프로그램

2.3

1

2

2.3

2.7

2.5

3

가정위탁

0.7

1

2.5

2.7

3

2.5

3

그룹홈

1.7

1

2

2.3

3

0.5

1

공공쉼터

2

1.3

2

0

3

2

0.3

시설보호

2.3

2

1

2.5

3

0

0.7


학대행위자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대부분의 이용 수준이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1점에서 2점 이하로 나타난 데 반해, 주요 선진국의 학대행위자에 대한 약물중독 치료와 정신질
환 입원 서비스 이용 수준은 2점부터 3점까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학대행위자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약물중독 치료

1

1

2

2.5

2.7

3

3

정신질환 입원 서비스

1.7

1

2

3

3

3

3

방임행위자 프로그램

2

1

1.5

2.3

3

1.5

2.3

신체학대 행위자 프로그램

1.7

1.3

1.5

2

2.7

2

2

성학대행위자 프로그램

2.3

1

1

2

2

2

1.3

1) 0(없음), 1(매우 불충분, 또는 거의 시행 안 됨), 2(불충분, 비일관적 시행), 3(대체로 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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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국내의 경우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 수준이 1점과 2점 사이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 주요 선진국 중 영국과 독일은 2점 이상으로 나타나며 호주의 경우에도 홈
기반 서비스를 제외한 항목의 서비스 이용 가능 수준이 2점 이상으로 높았음.

<표> 부모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가족욕구기반 사례관리서비스

2

1.7

2

3

2.3

1.5

3

가족 및 부모 대상 홈 기반 서비스

1.3

1.3

2

2.3

3

2.5

1.3

가정폭력 대상자와 자녀대상 공공 쉼터

1.5

1

2

2

3

2.5

2

재정 및 물질 지원

1.3

1.7

1.5

2.5

2.7

1.5

3


일반/예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선진국 중 영국과 스웨덴, 독일에서 부모의 역할과 아동의 돌봄 및 건강에 초점을 둔 일반/예
방적 서비스의 이용 가능 수준은 2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데 반해, 우리나라는 일
반/예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항목 대부분에서 이용 가능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었음.

<표> 일반/예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호주

고위험 예비 부모 대상 맞춤형 가정 방문

0.3

1.3

1

2.5

2

2.5

1.7

예비 부모 대상 가정방문

0

1.3

1

3

2

2.5

0.7

부모경험/관심사공유센터

0.7

0.7

1

2

2.7

2

1.3

무상/고비용보조금지원시설보호

0.7

1.3

0.5

2

1.3

3

1.3

아동 대상 보편적 건강검진

2.3

3

2

2.3

3

3

3

아동대상보편적/무상의의료진료

1.7

3

0.5

2.3

3

3

3

전국민대상보편적/무상의의료진료

1.3

2

0

2.3

3

2

3

주요 국가들의 아동보호서비스 개요
⦁ 미국
- 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인 아동국에서 아동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로 통칭되는 각 주의 정부조직인 사회복지부서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고 있으
며 신고접수/현장조사/사례관리 등에 집중됨.
- 피해자 지원은 아동옹호센터 또는 가족지원활동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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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영국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제정으로, 본격적인 아동학대 및 유기문제 등에 직
접적인 국가 조기 개입의 직접 근거를 마련하였음.
- 2000년 클림비 보고서 발간 이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하였음.

⦁ 호주
- 70년대 이후 아동을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가족 기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정책을 추진하였음.
- 아동학대는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의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DCPFS)에서 주로 전담하고, 민간 기관에서 주로 직접적인 서비스 지
원을 담당하고 있음.

국내외 요보호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 분석
⦁ 국내 보호대상 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
양원 입소, 입양 등이 제공되고 있음.

⦁ 국외 요보호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
- 영국과 미국에서 요보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표> 영국 요보호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
구분

내용

보호대상 아동현황

- 잉글랜드 보호대상 아동 수: 75,420명(2018.3.31.현재)
- 보호 원인: 학대 및 방임(63%), 가족역기능(15%), 가족위기(8%), 부모 부재(6%)
- 보호배치 현황: 위탁가정(73%, 대부분 비혈연 위탁가정), 시설보호 등(11%), 원가정
보호(6%), 입양(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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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영국 요보호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
구분

내용

보호대상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

- 입양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입양지원서비스, ② 입양지원
기금(Adoption Support Fund)을 통한 치료 지원, ③ 교육적 지원, ④ 재정 및 주거
지원
- 위탁가정서비스: ① 자조집단(Peer Support to Foster Carers), ② 경제적 지원, ③
위탁부모에 대한 훈련과 지원
- 시설아동에 대한 서비스: ① 다양한 시설유형이 존재: 교육부에 양육시설로 등록된 시
설들의 예시(Ofsted, 2018). ② 단기거주특징: 아동의 절반 정도는 3개월 이내, 83%
는 1년 이내로 거주 ③ 아동연령: 10~15세(57%), 16세 이상(41%)으로 대부분 10세
이상 ④ 양육시설 규모: 평균 정원 4명, 2012-2013년 등록된 양육시설의 3/4 이상
이 5명 미만 ⑤ 개별화된 돌봄 제공, 자원과 서비스 확보 노력 ⑥ 원가정 복귀나 새롭
게 배치된 가정에서의 안정적 생활 위해 레질리언스 및 기술 개발토록 지원 ⑦ 다양한
설립목적에 따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

<표> 미국 요보호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
구분

내용

보호대상 아동현황

- 아동양육시설은 완전히 사라지고, 위탁가정이 대체
- 위탁보호아동 수: 442,995명(2017. 9. 30. 현재)

보호대상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

- 입양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① 지지집단(Support groups), ② 캠프, 사교행사,
문화체험 활동(Camps, social events, and heritage activities), ③ 치료/상담
(Therapy/counseling), ④ 일시위탁(Respite care), ⑤ 정보제공(Information
resources), ⑥ 입양공개, 뿌리찾기, 재회(Openness, search, and reunion), ⑦
재정지원과 학비면제
- 위탁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 미국에서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위탁아동 및 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원가정과의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① Mockingbird Family Model: 워싱턴 주 외,
② Fostering Relationships: Washoe 카운티, 네바다 주, ③ Foster Parenting
Mentoring: Lafayette, 루이지애나 주

⦁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적용 시사점
- 부모 교육 강화 및 다양한 교육자원 활용: 국외에서 위탁가정 및 입양가정, 양육시설 등 모든
대리보호 양육자를 대상으로 (특히 학대와 관련된) 아동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강화 및 아동
성장 과정에 따른 다양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국내 요보호 아동 및 양육자를 대
상으로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대 신고가 되었거나 학대로 판정된 가정의 부
모들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의 이해, 좋은 부모의 역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등 부모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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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고 질 높은 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영국에서 입양 아동 및 부모에게 다양한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트라우마 및 애착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국내 피해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전문 치료서비스를 제공 및 강화하고 관련 비용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족 재결합을 위한 준비: 위탁부모를 통한 친부모 지원하고 아동과의 상호작용 기술 교육을
실시하며 양육시설 내 아동의 원가정 복귀 및 자립 준비를 돕는 외국 사례는 국내에서도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원가정과 재결합과 안정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재결합 전후로 원가정에 대
한 서비스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줌.
- 아동 및 가족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다양한 연령의 위탁아동 및 가정
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및 효과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을 참고하여, 아동
및 양육자, 가정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표준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효과성 평가
를 통해 증거기반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양육상담 전화의 개설: 위탁부모를 위한 무료상담전화인 Fosterline을 통해 위탁양육과 관련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24시간 양육상담 전화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이나 부모-자녀 갈등에 대한 조언 제공이 필요함.
- 일시돌봄(respite care)의 제공: Mockingbird Family Model은 허브 가정에서 일시보호를
제공하여 위탁부모와 (재결합 후) 친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
서 양육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국내에서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학대위험 가정의 양육 지원이 필요함.
-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국외의 경우 가정 외 보호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정되게 양육되는
것 못지않게 아동의 학교적응과 교육적 성취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학교체계가 아동에게 지지
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학교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학교체계 기능을 국내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원가정보호서비스 효과성 : GN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원가정보호서비스)
⦁원가정 보호서비스는 원가정 보호되는 아동 부모의 양육기술 및 문제대처능력을 향상시
키고 가족기능 강화 또는 회복을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임.
⦁원가정보호서비스 모듈은 가족안전계획과 모니터링체계구축, 분노조절프로그램, 가
족관계개선프로그램, 양육기술 프로그램, 방임가정서비스 패키지, 집중서비스 패키
지로 구성됨.
⦁원가정보호 서비스 효과성 평가연구 결과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3차까지 추적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아동은 학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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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신체 및 정서학대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대위험이 일관되게 감소하였고, 학대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원가정보호서비스의 총량과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이었음.
- 방임가정의 경우, 원가정보호서비스의 적용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병행 노력이 필요함.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전달체계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 서비스 목표는 아동의 안전(safety), 연속성(permanence), 아동의 복지(child well-being), 가
정의 복지(family well-being)임.
-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입과정은 안전사정(safety assessment), 위험사정(risk
assesment), 가족사정(family assessment)은 모두 부분적으로 상호적으로 교집합을 형성
하는 영역임.
- 아동학대 서비스는 학대위험 수준에 따른 서비스, 학대상황 조치에 따른 계획 및 서비스, 아동
학대 대상별 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음.
-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 및 서비스 검토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방향 : a. 가족보존의 원칙 강조 - 지속적 아동보호서비스, 집중적 가
족보존(Family preservation),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로의 배치(placement).
b. 원가정복귀 불가능할 경우 - 친권박탈후 입양, c. 사후관리 - 재결합(reunification), 후
견인 보호(guardianship/kinship-care),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입양/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sponse)을 강조하고 있음.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 : a. 지역사회 기반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Child Empowerment
Model(학교의 예방교육), Parent Education Models, b.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 – 저소득
층 또는 미혼모 등 임신초기부터 두 돌까지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c.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 - ‘아동사망사례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d.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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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국의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구분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

내용
학대로 인한 trauma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가족을 위한 서비스

가정방문 및 가정 내 서비스, Intensive in-home services,
Homebuilders Program, 일시적 돌봄 및 위기상황에서의 탁아

가정 외 보호와 원가정 병행서비스 계획

원가정 복귀와 동시에 영구적 가정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는 서비스

전문가정위탁 서비스

범죄, 중독 등 특정문제 가지고 있는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

CASA
(Court Appointed Special dvocates)

훈련받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가 판사에 의해 임명되어 소송을 위
한 후견인 역할 수행

Child Advocacy Centers(CAC)

one-stop shop’서비스 기관: 아동학대 상황을 조사하는 사회복
지사들, 의료진 등 훈련된 전문가들로 구성

FGI 결과분석: 아동보호서비스 재편에서의 욕구
⦁ FGI 개요
- 일정: 2019. 10. 18 ~ 10. 29
- 대상: (초점집단인터뷰) 전국 7개 권역에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8명
(개별인터뷰) 전국 3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4명
- 내용: 현재 아동보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
한 어려움이나 한계점들이 있었는지, 재편되는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이나 제도적 개선의 욕구들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함.

⦁ FGI 결과
-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실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거부적 대상자와 서비스의 강
제성 결여가 가장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규모와 지역의
광범위성 문제 역시 어려운 문제로 제안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편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및 연구 용역 발주 등을 진행한 상황임.
- 아동보호서비스 개선 과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실효성 높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및 법원의 법적 권한 강화 및 예산 확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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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 아동보호체계 재편에서의 서비스 강화를 위한 최종 과제
- 서비스 이행 과제1: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상 정립이 필요함.
- 서비스 이행 과제2: 서비스 강제성 확보 및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전문성 강화 및 협업 전략1: 아동보호서비스 실천전략 매뉴얼의 재편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함.
- 전문성 강화 및 협업 전략2: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어야 함.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향
⦁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체계 구축
- 피해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엔 상당히 부족하여 학대 이후 방치되는 2차적인 학대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에,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이나 쉼터 등의 시설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치료 및
심리적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대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아동에 대한 가정의 중요성 및 그 영향을 고
려할 때, 학대 발생 가정에 가족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아
동과 부모 등 각 개인의 독특한 욕구와 상황이 반영된 ‘개별화된 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을 수립 및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학대피해아동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개입 의무화: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은 가정 내 발생한
학대에 대하여 죄책감, 수치감, 불안, 낙인감 등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학대피해아동 못지
않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아동에 대한 서비스 개입 의무화가 필요하며 덧붙여 주
변체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정교한 학대위험 사정척도 개발: 아동학대사례별 학대위험 정도에 대한 분리가 가능하도록 현
장에서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학대위험 사정척도가 개발되어야 함.
- 법적절차 및 과정에 대한 지원: 법적절차 및 진행과정은 심리적 위축 및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데, 아동들의 경우 이러한 경험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
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 실무자 교육과정 강화: 교육과정이 단순한 이론적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실무자의 문화적 민감성 강화: 최근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비례하여 다문화가정내
아동학대 발생도 증가 추세로, 아동학대는 문화적 양육방식과 관련 있기 때문에 문화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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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관련 민감성을 증진시켜야 함.
- 실무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근무환경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
해 학대발생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지속적인 면담이나 가정방문이 필요하기에, 실
무자들의 탄력적 근무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유관기관들 간 통합시스템 구축
- 관련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통합교육 실시: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의 실무자들이 아동학대와 방
임에 대한 동일한 기준과 지침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 및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관련기관 간 연계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유관 기
관이 함께 서비스 계획 및 제공하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기관 간 공동 사업보고서 발행: 공동사업보고서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상호원조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음.

⦁ 제도적 지원 체계 강화
- 예산 및 인력 증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 하에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증원
이 필요한 가운데, 미국의 “Children's Trust Fund"와 같이 독립된 아동학대 기금을 조성하
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며, 조사업무의 공공기관 이전 시 노하우를 가진 기존의 아동보호전문
기관 실무자들을 공공기관에 채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 및 강화, 아
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자료배포 등의 중심 역할을
하는 미국의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OCAN)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을 고려해 봄직 함.
- 유기된 영유아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한 해에 국내 베이비박스에 남겨지는 영아들이 상당수
를 차지하는 만큼, 출산 이후 자녀를 양육할 준비 및 능력이 부족할 경우 부모에 대한 모든 법
적 책임을 면해주고 아기에게 가장 적절한 양육환경을 계획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의 “Safe Haven Law”(‘Newborn Protection Act’로도 칭함)와 같이 유기된
영유아에 대한 보호 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함.

아동보호체계 모델 및 전달체계 개선방향
⦁ 아동보호체계 모델의 개선방향
- 공공과 민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명시적 합의: 2019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
화 방안을 제시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의무화된 만큼, 공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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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역할과 책임 구분을 비롯하여 행정적인 규정 및 합의가 필요함.
- 아동보호체계를 위한 예산 확보, 공공-민간 협력모델 및 민간 서비스 평가체계 확립: 미국과
영국의 경우 분리보호 이전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프라와 예산 배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 복권기금 및 범죄피해기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
으로 진행될 아동보호업무를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평가 시기, 기준, 방법 등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해야 함.
- 서비스 대상 집단의 수요 및 욕구 파악-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서비스 대상은
1)가정 외 보호 아동의 수, 2)원가정 보호 아동 가운데 가족보존서비스와 같이 분리보호의 위
험이 있는 아동학대 재발생 고위험군 사례, 3)원가정 보호를 받는 나머지 사례, 4)조기지원사
례 혹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뢰될 수 있는 사례 등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기에,
사례관리 혹은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례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프로그램 개발, 품질 관리 및 평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학대 위험 수준 및 사
례 특성을 반영한 개별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 패키지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프
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함.
- 인력 관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자 및 트레이너의 자격기준이 마
련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차등적 교육이 시행될 필요 있으며 상담원의 소진 예방을 위
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
- 민간기관 서비스 전달 모형: 기초자치단체별로 현장조사 공무원 배치 수가 결정되어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제 등의 탄력적 적용을 통해 민간기관과의 원활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아동보호서비스 사례관리 대상 유형별 모형: 가정 외 보호 배치 사례를 비롯하여 원가정 보호
사례, 원가정 복귀사례, 조기지원사례 및 e행복지원 시스템으로부터의 의뢰된 사례 등 아동보
호서비스 체계 내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사례관리 대상 유형별 아동보호서비스 민관
협력 모형이 구축되어야 함.

⦁ 아동보호업무 절차별 제도 개선방안
- 아동학대 현장 조사 단계에서 조사자 개인에 따른 차등이 없도록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
장조사 시에 위험사정척도 활용을 강화해야 함.
- 사례판단 및 조치 결정 단계: 아동학대사례판단의 기준 및 가정 외 분리보호 결정 기준을 명확
히 수립하여 공공과 민간이 모두 합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사례이관의 단계: 이관 절차를 명확히 하며,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
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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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계획 단계: 가족사정 척도의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대 재발생 예방
및 학대위험 감소와 같은 장기 성과부터, 아동 및 행위자의 구체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단
기성과 등을 명확히 해야 함.
-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단계: 사례관리 중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
리할지에 대한 절차 수립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자격기준과 훈련을 갖추어야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슈퍼비전을 받고, 교육받는 것이 필요함.
- 사례 검토 및 평가 단계: 사례의 유형별로 산출목표 및 결과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공과 민
간이 먼저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고, 이를 평가하는 시기, 주체,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방식에
대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데이터 입력 시스템 구축 및
공유 방안이 필요함.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법률적 개선방향
- 아동학대 관련법의 가장 큰 한계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사이에 연결고
리가 없다는 것임. 범죄가 아닌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학대행위자에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피해아동을 긴급히 격리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법은 범죄가 아닌 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한 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범죄가 아닌 아동학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조치는 그것이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여
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임. 이 지원서비스는 그야말로 서비스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 수단을 동원할 방법이 없음.
- 아동학대는 고질병이면서 층위가 매우 다양함.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 중, 어떠한 사례
가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는 ‘범죄’ 수준의 행위인지 아닌지에 관해 『아동학대처
벌법』에는 아무 지침이 없음. 2018년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사건만 3만 건이 넘지만 이 가운데 검사가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서 정식으로
기소한 사건은 몇 백 건밖에 안 됨. 그뿐만이 아니라 실제 몇 달이라도 실형이 선고 된
경우는 훨씬 더 적음.
- 『아동학대처벌법』은 다음과 같은 결함이 있음.

첫째, 기본설계에 한계가 있음. 현행 아동학대는『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가 되거나 아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두 가지의 선택 밖에 없기 때문에 기소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음.

둘째,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지 않는 아동학대는 어떤 법에서도 범죄로 규
정되지 못하는데,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순간,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강제성은
약해지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근거도 확보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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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동학대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미한 사례의 경우, 서비스의 강제 규정이 부재하여
적절한 개입 없이 아동 가정을 방치하는 동안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해져서 심각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은 효과적인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두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으로 예견됨.
- 아동학대는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제시
하고자 함.

제1유형은 아동학대라고 의심할 만한 행위가 아닌 경우이며, 이를 ‘훈육’의 영역에 두어 법에
의한 제재는 부과하지 않기로 함.

제2유형은 아동학대 중에서 그 정도가 경미해서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명하는 것이 지나치
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당대우(maltreatment)’라고 정의해서 상담 ㆍ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도록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과태료를 부
과해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함.

제3유형은 ‘아동학대범죄’가 아니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원칙적으로 보호처분 등 형벌 이
외의 형사제재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 함. 구체적인 방법은 『아동복지법』에 관련 근거 규정
을 두어 관할법원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면 됨.

4유형은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아동학대 보다 정도가 낮은 ‘아동학대범죄’로
서 종전처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임.

5유형은 가장 정도가 심각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아동학대처벌
법』제정의 기초가 되었던 범죄는 그대로 『아동학대처벌법』적용을 받게 함.

- 이상 다섯 가지 유형의 행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제재가 가해지며, 어떤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아동학대 유형별 정의 및 법률 적용 안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훈육

부당대우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되는
아동학대범죄

불가벌

과태료

보호처분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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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형벌 ↔ 보호처분
『아동학대처벌법』

연구요약

- 한편, 현장에 출동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의 학대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행위의 목적, 피해규모, 가해자의 의도, 가해자의 전과,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대응능력, 가해행위의 계획성 등을 계량화한 아동학대지수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신고사례의 처리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의 안전 부당대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가해자를 격리하는 각종 조치를 아래 <표>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
2유형은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3유형 또는 제4유형는 각
종 임시조치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음.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제2유형이 제3유형
이 되고, 다시 제4유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리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 제2유형은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
에, 학대행위자가 충실히 서비스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례를 종결할 수 있음. 그러
나 서비스 제공 중에 성실히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위반
후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반면에 제3유형과 제4유형의 경우는 정도가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처분과 공소제기
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즉,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음.
<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향후 개정방향
2유형

3유형

4유형

부당대우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현장판단 및 아동학대지수를 이용하여 처리방향을 정함
↓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과태료

보호처분 ↔ 형사처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 이처럼 『아동복지법』은 그 적용 대상을 아동학대범죄가 아닌 다양한 아동학대행위로 확
대하고, 종래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각종 임시조치는 물론이고, 피해아동보
호명령제도도 도입하는 등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함.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아동학
대처벌법』과 함께 『아동복지법』도 아동학대 대응 법률로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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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아동학대의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원가정 내에서의 아동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기능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개입이 중요하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 집중 조명
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체계와 관련한 국가의
책무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와 공공의 책무성 강화
는 아동학대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의 문제로 치부하던 것에서 공적 영역의 문제로 인
식하고 정부 차원의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위험적인 상황으로부터 아동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임은 미국아동복
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에 의해서도 강조된 합의이다(박명숙, 2003).
국내 아동보호체계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의 제
정(’14.9. 시행)에 의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개입에서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고 현장
조사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으며, e-행복이음시스템의 도입(’18.3. 시행)으로 아동학대 발
견을 강화하였다. 최근에는 『아동복지법』의 일부 개정(‘19.6. 시행)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
지업무, 보호대상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그동안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아동보호 정책들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신설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호필
요 아동의 발견에서부터 자립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총괄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형태
로 개선되었다(법제처, 2019)2).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에서는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로
써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지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보건복지
부, 2019a).
2) 중앙입양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 아동자립지원단(보건복지인력개발원), 디딤씨앗지원사업단(한국복지협의
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세이브더칠드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부스러기사랑나눔
회), 실종아동전문기관 등 8개 아동복지 관련 사업 위탁수행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에 통합되게 되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19
년 7월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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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법 제·개정과 아동 관련 정책 재편은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사회의 관심과 현 정부의 정책 및 제도적
방향은 피해아동의 ‘발견’과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2014년
부터 2016년과 2018년에 연이어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종합방지 대책 방안은
인프라 확충 및 종사자의 신분 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관심의 영역은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주어져야 할 것
이다. 더욱이 학대행위자의 처벌 여부나 학대상황에서의 아동의 격리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동 보호와 안전에 대한 최우선의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 아동은 성인이 되기 이전까지 통상적으로 가정의 구
성원으로서 가정에 머무르게 되기에, 아동이 원가정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즉, 아동보호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안녕 및 안전 보장”과 “피해아동 회복”으로, 피해아동의 발견과 학대행위자의 처
벌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수단인 것이지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닐 것이다. 이 궁극
적 지향점으로 나아가는 데 가정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아동의 안녕과 안전 보장 및 피해아동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기능 강화가 중
요하고,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이봉주·김기현·안재진, 2015), 설문 참여자의 91%
가 피해아동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충분성에 대해 ‘부족’하거나 ‘부족한 편’ 이
라고 응답했다. 서비스 제공의 불충분 이유로는 ‘가족의 서비스 거부’ 때문이라는 응답이
30%를 넘었다(<표 1>). 무엇보다 해당 연구결과에 의하면, 재결합서비스 제공 가정의 서
비스 불충분 이유로 ‘가족의 서비스 거부’가 원가정보존서비스 제공 가정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났다(36.4% vs. 30.0%). 이는 심각한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서의 서비스
거부 정도가 더욱 강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사례가 심각할
수록 피해아동의 격리 비율이 더욱 높은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재결합서비스를 받
는 가정은 피해아동의 학대피해 수준이 보다 심각하고 장기적이며, 학대행위자의 위험요
소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공공
성의 강화와 함께 서비스의 제공 주체나 실천방안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대한 논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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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불충분 이유
원가정보존서비스(n=171)

재결합서비스(n=170)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담당실무자의 업무 과다

97

48.5

72

38.5

가족의 서비스 거부
(변화의지 없음)

60

30.0

68

36.4

연계 자원(인프라) 부족

29

14.5

36

19.3

지역자원 연계 어려움

7

3.5

5

2.7

기관 재원 부족

4

2.0

5

2.7

상담 전문성 부족

1

0.5

0

0.0

기타

0

0.0

1

0.5

미응답

2

1.0

0

총계

200



100

187

0.0


100

출처: 이봉주·김기현·안재진(201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굿네이버스·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 1개 응답(n=146)과 2개 이상 중복 응답(n=25)의 합산 빈도
주)  : 1개 응답(n=155)과 2개 이상 중복 응답(n=15)의 합산 빈도

최근에 오영훈 의원 등 15인은 사후관리를 강제할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오영훈 의원 등 17인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이 피
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보호조치 관
련 조항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의 조항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
대처벌법』내에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의안정보시스템, 2019). 법의 제·개정
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이후의 재학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의 회복과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개입을 엄격
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요인이다.
또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문 인력의 관리 및 감독과 연계 등이 중요하
지만(박명숙, 2006), 국내에서 이와 관련한 지원 체계 규준이 현재 법이나 제도적인 차원
에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의 구체
적 이행은 아동학대 발생과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핵심 전략이며, 이와 관련하여 가족기능의
강화는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이봉주·김기현·안재진, 2015). 이와
관련하여 데이비스 등(2005)은 총 3단계의 아동학대 예방단계를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구분하였는데, 이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 아동 및 가족기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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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Ⅰ단계(1차적 예방)

Ⅱ단계(2차적 예방)

Ⅲ단계(3차적 예방)

(아동학대 미발생 단계)
지역사회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위험 발견 단계)
특정 위험에 처해진 개인 및
가정 대상 서비스 제공
문제나 상황에 초점

(아동학대 발견&치료 단계)
학대행위자 및
피해아동 대상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

▶

▶

▲

[그림 1] 아동학대의 예방단계
출처: 데이비스 외(2005)의 자료를 토대로 장희선(2018)이 구조화한 자료

아동학대 예방단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그림 1]), 아동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아동학
대의 전 예방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로 확인된다. 그러
나 2017년 한 해 국내에서 피해아동의 부모와 가족에게 제공된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전
체 제공서비스의 10% 미만이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제공된 서비스인 상담서비스, 의료
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제공 비율은 각각 83%, 0.7%, 8.4%, 7.
8%로,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보건복
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또한, 학대발생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 및 가족
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나 예산, 할당방식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관련 법이나 제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적인 방어 수단
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요구한다(강은영·김희균, 2015)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국내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과 제도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상
당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실증적 근거도 국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미국
은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에 관한 예산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 둠으
로써 실질적인 서비스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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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동학대 프로그램 예산 근거와 할당방식
구분

근거조항

할당방식

CAPTA* state Grants
(CAPTA 주정부 제공 보조금)

Section 112(a)(1) of Section Ⅰ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Formula Grants**

Child Abuse Discretionary Activities Section 112(a)(2)(A) of Section 1 of the
(아동학대 재량 활동)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ommu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지역사회 기반 아동학대 예방)

Section 209 of Section Ⅰ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ompetitive
Grants***
Formula Grant

출처: Administration for Child & Families(2017)와 ACF Congressional Budget Justification FY(2017), 중앙아
동보호전문기관(2017), https://www.acf.hhs.gov/olab/budget
주) *CAPTA: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ND ACT(아동학대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
주) **Formula Grants(공식 보조금): 의무보조금(Mandatory Grant: 법에서 내린 정의에 따라 일정자격을 갖춘 지원자일반적으로 정부조직-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보조금)의 일종으로, 특정 목표를 위해 통계적인 기준에 기초해
서 제공되는 보조금
주) ***Competitive Grants(경쟁적 보조금): 다양한 기관과 조직의 참여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지원자에게 제공
되는 보조금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가족기능의 회복과 강화는 장·단기적인 측면에서 아
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다 근원적인 개입전략이다. 가족기능강화서비스는 지속적이
고 장기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
에 대한 심리지원 및 트라우마 치료 등의 심리치료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서비스 기준, 예산, 전달방식 등에 관
한 제도적·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시
행하는 데 있어서 차등적 대응 전략을 포함한 학대발생 가정에 대한 효율적 개입뿐만 아
니라, 아동학대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강지영,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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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피해아동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및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의 중요성에 기반 하여, 학대피해아동 및 가
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궁극
적 예방과 아동보호체계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과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중심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포용
국가 아동정책(’19.5)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 제도 개선이 예고됨에 따라 개선된 체
계 내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들이 요구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들을 전개하고, 이를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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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제1절 국내 아동보호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아동보호서비스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 아동보호서비스의 국제적
수준을 진단하고 최근 제공된 국내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행 수준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
다. 국제적인 진단을 통해 국내 아동보호서비스의 국제적 수준으로까지의 향상 및 개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현황 파악을 통해 서비스 제공 영역에서의 국내 개선 목표를 설
정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국가 아동보호체계 재편이 예고된 가운데
아동보호서비스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 봄으로써 아동보호서비스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국내외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제자료로는 세계 여러 국가의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제
학회의 발간 자료를 활용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아동학대및방임예방학회인
ISPCAN3)(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이하 ‘ISPCAN’)의 World Perspective on Child Abuse(이하‘WP’) 보고서를 국내에서
처음 분석한 연구자료(이봉주·김진석·이상균·우석진, 2018)와 최근 발간된 WP의 보고
서를 종합하여 3개년도의 국제 데이터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국내자료로는 국가아동
학대정보시스템의 최근 5개년 자료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
서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국제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아동보호서비스를 진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관련 국내 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기술이 필요할 경우 국내
자료를 일부 활용하는 형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활용 자료의 원 조사 시점은
국제 자료의 경우 2014년도와 2016년도, 2018년도의 3개년이며, 국내 자료의 경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이다. 본 연구는 분석 자료의 조사 시점을 유사하게
구성하여 국내외 아동보호서비스에 관한 다층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SPCAN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전 세계 저명 학자 및 실천 전문가들이 교
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국제 학회로, 1982년 이래로 격년마다 WP 보고서를 발

3) ISPCAN은 1997년 Henry Kempe에 의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로,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ISPCAN을 통해 함께 교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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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하고 있다. WP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필요 정보를 기록하여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확인하고 관련 경향이나 추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이봉
주 외, 2018). WP 보고서를 구성하는 개별 국가의 자료는 국가 수준의 데이터 지식을 보
유한 전문가로부터 온라인 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수집된다. WP 보고서가 국가별 아동
보호체계 및 서비스 이행 수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각 국가의 아동보호체계
및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 정보를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이 외에도 WP 보고서에는 개별
국가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비롯해 지역과 소득 수준의 범주별 분석데이터를 제공하여 공
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WP에 의해 분석된 국내 아동보호서비스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별 법률 및 정책, 서비스 이행 수준 비교
WP 보고서에는 각 국가의 아동학대 관련 법률과 정책이 어느 정도 잘 규정되어 있으
며, 실질적으로 자원을 얼마나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보호서비스의 이
용 가능 수준은 어떠한지를 비교하고 있다. 각 영역을 0점부터 3점까지로 평가하여 점수
가 높을수록 시행 수준이 높고, 자원이 충분4)하며 서비스 이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
록 점수를 산출하여 국가별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 WP의 자료를 처음 분석한 연구(이봉주 외, 2018)에 의하면, 2014년과 201
6년의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를 국제적으로 진단해 보았을 때 아동학대의 정의 및 학대
발생 시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정책 및 제도적 규정은 국제적 수준에서도 비교적 잘 마
련되어 있는 데 비해 아동보호서비스는 전 부분에서 국제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고한다(<표 3>). 특히,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은 ’14년도에 비해 ’16년에 더욱
낮게 평가되었다. 서비스의 경우 1점은 ‘때때로 이용 가능’을 의미하는데, 2016년엔 모
든 서비스 영역에서 이용 가능성이 낮게 평가됐다.

4) 0(없음), 1(매우 불충분, 또는 거의 시행 안 됨), 2(불충분, 비일관적 시행), 3(대체로 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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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아동보호 시스템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단위: 점)

구분

2014
2016

아동보호시스템
(정책·제도 규정 정도)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정도)

법적
정의1)

신고
체계2)

사법
대응3)

서비스4)

기타5)

부모

아동

일반

국제평균

-

1.37

1.56

1.17

0.93

1.17

1.46

1.41

한국평균

-

2.34

2.25

2

2.5

1.80

1.75

1.36

국제평균

1.7

1.22

1.5

1.37

0.81

1.14

1.46

1.5

한국평균

2.25

2.38

1.2

2

2.17

0.80

1

0.64

출처: 대한민국 아동보호기준선 수립연구(ISPCAN, 2014; 2016; 2018; 이봉주·김진석·이상균·우석진, 2018)
주 1) 성학대, 신체학대, 방임, 정서학대의 법적 명시(2014년 조사되지 않았음)
주 2) 전문가나 개인의 자발적 신고, 전문가나 개인의 의무적 신고, 비신고 시의 제재, 모든 성인 대상의 신고 의무
주 3) 부모/보호자로부터 아동 분리,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 아동 대리인 선임, 선의의 학대 신고 시 면책사유 인정
주 4) 아동과 가정의 욕구 사정, 피해아동 욕구기반 서비스 제공, 상호응답에 기반한 조사, 신고접수 시 특정 기한 내 조사 착수, 학대
행위자 욕구기반 서비스 제공
주 5) 예방 서비스 개발 및 보급, 상담원의 정기교육, 학대예방 예산 편성

2. 아동보호서비스(실천 이행)의 국제적 진단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 관한 법이나 정책의 시
행 정도와 정부 지원의 적절성에 비해서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수준이 낮다. 특
히 아동보호서비스의 이용 수준은 국제 평균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
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아동보호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러한 국내 실정에서 서비스 평가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동보호서비스의 국
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WP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서비
스 평가 영역별 항목과 국내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보고하고 있는 서비스의 항목을 비
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표 4>).
ISPCAN의 WP 보고서에서 측정하고 있는 국제 서비스 평가 항목에는 서비스의 대상
자(피해아동/학대행위자/부모 및 가족)와 서비스의 성격(일반/예방적)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서비스의 대상자와 서비스의 성격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
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항목에는 일반/예방적 서비스가 부
재하며, 서비스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국내에선 피
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항목이 동일하게 범주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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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학대특성별 제공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특
성마다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학대유형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역시 상이할 수 있어, 관련 서비스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4> 국내외 서비스 평가 및 제공 항목
국제 서비스 평가 항목
(ISPCAN WP)

구분

⦁약물중독 치료
⦁정신질환 입원서비스
피해아동
⦁성학대 프로그램
⦁방임 프로그램
학대행위자 ⦁신체학대 프로그램

국내 서비스 제공 항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시설 보호
⦁가정 위탁
⦁그룹홈 보호
⦁쉼터 보호
-

⦁가족욕구기반 사례관리
⦁가족 및 부모대상 홈 기반 서비스
부모 및 가족
⦁가정폭력 대상자와 자녀대상 공공 쉼터
⦁재정 및 자원 지원

일반/
예방적

⦁고위험 예비부모가정 맞춤형 방문서비스
⦁예비부모가정 방문서비스
⦁부모경험 공유
⦁무상/고비용 보조의 아동 돌봄
⦁아동 대상 건강검진
⦁아동 대상 무상의료
⦁전국민 대상 무상의료

⦁상담
⦁의료(입원, 통원)
⦁심리치료(심리검사, 심리치료)
⦁가족기능강화(가정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연결, 공적지원연결)
⦁학습 및 보호지원
⦁사건처리지원(법률자문, 사건처리지원)
⦁수탁프로그램(임시조치, 조건부기소유예, 보호
처분,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기타

-

향후의 서비스 개선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
기에 WP 보고서의 서비스 영역 자료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여 현재 국내 수준을 확
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WP 보고서의 아동보호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
고자 하였다.
WP의 아동보호서비스는 25개 항목의 서비스에 대해 “필요 서비스가 얼마나 이용 가
능한지”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항목별 서비스 이용 가능 수준은 0점부터 3점까
지로 코딩된다. 서비스 이용 가능 수준이 ‘없거나 비적용(=0)’인 경우를 포함하여 ‘때때로
이용 가능(=1)’, ‘대체로 이용 가능(=2)’, ‘주로 이용 가능(=3)’까지인 경우가 포함되며,
점수가 3점에 가까울수록 개별 국가의 서비스 이용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산출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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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과 값을 통해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국제 비교 결과에 대한 가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P 보고서의 25가지 서비스 항목을 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부모 및 가족, 예방/일반의 네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의 3개년의 평균값을 그래프로 제시하고자 한다5).

피해아동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피해아동 제공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9가지 항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6)해 볼
수 있다. ①약물 중독 치료 및 정실질환 입원 서비스와 같이 피해아동의 특성에 초점을
둔 서비스, ②성학대 및 방임, 신체학대 프로그램과 같이 학대 특성에 초점을 둔 학대 맞
춤형 프로그램, ③시설보호를 비롯하여 가정위탁 보호, 그룹홈 보호, 쉼터 보호와 같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대리양육 환경의 제공,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국내 피해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가능 수준을 2014년과 2016년, 2018년의
3개년 평균 점수7)를 기준으로 할 때, 피해아동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및 방임 피해아동,
그룹홈과 가정 위탁 등의 대리양육 환경에 대한 서비스가 “보통 수준으로 이용 가능”을
의미하는 2점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8). 반면, 국제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독일이나 노
르웨이, 호주 등의 주요 국가들에서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이용 가능 수준은 2점 이
상 수준으로 높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피해아동의 특성과 학대유형별 맞춤 프로
그램의 서비스 이용 가능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나라의 경
우 성학대 프로그램과 신체학대 프로그램, 시설 보호의 이용 가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약물중독치료와 정신질환 입원서비스, 성학대 및 가정위탁의 이용
가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주 및 스웨덴과는 다소 상이한 양상이다([그림 2]).
국내에선 약물·음주·흡연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피해아동의 비율이 2017년 전체 학대
5) 기존의 선행 연구(이봉주·김진석·이상균·우석진, 2018)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종합하여 대상을 범주화하였고
2014년과 2016년과 2018년의 3개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6) 상기의 구분은 연구진의 판단 하에 분류한 것으로, WP 보고서에는 피해아동 제공에 관한 9개의 하위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분류
하고 있을 뿐, 이 9개 분류 영역을 세 가지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7) 각 당해 년도의 평가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
신의 3개년 자료의 평균값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8)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아동 특성에 관한 서비스는 약물중독치료(1점) < 정신질환 입원 서비스(1.7점) 순으로 이용 가능 정도가 높
고 학대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중에는 방임 피해아동(1.7점) < 신체학대/성학대(2.3점), 대리양육 환경: 가정위탁(0.7점) < 그룹
홈(1.7점) < 공공쉼터(2점) < 시설보호(2.3점) 순으로 이용 가능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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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사례의 약 2.0%(669건)9)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 2018), 약물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보이는 피해아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
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전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사
후적 서비스에서 피해아동의 특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국내의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수
준은 낮게 나타난다. 최근 5개년 동안 국내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제공 현황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상담이 매년 50% 내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고, 의료 및 심리치료와 같은 피해아동 특성을 완화하기 위한 서비스는 매년 15% 미만으
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7년 국내 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중 약 78.6%의 아동이 최종
조치 시 원가정 보호를 받았는데(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우리나라는
학대가 발생했을 시 원가정 보존 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보건복지부, 2019a).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족기능강
화 서비스는 제공 서비스의 10% 미만에 그쳐,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
스 제공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기능강화 서비스와 피해아동의
학대유형별 맞춤 프로그램은 원가정에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 위한 중요
장치인 만큼 이들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호
주 및 스웨덴과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
해 보인다.

9) 2017년 학대판정사례는 22,367건이나, 이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피해아동의 특성은 중복으로 포함하여 약 33,436건으로 나타
남. 오히려 한국에선 ‘특성 없음’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이 약 18.3%이며 ‘불안’의 성향을 보이는 아동이 4.7%(1,557건)로 나타
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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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제 주요국 피해아동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가능성 (3개년 평균)

학대행위자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유형은 ①학대행위의 원인에 초점을
둔 서비스(약물중독 치료, 정신질환 입원 서비스), ②학대유형 특성에 초점을 둔 프로그
램(성학대/방임/신체학대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약물중독의 성인보호자는
아동에게 해로운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양육기술의 부족은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
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이들 서비스는 국제적인 수준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 수준
을 국제적으로 진단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 가
능 수준은 2014년과 2016년, 2018년 3개년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학대행위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및 신체학대행위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서비스의 이용 수준이
“보통 수준으로 이용 가능”을 의미하는 2점미만10)으로 확인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약물중독 치료와 정신질환 입원 서비스의 이용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되는
학대유형별 프로그램의 이용 수준이 상대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
10) 학대행위자 특성은 약물중독치료(1점) < 정신질환 입원 서비스(1.7점) 순으로 이용 가능 수준이 높고 학대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은 신체학대(1.7점) < 방임(2.0점) < 성학대(2.3점) 순으로 이용 가능 정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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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간된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의 학대행위
자의 특성 중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의 특성을 보인 학대행위자의 비율은 22.2%(8,388건)
로, 다음으로 특성 비율이 높았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3.1%)’에 비해서도 약 2
배 정도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높았던 ‘부부 및 가족갈등(7.2%)’에 비해서도 단연 높다(보
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아동학대의 문제는 학대행위자의 인식이나 사
고, 행동 양식의 개선 없이는 반복 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대행위의 원인에
초점을 둔 서비스의 개발 및 시행이 국내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더욱 강
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개 이상의 학대유형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사례
의 비율은 50% 내외로 확인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18).
중복학대 발생 가정이나 만성적인 아동학대 발생의 우려가 있는 가정을 타겟팅하고, 위
험가정별 맞춤 서비스의 개발은 중복학대 및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국제 주요국 학대행위자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가능성 (3개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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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가족 대상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유형은 ①가정 욕구기반 서비스(가정
욕구기반 사례관리, 가족 및 부모대상 홈 기반, 재정 및 물질지원), ②특수 가족에 대한
안전 환경 제공(가정폭력 대상자와 자녀 대상 공공 쉼터)과 같이 범주화될 수 있다.

[그림 4] 국제 주요국 부모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가능성 (3개년 평균)
국제적인 평가 수준을 고려했을 때 국내의 경우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이
용 가능 수준은 2014년과 2016년, 2018년의 3개년동안 평균적으로 ‘1점(간혹 이용 가
능)’과 ‘2점(보통 수준으로 이용 가능)’ 사이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 및
가족대상 서비스 중 가정욕구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의 이용 가능 수준이 다른 서비스 항
목의 이용 가능 수준에 비해 높았다11).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기능이 크게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로 분류되면서 사례관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필수적
역할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및 가족 대상의 서비스는
아동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서비스인 만큼, 서비스 전 영역에서의 이용 가
능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욕구기반의 재정 및 현물 지원, 홈 기반 서비스의 제공 수준
을 더욱 확충하고 사례관리의 영역 역시 현행의 보통 이용 가능 수준을 더욱 원활한 수준
11) 우리나라 가정 욕구기반 서비스는 재정/현물 지원, 홈 기반 서비스(각1.3점) < 사례관리(2점) 순으로 이용 가능 정도가 높았고
특수 가족에 대한 안전은 가정폭력 쉼터(1.5점)의 이용 가능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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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국제 주요 선진국 중 영국과 독일은 부모 및 가
족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이용 가능 수준이 ‘보통 수준으로 이용 가능’을 의미하는
2점 이상으로 나타난다. 호주의 경우에도 홈 기반 서비스를 제외한 항목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 수준이 2점 이상으로 높았다. 국제 주요 국가들에서 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재정 및 현물지원, 그리고 가족욕구기반 사례관리서비스의 이용 가능 수준은 다
른 서비스의 이용 가능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4]).
학대 발생이 확인되면 피해아동은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이후 원가정으로 돌려
보내지게 되는데, 분리 또는 비분리의 모든 경우, 아동은 결국 가정 내로 복귀하여 가정
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부모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프
로그램과 서비스는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초기 조치12) 시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은 약 70% 내외로 나타나고 있고, 일시 분리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들을 포함할 때 가정에서 머무르게 되는 아동의 비율은 약
80%정도이다13).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아동의 경우, 친인척, 연고자, 가정위탁, 일시
보호, 장기보호 등 여러 형태로 분리 조치된다. 분리 보호 조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조치는 ‘일시보호’이며, 초기조치 시 시설 등에 일시 보호되는 아동의 비율은 2016
년까지 매년 10% 이상의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야 8.1%로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5; 2016; 2017; 2018).
12) 초기조치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이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의 유형을 의미하며, 최종조치는 아동학
대 사례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2018).
13) 최근 5개년 동안 피해아동에게 내려진 최종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리보호
구분

총계

원가정
보호

2013

6,796
(100.0)

4,376
(64.4)

1,944
(28.6)

526
(7.7)

37
(0.5)

25
(0.4)

358
(5.3)

960
(14.1)

38
(0.6)

22
(0.3)

454
(6.7)

-

2014

10,027
(100.0)

6,666
(66.5)

2,610
(26.0)

924
(9.2)

73
(0.7)

56
(0.6)

614
(6.1)

891
(8.9)

52
(0.5)

17
(0.2)

734
(7.3)

-

2015

11,715
(100.0)

7,760
(66.2)

2,772
(23.7)

1,030
(8.8)

114
(1.0)

30
(0.3)

636
(5.4)

899
(7.7)

63
(0.5)

19
(0.2)

1,164
(9.9)

-

2016

18,700
(100.0)

13,573
(72.6)

3,730
(19.9)

1,336
(7.1)

102
(0.5)

33
(0.2)

1,113
(6.0)

1,085
(5.8)

61
(0.3)

50
(0.3)

1,347
(7.2)

-

2017

22,367
(100.0)

17,589
(78.6)

3,527
(15.8)

1,230
(5.5)

110
(0.5)

29
(0.1)

824
(3.7)

1,274
(5.7)

60
(0.3)

58
(0.3)

1,139
(5.1)

54
(0.2)

소계

친인척
보호

연고자
에 의한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사망

가정
복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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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조치 시 일시 보호되는 많은 아동들은 최종 조치 시에 ‘가정 복귀’, ‘장기 보호’, ‘친
인척 및 연고자보호’,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19a), 피해아동의 원가정
보호 및 가정 복귀 비율이 높다. 최근 5개년의 조치결과에 의해서도 아동의 가정 내 보호
비율은 매년 70% 이상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가정 내 보호 비율은 높음에도 불구하
고, 부모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 정도가 상담에 집중
되어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가족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
발과 실질적인 이행이 요구된다.

일반/예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제적 진단
일반/예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유형은 ①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둔 서비스(고위험
예비부모 대상 맞춤형 가정 방문, 예비 부모 대상 가정 방문, 부모 경험/관심사 공유센
터), ②아동의 돌봄과 건강에 초점을 둔 서비스(무상/고비용 보조금 지원 시설 보호, 아동
대상 보편적 건강검진, 아동대상 보편적/무상의 의료 진료), ③전국민의 건강에 초점을
둔 서비스(전국민 대상 보편적/무상의 의료진료)로 범주화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일반/예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국내 이용 가능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
우 낮다14). 주요 선진국 중 영국과 스웨덴, 독일에서 부모의 역할과 아동의 돌봄 및 건강
에 초점을 둔 일반/예방적 서비스의 이용 가능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방문 서비스와 부모의 경험과 관심
사를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 낮은 데 반해, 영국과 스웨덴, 독일의 경우 이 항목의 서비스
이용 가능성 수준이 2점에서 3점 수준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5]).
우리나라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상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학대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영역이 아동학대 관련 제도와 서비스 영역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한 현실에서 아동보호서비스는 예방
적 관점으로까지 확장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
방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해왔다. 그러나 학대로부터 아동을 안전하
14) 부모일반/예방적 서비스에 관한 국내 서비스는 부모 역할에 관한 서비스는 예비 부모대상(0점) < 고위험 예비부모(0.3점) < 부
모 경험/관심사 공유(0.7점)의 순으로 이용 가능 정도가 높았고 아동 돌봄 및 건강은 무상/고비용 보조의 시설보호(0.7점) < 무
상의료(1.7점) < 건강검진(2.3점) 순으로 이용 가능 정도가 높았으며, 전국민 대상 서비스는 전국민 무상의료(1.3점)가 낮은 수
준의 이용 가능 정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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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호하기 위해선 학대발생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뿐만 아니라 학대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간접적인 개입 역시 중요하다. 특히,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부모의 긍정
적 역할이 중요하고 가정의 욕구를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선 특별한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과 고위험 가정에 대한
맞춤형 가정방문, 부모로서의 관심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는
부모 준비를 위해 제공되어야 할 중요 서비스이다. 또한 아동의 건강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 줌으로써 가정의 부담을 덜고, 취약아동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림 5] 국제 주요국 일반/예방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 가능성
그간 국내 아동보호체계는 다소 여러 변화를 겪어 왔다. 민간에서 위탁·운영되어 오던 아
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과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
한 사례관리를 해 왔다. 최근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전담팀을
분리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는 현장조사를 공공섹터인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관된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형태로 운영된 기관도
일부 있다. 이는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성격이 다소 이질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국내 아동
보호체계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 왔지만 그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인식 강화, 학대발생 가정의 발견 및 개입에 다소 초점을 맞춰왔다. 새롭게 재편된 아동학대
체계에서는 학대가정이 필요로 하는 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더욱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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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치료
적 개입 등의 서비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안재진, 2016; 이유니, 2016).
국내의 경우 아동보호체계 내 서비스에 관한 변화는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제공 수준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이봉주 외, 2015; 민소영 외, 2019). 이에 향후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접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을 기능
을 회복하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이봉주 외, 2017). 아동복지 담당 사회복지사가 보
고하는 위험요인은 아동안전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데 반해 보호자의 욕구 불충족
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김혜성, 2015), 아동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욕구 충족과 보호
자에 대한 부모교육 역시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가정 욕구 기반의 가족기능 강
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제2절 주요 국가들의 아동보호서비스 개요
1. 미국15)
미국은 연방정부기관인 아동국에서 아동복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각 주(州)에서는 아
동국의 가이드라인과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에 관한 법률(The Child Abuse Preventio
n and Treatment Act, 이하 ‘CAP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활동 범위와 역할
에 근거하여 주마다의 아동학대 예방 및 관련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서비스로 통칭되는 각 주의 정부조직인 사회복지부서에서 아동보호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의 역할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 등에 집중되어 있고, 각종 피해자 지
원은 아동옹호센터 또는 가족지원 활동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역단
위 민간 기관인 전국아동옹호센터(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 이하 ‘NCA
C’)는 미국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센터의 역할은 『아동학대 피해자법(The Victims
of Child Act)』16)에서 강조하는 다자간 통합지원모델의 표준 모델이라 할 수 있다.

15) 류경희·윤현석(2016), 「미국의 아동학대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16)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관한 내용(다자간 통합지원모델, 피해자 조차의 최소화, 24시간 상담센터 연계 등)을 포함하여
아동옹호센터 업무에 관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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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아동옹호센터(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17)
전국아동옹호센터는 미국 앨라배마주(State of Alabama)에서 신체적·성적 피해아동
에 대한 다자간 협력 및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파트너쉽 성격의 검찰 부서로 출범
했고 Bud Cramer라는 지방검사에 의해 시작됐다. 1986년에는 비정부기관으로 등재되
었고, 1992년에는 현재의 명칭인 “National Children’s Advocacy Center”로 변경됐
다. 미국 전역에는 최근 845개의 아동옹호센터(Children’s Advocacy Center, CAC)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옹호센터(Children’s Advocacy Center, CAC)의 설립 및 운영 기준
1) 아동친화시설 (Child-Friendly Facility)
2) 다자간 통합지원팀 (Multidisciplinary Team, MDT)
3) 진술조사 (Forensic Interview)
4) 의료적 평가 (Medical Evaluation)
5) 정신건강(심리치료) (Mental Health)
6) 피해자지원18) 및 옹호 (Victim Support & Advocacy)
7) 사례검토 (Case Review)
8) 사례관리 (Case Tracking)
9) 조직관리 능력 (Organizational Capacity)
10) 문화적 역량과 다양성 (Cultural Competency & Diversity)
아동옹호센터에 의뢰되는 모든 아동학대 사례는 다자간 통합지원팀(MDT)을 중심으로
수사절차 및 지원이 이루어진다. 다자간 통합지원팀(MDT)은 가정 및 피해자 지원 서비
스를 비롯하여 의료 지원, 정신건강지원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의료적 지원: 학대에 관한 신체적 증거수집 외 아동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추
가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서비스의 경우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위해 전
17) 류경희·윤현석(2016), 「미국의 아동학대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연구」와 https://www.nationalcac.org/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8)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민간 인력으로, 정보제공, 정서적지지, 관련자원 연계, 법정동행, 형사사법기관이나 사
회복지기관과의 접촉 등 역할을 한다.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 또는 비영리 조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일부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 자원 봉사자들이다. NCAC에서 주된 역할은 피해아동의 면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자를
만나 위기면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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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인 심리치료를 일상적으로 제공하는데, 외상중심 인지행동 치료와 부모아동상호
교류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진행한다.
◈ 정서적 지원: 외상중심 인지행동 치료 등 정신건강 치료법을 훈련한 상담 전문가에
의해 실시. 진술조사와 심리치료는 동시에 진행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가
족 지원활동가(Family Advocate)라는 민간 봉사자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정서적
으로 지원하는데, 아동에 대한 면담조사가 지원되는 동안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만나
위기면담(Crisis Interview)을 실시한다. 수사 및 기소과정 동안에 피해자 지원과 교
육, 다자간통합지원팀 대응과의 협력,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의뢰, 최초면
담 이후에 사건 진행상황 확인을 위한 후속적 접촉 제공, 심리치료 서비스와의 조정
등을 제공한다.
◈ 가족과 피해자 옹호 서비스(Family and Victim Advocacy Service)19)
⦁ 가족 옹호 서비스 미션(Mission of Family Advocacy Services) : 성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의 보호자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위기 인터뷰(Crisis Interview) : 보호자와 그들의 자녀가 법의학적 인터뷰를 하는 동안 가족
옹호자에 의해 수행된다. 위기 인터뷰는 간병인의 학대와 관련한 요구사항을 탐색하고, 조사
과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일반적인 안심과 지원을 제공. 위기 인터뷰 후, 가족 옹호자는
가족에게 필요한 추가 서비스와 의뢰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몇 달 동안 보호자를 추적한다.
⦁ 개별 지원 서비스(Individual Support Services) : 보호자는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가족 옹호자와 주간, 격주 또는 월례 모임을 요청할 수 있다.
⦁ 그룹 지원 서비스(Group Support Services) : 보호자는 6주간 그룹서비스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 그룹은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은 자녀들의 가족들에게 정보와 지원 활동을 제공한다.

◈ 법률적 지원: 사건기소 시, 피해자 지원은 지방검찰에 위치한 피해자지원 담당자
(Victim Service Officer)에게 연계된다.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사건의 진행상황에
관한 최신 정보, 피해자 보상작업에 관한 지원, 검사와 피해자 가족 사이의 연락서비
스, 법정 동행 서비스 및 공판에 대비한 정보, 피해자의 권리이익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에 관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한다.
19) https://www.nationalcac.org/family-and-victim-advocacy-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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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20)
영국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제정으로, 본격적인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문제
등에 직접적인 국가 조기 직접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법 하나로만 부족하다는 인
식 하에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 공익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지침을 제정하기도
했으며, 각 지역의 주도적인 참여 및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마다 지역아동보호위원
회를 설치했다. 또한, 2000년 클림비 보고서(Climbie Report)21) 이후 기존의 처벌중심
이던 아동법으로부터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아동학대 관련
제도의 획기적으로 변화를 진행해왔다(김형모 외, 2015).

국립아동학대예방협회(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22)
학대를 막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영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자선단체로, 지역 서비
스센터를 통해, 또는 아동 및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증거에 기반
한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도록 하고 있다.
학대극복 서비스(Overcoming abuse) : 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서비스
1) DART(Domestic Abuse, Recovering Together): 가정폭력 피해아동과 모에 대한
지원서비스
2) Life Story Work: 피해 상황에 대한 아동의 인지 및 이해 지원서비스
3) Young Witness Service: 18세 이하 아동의 법정 출석 시 필요 지원(무료, 독립적,
비밀보장 하)을 제공하며 NSPCC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재판 전후에 아동과 청소
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지지자들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
4) Here and Now: 성학대 피해 의심 아동에게 제공하는 치료적 지원서비스로, 성적피
해 아동의 이상 징후가 의심될 시 아동과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행동적, 감정적
어려움의 해결 지원
20) 강은영․ 김희균(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클림비 보고서 (Climbie report)는 2000년 영국에서 9세 소녀 빅토리아 클림비가 친척의 학대로 숨졌을 때 영국 정부가 의회
와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여 만들어낸 보고서이다. 영국 정부는 클림비 사망과 관련한 사항을 2년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병원이나 경찰이 클림비를 도울 수 있었던 기회가 최소 10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놓쳤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영국 정부는 이 조
사를 토대로 클림비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존 처벌중심이던 아동법을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 중심으로 개정했다.
22) 국립아동학대예방협회 홈페이지
https://learning.nspcc.org.uk/services-children-families/overcoming-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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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fant and Family Teams: 사회복지사와 판사가 피해아동의 향후 거취 여부(생물
학적 가족과의 재결합 여부), 추가 돌봄 제공 필요 여부 등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
결정 지원
6) The Light House: 성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동-조정 서비스로, 성학대피해아동 아
동의 회복을 돕기 위한 다기관 지원서비스
7) Letting the Future in: 성학대피해아동 지원 서비스로, 피해아동의 미래 삶 재건을
목표로 하며, 이 서비스는 미국 보건의료 우수연구소(NICE, 2017)의 추천 서비스이
기도 함.
8) Protect and Respect: 11세~19세 연령 아동을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
로,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한 관계와 공감지원 서비스와 착취 상황에 있는 아동의 부
모 및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3. 호주23)
호주의 아동보호체계는 학대 및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단순한 보호차원이 아닌 아동의 안
전 및 가족복지를 지원하는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아동을 최대한 원가정
에서 보호하고 가족 기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주와
관할 행정구역별 아동보호 관련 법률24) 입법화 및 정책·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행사하고 있
다.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이 나면 지방정부(state, territory)는 보호명령(Care and
Protection Order)을 법원에 청구, 대리양육(guardianship and custody orders), 위탁
보호(third-party parental responsibility arrangements), 지도감독(supervision), 일
시보호(interim and temporary orders) 등의 절차에 따라 개입하게 된다.
호주의 아동학대 관련 담당부서는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산하의
Families, Older Australians and Service Information이고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DCPFS)에서 주로 전담하며, 민간 기관에서 주로 직
접적인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취약계

23) 윤정숙․ 박성훈․ 김진석(2014),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개발: 행위자 특성조사 및 기초매뉴얼 개발」,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24)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의 children and Young People Act 2008, Queensland의 Child Protection Act 1999, New
South Wales의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1998 등 호주 각 지역별로 아동보호 관련 법률 제정 및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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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조기개입, 위기(at-risk)상황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특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아동학대및방임예방학회(NAPCAN)
호주의 아동학대는 정부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지방단위의 노력, NAPCAN과 같은 민
간단체의 실질적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평가된다(홍전희, 2004; 강은영 외,
2014에서 재인용). 민간단체인 전국아동학대방임예방학회(NAPCAN)는 1987년에 설립
되어 모든 유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며 아동학대와 방임이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서비스 주요 내용25)
① 집중서비스(Intensive Family Support Services)와 가정 외 보호
⦁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보호의 의미보다는 가족복지 서비스를 통한 가족기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집중서비스
제공
⦁ 가정 외 보호(OOHC, Out-of-Home Care), 시설보호(residential care), 친인척 위탁 및
가정위탁(Family group homes), 가정기반보호(Home-based care), 자립(Independent
living) 등으로 구분
⦁ 각 지방정부는 아동학대 위험요소 평가도구(consensus-based and actuarial risk
assessment instruments)를 활용

② 부모교육 프로그램(Positive Parenting Programme, Tripple P)
⦁호주에서 시작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Tripple P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긍정적 효과
창출 및 타국가에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으로 시행 중
⦁지역사회 기반으로 부모가 신생아부터 청소년까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방법을 교육
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방지
⦁①안전한 환경만들기(Safe and engaging environment), ②긍정적으로 반응하기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③체벌대신 규칙정하기(Assertive discipline), ④현
실적인 기대치 정하기(Realistic expectations), ⑤스스로를 돌보기(Parental self-care)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 포함

25) 한국보육진흥원(2016),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27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③ 정보공유 지침
⦁ 지방정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침에 따라 아동보호체계에 진입한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보 공유26)
⦁ 아동 및 가족의 사생활,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더 중시함에 따라
아동학대 담당자(Child Protective Worker)는 등록된 민간단체, 의료인(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s and nurses), 학교 관계자, 서비스제공자(authorized professionals
employed by service agencies)와 정보 공유
⦁ 경찰을 포함한 관련기관(person in charge of a disability service, person in charge
of a parenting assessment and skill development service 등)과도 정보 공유

④ Signs of Safety :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for Child Protection and
Family Support (아동보호서비스 체계 정비를 위한 6년간의 Western Australia(WA)
지역 장기계획)
⦁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아동보호 담당자와 가족, 학대피해아동·청소년, 민간기관이 함께 고
민하고 대응하는 ‘해결중심’ 실천모델
‣ 부모의 아동 돌봄 (what are we worried about in how parents are caring for their
children?)
‣ 최적의 대안 (what is working well?)
‣ 아동의 현재 안전 (a judgement around the current safety of children)
‣ 아동의 미래 안전 (what needs to happen to ensure future safety?)

NSW주 가족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s)의
OOHC(Out of home care)27)의 사례
NSW주에서는 정부차원의 장기 플랜(5개년)으로 수립된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
로 아동보호시스템을 가동(Keep them Safe, Child Wellbeing Units)하고 있다. 학대
와 방임위험에 처한 0-17세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범죄 및 학대와 관련된 사건에 대응하
기 위해 경찰과 주립 Health기관이 협력을 하고 있다. 기존의 경우 아동을 어디로 보내어
돌봄을 제공해야 할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면, 최근에는 아동권리 관점에서 아동들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 아동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돌봄 형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26) Victoria 지역의 경우, ‘The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t’에서 명시한 전문가는 아동보호와 가족복지를 위해 관련 정
보를 공유하도록 명시하였다(2005).
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아동정책시행계획 관련 국외연수 출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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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서비스는 학대 받은 아동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집중적 지원(Intensive Therapeutic
Care)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된다.
일반지원
① 조기개입을 통해 아동을 가족에 적응시키고 화목한 가족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
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함
② 부모의 문제점을 해결 및 부모 개선 지원하여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
③ 친부모와의 화목한 가족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가디언쉽을 통한 open adoption으
로 진행(2년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친척을 통한 케어 또는 위탁자들이 아
동을 입양해서 키우는 것 또한 권장 됨.
④ 집중적인 치료개념의 케어 : 트라우마 경험한 아동의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집중서비스
영구지원
① Initial case plan goal package(모든 아동 대상; 2년 내 아동들의 상태 결정 될 수
있도록 지원, 6개월마다 아동들이 잘 적응하는지 확인)
② Baseline package, Child needs package, Other Specialist packages(원주민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 모두 포함, 3년 동안 생활적인 부분 지원, 4+ s
ibling placement option: 형제들은 함께 care 할 수 있도록 지원, 15세 이상 아동
들에게도 3년 동안 매년 지원)

[그림 6] 호주의 아동보호 배치 및 서비스 제공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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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요보호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 분석
본 절에서는 국내 및 외국의 요보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적용 및 확대가능성 여부를 검토해보
고자 한다.

1. 국내 보호대상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28)
국내에서는 보호대상 아동이 발견되거나 보호자가 아동보호를 의뢰한 경우 관할구역
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최상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보호조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표 5> 국내 보호대상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
보호조치

서비스 지원

친가정복귀

⦁통합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
단에 의뢰하여 서비스 제공

연고자 가정을 통한
대리양육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하여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

위탁가정 배치

아동복지시설 입소

⦁위탁가정(부모)교육: 기본 4시간+연간 4시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아동 1인당 월 20만원 이상 권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위탁가정 사례관리
⦁종사자 보수교육
⦁디딤씨앗통장
⦁아동결연, 후원금 및 개인금전 관리
⦁입소대상 아동 교육실시

28) 보건복지부(2019),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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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서비스 지원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정착금 지원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지원 및 확대 권고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원 입소

입양

⦁약물 및 알코올 중독･정서･행동･발달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
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입양부모교육: 기본 8시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만 16세까지 월 15만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만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입양비용 지원
⦁입양아동심리치료비 지원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1) 친가정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는 조치는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
정을 통한 대리양육이다. 연고자 보호･양육은 친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
육 또는 가정위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능한 친부모 또는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
동을 보호함으로써, 친가정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은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행하고(법 제15조제1항제1호),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법 제15조제1항제2호). 이를 위해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아동의 보호자 및 연고자가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초기상담 결과 해당 가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례를 읍･
면･동 맞춤형 복지팀이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읍･면･동 복지허브화 미실시 지방자
치단체)에 의뢰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
육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탁가정으로 지정하여 위탁가정 대상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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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위탁
가정위탁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1) 위탁가정 교육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위탁부모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기본 4시간의 위탁부모 양
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또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
위탁부모,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
야 한다.
교육내용은 위탁양육에 대한 이해, 위탁아동의 특성, 좋은 부모의 역할 등이며, 교육이
수 대상자가 노령, 질병 등 기타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
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별도가구로 보장하는 개인단위로 실시한다. 위탁가정 소
재지 시･군･구는 위탁보호 결정아동에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도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는 경우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아동
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 보호 조치된 경우(시설보호, 가정위탁보호 등) 실질
적 가족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시장･군수･구
청장은 부양능력 있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것으로 인정하
여 기초생활수급자로 보호한다. 위탁아동이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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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양육보조금 지원
2019년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아동양육에 대한 보조금은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5만원 이하의 양육보조금을 지
원하고 있다. 위탁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지방정부에서는 최소한 권고수준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③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
여 1인당 연 65,000원 이내의 상해 보험료를 지원한다.
④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전세자금 지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당해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
육, 친･인척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
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가정위탁(대리양육･친인척･일반) 종료 아동에게 임
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3)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①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치료비는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
통비 월 2만원 이내의 심리치료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이나 필
요 시 12개월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
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디딤씨앗통장
가정위탁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정부매칭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이지만, 적립계
좌는 만24세까지 계속 저축이 가능하다. 위탁아동 선정 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며,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 복귀하면 중도해지가 아니라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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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착금 지원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에게 아동양육시설 및 공
동생활가정 퇴소아동과 동일한 기준으로 1인당 5,000천원 이상의 자립지원정착금을 지
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④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대학진학자금 등 지원 권고
대학에 진학한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5,000천원 이상 대학진학자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⑤ 후원자 및 결연기관 지정
시･군･구청에서는 가정위탁보호 결정･해지 시 결연기관에 명단을 통보하여 결연후원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대리양육, 친･인척 위탁가정 등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원자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후원자는 결연기관의 직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
도하여 후원금 사용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한다.

(4) 위탁가정 사례관리
가정위탁보호 결정 통보를 받은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을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관
할 행정기관(읍･면･동, 시･군･구)과 협조하여 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을 사례관리 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30
일 이내 욕구영역별 개입목표를 설정하고, 보호대상 아동별 보호･관리계획(서비스제공 및
복귀계획)을 수립, 확정 한 후 보호･관리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지 가정위탁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 확인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보호계획 이행점검
(상담 등을 통한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이행점검은 보호계획에 따른 보호조치 후 1개
월 내 집중 점검(위탁가정에서의 적응 여부 등)과 이후 1년 단위 상시 점검(적응상태, 변화
정도 등 수립된 성과목표 일치성)으로 이루어진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점검 결과,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해당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한다.
34

제2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3)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및 종사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비스와 지원을 받는다.

(1) 종사자 보수교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아동복지 단체
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
한 심리적 이해 및 아동 특성별 사례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아동의 심리 이해와 종사자 전
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
시한다.

(2) 입소아동 대상 서비스
① 디딤씨앗통장
시설아동은 위탁가정 아동과 마찬가지로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자이다. 아동이 매월 일
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준다.
② 아동결연, 후원금 및 개인금전 관리
어린이재단을 통한 아동결연으로 아동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설장은 어린이재단
에 입･퇴소현황을 월1회 이상 통보하여 결연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미결연아동
을 적극 추천하여 결연후원에서 누락을 방지한다. 후원금 통장명의는 아동개인 명의로
하되, 사용인감은 시설인감으로 하고 카드발급이나 사용인감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아
동 임의로 현금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특별히 필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를 받아 시설장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통장을 관리하도록 한다. 후원금이 많
이 입금되는 아동은 자립정착금,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교육비 및 개인적금 적립 등을 통
해 불필요한 사용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개인 명의로
국가, 지역사회, 원가정 등으로부터 아동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양육수당 등)은 아동 스
스로 자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설에서 위임하여 관리한다. 이러한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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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제반 지출(예, 디딤씨앗통장 적립, 학습비, 의료비, 치료
비 등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도록 한다.
③ 입소아동 대상 교육실시
아동양육시설에서는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8조 별
표3의 교육기준에 따라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
용 예방(흡연교육 포함)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
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시설 아동 대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6개월 1회 연간 8시간 이상), 시설장은 입소아동의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시설 내 영양사로 하여금 아동대상 영양 및 식습관 교육을 실시하
도록 한다. 이외에도 시설장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보호전문기
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적극 연계하여 아동교육을 실시한다. 이외 경제교육, 사회기술
훈련, 진로교육 등 자립을 위한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④ 자립준비프로그램 운영 확대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시설입소 단계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미취학･초･중･고･대학)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도(시･군･구)는 입소 때부터 자립지원프로그램이 실
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기업체 등 지역사회를 연결해 주
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시설은 입소부터 아동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의 개
인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자립지원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소 후 3개월 이내
원가족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둘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별·영역별 자립지원 표준화 프
로그램 운영, 셋째, 만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수립(매년 1
월~3월), 넷째, 대상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현황을 시스템 입력 또는 지자체 보고, 다섯
째, 보호종료 전 개별아동의 자립수준점검을 통해 자립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보호가 종
료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⑤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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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보호종료 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
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
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이 가능하다. 자립정착금은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 되도
록 지급하고,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을 확인 후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아동
이 계획에 맞게 자립정착금을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
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정착금 지급 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안내한다.
⑥ 대학등록금, 전세자금 지원 확대 협조
일부 시･도에서 보호종료 아동에게 대학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대학등록금, 장학금, 전세자금 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원 입원(입소)
약물 및 알코올 중독･정서･행동･발달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
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킨다(법 제15조제1항제5호)

5) 입양
정부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아동을 입
양한 국내 입양가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서비
스는 다음과 같다.

(1) 입양부모 교육
예비입양부모들은 입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예비입양부모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나면, 양친교육이수증명서가 발급된다. 예비입양부모교육
의 목적은 예비입양부모에게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입양부모가 자녀를 효과적
으로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들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입양절차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녀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
양가정 지원 및 사후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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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양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① 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의 주민등록지인 지자체의 시·군·구청장은 입양아동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20일,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신청자(입양부모)의 계좌로 지급한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이 가능하다.
②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고교 재학 중에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지원)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장
애아동의 유형은 첫째,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둘째,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셋
째,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이다.
양육보조금은 중증장애아동은 월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은 월 551천
원이며,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지원하며,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된다.
③ 입양아동 의료급여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포함)에게 1종 의료급여를 실시한
다(입양가족은 제외). 지원방식은 2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했을 수 있는데, 사전지원방식
은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이며, 사후지원방식은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통합관리하고, 의료이용 시 납부한 본
인부담금을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다.

④ 입양비용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알선 비용을 지
원한다. 지원 내용은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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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용으로 복지부 허가기관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은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한편, 입양철회가 발생한 경우,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은 입양기관에 입양대상아
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지원액은 2주
미만 15만원부터 8주 이상은 73만원까지 2주 단위로 차등지원 된다.
⑤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
내입양아동에게 심리정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입양아동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비는 가정위탁아동과 동일하게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의 심리치료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이나 필요 시 12개월
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3) 입양 후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입양 후 사후관리는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입양성립 후 1
년 간 입양기관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
며, 입양부모도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입양가정은 이 기간 동안 이사나 연락처 변동 등
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입양기관에 고지해야 하며, 입양기관으로부터 사후관리서비스를 제
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사후서비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양기관에서는 1년 내 4회
이상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4회 중 최소 2회는 가정방문 후 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한편 1년간의 의무적인 사후서비스 제공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입양기관은 입양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 치료지원, 자아성장 지원, 자조모임, 유리드
믹스, 사후상담 및 사후방문, 사례관리, 친생부모 찾기 등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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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요보호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
1) 영국
(1) 보호대상 아동 현황29)
2018년 3월 31일 현재 영국의 보호대상 아동 수는 75,420명이며, 이는 2017년의 7
2,590명에 비해 4% 증가한 것이다. 2018년 새롭게 보호체계로 들어온 아동은 32,050
명이다. 보호대상 아동들은 대부분(63%)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약
15%는 가족 역기능으로 인한 것이다. 이외에 가족위기(family in acute stress)로 인한
보호가 8%, 부모 부재로 인한 보호가 6%를 차지한다.
영국의 보호대상 아동들은 약 73%가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 비혈
연 위탁가정이나, 친인척 및 친구에 의한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2014년의 14%에
서 2018년의 18%로 증가했다. 위탁가정보호는 1970년대 초반의 32~25%에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설보호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보호대상 아동의 11%는 보안병원(secure
units), 양육시설(children’s home), 또는 준자립생활(semi-independent living)에서
생활하며, 6%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2018년 입양된 아동은 2,230명이며 이는
전체 요보호 아동의 약 3%이다. 입양아동의 수는 국내입양이 가장 많이 되었던 2015년
(5,360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입양의 감소는 배치명령(placement or
der)을 받은 아동 수의 감소를 반영한다.

(2) 보호대상 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영국의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입양서비스와 위탁양육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곳
이 대부분이며, 공공기관(Local authority adoption and fostering agencies)과 비영
리기관(voluntary/ independent adoption and fostering agency)이 공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존재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 규모는 공공기관보
다 작으나, 높은 수준의 지지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9) Department for Education (2018). Children looked after in England (including adoption), year ending 31 March
2018.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57922
/Children_looked_after_in_England_2018_Text_revised.pdf 에서 인출(20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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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30)
아동을 배치한 지방정부는 입양 후 3년 동안 입양 지원 욕구를 사정할 책임이 있다. 3
년이 지나면 입양가족이 거주하는 지방정부가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방정부는
입양부모에게 입양지원서비스와 서비스 욕구사정에 대한 그들의 권리에 대해 설명할 법
적 책임이 있다. 각 지방정부에는 입양지원서비스 자문가(Adoption Support Service
Adviser: ASSA)가 있어서 입양부모가 입양지원 및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CAMHS)와 같은 다른 전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입양
부모들은 입양부모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담은 입양여권(Adoption
Passport)을 받게 된다.
①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입양지원서비스
보호 중인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지방정부는 다양한 지원서비스와 비용을 제공한다.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상담, 정보제공, 조언
∙ 행동, 애착 및 기타 문제에 대한 도움
∙ 특수한 돌봄 욕구 또는 이전 위탁부모에 대한 재정지원
∙ 입양아동과 친생가족 간의 접촉을 위한 도움
∙ 많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들이 모일 수 있는 모임과 행사
∙ 입양부모들이 입양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돕는 훈련
∙ 입양아동이 잠시 동안 다른 양육자와 지낼 수 있도록 단기 휴식
∙ 파양 시 도움제공

② 입양지원기금(Adoption Support Fund)을 통한 치료 지원
영국에서는 입양 후 치료적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접
근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양지원기금(Adoption Support Fund: 이하 ASF)을 설립했다.
ASF는 21세 이하(또는 특수교육 욕구를 가진 25세)로 영국에 살고 있으며, 이전에 영국,
30) https://www.first4adoption.org.uk/adoption-support 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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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지방정부의 보호 하에 있다가 입양되었거나 해외입
양된 아동들, 특별후견명령(Special Guardianship Order)을 받아 보호 중에 있거나 아
동배치명령(Child Arrangement Order) 하에 있는 경우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치
료를 위한 비용은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5,000 파운드까지 지원되며, 별도로 전문가 진
단을 위한 비용이 2,500 파운드까지 지원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치료 및 진단 비용은
30,000 파운드까지 지방정부와의 대응자금으로 지원한다.
ASF를 지원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다.
∙ 친구, 가족, 교사 및 교직원과의 관계증진
∙ 학습참여 증진
∙ 정서조절과 행동관리 향상
∙ 자신감을 증진하고 긍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 관계를 즐길 수 있는 능력 향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적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치료적 부모훈련(Therapeutic parenting training)
∙ 양자관계발달심리치료(Dyadic Developmental Psychotherapy: DDP)
∙ 치료놀이(Theraplay)
∙ 부모놀이치료(Filial Therapy)
∙ 미술, 음악, 연극, 놀이 등 창조적 치료
∙ 안구운동 둔감화 재처리 요법(Eye Movement Desensitisation and Reprocessing
Therapy: EMDR)
∙ 비폭력 저항(Non-Violent Resistance: NVR)
∙ 감각통합치료/감각애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sensory attachment therapy)
∙ 다중체계치료(Multi Systemic Therapy: MST)
∙ 심리치료(Psychotherapy)
∙ 치료적 욕구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는 전문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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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적 개입과 함께 하는 집중적인 라이프스토리 워크(Extensive life story work
with a therapeutic intervention)
∙ 치료적 요소를 상당부분 포함하는 단기휴식(Short Breaks)

③ 교육적 지원
입양아동들은 발달과정에서의 외상으로 인해 복합적인 행동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
으며, 이로 인해 많은 입양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입양 후 새로운 환경
은 그들에게 위협적이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그들의 학습
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입양아동들의 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 학교우선선택권(priority access to schools)
∙ 아동의 특수교육 욕구에 대한 사정을 지방정부에 요청할 수 있음
∙ 2세부터 시작되는 무료 조기교육(free early education)
∙ 영유아 교육에 대한 학비지원(Early Years Pupil Premium) - 모든 3, 4세 입양아동
에 대한 2,300 파운드의 추가지원
∙ 학비지원(Pupil Premium) -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입양아동에 대한 2,300 파운드
의 추가지원
∙ 학교 교직원을 위한 입양이해 교육 자료 –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 PAC-UK’s
Education Service」, 「Toolkit for schools」 등

④ 재정 및 주거지원
앞서 언급한 입양아동에 대한 학비보조금과 입양지원기금(ASF) 외에 입양부모는 52주
간의 입양휴직과 휴직급여(첫 6주간은 소득의 90%, 이후 33주간은 145.18 파운드 또는
소득의 90% 중 낮은 금액)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배치를 기다리는 동안 지방정부
가 제공하는 임의주거보조금(discretionary housing benefit)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
정부에 따라 공공주택(council housing) 우선 배정권을 갖기도 한다.
위탁가정 서비스
많은 위탁부모들은 헌신적으로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위탁보호의 전문화 또는 위탁부
모가 전문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처우되도록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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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러한 전문화는 아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과 관련된 의사결정
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① 자조집단(Peer Support to Foster Carers)
자조집단을 통해 위탁부모들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실질적 지지
를 제공하고, 쉼(respite)을 제공하며, 함께 어울린다. 이러한 자조집단은 공식적으로 조
직될 수 있는데, 7개 기관의 시범사업과 평가를 거쳐 현재 10개의 위탁기관으로 확대된
Mockingbird Family Model(MFM)은 자조집단에 실증적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모델은 한 명의 중심양육자(hub carer)를 중심으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6-10명의
양육자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중심양육자로 하여금 이들에게 지지를 제공하도
록 한다. 중심양육자는 특별히 모집된 훈련된 양육자로 위탁아동을 종일제로 돌보지 않
고, 동료지지, 코치, 일시돌봄(respite care), 가족들을 위한 행사 등을 제공한다. 또한 중
심양육자의 가정은 의사결정회의, 사회복지사의 방문과 친가족 방문을 위한 공간으로 활
용될 수 있다. 2016년 발간된 평가결과는 매우 고무적인데, 효과성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친숙하고 믿을 수 있는 일시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동료지지 네트워크이다.
② 경제적 지원
위탁부모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국가최소수준을 권고하고 매년
4월 이를 갱신한다. 수당의 범위는 런던 또는 남동부를 제외한 잉글랜드에서 아기를 돌
보는 것에 대한 비용인 주당 125파운드에서 런던에서 16 또는 17세 아동을 돌보는 비용
인 주당 219파운드까지 다양하다. 양육수당 외에 거의 모든 위탁서비스에서는 위탁부모
에게 보수(보상)를 추가로 지불한다. 정부가 기준을 제공하는 수당과 달리, 이 보수는 개
별위탁서비스가 각각 그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아동의 연령과 위탁유형, 양육자의 기
술과 역량, 위탁기간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0-4세의 특별한 욕구가 없는 아동을 돌보는
신규 위탁부모와 친인척 또는 친구 위탁양육자들 중 많은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다. 위
탁부모협회(Fostering Network)는 지방정부 위탁서비스의 54%가 양육자들에게 바용
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보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 양육이 힘든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수가 상당히 증가한다.
이외에도 위탁부모들은 세금공제와 보조금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는데, 위탁부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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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파운드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받고, 그에 더해서 아동과 함께 지내는 매
주마다 세금을 경감 받는다. 또한 보조금 제도에 있어서도 혜택을 받는데, 위탁부모는 자
산조사에 기반한 보조금의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위탁양육수당과 보수를 소득에 포함시
키지 않도록 하며, 위탁부모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한 구직자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소
득보조금과 고용지원수당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환급을 신청할 때 위탁으로 인한
소득은 고려하지 않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위탁부모들에게 지방세를 전액감면해주
기도 한다.
③ 위탁부모에 대한 훈련과 지원
지방의회나 위탁기관에서는 매년 위탁부모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훈련을 제공한
다.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위탁부모를 방문하여 조언과 지지를
제공한다. 또한 위탁부모를 위한 무료상담전화인 Fosterline에 전화를 걸어 위탁과 관련
된 조언을 구할 수 있다. 한편 「Training, support and development (TSD) standards
for forster care」라는 교육자료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위탁부모들이 위탁 후 첫 12~18
개월 동안 알아야 할 것들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위탁기관들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대응, 아동보호 및 위기관리, 예비위탁부모를 위한 준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훈련 프
로그램을 제공한다.
시설아동에 대한 서비스
영국의 『보호기준법 2000(Care Standards Act 2000)』에 따르면, 양육시설
(children’s home)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동을 위하여 보호와 숙박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Ofsted, 2018). 영국의 양육시설은 다양하며, 양육시설을 운영하기 위
해서는 미리 교육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교육부에 양육시설로 등록된 시설들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Ofsted, 2018).
∙ 일시적으로 지자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위한 시설
∙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
∙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
∙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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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들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보안양육시설(secure children’s home)
∙ 16세 이상의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와 숙박을 제공하는 시설
∙ 단기 휴식을 제공하는 시설
∙ 쉼터
∙ 학생들에게 매년 295일 이상의 숙박을 제공하는 기숙학교
∙ 학생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기숙학교
∙ 아동 및 청소년들이 기간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정착된 보트나 이동식 주택
또는 오두막
∙ 특정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돌봄 계획에 의해 영구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
히 설계되거나 개조된 아파트나 주택

영국의 양육시설(children’s home)은 대부분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28%의 아동
만이 공공시설에서, 5%만이 비영리부문의 시설에서 살고 있다. 양육시설의 주당 평균비
용은 약 3,000 파운드이며, 서비스 제공주체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Narey, 2016). 아
동이 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데 아동의 절반 정도는 3개월 이내,
83%는 1년 이내로 머문다.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연령은 10~15세(57%), 16세 이상(4
1%)으로 대부분 10세 이상이다. 양육시설의 규모는 최근 더 축소하였는데, 현재 양육시
설의 평균 정원은 4명이며, 2012-2013년 등록된 양육시설의 3/4 이상이 5명 미만의 정
원을 가지고 있다(Narey, 2016).
영국의 양육시설 수는 보다 많은 민간시설이 개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
018년 이후에도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Ofsted, 2019). 단,
양육시설로 등록된 특수기숙학교의 수는 감소하였다(Ofsted, 2019).
2019년 3월 현재, 영국에는 2,304개의 양육시설이 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95
개소) 증가한 것이다. 이들 시설의 정원은 12,035명이며 이는 전년에 비해 약 2% 증가하
였다(Ofsted, 2019). 매해 4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에 새롭게 등록된 양육시설은 10
월 1일에서 이듬해 3월 31일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의 점검(inspection)을 받아야 하며, 1
0월 1일에서 이듬해 3월 31일 사이에 새롭게 등록된 양육시설은 4월 1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Ofste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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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양육시설은 운영 목적과 거주하는 아동들을 위한 목표를 명시해야 하며, 각각
의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이의신청 절차, 옹호집단에 대해 접근하는 법 등 아동이 시
설의 돌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아동의 연령과 이해수준에 맞추어 설명한 <아동
지침서(a children’s guide)>를 구비해야 한다(Ofsted, 2018). 양육시설의 실무자는 시
설의 목적과 그곳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성취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배경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계획에 따라 개별
화된 돌봄을 제공하고, 자원과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별 아동
이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새롭게 배치된 가정에서 살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레질리언스
와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Department for Education, 2015).
영국의 양육시설은 다양한 설립목적에 따라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예
를 들면, 보안양육시설(secure children’s homes)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포함 된다(www.securechildrenshomes.org.uk).
∙ 거주보호
∙ 시설 내에서의 교육 및 훈련
∙ 의사 및 간호사를 통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건강서비스
∙ 청소년의 고위험 문제행동(성적인 피해와 외상 치료 포함)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전
문가의 사정과 치료
∙ 정신과전문의 또는 심리학자를 통한 광범위한 정신건강 및 학습장애의 사정과 치료

2) 미국
(1) 보호대상 아동현황
미국의 아동양육시설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개별적인 소집
단의 위탁가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1950년대에 이르면 위탁가정의 아동들이 시설 아동
의 수를 넘어섰으며, 1960년대에 위탁보호는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아동양육시설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위탁가정과 근대의 기숙학교, 거주치료시설
(residential treatment center), 그룹홈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2017년 9월 30일 현재 미국에서 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수는 442,995명이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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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의 수는 123,437명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공공아동복지기
관이 개입한 아동 수는 총 59,430명이다(https://www.acf.hhs.gov/cb).

(2) 보호대상 아동 및 가족대상 서비스
입양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미국의 국내입양은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위탁보호 중인 아동을 입양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적입양을 통한 영아입양, 또는 계자녀 또는 친인척 아동을 입
양하는 것이다. 계자녀와 친인척 입양이 가장 흔한 국내입양의 형태이며, 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입양은 친권이 법적으로 종결된 아동을 입양하는 것이다. 국외입양은 계자녀 입
양을 제외한 전체 입양의 약 15%를 차지한다.
입양사후서비스는 지지집단, 교육, 사회 및 문화적 활동, 캠프, 치료, 의료자원, 뿌리찾
기와 관련된 도움, 개인파일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미국에서는 많은
공공 및 민간 비영리 기관들이 입양사후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한다. 입양사후서비스는
예방적 서비스와 집중적 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예방적 서비스는 입양의 불안정성 및
파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집중적 서비스는 입양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돕는 서비
스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입양사후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지지집단(Support groups)
지지집단은 입양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
고 공유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지지체계, 사회적 상호
작용,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다. 집단은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예: 특정국가에
서 입양된 아동들)일 수도 있고 모든 입양가족을 포함한 집단일 수도 있다.
∙ 입양부모 지지집단
입양부모 지지집단은 입양부모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조직된 경우가 많으며, 토론집
단, 사교활동, 가족행사, 워크숍, 뉴스레터, 웹사이트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 등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지집단은 미국 전역에 걸쳐 존재하며, 그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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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및 청소년 지지집단
많은 입양아동 및 청소년에게 또래 지지집단은 입양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정
상적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단은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출생 및
입양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준다. 일부 집단들은 입양청소년을 더 어린 입양아동의 멘토로 짝지어주기도 한다.
∙ 온라인 지지집단
24시간 이용가능하며, 지리적 거리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인터넷 지지집단, 블로그,
페이스북 또는 기타 사적인 집단들은 입양가족들의 지지와 정보를 얻는 주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지지집단은 대부분 사적이거나 폐쇄집단으로 운영되며, 관리
자가 회원을 관리하고 안전한 정보관리 및 비밀보장 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캠프, 사교행사, 문화체험 활동(Camps, social events, and heritage activities)
캠프나 수련회는 입양가족들이 다른 입양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
지만, 입양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러한 활동들
은 전통적인 캠핑 활동에 입양 및 민족적 유산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으며, 참여자들은 다
른 입양아동 및 청소년들과 강한 우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외에 소풍, 집단 야유회, 레크
리에이션 활동, 문화행사의 기념, 모국방문 여행 등이 입양가족을 위한 활동에 포함된다.

③ 치료/상담(Therapy/counseling)
입양가족 구성원에게 문제나 염려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욕구는 가족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다.
∙ 아동의 애착, 신뢰, 정서적, 행동문제에 대한 지도
∙ 입양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및 결혼생활 또는 부부관계 및 다른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도움
∙ 입양의 실재가 기대와 다를 때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 학대 및 방임의 외상경험을 치료하기
∙ 부모-자녀 간의 갈등을 다루는 영속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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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치료/상담은 입양관련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통해 받는 것이 중요
하며, 상담/치료 과정에 입양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④ 일시위탁(Respite care)
높은 수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자신들만을 위한 시간
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위탁은 선별되고 훈련받은 서비스 제공자가 돌봄을 대신하
도록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한다. 일시위탁은 입양가정 내에서 이루
어질 수도 있고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⑤ 정보제공(Information resources)
입양부모들은 지속적인 훈련, 정보, 지식과 기술의 개발을 통해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
른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책, 잡지, 웹사이트, 워크숍, 컨퍼
런스 및 다른 정보의 원천들을 탐색하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⑥ 입양공개, 뿌리찾기, 재회(Openness, search, and reunion)
입양관련 기관들은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가 갖는 질문에 대해 답을 제공하거나 이들의
뿌리 찾기와 재회를 도울 수 있으며, 뿌리 찾기 및 재회와 관련된 강력한 감정들을 다루
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재정지원과 학비면제
위탁보호를 통해 입양된 청년들에게는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지원, 비용면제, 또는 비
용절감 등이 제공된다. 13세 이후 위탁보호에 있었던 청년들은 독립적인 세금신고가 가
능하며,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제도(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신청할 때 입양부모의 소득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몇몇 주에서는 위탁보호에 있
었던 청년들에게는 대학 학비감면이나 면제를 제공한다.
또한 연방정부는 위탁보호 중인 아동을 입양한 입양부모들에게 입양비용에 대한 세금
을 감면해주며, 주정부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위탁보호 중인 아동을 입양한 부모들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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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
미국에서는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위탁아동 및 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미국 내에서 1990년~2017년 동안 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진 위탁아동
및 가족 대상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Bergström 외, 2019).
<표 6> 위탁아동 및 위탁양육자 대상 프로그램
프로그램

아동연령

개입대상

1-22개월/
3.6-39.4개월

위탁양육자

Better Future Model

16-18세

위탁아동

Casey Family Programs

14-18세

위탁아동 및 양육자

Brief 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3-6세

위탁아동 및 양육자

Fostering Individualized Assistance Program

7-15세

위탁아동 및 양육자

Fostering Healthy Futures

9-11세

위탁아동

Foster Family Intervention

0-5세

위탁양육자

Incredible Years

3-10세

위탁양육자

Incredible Years Child Training Program

5-8세

위탁아동

ABC(Attachment and Biobehavioral Catch-Up)

Keeping Foster and Kin Parents Supported and Trained

5-12세

위탁양육자

Middle School Success

10-12세

위탁아동 및 양육자

Multidimensional Treatment Foster Care for Preschoolers
(Early Intervention Foster Care Program)

3-6세

위탁아동 및 양육자

Neighbor To Family

4-17세

위탁양육자

Promise

0-20세

위탁양육자

10-24개월

위탁아동

7-15세

위탁아동

14-17세/
16-18세

위탁아동

Promoting First Relationships
Supporting siblings in foster care
Take Charge

출처: Bergström 외(2019). Interventions in Foster Family Care: A Systematic Review.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XX(X), pp.1-16에서 재구성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동의 변화를 주요한 성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내
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 행동문제를 성과로 보고 있었고, 일부 자기결정, 배치안정성,
신체건강, 삶의 질, 교육적 성과와 취업 등을 성과로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위탁양
육자의 역량(민감성, 아동의 욕구에 대한 적응)과 우울과 스트레스를 성과로 포함시키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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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세 개의 프로그램이 두 번 이상의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를 확립하였는데, 이들 각각은 다음과 같다.
∙ ABC(Attachment and Behavioral Catch-Up): 단기간의 표적화된 애착 기반 개입
프로그램으로 위탁부모들의 양육행동의 민감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프
로그램의 성과로 아동의 애착행동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 Incredible Years: 지도자가 이끄는 집단토론: 비디오테이프 모델링과 개입전략의 연
습(rehearsal)은 부모의 양육기술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둠.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과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위탁부모의 양육역랑을 향상시킴.
∙ Take Charge: 위탁보호 중이면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고위험 청소년들의 성공적
전이(transition)를 돕기 위한 자기주장 프로그램으로 후기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취
업, 고교 졸업을 향상시킴.

원가정과의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원가정과의 성공적인 재결합은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지, 행동 및 건강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 외 보호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예방이나 가정 내 서비스와 같은 다른 아동복지체
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017년 미국에서 가정위탁보호를 떠난 아동
247,631명 중 약 49%인 121,203명이 원가정과 재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정과의 재결합을 지원하고 보호체계 재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관들이
부모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 가족기능이
향상되었는지를 사회복지사들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서비스를 받았
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이나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서
비스의 이용가능성은 많은 가족과 기관들이 직면한 도전이다. 아동복지기관들은 지역사
회의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력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한
편, 이들 집단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미국 내에서 원가정과의 재결합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체계 재진입을 예방하는 서비스
전략의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31).

31)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7), 「Supporting Successful Reunification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 Bureau의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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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Mockingbird Family Model: 워싱턴 주 외
Mockingbird Family Model(이하 ‘MFM’)는 워싱턴 주 Mockingbird Society에 의
해 개발된 것으로 혁신적인 가정 외 보호의 방법이다. MFM은 위탁부모의 탈락을 방지하
고, 위탁보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둔 향상된 지원체계(support network)
를 제공하도록 구조화된다. 경험 많은 위탁보호제공자(“허브”)의 인근에 사는 약 6-10 위
탁가정들(“위성들”)이 하나의 MFM 집단을 이룬다. 그리고 허브가정은 위성가족들에게
계획된 일시보호와 응급 일시보호, 멘토링, 훈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돕는다.
MFM 허브가정은 MFM 집단을 지원함으로써 원가정과의 연결과 재결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허브가정에서 아동과 친부모들 간의 방문이나 팀
의사결정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무실에서의 만남보다 중립적이고 따뜻한 분
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허브가정은 또한 친가족들이 훈련이나 기타 서비스에 참여하도
록 MFM 집단에 초대함으로써 위탁가정들과 관계를 맺고 동일한 기술을 배우도록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위탁보호기관들은 허브가정을 통해 재결합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 한 예로, 친가족들이 휴식을 필요로 할 때 허브가정의 친숙한 환경에서 아동이 보살핌
을 받을 수 있다.
② Fostering Relationships: Washoe 카운티, 네바다 주
Washoe 카운티의 사회서비스부서(이하 ‘DDS’)에서는 Quality Parenting Initiativ
e32)(이하 QPI) 참여를 통해 Fostering Relationship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Fostering
Relationships는 Attachment and Biobehavioral Catch-Up for Visitation(이하
‘ABC-V’) 프로그램을 변형한 것으로 원가정 방문 시 위탁부모들과 한 명의 준전문가 멘
토를 친부모들의 파트너로 설정함으로써 부모-자녀 간의 방문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
램이다. ABC-V는 생후 6개월~6세 아동을 위해 개발된 반면, Fostering Relationships
프로그램은 전 연령대의 아동에게 적용가능하다.
DDS에서는 친부모가 자녀에 의해 거절당했다고 느끼거나, 자녀가 위탁부모와 맺는
관계에 위협을 느낄 때, 또는 친부모가 아동과 적절히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갖고 있지 못
할 때 등 일부의 경우에는 방문이 의도한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32) Quality Parenting Initiative는 아동복지체계 내에 있는 모든 아동들이 질 높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보호(친인척 위탁
보호 포함)를 강화하자는 접근으로 지역사회가 지역사회 내 보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전략과 실천을 수행할 수 있
도록 설계된 ‘과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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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tering Relationships 프로그램에서는 멘토가 위탁부모와 친부모 모두에게 현실적
인 기대를 가르치거나 아동의 주도에 따르도록 가르침으로써 이들의 방문 준비를 돕는
다. 위탁부모들은 또한 위탁 전 교육 또는 기타 훈련 과정에서 Fostering Relationships
에 대해 배운다. 초기 방문에서는 멘토가 위탁부모와 친부모, 아동과 한 방에서 머물면서
위탁부모와 멘토가 친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과 조언
(coaching)을 제공한다. 위탁부모가 편안해지고 능숙해지면, 이후의 방문에서는 멘토가
함께 있을 필요가 없다. Fostering Relationships의 목적 중 한 가지는 재결합을 향상시
키고 재진입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 외의 프로그램 목표로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
가 방문동안 편안함을 느끼고 친부모와 위탁부모 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 등이 있다.
③ Foster Parenting Mentoring: Lafayette, 루이지애나 주
루이지애나 주의 아동 및 가족서비스 부서(이하 ‘DCFS’)에서는 재결합 향상을 위한 지
원을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비영리기관인 The
Extra Mile과 파트너가 되었다. DCFS와 The Extra Mile은 최근 위탁부모를 위한 멘토
링 프로그램을 주도했는데, 이는 Lafayette의 QPI 참여의 일부로 발생한 논쟁에 의해 촉
발되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경험 많은 위탁부모를 처음 위탁양육을 시작하거나 힘
든 아동을 위탁양육하고 있거나, 사회복지사가 멘토링에 추천했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참
여를 선택한 부모와 짝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는 위탁부모와 친부
모와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위탁부모가 친부모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많은 경우, 친부모와 위탁부모는 서로를 적대관계로 인식하는데, 이는 그들
중 한 세트의 부모만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멘토들은 위탁부모들이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성과를 얻기 위해 어떻게 친부모와 협력할 수 있을지를 인식하도록 돕는다.
다음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할 수 있는 논의의 예시이다.
∙ 아동이 위탁부모와 친부모 모두와 애착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
∙ 보호 중인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위탁부모가 경험하게 될 상실과 애도
∙ 친가족이 처한 상황(예: 이전의 외상)의 전후 사정
∙ 재결합 전후로 위탁부모가 친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지
∙ 재결합 이후 위탁부모가 아동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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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보를 갖춘 위탁부모들은 친부모가 아동과 재결합하고, 이후 안전하고 안정된
가정환경을 유지하도록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적용 시사점
국내외 요보호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현황을 통해 국내 학대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서의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1) 부모교육의 강화 및 다양한 교육자원의 활용
우리나라의 요보호 아동을 위한 지원 내용은 대부분 양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비용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아동을 중
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양육자의 역량강화나 아동과 양육자 간의 관계증진을 위한 서비
스 및 프로그램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양육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이 유일한데, 국내에서 가정위탁을 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기본 4시간의 위탁부모 양성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매년 4시간 이상의 보
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양부모도 입양 전 8시간 동안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부모의 경우 연간 4시간의 교육, 입양부모는 입양 전 8시간 교육이 전
부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수준일 뿐, 이것으로 양육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
움을 모두 해소해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위탁가정, 입양가정, 양육시설 등 모든 대리보호에서 강
조하고 있는 것이 양육자가 (특히 학대와 관련된)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아동이 양
육자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아동의 성장과정에 따라 다양한 부
모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양육자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요보호 아동 및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을 강화하
는 한편, 학대신고된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신고 후 학대로 판정된 가정 또는 학대신고된 모든 가정에 대해 부모교육을 의무
화하여, 아동발달의 이해, 좋은 부모의 역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 등 아동양육
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대신고 후 원가정에 보호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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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경우처럼 신고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도
록 하고 이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제재
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시간을 내기 어렵다거나 접근성 등의
이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재 위탁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상담원
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다양하고 질 높은 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
영국에서 입양아동 및 부모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치료서비스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공되고 있는 치료서비스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전문가들에 의해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 이는 아동 1인당 연간 최대 5,000 파운드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듯 영국에서 입양아동에 대한 치료적 지원을 강화하는 이유는 학대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애착문제 등은 아동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전문가를 통한 치료서비스가 이루
어지도록 비용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개별 아동의 문제에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치료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가족재결합을 위한 준비
가정 외 보호 아동이 원가정과 재결합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재결합
전후로 원가정에 대한 서비스와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아동이 재결합을 하
기 전, 친부모와 원가정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가족들의 정확한 문제와 욕구를 사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직접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이후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원 교육을
통해 가족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원가정의 준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원가정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동과 재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의 경우, 위탁부모를 통해 친부모를 지원하거나 아동과의 상호작용 기술을 가르치
는 등 가족재결합을 위한 과정에서 위탁부모를 활용하는 사례를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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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의 경우, 학대신고 이후 대부분의 아동이 양육시설이나 쉼터에 분리조치 되고 있
기 때문에 이러한 위탁부모 활용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친가족과 아동의 방문과정에서
멘토링 역할을 할 수 있는 멘토가족이나 집단을 활용하여 양육기술 및 상호작용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의 양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
비스처럼, 아동이 시설 내에 있더라도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동의 레질리언스와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아동 및 가족의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미국의 경우, 다양한 연령의 위탁아동 및 가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
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증거기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아동의 변화를 주요한 성과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행동문제, 자기결정, 배치안정성, 신체건강, 삶의 질, 교육적 성과와 취업 등
다양한 성과가 포함되며, 이외 양육자의 변화(민감성, 아동의 욕구에 대한 적응, 우울과
스트레스)를 성과로 설정한 프로그램들도 있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학대가정
대상의 프로그램들은 기관별로 서비스의 모듈이 표준화되지 않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서비스의 효과성과 비용효율성에 대한 증거
를 제시하기 어렵다.
향후 국내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는 아동 및 양육자, 가정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표준화 서비스를 개발하
고, 서비스 효과성 평가를 통해 증거기반 실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양육상담전화의 개설
아동의 문제행동수준이 높거나 부모-자녀 간의 갈등관계에 있을 때, 친부모가 이에 적
절히 대처하지 못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양
육상담 전화를 개설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
위탁부모를 위한 무료상담전화인 Fosterline을 통해 위탁양육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
을 때 조언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도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재)학대의 위험을
인지한 부모들이 양육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를 개설하여 (재)학대를 사전 예방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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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시돌봄(respite care)의 제공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육체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대가정의 부모가 요청 시 아동이 안전하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
도록 일시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시돌봄은 국외 입양부모와 위탁부모
를 위한 주요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는데, Mockingbird Family Model에서는 허브 가정
에서 이러한 일시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위탁부모와 (재결합 후) 친부모의 양육스트레스
를 완화하고 아동이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돕는다. 허브 가정은 정기적으로
위탁보호를 하지 않는 대신 이러한 일시보호와 위성 위탁가정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에서도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발굴하여 학대위험 가정의 양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7)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국외의 경우 가정 외 보호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정되게 양육되는 것 못지않게 아동의
학교적응과 교육적 성취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아동에게 개입함으로
써 아동의 적응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에 그치지 않고, 학교체계가 아동에게 지지적인 환
경이 될 수 있도록 학교체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학교교직
원들이 학대아동의 특성(트라우마, 애착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알고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을 위한 교육자료(동영상, 책자 등)를 개발하여 배포하
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교체계가 아동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매
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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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원가정보호서비스 효과성: GN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33)
학대신고된 사례의 초기조치 결과 학대피해아동 중 70% 이상의 아동이 원가정에 머물
러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가정보호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필수적
인 서비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아동보호서비스는 그동안 이러한 서비스 제공
면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보여왔으며,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도 아동학대
를 경험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이봉주 외, 2015).
따라서 학대가정 내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굿네이버스에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에 걸쳐 아동보호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으
며, 모형에는 아동학대통합지원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과 더불어 원가정보호서비스, 심리
상담 및 트라우마치료, 가족재결합서비스 모듈 개발이 포함되었다(이봉주 외, 2017). 본
절에서는 그 중 원가정보호서비스의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성 평가결과를 제
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보다 다양한 원가정보호서비
스 개발을 위한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원가정보호서비스
1) 원가정보호서비스의 개념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된 후, 아동은 학대의 심각성이나 재발위험성 등에 따라 원가정
에 머물거나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가정 외 배치를 받는다. 아동이 원가정에 머물고 있을
때 부모의 양육기술 및 문제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기능을 강화 또는 회복하기 위하
여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원가정보호서비스라고 한다. 원가정보호서비스는 지역사
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본 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가정보호서비스 모듈
은 지역사회를 통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주요 서비스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
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다.

33) 본 절은 안재진·김세원·정해린(2019), 「원가정보호서비스 효과성 평가 연구」 내용을 일부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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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N 원가정보호서비스 모듈개발 과정
원가정보호서비스의 모듈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①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문헌연구
현재 수행되고 있는 원가정보호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강점 및 한계점을 분
석하였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국외의 주요 원가정보호서비스를 검토하여 서비스 개발에
참고하였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 대상 1차 FGI
실무자 대상 1차 FGI를 통해 원가정보호서비스 제공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동
보호전문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원가정보호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시 고
려점 등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FGI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상 설문조사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2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대상
별(가족, 아동, 학대행위자) 기관이 직접 제공하고 있는 원가정보호서비스의 현황과 지역
사회서비스 연계현황, 서비스 관련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④ 프로그램 초안 개발
이를 통해 주요 서비스 중 현장에서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공되지 않거
나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직접 제공할 수 있도
록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개별 프로그램 6종과 통합서비스 패키지 프로그램 2종을 개발
하기로 결정하였다. 개별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안전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분노조절
프로그램, 양육기술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성장기 학대경험의 통찰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패키지 프로그램은 방임가정 패키지와 집중서비스 패키지 프로그램으
로 구성된다.
원가정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의 초안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
그램 안과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국 사례(프로그램)의 검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
무자를 대상으로 한 FGI 결과 등을 토대로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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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무자 2차 FGI를 통한 타당도 확인, 자문위원 검토
개발된 프로그램의 초안은 실무자 대상 2차 FGI를 통해 프로그램의 현장 타당도를 확
인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전문가 타당도를 확인하여 수정, 보완하여, 시범사업 적
용을 위한 최종 프로그램 안을 확정하였다.
⑥ 시범사업 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 수정
시범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무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원가정보호서비스
의 모듈을 약 4차례에 걸쳐 수정하였다. 아동기 학대경험의 통찰 프로그램의 경우, 치료
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 상담원이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원
가정보호서비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양육기술프로그램은 보다 상세한 매뉴얼
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전문가를 통해 양육기술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매뉴얼을 작성한 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수정하였다.

3) 원가정보호서비스 모듈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발한 원가정보호서비스의 모듈을 간단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족안전계획
대상

일반아동/잠재적인 아동학대의 피해자와 학대가 발생한 아동

목표


아동은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위기상황에서 안전 확보

구성

⦁1단계: 아동의 권리, 안전에 대해 알아보기
⦁2단계: 위기(위험) 상황의 인지
⦁3단계: 대처 행동전략 마련하기
⦁4단계: 실행 연습하기

운영

⦁첫 내방 시 혹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개별 운영 원칙: 동일한 가정 내 아동들의 경우 소집단 운영가능
⦁가해부모와 반드시 분리하여 진행
⦁모니터링과 새로운 위기 상황이 발생된 경우 보완 필요
⦁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안전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개입이 반드시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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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니터링 체계구축
대상

학대 피해자인 아동 및 그 가정

목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내 기관들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해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한편 동시에 도움을 지원하는 지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학대 가해자
가정 내에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구성

⦁모니터링 체계의 선택: 아동 및 부모면담을 통해(상시 등원 기관 반드시 포함하여 3곳 이상, 학
대위험 낮은 경우 2곳도 가능)
⦁모니터링 체계기관과의 협조 의뢰: 설명 및 관련자료 전달
⦁모니터링 체계 운영: 주기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연락을 취하고 이 내용을 서비스제공일
지에 작성

운영

⦁모니터링 체계의 역할: 주기적인 관찰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즉시 경찰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을 취해 보고한다.
⦁아동 및 가정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이 가능한 선에서 도
움을 제공

③ 분노조절 프로그램
대상

분노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신체·정서학대 가해자 부모 및 가족구성원

목표


학대 가해 부모 또는 그 외 가족구성원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을 인지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행동지침을 세워 스스로 통제력을 가짐으로써, 분노가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

구성

⦁1단계: 분노 상황의 인지-분노의 보편성 이해하고 화난 나를 알기
⦁2단계: 대처 행동지침 마련하기
⦁3단계: 실행 연습하기

운영

⦁직원과의 충분한 라포 형성 후 가능
⦁분노는 습관, 행동지침 수립 후 연습하고 확인하는 과정 필요
⦁가해자 부모 스스로 로그(일지) 작성하여 점검하게 함
⦁시판 감정카드, 그림 등을 활용, 인쇄물 부착 등 효과적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1~2가지의 행동지침을 발견하여 활용

④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대상

가족 내 역동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학대가정 중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

목표


학대가정의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 화합, 의사소통 등 가정환경의
긍정적 변화 및 부모-아동의 관계향상을 이루어내고, 다른 가족들과 상호 긍정적인
지지를 주고받는다.

구성

⦁가족회의를 통한 활동계획: 가족구성원마다 개별역할 부여
⦁부모-아동 유대활동 후 소감문 작성: 외식, 영화관람, 나들이 등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과제 부여: 함께 숙제하기, 식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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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가족 내 역동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학대가정 중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

운영

⦁초기 진행하는 것이 다른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협조 끌어내는데 도움
⦁유대활동(월 1회 정도), 캠프(1박 2일 이상)
⦁과제수행 여부 확인 , 부담을 느끼는 경우 쉬운 과제로 대체
⦁유대활동에 최소 5~6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
⦁가족들 간 상호지지와 격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족들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한다.

⑤ 양육기술 프로그램
대상

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양육방법을 사용하는 학대가해자 부모

목표


학대가해자 부모들이 기본적인 부모됨에 대한 가치관을 바람직하게 정립하고 자녀
의 각 연령에 맞는 발달에 관한 지식과 그에 적절한 부모 역할과 양육 기술을 습득함

구성

⦁기본양육기술 프로그램(4회): 부모됨 이해하기(필수), 자녀 이해하기, 의사소통 이해하기, 학대
와 안전 이해하기로 구성
⦁발달단계별 선택 프로그램(각 2회): 유아기(3~5세), 아동초기(6~9세/ 초등저학년), 아동후기
(10~12세/초등고학년) 청소년기(13~18세/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각 발달단계 아동에 대한
이해와 아동연령에 적절한 양육기술 배우기

운영

⦁기본 양육 기술 프로그램 중 ‘부모됨 이해하기’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회기로 필수 회기이나 그
외의 회기들은 내용이나 대상자의 요구도에 따라 순서에 관계없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
음. 그 후에는 대상자의 자녀 연령에 맞추어 자녀 연령별로 나뉜 회기들을 진행함

⑥ 방임가정서비스 패키지
대상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가정 중 참여 의지가 있는 가정

목표


가해자가 상담원과 함께 아동방임 및 무기력에 이르게 된 원인을 탐색하여 해결방안
을 모색함으로써 환경개선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룸

구성

⦁1단계: 방임 및 무기력의 상태 확인 & 원인 찾기
⦁2단계: 실천 수칙과 계획 세우기
⦁3단계: 대안 모색 및 자원 연결
⦁4단계: 부모-자녀 기능 회복하기
⦁5단계: 스스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영

⦁방임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방임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의 개입과 지원
을 목표로 두되, 가정의 상황에 따라 6~9개월 동안 개입
⦁종결 이후 최소 1~3개월 간 사후관리 기간을 지정하고 주1회 이상의 전화연락, 월1회 이상 가정
방문을 실시
⦁종결에 대한 판단은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의 차원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참고하
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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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집중서비스 패키지
대상

학대 신고된 가정 중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심한 역기능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족으로 격리를 염두에 둘 만큼인 고위험 가족 대상

목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기보다, 위험요소들을 가정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새로운 행동
을 배우고 자원연계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써 학대아동을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

구성

⦁구체적 서비스와 정기적 가정방문
⦁상담과 기술 가르치기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운영

⦁집중서비스 패키지는 4주간 진행 후 재사정 결과에 따라 2주간 연장가능
⦁프로그램 도중 아동이 분리된 경우에는 재결합계획이 있고, 집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계속 진
행할 수 있음. 그러나 시간제한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단 종료 후 재결합 뒤에 다시 집중서비
스패키지를 재개할 수 있음.
⦁아동학대 전문상담원 1인당 집중서비스 대상 사례 수는 2~3사례로 제한

7개의 프로그램은 필수적용, 선택적용, 패키지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필수 적용
⦁가족안전계획
⦁모니터링체계구축

선택 적용
⦁분노조절 프로그램
⦁양육기술 프로그램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패키지
⦁방임가정서비스 패키지
⦁집중서비스 패키지

2. 원가정보호서비스 효과성 평가연구 개요
1) 연구설계
원가정보호서비스의 효과성 평가연구는 종단적 패널연구(longitudinal panel study)
로 진행되었다. 시범사업 기간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2개월 동안 기관에
신규 의뢰된 아동학대 사례 중 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18개월 간 6개월 간격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가족의 주거지와 기관 간 이동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의 편의
성을 위해 실험집단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평가는 유사실험설계의 비동일 비교집단 설계 방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는데, 4
개의 시범사업 실시기관과 3개 시범사업 미실시 기관이 참여하여 총 7개 아동보호전문기
관이 참여하였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는 시범사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1인당 상시 사
례관리가 가능한 최대 사례수를 가족 15사례, 아동 25사례로 설정하고 사례를 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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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시범사업 실시 기간 내에는 시범사업을 전담하지 않는 기존의 인력들도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집단은 3개로 구분된다. 실험집단은 4개 사업실시기관의 전담인력 담
당사례, 통제집단은 3개 사업미실시기관의 기존 상담원 상담 사례, (실험집단 내) 비교집
단은 4개 사업실시기관의 기존 상담원 담당 사례로 구성된다.

2) 측정도구
척도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와 가족의 웰빙(well-being)
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그리고 아동의 웰빙을 관찰하기 위한 척도로 구분된다. 각 변수
에 대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34).

① 아동안전: 아동학대 및 방임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 CTS-PC)
아동학대 및 방임은 Straus et al. (1998)의 Conflict Tactic Scale-Parent Child(C
TS-P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는 아동용(만 7~18세미만 아동)과 주양육자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재진 등(2011)은 아동학대실태조사에서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CTS
PC)의 원척도 중 정서적 공격(5문항), 신체적 공격(13문항), 방임(4문항)을 사용하여 각
각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방임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은 주양
육자에게 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② 가족웰빙 척도
•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이봉주 등(2013)에서 사용한 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항
목에 대해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 가족관계(가족기능)
가족관계(가족기능)은 김미숙 등(2013)에서 사용한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4)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봉주ㆍ김낭희(2016), 「굿네이버스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모형개발연구: 효과성
평가지표개발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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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이봉주 등(2013)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개 문항에 대해 5점 리커
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 부모교육 참여행동
양육자(부모)의 교육 참여행동은 만6-18세 아동의 양육자만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양육자(부모)가 학부모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5개 문항에 대해 예(1)/아니오(0)
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예(1)라는 응답의 개수가 많을수록 양육자(부모)가 교육 참여
를 많이 하는 것이다.
•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이봉주 등(2013)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만6-17세 아동의 양육자만 응답
하도록 되어 있다. 8문항에 대해 4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 아동과의 여가
아동과의 여가활동은 이봉주 등(2013)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아동과 함께 할 수 있
는 6가지 활동(운동 및 나들이, 외식, 쇼핑, 여행, 영화나 공연 관람, 박물관, 미술관, 과
학관 관람)의 빈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과 여
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아동웰빙 척도
• 아동의 건강상태
아동의 건강상태는 ‘△△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양육자가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아동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나타낸다.
• 아동 트라우마
아동의 트라우마는 한국판 아동용 외상후 증상보고서: CROP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66

제2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다. CROPS는 6~18세 아동의 외상후 증상을 선별하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
로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3점 척도(0~2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동 우울/불안
아동의 우울/불안은 Achenbach(1991)의 학령기 아동용 YSR(Youth Self-Report
Form) 중 불안/우울 척도 13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최근 6개월동안 자기 자신
에 대한 평가로 3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 아동 강점/난점
한국판 강점/난점 설문지 가운데 친사회적 행동, 과잉행동, 정서증상, 행동문제, 또래
문제 등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된 문항의 점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척도당 5개 문
항씩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문항은 역점수화하여 총합한 점수가 높
을수록 강점 또는 난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과잉행동
과잉행동은 아동이 자신의 과잉행동 정도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총 5개 문항으로 측정
하였으며,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일부문항은 역점수화 하였으며 총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과잉행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정서증상
아동의 정서증상은 정서 상태에 대한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3점 척도
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증상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 행동문제
아동의 행동문제 정도를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일부 문항은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자주 화를
내고 분을 참지 못하는 등의 행동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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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문제
아동의 또래 관계에 대해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일부 문항은 역점수화하여 총점을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과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 아동결핍
아동결핍은 가정 내 아동의 건강한 발달환경을 평가하는 것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예/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결핍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로 측정하였으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
학 등 교과목별로 자신의 학업성적을 주관적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10점 척도로 측정하
였으며, 과목별 평균 학업성취도를 점수로 사용하였다.
•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생활,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 자신의 수업태도 등에 대한 총 9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을 합산한 점
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보호자생각
주보호자에 대한 생각을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은 주보호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 보호자관계
주보호자와의 관계를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
을수록 아동은 주보호자와 자신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애정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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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비스 변수
• 원가정보호서비스 총량
원가정서비스의 총량은 모든 원가정보호서비스 제공건수를 합산한 값을 4분위수로 구
분하여 투입하였다.
• 유형별 원가정보호서비스
원가정보호서비스 중 모니터링체계구축, 분노조절, 양육기술, 가족관계 프로그램은 서
비스유형별 제공빈도를 4분위수로 구분하여 투입하였고,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단은 0으로 구분하여, 0, 1, 2, 3, 4의 5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가족안전계획의 경우
대부분 1회 제공으로 서비스 제공 유무로 구분하였으며, 방임서비스 패키지와 집중서비
스 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적용대상이 너무 적어 서비스 제공 유무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원가정보호서비스의 효과성 평가는 기초선 조사와 3차 조사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잠
재성장모형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 통제집단, 실험집단 각각에 대한 성장모수(초기치, 변화율) 추정
∙ 실험집단에서 변화율에 대한 원가정서비스 변수의 영향을 추정
- 모형 1: 제공된 원가정서비스의 총량을 4분위수로 구분하여 투입
- 모형 2: 제공된 원가정서비스 유형 7가지를 동시에 투입하여 서비스유형별 효과성 추정

3. 종단분석 결과
1) 기간별 원가정 서비스 제공현황35)
실험집단 내에서 각 서비스의 기간별 적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족안전계획
기본 프로그램인 가족안전계획은 서비스 적용률이 58.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서비스 지침상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대부분 1차
35) 기간별 원가정보호서비스 현황의 분석단위는 ‘가정’으로, 개별 분석표에 제시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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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전에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족안전계획 제공현황
구분

N

적용수(%)

Min

Max

Mean(median)

S.D.

기초선~1차조사

233

128(54.9)

1

16

1.93(1.00)

1.78

1차~2차조사

233

12(5.2)

1

4

1.58(1.00)

1.17

2차~3차조사

215

15(7.0)

1

8

2.40(2.00)

1.92

Total

233

137(58.8)

1

16

2.21(1.00)

2.06

② 모니터링체계구축
모니터링 체계구축은 필수 프로그램으로서 재학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
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정보호서비스 유형 가운데 가장 높
은 81.1%의 적용률을 보였다.
<표 8> 모니터링 체계구축 제공현황
구분

N

적용수(%)

Min

Max

Mean(median)

S.D.

기초선~1차조사

233

172(73.8)

1

581

34.30(9.00)

68.05

1차~2차조사

233

129(55.4)

1

133

9.89(4.00)

18.36

2차~3차조사

215

72(33.5)

1

60

8.16(4.00)

12.74

Total

233

189(81.1)

1

714

40.94(12.00)

80.56

③ 분노조절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은 전체 실험집단의 21.5%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조절 프
로그램의 경우, 참여자의 자기인식이 필요하므로 일정수준의 인지기능이 전제되어야 적
용가능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9> 분노조절 프로그램 제공현황
구분

N

적용수(%)

Min

Max

Mean(median)

S.D.

기초선~1차조사

233

41(17.6)

1

16

4.49(3.00)

3.98

1차~2차조사

233

18(7.7)

1

18

3.44(2.00)

3.93

2차~3차조사

215

2(0.9)

2

2

2.00(2.00)

0.00

Total

233

50(21.5)

1

20

5.00(3.00)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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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육기술 프로그램
양육기술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66.5%에 제공되어, 선택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적용
된 서비스이다. 평균 서비스 제공횟수는 약 6.5회로 나타났다.
<표 10> 양육기술 프로그램 제공현황
구분

N

적용수(%)

Min

Max

Mean(median)

S.D.

기초선~1차조사

233

137(58.8)

1

45

4.99(3.00)

5.84

1차~2차조사

233

55(23.6)

1

18

4.82(4.00)

4.00

2차~3차조사

215

22(10.2)

1

12

3.00(2.00)

2.98

Total

233

155(66.5)

1

45

6.54(4.00)

6.87

⑤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전체 실험집단 사례의 36.9%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도 일부 극단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1>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제공현황
구분

N

적용수(%)

Min

Max

Mean(median)

S.D.

기초선~1차조사1)

233

75(32.2)

1

192

9.91(4.00)

22.78

1차~2차조사2)

233

36(15.5)

1

48

6.61(4.00)

8.63

2차~3차조사

215

14(6.5)

1

12

2.57(1.50)

2.93

Total

233

86(36.9)

1

240

11.83(6.00)

26.66

1)

주) : 192회인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37회 이하
주) 2): 48회인 한 사례 제외하고 모두 24회 이하

⑥ 방임패키지 프로그램
방임가정패키지의 경우 전체 대상자의 9.4%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 프로그
램의 경우 집중서비스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제공 건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방임패키지 프로그램 제공현황
구분

N

적용수(%)

Min

Max

Mean(median)

S.D.

기초선~1차조사

233

17(7.3)

1

88

23.12(18.00)

24.21

1차~2차조사1)

233

12(5.2)

1

60

16.33(10.00)

20.97

2차~3차조사

215

5(2.3)

2

17

6.00(3.00)

6.36

Total

233

22(9.4)

1

108

28.14(20.00)

30.33

1)

주) : 60회인 두 사례를 제외하고 모두 16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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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집중패키지 프로그램
집중서비스 패키지의 경우 6.0%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 프로그램은 집중
서비스의 특성상 상담원 1인당 사례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전체 적용사례수도 적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표 13> 집중패키지 프로그램 제공현황
구분

N

적용수(%)

Min

Max

Mean(median)

S.D.

기초선~1차조사

233

14(6.0)

2

192

37.21(12.50)

63.40

2)

233

4(1.7)

1

48

13.25(2.00)

23.17

1)

1차~2차조사

2차~3차조사

215

0

0

0

-

-

Total

233

14(6.0)

2

240

41.00(12.50)

72.80

주) 1): 179회, 192회인 두 사례 제외하고 모두 28회 이하
주) 2): 48회기인 한 사례 제외하고 모두 2회 이하

2) 아동학대 및 방임36)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도는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총점과
학대유형별(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하위점수 각각에 대해 부모응답과 아동응답을 모
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① 아동학대 총점: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 (부모응답)
부모가 응답한 아동학대 위험도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의
미한 변화가 없었다. 다만, 비교집단의 기울기 변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실
험집단의 기울기 변량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화의 정도에 있어 개인차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표 14> 아동학대 총점(부모)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21

.129

.898

.878

1.740**

.379**

.018

.024

.033

221

.069

.953

.944

1.798**

.309**

.042

.099**

-.019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 p<.01

36) 해당 영역을 포함한 이후 영역에서의 분석단위는 ‘아동’ 또는 ‘양육자’로, 개별 분석표에 제시는 생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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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량을 설명하는데 있어 서비스 변수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원가정보호서
비스의 총량과 각각의 유형별 서비스를 별도의 모형에 투입한 결과, 서비스 총량, 가족안
전계획, 양육기술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기술 프로
그램을 많이 참여한 가족일수록 부모가 응답한 아동학대 위험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가족안전계획을 참여한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위험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가족안전계획에 참여한 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기 때문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5> 아동학대 총점(부모) 변화와 영향요인
적합도

모형
원가정서비스 총량
1)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048

.960

.955

-.059*

.045

.900

.874

가족안전계획

.250*

양육기술프로그램

-.258*

* p<.05
주) 1): 원가정서비스 유형 중 유의미한 변수만 표시하였음(아래 표 모두 동일)

② 신체학대: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 (부모응답)
부모가 응답한 신체학대의 위험도는 비교집단의 경우 유의수준 .10 수준에서 유의미
하게 증가한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 역시 비
교집단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실험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6> 신체학대(부모)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21

.112

.895

.874

1.559**

.306**

.064†

.049

.030

221

.056

.967

.961

1.681**

.439**

.031

.091*

-.015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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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원가정서비스의 총량과 가족안전계획, 그리
고 양육기술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안전계획과 양육기술 프로그램의 효과는
학대 총점과 동일하였으며, 서비스 총량이 증가할수록 신체학대의 위험도가 유의수준 .1
0 수준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신체학대(부모) 변화와 영향요인
적합도

모형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35

.977

.975

-.053†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47

.893

.865

가족안전계획

.308*

양육기술프로그램

-.245†

† p<.10, * p<.05

③ 정서학대: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 (부모응답)
정서학대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위험도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
화가 없었다. 다만, 비교집단의 기울기 변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실험집단의
기울기 변량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변화의 정도에 있어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8> 정서학대(부모)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21

.132

.911

.893

2.346**

1.160**

-.051

.052

-.002

221

.082

.920

.904

2.378**

.571*

.055

.138†

.012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 p<.10, * p<.05, ** p<.01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원가정서비스의 총량과 양육기술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가지 변수 모두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양이 증가할수록 정서
학대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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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정서학대(부모) 변화와 영향요인
적합도

모형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68

.905

.894

-.068†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16

.982

.977

양육기술프로그램

-.066†

† p<.10

④ 방임: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 (부모응답)
부모가 응답한 방임의 위험도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
으며, 서비스 변수의 효과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표는 지면상 생략
하였다.
⑤ 아동학대 총점: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 (아동응답)
아동이 응답한 아동학대 위험도 총점의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응답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교집단에서는 아동학대 위험도 총점의 유의미한 감소가 없
었던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아동학대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변량 또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아동학대 총점(아동)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44

.119

.925

.909

39.204**

287.295

-.675

15.632

-3.130

234

.000

1.000 1.015 45.439** 327.974** -2.040** 31.743† -31.965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p<.10, *p<.05, **p<.01

아동학대 위험도의 유의미한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원가정보호서비스의 총량과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경우 양육기술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학대위험이 감소했다고 느낀 반면, 아동의 경우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
와 시간을 보낸 경험이 학대위험이 감소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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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아동학대 총점(아동) 변화와 영향요인
적합도

모형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00

1.000

1.016

-1.591**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19

.983

.979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1.133**

**p<.01

⑥ 신체학대: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 (아동응답)
아동학대의 위험을 학대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학대의 위험도는 실험집단에서만 유의
미한 감소가 있었다. 변량 또한 유의미하였으므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서비스 변수
를 투입하였다.
<표 22> 신체학대(아동)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44

.085

.957

.948

21.460**

96.533**

-.040

4.440

6.741

242

.036

.988

.986

24.764** 113.795**

-1.072*

15.740*

-8.654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p<.05, **p<.01

분석결과, 원가정보호서비스의 총량과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이 아동이 응답한 신체
학대의 위험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23> 신체학대(아동) 변화와 영향요인
모형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28

.988

.987

-1.050**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28

.966

.958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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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정서학대: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 (아동응답)
아동이 응답한 정서학대의 위험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량은 실험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정서학대(아동)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44

.128

.879

.855

12.495**

27.582**

-0.523*

2.140

-1.692

242

.000

1.000 1.081 13.952**

31.443**

-0.576*

4.761*

-6.079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p<.05, **p<.01

정서학대의 변화에는 원가정보호서비스의 총량과 가족안전계획, 가족관계 개선 프로
그램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가정보호서비스의 총량과 가족관
계 개선 프로그램은 정서학대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가족안전계획은 정
서학대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표 25> 정서학대(아동) 변화와 영향요인
모형

적합도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000

1.000

1.075

-.525**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000

1.000

1.014

가족안전계획

.853†

가족관계개선

-.370*

†p<.10, **p<.01

⑧ 방임: 부모-자녀 갈등전술척도 (아동응답)
방임의 경우, 비교집단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던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변량에 유의미하였으므로 서비스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아동안전계획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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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방임(아동)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244

.085

.956

.947

6.432**

14.659**

-.351**

233

.090

.931

.917

6.689**

9.313**

-.214

I-S
공변량

변량

1.298** -2.833**
2.846**

-1.892*

*p<.05, **p<.01

원가정보호서비스는 다른 학대 유형과 달리 방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안전계획의 경우, 학대관련 변수와는 일관되게 유의미한 정적 관계
를 보이고 있는데, 아동안전계획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에게 적용되는 프로그램
인 만큼, 아동의 연령으로 인한 효과로 추측되며, 이후 추가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표 27> 방임(아동) 변화와 영향요인
모형

적합도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보호서비스 총량

.076

.911

.901

-.114

원가정보호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37

.940

.925

가족안전계획 프로그램

.738*

방임가정패키지

.876†

*p<.05, **p<.01

3) 양육자의 변화
양육자의 변화는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 양육기능, 양육스트레스, 부모교육 참여행동,
양육행동, 아동과의 여가 등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지면 관계상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거나, 서비스 효과가 나타난 변수들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부모교육 참여
행동과 아동과의 여가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양육행동은 비교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던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① 사회적 지지
양육자가 느끼는 사회적 지지 수준은 비교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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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증가가 있었다. 실험집단의 변량이 유의미하였으므로 서비스
변수를 투입한 결과, 서비스 유형 중 방임가정패키지의 적용이 사회적 지지의 증가에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사회적지지(양육자)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70

.086

.938

.925

1.970**

.245**

-.028

.030**

-.033+

338

.000

1.000 1.008

1.800**

.245**

.032*

.027**

-.031*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 p<.10, ** p<.01, *** p<.001

방임가정패키지의 경우, 상담원의 잦은 방문을 통해 양육자와 라포를 형성했을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담원과의 관계를 통해 양육자가 사회적 지지수준이 증가한 것
으로 느꼈을 수 있다.
<표 29> 사회적지지(양육자) 변화와 영향요인
모형

적합도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42

.977

.975

-.009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45

.927

.908

가족안전계획

-.050†

방임가정패키지

.093*

†p<.10, p<.05

② 가족기능
가족기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교집단의 변량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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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가족기능(양육자)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70

.050

.980

.976

3.183**

.237**

.076**

.002

.005

338

.070

.974

.969

3.194**

.338**

.146**

.025**

-.041**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 p<.05, ** p<.01, *** p<.001

가족기능은 원가정보호서비스 총량과 개별 서비스 유형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가족기능(양육자) 변화와 영향요인
적합도

모형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77

.945

.938

-.004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46

.941

.925

③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실험집단에서만 변량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양육스트레스(양육자)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72

.072

.951

.942

2.751**

.265**

-.067**

.011

.044

327

.030

.994

.993

2.794**

.341**

-.126**

.040**

-.036†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p<.10, * p<.05, ** p<.01

서비스 유형 가운데 모니터링 체계구축, 방임가정서비스 패키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임가정서비스 패키지 참여는 양육스트레스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모니터링 체계구축은 양육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양육자가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감시를 받는다고 느낄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오히려 증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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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양육스트레스(양육자) 변화와 영향요인
적합도

모형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031

.988

.987

.020

.034

.957

.946

원가정서비스 총량
1)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모니터링체계구축

.027†

방임가정서비스 패키지

-.122*

†p<.10, * p<.05, ** p<.01

4) 아동의 변화
아동의 변화는 아동건강상태, 아동 트라우마, 우울/불안척도, 과잉행동, 아동 강점/난
점 척도, 정서증상, 행동문제, 아동발달환경, 학교생활만족도, 보호자생각, 보호자관계,
또래문제, 학업성취도 등 다양한 변수를 통해 관찰하였다. 연구결과는 해당변수 중 실험
집단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거나 서비스의 효과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변
수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① 아동건강상태(양육자응답)
양육자가 응답한 아동의 건강상태는 비교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면, 실험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표 34> 아동건강상태(양육자)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모형

N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비교집단

220

.057

.946

.953

1.762**

.140**

-.012

.000

-

실험집단

220

.000

1.000 1.027

1.841**

.240**

-.073**

.035**

-.052*

* p<.05, ** p<.01
주) 점수가 낮아질수록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의미함.

또한 변량도 유의미하였는데, 양육기술 프로그램이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에 유의수
준 .10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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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아동건강상태(양육자) 변화와 영향요인
적합도

모형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46

.966

.962

-.014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62

.836

.793

양육기술프로그램

-.022+

+ p<.10

② 아동 트라우마
아동의 트라우마는 두 집단 모두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변량도 유의미하였다.
<표 36> 아동트라우마(아동)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44

.122

.945

.935

40.234**

65.283**

-.989**

5.037**

-4.439

242

.083

.974

.969

40.735**

60.630**

-1.462**

4.739**

-4.762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p<.01

그러나 실험집단에서는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아동이 유의수준 p<.10
수준에서 트라우마가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아동트라우마(아동) 변화와 영향요인
모형

적합도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62

.974

.971

.126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43

.963

.953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249†

+ p<.10

③ 아동 강점/난점 척도
아동의 강점/난점 척도 중에서는 아동강점척도에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아
동의 강점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실험집단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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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가족안전계획 프로그램이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표 38> 아동 강점(아동)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44

.095

.912

.894

10.277**

1.766**

.071

.125

.043

242

.000

1.000 1.014 10.321**

3.621**

.122

.330**

-.525*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p<.05, **p<.01

즉, 가족안전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비참여아동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
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9> 아동 강점(아동) 변화와 영향요인
적합도

모형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72

.942

.936

.006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56

.901

.875

가족안전계획 프로그램

.261*

*p<.05

④ 아동결핍
아동이 느끼는 발달환경의 결핍정도는 비교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반면, 실
험집단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변
량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변수를 투입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40> 아동결핍(아동)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44

.166

.817

.781

10.626**

4.608**

.099

.351†

-.228

232

.223

.618

.542

10.141**

2.976*

.393**

.166

.372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p<.10, *p<.05, **p<.01
주) 점수가 높을수록 결핍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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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학교생활만족도
아동이 느끼는 학교생활만족도는 비교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실험
집단에서는 유의수준 .10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학교생활만족도(아동)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변화율(S)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I-S
공변량

243

.072

.979

.975

27.772**

22.967**

-.018

1.003*

-2.281*

242

.032

.995

.994

27.816**

20.785**

.230†

.935†

-1.599

모형

N

비교집단
실험집단

†p<.10, *p<.05, **p<.01

서비스 유형 중 가족안전계획 프로그램의 참여가 p<.10 수준에서 학교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학교생활만족도(아동) 변화와 영향요인
적합도

모형

계수

RMSEA

CFI

TLI

변화율

원가정서비스 총량

.035

.990

.989

.088

원가정서비스 유형별 효과성

.025

.985

.981

가족안전계획 프로그램

.438†

†p<.10, *p<.05, **p<.01

⑥ 보호자에 대한 생각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생각은 두 집단 모두 시간이 흐르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량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변수를 투입한 분석은 실시
하지 않았다.
<표 43> 보호자에 대한 생각(아동) 집단별 잠재성장모형 분석결과
적합도

초기치(I)

RMSEA

CFI

TLI

평균

변량

평균

변량

244

.076

.949

.957

16.645**

29.172**

.400*

.000

ㅡ

233

.104

.837

.804

16.567**

24.740**

.608**

2.419

-4.951†

N

비교집단
실험집단

†p<.10, *p<.05, **p<.01
주) 비교집단의 경우 보호자 생각 변화율의 음분산 문제 해결 위해 분산을 0으로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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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가정보호서비스 효과성 평가 소결
결과적으로 원가정보호서비스는 아동학대발생에 가장 큰 효과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특히 원가정서비스의 총량과 양육기술 프로그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육자와 아동의 변화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남으로써, 제한적이나마 원가정보호서비스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종단분석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동일한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비교집단이 서비스를 받지 않는 집단이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비교집단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도 변량이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기존 서비스의 경우 서
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개인차이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원가정보호서비스의 유형은 변수에 따라 효과성을 달리 나타내는 경향을 보였다. 필수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적용된 모니터링 체계구축은 별다른 효과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니터링 체계구축 자체가 대상자의 변화보다는 아동 안전을 확인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자체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안전계획은 변수에 따라 상반된 효과를 보이고 있는
데, 아동의 연령이 외생변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즉, 프로그램
지침 상 아동의 연령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인 경우 가족안전계획을 필수적용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족안전계획 여부는 아동의 연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원가정보호서비스의 경우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시간 내 단회기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 측면에서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부모와 아동의 학대위험도를 감소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상담원 1인당 사
례수를 제한한 상태에서 서비스 적용 및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환경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적용하였을 때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추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서비스 제공 역량 개선과 적정수준의 사례 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원가정보호서비스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학대위험도의 감소
및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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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전달체계
본 절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국내외 서비스 및 전달체계에 대해서 검토
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 법률 및 제도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
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1.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1) 서비스 목표
아동기 학대경험의 장ㆍ단기적인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
적인 개입 및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아동에게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가 가정이라는 점에서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및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내 학대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
상적인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학대피
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목표 및 초점은 첫째, 피해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돕고, 둘째,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학대유발 요인을 감소시켜 재학대의 발생을 예방하고, 셋째, 학대가 발생한 가
정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의 강화를 유도하는데 있다(김형모, 2008).
일반적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목표는 Pecora 등(2000)이 제시하는
다음의 4가지 아동복지서비스 목표와 동일하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 아동의 안전(safety): 가장 일차적인 목표는 아동학대나 유기 및 모든 위해한 환경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는 것이다.
(2) 연속성(permanence): 아동의 안전과 함께 안정된 가족관계의 유대에 대한 욕구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을 일시적인 가정위탁이나 공공기관의 보호 아래 두
기보다는 연속성을 지니면서 영구적인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3) 아동의 복지(child well-being): 아동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지속적인 양육과
지원, 자극을 제공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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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의 복지(family well-being): 가족이 아동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기
본적인 아동발달, 건강, 교육, 주거 및 사회적ㆍ영적ㆍ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하
는 것이다.

2)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입과정
아래 ([그림 7])에서와 같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을 위한 개입은 일련의 과정으로 이
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Brittain과 Hunt(200
4)가 제시하는 안전평가, 위험평가, 가족평가, 재평가 등의 과정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요
구되는 서비스 및 고려사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히, 안전평가 및 위험평
가 등의 사정(assessment)은 이후의 개입을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사정은 일반적인 정책과 실천지침, 개별 사회복
지사의 경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적 편견, 정보의 질과 적절성을 고려
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오정수ㆍ
정익중, 2010).

[그림 7] 학대아동 및 가정에 대한 개입과정
출처: Brittain, C. & Hunt, D.(2004), Helping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A competency-based casework
handbook. Oxford University Press.

(1)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
안전평가의 목적은 아동이 현재 또는 조만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정환경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서비스기관이나 법 집행기관에서는 아동이 학대
를 당했다는 사례판정 혹은 판결이 내려지고, 학대로 판정된 사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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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현재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일 경우에 이후 발생 가능한 학대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아동이 가정 내에 계속 머무르
는 것이 안전한지 혹은 위험한지를 결정하는 아동의 안전도 및 학대 발생의 위험수준을
사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한미현, 2006).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개입서비스 및 보호
조치의 결정을 위해서는 아동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A. 안전성 평가 기본요소
안전성 평가를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다.
① 위협: 아동에게 즉각적으로 해를 가할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② 위해성: 위해성의 특성 및 유형은 아동의 안전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③ 심각성: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은 아동의 안전에 얼마나 심각한가?
④ 취약성: 취약성에 대한 아동의 수준은 어떠한가? 아동이 너무 어리거나 장애가 있어
서 안전문제가 더욱 중요한가?
안전평가(safety assessment)의 두 영역은 ‘아동이 지금 안전한가?’와 ‘안전하지 않다
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를 위해 안전사정척도 및 위험사정척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척도가 유일한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고려는 아
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것으로, 이는 현재 또는 조만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심각성(아동의 건강
및 생명의 위험,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정서적 학대 포함) 손상, 심각한 발달적 손
상) 등을 포함한다.
즉, 안전사정(safety assessment), 위험사정(risk assesment), 가족사정(family
assessment)은 모두 부분적으로 상호적으로 교집합을 형성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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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안전사정, 위험사정, 가족사정의 상호교차
출처: Brittain, C. & Hunt, D.(2004), Helping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A competency-based casework
handbook. Oxford University Press.

B. 안전성 평가의 공통요소
다음은 안전평가의 공통적 요소들이다.
① 양육자의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행동
② 양육자가 아동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 또는 비현실적인 기대
③ 양육자가 아동에게 해를 끼치거나 해에 대한 실제적인 협박
④ 양육자가 아동을 거부하거나 가족이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⑤ 양육자가 아동에 대한 보호능력 및 의지 부재
⑥ 위험으로부터 아동에 대한 충분한 보호 제공의 의지 및 능력 부재
⑦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대한 능력 및 의지 부재
⑧ 아동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적 치료 제공 능력 부재
⑨ 양육자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과거 경험 여부, 심각성, 그에 대한 반응 등
⑩ 아동을 보호할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자의 약물남용
⑪ 아동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정도의 양육자의 심각한 만성적인 정신적, 육체적 질병
⑫ 아동을 타인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 부족
⑬ 아동에게 해를 끼치는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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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과거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동에게 상해 및 이로 인한 아동행동의 위험성, 가정
내에서 흉기 등을 사용한 가정폭력 발생 여부
⑮ 아동의 보호 및 안전을 위협하는 가정 내 물리적 환경
이상의 안전요인들이 확인되면 실무자는 그 요인들이 완화될 수 있는 여지를 살펴보
고, 아동의 안전을 위한 ‘안전계획(safety plan)’을 세워야 한다. 안전요인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동은 다른 장소로 옮겨져야 하며, 안전요인이 충분히 확인되면 아동은 자신
의 가정에 머무르게 된다. 또는 ‘조건부’ 안전에 대한 경우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양육
자의 정신질환, 약물중독, 가정폭력, 지적장애 등의 이슈들은 아동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2)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평가(risk assesment)는 아동에게 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아동에게 발생될 위험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A. 위험사정 주요요소
위험요인 사정의 주요요소는 아동요인, 양육자 요인, 가족요인, 환경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Brittain & Hunt, 2004).
① 아동요인: 아동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② 양육자 요인: a.아동의 보호를 저해하는 양육자의 환경(신체적 기능, 정신적 장애,
정서적 기능 등), b.양육자가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협조/반응의 수준, 양육기술 향
상을 위한 양육자의 동기(의지), c.양육자 자신의 과거 학대/방임 경험, d. 약물중독
③ 가족요인: 가족 지지체계의 강도(가족 내 지지체계, 가족 간의 상호작용 수준, 가정
폭력 등)
④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요인(실직, 이주 등), 가족이 거주하는 주변 환경(빈곤, 문화
적 차별 등), 지역사회 내 지지체계(인간관계, 물질적 자원, 치료에 대한 접근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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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위험사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얻는 중요한 3가지 방법으로는 첫째, 인터
뷰: 가족구성원, 관련 전문가(에: 의사, 교사, 치료사). 둘째, 기록 검토: (법에 근거한 동
의를 전제로) 현재 및 과거 기록(병원검사, 경찰기록, 사회서비스 및 상담 기록, 학교성적
등), 셋째, 관찰: 가정환경, 개인적 행동,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외부환경(학교, 직장,
교회 등)에서의 가족의 기능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다축적
사정(multiaxial assessment), 즉,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a.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사정
b. 투사법의 사정
(그림, 사진, 카드 등을 활용. 아동의 그림, 또는 그림이나 사진에 대한 아동의 해석 등)
c. 인지사정
d. 아동과의 임상적 면담
e. 부모의 보고
f. 가족의 사정
g. 다른 전문가의 보고서
h. 신체검사

B. 사정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실무자들은 사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식과 기술을 가져야 한다.
① 지식
a. 자신의 결정의 기반이 되는 획득된 관련 정보를 활용한 사정방법에 대한 지식
b. 사정 수행 능력
c.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의 다양한 목적 및 활용 능력
d. 안전사정의 공통적인 주요 요인
e. 위험사정의 공통적인 주요 요인
f. 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요구에 대한 지식

② 기술
a. 피해아동, 부모 및 양육자, 가족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b. 가족 및 개인과의 전문적인 인터뷰 기술 능력
c. 가족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사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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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모든 유형의 사정을 할 수 있는 문화적으로 적절한 능력
e. 변화에 대한 가족들의 동기유발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f. 사정을 객관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는 능력
g. 사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서비스 계획으로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3) 가족평가(family assessment)
아동학대와 방임은 가족구성원들의 개인, 환경, 대인간 요소들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증후들이므로, 사정 시 가정에서 학대와 방임을 유발하는 요
인들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가족사정을 통해서 아동이 가정에서 안전한지 또는 원가
정 내에서의 보호가 가능한지 혹은 격리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아동의 안
전도 측정을 위해서는 아동 당사자의 특성 및 상태를 평가한 후, 부모 및 가해자의 특성,
가족 내 갈등 정도 및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도, 경제문제 등의 가족요인을 측정한다. 아
울러, 가족의 이웃 및 주거환경 등과 같은 가족을 둘러싼 생활환경요인의 측정도 포함하
여야 한다(한미현, 2006).

(4) 재평가(reassessment)
아동학대는 재학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학대발생의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평
가 및 재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재평가는 첫째, 위험요인 및 강점요인에 대한 자료 제공,
둘째, 개입과정에 대한 평가에 유용, 셋째, 현재의 위험 및 가족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 계획
의 재초점화, 넷째, 영구적인 결정 및 요구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의 상황은 재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이다.
1) 아동을 보호시설에서 양육자(가정)에게 돌려보내기 전
2) 법원에 친권상실 요청을 하기 전에
3) 개입한 사례를 종결하기 전에
4) 실무자 및 법원이 위험감소의 정도가 어떠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때

사례종결은 상담원과 가족 사이의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으로서, 상담원과 가족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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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하고 가족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해서 학대의 위험이 감소되었거나 제거되었을 때
사례를 종료하게 된다. 특히 사례종결의 과정에서 가족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성과를 다
른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달성하고자 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의뢰(referral)를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김형모, 2008).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종결된 사례에 대해 재
학대의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모든 종결된 사례에 대
해 매월 1회 이상 직접 방문, 전화 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아동 또는 가족, 주변 관계자
등을 통해서 재학대 여부를 모니터하게 된다. 특히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상담원을 통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동이 장기 시설보호 된 경우 시설과 협력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아울러 의뢰
및 연계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유지한다(김형모, 2008).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례종결 이후에도 3개월 이상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
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판단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재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아동 상태 및 가정여건에 따라 모니터링 기간을 조
정하며, 사례종결 후에도 위험도를 평가하여 아동안전 및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정방문 등의 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의 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중
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또한, 실행된 서비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고위험사례의
경우 2주에 한 번 정도, 저위험사례의 경우 2개월에 한 번 정도)을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
되는 서비스의 적절성 여부, 서비스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
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전체 서비스 내용은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 점검일지에 기록
정리 하여 보관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제공된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서비스 일지에
기록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다른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다. 서비스 제공자들
은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불참하는 경우 사례조정
자에게 이를 알려 서비스에 변화가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
어, 학령기 아동의 변화를 검토할 때에는 교사 및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도 병행하도
록 한다. 특히 학생의 학습이나 학교적응에 대한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
람은 교사이므로, 교사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서비스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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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양과 질에 대해 점검하고 대상자의 변화를 측정한다. 사정단계에서 조사된 사례관리
대상자의 생활환경 및 욕구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재사정과 피드백의 적용을
통해 서비스 조정 등을 결정한다. 저위험 사례 중에서 복합적 문제나 다양한 서비스 욕구
가 발생하면 다면적 사정을 통해 고위험사례로 전환하여 집중적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오정수ㆍ정익중, 2010).

3) 아동학대 서비스 분류
(1) 학대위험 수준에 따른 서비스
아동학대에 대한 서비스는 학대정도(상태) 및 그 대상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개
입목표가 다양하게 진행된다. 학대위험 수준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보건복지부ㆍ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8).
<표 44> 학대위험 수준에 따른 서비스제공
상태

대상

최종목표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는 심각한 신체적 상처 및 
아동안전
가족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방임, 성 학대

서비스전략

집중적인 가족보존 서비
스, 아동격리, 가정위탁,
입양, 형사상 기소


중간 단계의 위험상태에 
방임, 아동에 대한 비현 
아동안전과 관련된 가족 가족지지, 안전계획, 지
있는 가족들에 대한 서 실적 기대, 불충분한 의 역할 수립
역사회 지지체계를 통한
비스 제공
료적 보호
협력 서비스 제공

학대에 대한 위험상황이 
상당히 높은 가족 내 스 
아동과 가족의 행복
가장 낮은 가족들에 대 트레스 혹은 정서적ㆍ경
한 서비스 제공
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는 가족, 또는 학대
발생 직전의 가족들


조기 개입, 가족이 당면
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지원체계 연결, 부모
교육, 지역사회 혹은 이
웃의 지지

특히, 영아의 경우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학대피해를 경
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사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가운데 0-3세 아동
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4.8%로 나타나 영유아의 아동학대에 대한 취약성을 알 수 있다
(U.S. Department of Health, 2019). 우리나라의 경우도 만 3세 이하의 사례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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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아동 수와 비교했을 때 52%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영아
사망 비율보다는 낮지만, 영아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영아에게 발생하는
학대가 경미하더라도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 학대상황 조치에 따른 계획 및 서비스
피해아동의 경우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주 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격리 보호, 아동 일시보호 시설이나 그룹홈에
서 일시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일시 보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키는 장기 보호, 병원
입원 등의 기타 보호와 같은 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상
담 및 치료서비스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며 긍정
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언어발달이 늦거나 심리적 충격에 의해 언어표현
능력이 제한된 아동의 경우는 놀이치료와 미술치료의 적용이 효과적이다. 집단치료서비
스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또래 간 상
호작용을 통해 연령에 적합한 역할과 정체감을 갖도록 돕는다(한미현 외, 2013). 각각의
상황에 따른 서비스 계획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원가정 보호 사례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아동학대 해결의 궁극적 목표는 원가정의 회복이며, 아동의 안전과 가정의 재결합, 재
학대의 위험을 방지하여 추후에 아동학대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따
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와 재학대 행위는 분리되어 논의되어서는 안 되며, 그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재학대 발생은 사례판단 후 1년 이후부터가 가장 높
기 때문에 아동안전 및 재학대 여부의 확인을 위한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하다(김
화미, 2017). 2014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아동 전체 839명을 대상으
로 살펴본 결과, 원가정 복귀 비율이 59.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원가정 복귀는 아동
의 학대위험상황이 제거되었거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쉼터와 같은 아동보호시설을 상
대로 친권자의 권리를 내세워 원가정 복귀 여건이 적절하기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데려가는 사례가 발생하였다(이은주, 2016). 원가정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사례일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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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 및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
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② 분리보호 사례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아동은 가족 안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학습함과 동시에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과 소
속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아동에게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
은 아동이라 할지라도 가정으로부터 격리되어 다른 환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동에게 상
당한 충격적 경험이다. 이러한 영향은 학대피해아동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하며, 신중한 격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보존주의
원칙에 따라 가정 복귀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경은·염동
문·김미정, 2014).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에서는 “ …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
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피해아동이 피해영향으로부터 회복하여 원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시설 확충 및 아동보호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
담 및 심리치료를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김화미, 2017). 이에 피해아동의 학대 후
유증 최소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인 1:1 또는 소규모 양
육이 가능한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개별 피해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료·보호가 가능하도록 전문가정위탁부모의 양성 및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로 아동학대
로 초기 분리보호 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분리보호를 지속하는 수
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 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 학대유발요인 및 재학대 위험성이 감
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이 안전
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여 학대유발요인
및 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아동의 경우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고, 안정
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결망이 구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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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
호전문기관, 2016). 또한, 시설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조치는 상담 및 서비스,
원가정 복귀 및 일시보호, 전원조치, 멘토링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사건 처리된 사례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조건부기소유예, 임시조치, 보호처분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
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은 학대행위자의 개인적인 특성 및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공되어야 보
다 더 효율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구속이나 수사 대상이 아닌 경미한 학
대의 경우에도 학대행위자와 비가해보호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교육 및 심
리치료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향후 법·제도적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보건
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④ 가족재결합 서비스
법원에서 아동에 대한 임시조치 등을 결정한 이후 아동에 대한 사례계획(case plan)을
수립하게 되는데,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
사의 제한 또는 정지 등 심각한 학대로 인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아동을 위한 대리보호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
족재결합을 사례계획의 목표로 삼게 된다. 아동에게 대리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격
리보호가 장기화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학대아동을 연계
함으로써, 아동이 원가정이 아니더라도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안전한 가정환경
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한 해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0.1%만이 가정위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
관, 2015).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아동이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받도록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과의 연계과정에서 장시간 소요, 복잡한 심사절차
등의 어려움 등이 위탁가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과
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협력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아동이 학대의 영향으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행동적 문제를 나타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위탁가정을 발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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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필
수적이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위탁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가정위탁서비스를 통해 격리보호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라도 가능하면 아동이
다시 안전한 환경의 원가정 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가족재결합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가족재결합 서비스(Family reunification service)는 학대아동의 격리 후,
일시적인 가정 외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1). 원가정 복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아동이 성장하기에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피해아동 가정의 경우 일반적으
로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
적인 서비스 제공이 없다면 부모의 양육의지만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이봉주, 2016).

(3) 아동학대 대상별 서비스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아동 뿐만이 아니라, 가해 및 비가해 부모, 학대피해아동
의 형제자매 등 다양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대상별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서비스 제공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충래(2003)는 아동학대에서 피해자중심의 접근방법은 아동의 고립
경험을 영구적으로 존속시키고, 아동의 피해자경험을 악화시킨다고 보았다. 이에 성공적
인 개입을 위해서는 여러 체계를 동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는 대상자별로 학대피해아동,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
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다음
과 같은 내용이 서비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a. 공식적·비공식적 서비스 및 자원에
대한 결정, b. 가족이 이용가능하고 원하는 적절한 자원 확인, c. 아동의 지속적인 안전,
영구성, 안녕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변화의 구체화, d.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결정(서비
스 대상, 서비스 제공자, 빈도, 지속기간 등), e. 서비스 검토 일정 확정, f. 서비스 계획의
문서화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대상별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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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상별 서비스 및 고려사항
① 아동
기본적으로 학대피해아동 제공서비스는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
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고소ㆍ고발지원서비스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김고
은·이희민, 2013). 서비스에는 개별상담·집단상담·기관상담을 포함하는 상담서비스, 검
진 및 검사, 입원치료·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미술치료·놀이치료 등
을 포함하는 심리치료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공적지원 연결
을 포함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
하는 일시보호서비스,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 또한 임시조치 또는
조건부기소유예, 보호처분 결정을 받아 검찰·법원으로부터 상담·교육 위탁처분을 받은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그리고 차량이동서비스,
관련 서류 발급 지원 등을 포함하는 기타서비스가 있다. 사후관리는 『아동복지법』 제28
조에 의거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족의 안정유지를 위해 필요
한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 개개인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는 아동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
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치료의 과정을 통해
학대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킨다. 아동은 언어 능력이 미성숙하며, 충격적 경험의 영향
으로 언어표현 능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따라서 놀이치료와 미술치료가 학대아동의 치료
에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집단치료 서비스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로 집단을 구성하여
나이에 적합한 역할과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안전감을 제공한다. 특히 나이가 많
은 사춘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활동은 이 연령대의 아동들이 또래집단의 영향
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이다(이순형 외, 2006). 피해아동의 경우,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주 양육자가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격리 보호, 아동 일시보호 시설이나 그룹홈에서 일시적으로 보호ㆍ양육하는 일
시 보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키는 장기 보호, 병원 입원 등의 기타 보호와 같은 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또한 개별적인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며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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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이 늦거나 심리적 충격에 의해 언어표현 능력이 제한된 아동의 경우는 놀이치료
와 미술치료의 적용이 효과적이다. 집단치료서비스는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로 집단을 구
성하여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또래 간 상호작용을 통해 나이에 적합한 역할과 정
체감을 갖도록 돕는다(한미현 외, 2013).
② 부모
부모는 치료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심각한 방해자가 될 수
도 있다. 이에 치료자는 부모의 협조를 구해야 하고, 부모의 장점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
라서는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해야 한다. 부모에게 아동의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며, 아동을 지
지하도록 하게 한다. 학대부모를 위한 서비스로 상담 및 치료가 있다. 개인 및 집단 치료
를 통하여 알코올 및 약물과 같은 문제행동을 치료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감정을 조
절하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집단상담을 통해 같은 처지에 있
는 부모들이 그들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하고, 정보와 충고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의미 있
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학대부모들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해 무지하여 과잉
기대를 하거나 적절한 반응을 해주지 못한다. 또한, 양육기술이 부족하여 애착형성에 실
패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부모들을 위하여 아동발달 특성과 기본적인 부모의 역할 및
훈육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밖에 부모를 지지하여 가정을 보존하도록 돕는 서비스로는 탁아보호, 가정방문 서비
스, 재정원조, 고용과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주거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이순형 외,
2006). 또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 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속관찰, 고소, 고발, 보호 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ㆍ
치료감호 등의 보호처분, 형사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상담과 치료, 교육서비스는 학
대행위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과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도우
며 아동발달 특성과 양육기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알코올과 약물중독,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유형에 따른 심리치료나 정신치료, 약물치료 등 다양하고 적극적
인 치료 및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은 아동의 재 학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박혜
진, 2016). 특히, 집단프로그램은 유사한 문제를 가진 학대행위자들이 서로 정서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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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용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한미현 외, 2013).
Tower(2010)는 아동학대 가해부모와 관련하여 신체적 학대 가해 부모 및 방임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신체학대를 한 부모를 위한 치료목표>
⦁ 아동을 때리는 행위 중단
⦁ 학대를 유발하는 감정 및 사건에 대한 인식
⦁ 학대 행위를 하기 전에 즉시 경고신호를 인식
⦁ 분노와 좌절을 조절할 수 있는 대처기슬 학습
⦁ 부모로서의 자긍심 가짐
⦁ 자녀들에 대한 감사
⦁ 자녀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위해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 시작
⦁ 환경적 스트레스 감소 및 최소화
⦁ 공생적인 관계와 독립적 행동에 대한 이해
⦁ 확대가족과의 의사소통을 향상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인식
⦁ 성공을 위해 일하고 인정하기
⦁ 고립을 인식하고 이를 감소하기
⦁ 자신의 욕구 충족방식 학습
⦁ 자녀들의 의료적 욕구 지원

<방임가족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 아동보호를 위해서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 영역 조정
⦁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부모의 정서적 차단을 다루는 일
⦁ 필요한 서비스를 가족에게 알려주고, 서비스 이용을 촉진
⦁ 부모들을 상담하여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하도록 도움
⦁ 아동에게 개별적이고 지지적인 관계 제공
⦁ 지지적 상담으로 가족구성원과 접촉
⦁ 가족구성원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함
⦁ 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도
⦁ 자녀양육기술 및 가족가치 설정의 모델이 됨
⦁ 부모들이 균형 있는 성장을 통하여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움
⦁ 상호적인 신뢰가 형성되면 부모가 충족해야하는 기대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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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형제자매
사례관리는 가족 내의 형제자매에 대한 옹호활동을 포함한다.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이들이 학대나 방임의 결과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과 함께, 이들의 학대경험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형제자매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필요로
한다. a. 공포감과 취약성이 증가, b. 혼돈, 죄책감, 질투심 또는 피해아동 보호에 실패한
자기비하, c. 당혹감, 창피함, d. 아동학대와 관련된 오해(예: 피해아동 비난, 희생양 취
급, 성 학대피해아동을 성적으로 대하는 것 등).
형제자매가 경험하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미국 등 서구국가들의 경우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형제자매들은 학대피해자로 구분하여 자동적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친척
친척들 역시 학대나 방임 문제 해결과정에서 아동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
만(부모를 위로하고, 일시적으로 아동을 돌봐주는 도움을 주는 자원의 기능), 방해(가족
을 망쳤다고 아동을 비난하거나, 아동에게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비난행위 등)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학교
효과적인 사례관리는 아동의 학교(아동의 담임, 교장, 학교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체계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학교는 아동에게 ‘안전한 피난처’도 될 수 있지만, 학교에
서 학대로 인한 놀림 등을 당할 수 있는 ‘고통’의 장소도 될 수 있다. 치료자는 학교 교직
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사정하고, 중요한 자료수집 및 사회적 지지체계 활
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B. 아동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무엇보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치료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아동
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검토는 중요하다. 아동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 가족요인, 아동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노충래,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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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의 치료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요인
a. 아동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b.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배울 의지
c. 아동의 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부모가 아동기에 경험한 개인적인
학대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도 포함)
d. 부모의 기능이 최소로 손상된 경우(특히, 약물남용 등의 중독행동)

② 아동의 치료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요인
a. 학대문제를 가족의 문제로 수용하려는 의지
b. 피해자를 비난하는 접근법보다는 문제해결중심의 접근법
c. 피해아동을 포함하여 가족구성원 모두의 애정 및 헌신
d. 생각과 감정, 그리고 문제를 활발하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화하는 능력

③ 아동의 치료진도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요인
a. 치료에 참여하려는 의지
b. 학대나 방임의 경험을 인정하는 능력
c. 치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아동의 타고난 기질, 기능 정도, 발달단계 등)
d. 학대나 방임의 내용과 정도
e. 삶의 축적된 사건과 이전의 외상 경험

4)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 및 서비스 검토37)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지원체계 및 서비스는 국가마다 사회 및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인 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미국의 CPS(Child Protective Services)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사회 적용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1)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방향
미국은 아동복지에서 ‘가족’을 강조하고 있으며(Family- Centered Services, Family
37)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 및 서비스와 관하여서는 김미숙 외(2016), 「아동학대피해아동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내용 일
부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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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Services,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관련법은 아동의 안전성(safety)와 영
구성(permanency)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 개입에서도 조사 및 사정, 가정위탁보호,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서비스가 연속선상에서 제공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경우도 1차적으로 가족중심에서 위험요소를 해결하고, 가족의
역기능으로 인한 위험발생의 경우 2차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
히, 최근 영유아의 학대발생비율이 높아지면서 유아기부터 조기개입 및 예방노력을 강화하
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개입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a. 가족보
존의 원칙 강조: 지속적 아동보호서비스, 집중적 가족보존(Family preservation),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로의 배치(placement). b. 원가정 복귀 불가능할 경우; 친권 박탈
후 입양, c. 사후관리; 재결합(reunification), 후견인 보호(guardianship/kinship-care),
독립생활(Independent Living), 입양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sponse)’을 강조하고 있는데, ‘차등
적 대응’은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CPS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인 조사를 진행하는 것
에 대한 대안적 방안이다. 즉,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신고 된 가정의 경우 저위험 가정이
나 중위험 가정(low to moderate risk)에 대해서는 조사보다는 가족의 욕구 및 문제를
사정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포함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욕구
를 사정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을 감소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
한 조사 등 공적권한의 사용보다는 가족을 자발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개
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Berrick, 2011). 즉, ‘차등적 대응’ 시스템은 가족
의 문제를 규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부모와 아동 및 확대가족, 지역사회파트
너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김기현, 2015), 학대발생 가정
에 대한 서비스 확대 및 선택권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등적 대응은 대안적 대응(alternative response), 가
족사정대응(family assessment response), 이중 트랙(dual track), 다중 트랙
(multiple track), 대안적 흐름모델(alternative stream model) 등으로도 불린다. 기존
대응과 차등적 대응의 차이점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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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기존대응과 차등적 대응의 차이
조사중심의 기존 접근 방식

가족사정 중심의 대안적 접근

초점


신고된 사건에 대해 아동에게 발생한 일 이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이나 요인들 및
학대의 책임소재, 즉각적인 아동안전 확보 방안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해

목표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를 규명하는 것


가족의 문제를 규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모와 아동 및 확대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파
트너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


아동학대 판정 내림


학대판정을 내리지 않음

‘서비스나 지지가 필요한 경우’ 혹은 ‘서비스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족에게 제공


가해자 등록


미실시


사례가 시작되면 서비스 계회이 담당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비스 제공됨. 가족들은 법원에 의해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강제될 수 있음.


자발적 서비스가 제공됨. 가족이 서비스를 거
부하는 경우 아동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다면
사례 종결. -아동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사례
는 조사대응으로 재배정

조치
중앙등록

서비스

출처: Fuller, T., Nieto, M., & Zhang, S. (2013), 「Differential response in Illinois: Final evaluation report」,
Urbana, IL: Children and Family Research Center,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와 김미숙 외(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인용.

(2) 아동학대와 관련된 서비스
미국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학대피해아동, 부모 및 형제자매 등에 대한 개입 및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개입으로는 치료서비스(가정방문, 작
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Head Start Program), 심리서비스, 사회화 서비스
(Socialization Services: 학대피해아동의 사회화기술 증진을 위한 그룹치료프로그램
(예: Big Brother/Sister)을 제공하고 있다. 부모에 대한 개입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의 자
녀양육 및 부모 재교육, 심리적 갈등 및 병리적 문제에 대한 치료, 부모자녀관계 향상 등
이 있다.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의 법적 의무화를
통해 학대로 인한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아동학대 관련 서
비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지역사회 기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예방적 접근은 부모 역량 및 탄력성 강화,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지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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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간의 지지관계 형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보호요인 중심 접근과 지역사회 기반
접근은 서로 교차되는 영역을 가진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역 내 가족집
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의 가족집단이 있다. 첫째,
consumer families(본인의 한계를 알고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 둘째, dependent
families(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접근방법을 알지 못하므로, 이들을 위해
서는 아웃리치 및 사후관리가 중요), 셋째, resistant families(역기능적이고 약물 등의
문제, 부모기술 부족 등.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 이에 각각의 가족특성을 파악하고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대중 의식(Public Awareness)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 아동 성학대
예방 교육, 가정 방문, 그리고 부모 교육 및 지지 그룹 등이다(Tower, 2010).
① Child Empowerment Model: 학교의 예방교육
a. 생활기술 교육: 스트레스 및 위기 대응능력, 의사결정능력, 사회화기술 학습, 긍정적 자아상
확립 등
b. 부모준비: 성교육 프로그램의 정기적 교과과정 편성, 아동기 발달에 대한 교육, 부모기술훈련 등
c. 자기보호 교육: 학급에서 교사가 교육제공, 아동자신이 예방프로그램 계획 등
d. 지역사회교육서비스 제공: 예방의 전제는 지역사회의 인식.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하는 워크
숍 개최, 자조집단 운영, 학교에서 야간시간에 부모 및 성인들 대상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
공(양육기술,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예산관리, 문제해결 기술 등)
e. 위험가정 지원: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야간 부모교실 운영, 청소년들을 위한 오후 여가 프로
그램 등

② Parent Education Models
a. Evaluating Home Visitation Programs: 장기간(적어도 6개월에서 3년) 일주일에 한 두번
씩 가족과의 접촉, 임신기간 또는 출산이후 만남,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 제공, 욕구충족이 가
능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
b. parent/child screening and prevention : 미래 및 현재의 부모들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스크린 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는 고등학교 재학 시,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서비스를 찾을 때,
이들의 자녀가 학교체계에 진입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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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문가들의 예방노력
④ 지역사회 및 국가의 예방노력
a. 도서관에 연령별로 교육자료 비치하고 읽도록 유도
b. 학교가 후원하는 지역사회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 강화

* 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CBCAP)
: 미국의 모든 주에서 ‘지역사회 기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CBCAP)’이 운영되고 있다. CBCAP는
county를 통하여 가족과 아동의 예방서비스 차원의 연속선상에서 발전되어야 하
며, 주정부와 지역사회 기반, 민간과 정부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CBCAP의 목적: a.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강화, b. 아동학대와 방임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해서 가족의 지지와 행동 강화, 자
원의 조직화, c. 아동학대와 방임의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의 이해
- CBCAP 참여집단: 학대와 방임위험에 노출된 취약한 가족(신혼부부, 10대 부모, 장
애자녀가 있는 부모, 소수인종,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 소수자 집단, 노숙자 가족 등)
- CBCAP는 county를 통하여 가족과 아동의 예방서비스 차원의 연속선상에서 발전되
어야 하며, 주정부와 지역사회 기반, 민간과 정부차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함.
- 실제 운영사례
a.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카운티: ‘Birth & Beyond home visiting program'’- 안정감, 지
역사회기반 자원, 강점기반 지원 제공, 긍정적인 양육방식 강화, 학대 및 방임에 노출된 가족
을 지속적으로 지원 등.
b. 뉴욕주: Health Families New York- 광범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학대 및 방
임위험에 있는 아동의 건강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가족지원, 건강보호서비스, 건강교육, 부
모교육 등을 제공 함. 표적집단은 학대 및 방임에 노출된 생후 3개월 이하인 신생아를 둔 부
모를 대상으로 함. 훈련된 전문가는 아동이 5세가 되거나 헤드스타트에 참여하거나, 또는 유
치원에 갈 때까지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함.
c. 오리건주: i)아동과 청소년, 그들 가족을 대상으로 예방차원의 지역사회기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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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가족의 능력을 교육시킴으로써 탄력성 요인을 증가시킴. 서비
스대상자는 아동 및 청소년 가족, 학교중퇴 위험자, 지도감독의 기회가 제한된 ct,
자녀양육지식이 부족한 ct, 부모통제가 어려운 ct, 알콜 및 약물 ct, 부적응 청소년
등. 아웃리치(outreach)를 포함함. ii) 조기교육 차원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0~6
세 연령의 아동으로 다차원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가족과 아동을 포함함.

B. 보호요인 강화 프로그램
최근 미국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호요인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법이 강조되고
있다.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의 탄력성, 사회적 연결, 양육기술과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 필
요시 탄탄한 지지층, 아동의 사회정서적 능력, 양육과 애착 등이 포함된다(미국 아동국
Resource Guide). 이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Nurse-Family
Partnership(NFP)’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NFP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실시하고 있
으며, 저소득층 또는 미혼모 등 첫 아이를 가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초기부터 두 돌까
지 간호사가 가정방문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출산 전 돌봄을 통해 의료서비스,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알코올, 약물 등의 사용 감소를 통한 임신 상황 개선, 부모에게 책임감
있는 양육지원, 가족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 지원(학업, 경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C.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체계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서 ‘아동 사망사례 조사 데이터베이스(Child Death
Review; CDR)’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한 조사로, 아동 사망사례 조사를 통해서 학대나 사망에 대한 원인을 밝힐 수 있다.
아동의 사망 관련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사, 경찰, CPS, 검사, 응급의
료서비스 담당자 등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응급의료 데이터베이스(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 NEISS)’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 개
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전문가와 CPS역할의 연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해로 인
해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상해의 패턴,
미래 위험에 대한 예측,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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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미국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의 방향 및 서비스 원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서비스 내
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 학대로 인한 trauma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② 가족을 위한 서비스
- 가정방문, 가정 내 서비스(in-home-services), 부모교육 및 훈련, 일시적 돌봄
(respite care)/위기상황에서의 탁아(crisis nurseries), 부모지지, 물질 및 금전적
지원, 상담/정신건강서비스, 약물남용사정 및 치료, 가정폭력에 노출된 가족에 대
한 서비스. 이러한 각각의 서비스들은 독립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아동이 가정 외 보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집중적인 가정 내 서비스
(intensive in-home services)를 제공한다.
- Homebuilders 프로그램은 가정위탁된 아동의 가정복귀를 목표로 아동과 그 가족
을 대상으로 하며, 실천가는 아동이 가정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재결합
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시적 돌봄(respite care)/위기상황에서의 탁아(crisis nurseries): 부모의 양육스
트레스를 감소해주기 위해서 특히, 정서적·사회적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단기간
제공. 부모교육, 멘토, 조언자로서의 역할 등을 제공한다.
- 실제 프로그램
a. 캘리포니아주 ‘Shared Family Care(SFC)’
: 참여가족이 멘토가족의 집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살면서 생활기술과 부모로서 익혀야 하는
기술들을 배우도록 하는 프로그램. 멘토가족은 지역에서 선발하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
한 내용, 양육기술, 지역사회 자원, 가족보존 등에 대한 추가적인 훈련을 받음.
b. 뉴욕시 ‘Child Abuse Medical Provider(CHAMP)’
: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적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강의와 자료를
제공하여 현장 의료진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수를 용이하게 함.
c. 오리건주 ‘집중적인 가정내 서비스(intensive in-hom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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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가정 내 안전을 사정한 후 아동이 가정 외 보호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 제
공. 서비스는 민간형태로 제공되며, 사례관리자는 의뢰된 지 24시간 이내에 가족과 면대면
만남을 가져야 함. 가족들은 저녁, 주말 관계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례관리자와 접촉할
수 있으며, 매달 2~20시간 정도 만남을 가짐. 가족들은 최대 60일간 집중적 가족보존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사후서비스로 가정 내 서비스 외에 정신건강, 약물중독 치료서
비스 등이 제공됨.

③ 가정 외 보호와 원가정 병행서비스 계획(concurrent service plan)
친부모 가정이 상실된 위탁아동에게 안전성 회복을 위한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서비
스로, 원가정 복귀라는 대안과 동시에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가정을 찾는 작업을 병행해
서 진행시키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친부모의 양육권이 말소되기 전에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을 확보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키고, 필요에 따라 입양을 원하
는 가정에 아동을 미리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정 외 거
주와 대안적인 입양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병행계획을 통해서 아동은 영구적
인 가정에 좀 더 빨리 배치될 수 있으며, 가정 외 위탁을 경험한 아동들에게 재결합을 조
기에 서두르기 위한 지원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아동이 부모에게 돌아가는
시간동안 부모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뿐만이 아니라, 아
동의 생물학적 부모와 가정 외 위탁 제공자들에게도 잠재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병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a. 사정초기에 12~15개월 안에 재결합의 가능성 점검, b.
세심한 계획 설정: i)표적집단을 결정(대상 아동을 누구로 할 것인가?, ii)함께 살 수 있는
기간 설정, iii)병행계획 과정에 법원의 초기개입(법원과 아동복지기관간의 밀접한 협력
이 중요함)등이 수행된다. 효과적인 재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정위탁 서비스’와 ‘Shared Family Care’도 같은 맥락에서 제공되고
있다. 먼저 ‘전문가정위탁 서비스’를 살펴보면, 치료 상 가정위탁(treatment foster
homes)은 거주 치료시설의 대안으로, 임상적 효과와 비용 효율적인 치료기술을 결합하
여 좀 더 제한적인 육아와 개별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전형적인 가정위탁의
경우는 가정 외 배치를 통한 아동의 안전한 보호육아 제공). 심각한 정서적 문제, 행동적,
의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경우 치료 상의 위탁가정이 필요한데, 치료 상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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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가정은 거주식 치료센터(residential treatment centers)와 전형적인 가정위탁
(traditional foster care)의 최고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치료적 가정위탁부모는 지속적인 전문적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상치료팀의 전문
가로 참여가능하다. 범죄, 중독, 인지, 장애 등의 특정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
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치료적 가정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Shared Family Care’는 양육자(부모)와 아동에게 동시에 가정 외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이 독립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자녀를 둔 어머니 약물치료프로그램, 임신한 여성 및 십대 임신여성에게 거주시설 제
공, 부모가 치료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에 대한 거주프로그램, 부모와 아동을 위한 위탁
가정 등이 포함된다.

(3) 아동학대 개입 과정
미국의 CPS(Child Protective Services)의 개입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
여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영인, 2019).
카운티 복지부서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은 ‘CAPTA Reauthorization Act 2010’에 의해
개정된 1980년 연방 입양지원과 아동복지법(AACWA)에 따라 4가지 요소로 구성된
다.38) 즉 응급대응(Emergency Response:ER), 가족유지(Family Maintenance:FM),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FR), 영구배치(Permanent Placement:PP)이다. CPS에 신
고가 접수되어 영구배치 또는 가정복귀가 될 때까지의 서비스지원의 내용과 이와 관련된
CPS의 업무 흐름도는 [그림 9]와 같다.
우선 형법상의 신고의무자 또는 제3자가 카운티의 ER 24시간 핫라인으로 아동학대·
방임 신고를 하면 핫라인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주에서 승인된 표준안전사정도구
(Standardized Safety Assessment Tool)로 직접 대면조사 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한
38) 차등적 대응(DR)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캘리포니아는 이를 3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경로(Path 1)는 신고의무를 규정한 형법
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지만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로는 가정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 서비스제
공자에게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당사자가 거부하면 종료한다. 두 번째 경로(Path 2)는 신고가 학대나 방임 정의에 부합하지만
아동에 대한 위험이 낮거나 중간정도 되는 경우로서 부모가 아동안전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는 지
역사회서비스를 제공. 부모가 비자발적이면 아동보호법원의 결정으로 지원을 강제할 수 있다. 세 번째 경로(Path 3)는 신고가
학대나 방임 정의에 부합하고, 위험이 중간보다 높고, 아동보호를 위해 친권제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모동의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부모 동의 없이 아동보호법원 결정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이 세 번째 경로는 전통적인 아동복지기관의 대응방법이
다. 이런 차등적 대응은 2007년 기준 캘리포니아 58개 카운티 중 43개가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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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9) 위험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례를 종결하고, 위험증거가 있으면 24시간 이내 직
접조사, 10일 이내 직접조사로 구분한다. 24시간 내 직접 조사의 경우 다시 2시간부터
24시간 이내로 대응하게 된다. 조사 후 신고의뢰 사례를 종결하거나, 최장 30일 간의 ER
기간 후 종결하거나 가족유지, 가족재결합, 영구배치 사례로 진행한다. 조사 후 학대나
방임이 지속될 위험이 있고,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례계획을 수립해
서 가족유지 또는 가족재결합을 진행한다. 이 때 부모가 자발적으로 응할 수도 있지만,
비자발적인 경우에는 아동보호법원에 신청하여 강제할 수도 있다. 아동분리가 필요한 심
각한 사례로서 가족재결합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바로 영구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족
유지서비스로는 상담, 위기쉼터보호, 휴식, 응급 가정 돌보미 제공, 중독치료, 가정폭력
개입서비스, 부모양육교육 등이 제공된다. 가족유지서비스는 12개월까지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아동보호법원 판결로 가족유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6개월마다 지속
연장가능하다. 가족재결합서비스는 아동분리의 경우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아동분리는 일
반적으로 아동보호법원명령에 의거하지만 자발적일 수도 있다. CPS는 부모와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재결합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 법원명령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영구배치는 연방 ‘입양 및 안전가족법’에 의해 진행된다. 연령에 따라 분리시점부터 312개월 이후 영구배치를 위한 심문을 하도록 한다. 가정위탁된 아동이 위탁된 지 총 22
개월 중 15개월이 지나면 CPS는 친권상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최초의 분리로부터 최장
24개월 동안 친권상실 신청을 연기할 수 있다.40) 영구배치는 입양, 후견인선임, 장기가
정위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아동에게 가
정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기 때문에 입양 등의 영구배치를 지체하지 않는다. 즉,
미국의 아동학대에 대한 복지적 개입은 부모의 자발적 협조를 우선하고, 협조가 안 될 때
에는 아동보호법원의 판결로 부모의 친권을 제한한다. 또한 아동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의 가정 외 보호를 지양하고, 가정복귀가 되지 않을 경우 입양이나 장기 가정위탁을 지원
한다.41)
39) 사정에서는 아동과 가족의 안전, 위험성, 니즈(needs)를 평가하는데, 아동이 지금 당장 위험한가, 아동을 잘못 돌볼 위험이 무
엇인지, 가족의 강점과 자원은 무엇인지, 학대의심은 법률상의 학대와 방임의 정의를 충족하는지(형법의 신고규정에 정의된 아
동학대와 방임), 직접 조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응급한지 등을 평가한다.
40) 아동분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자발적 가족재결합서비스) 아동은 180일 동안 가정위탁되고, 그 기간 동안 가정을 안전
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41) 캘리포니아 아동학대 개입과정에 대한 내용은 장영인(2019),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관한 연
구」에서 발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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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동학대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음과 같다(류경희․윤현석,
2016). 먼저 피해자 보호 위탁(Protective Custody)과 관련하여 경찰, 법집행기관, CPS
는 아동학대 피해자 주거지의 환경적 조건이나 부모 등 양육자의 존재가 아동을 위험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부모나 양육자의 동의 없이42)보호 위탁
(Protective Custody)할 수 있다(Alabama Code § 26–14–6). 긴급 보호소, 인증된 위
탁가정 또는 적당한 친척에게로 위탁이 되며, 이때 관할구역의 법정에 즉시 알려야 하고,
7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4시간

운영되는

아동긴급보호소(Children’s

Emergency Shelter) 등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되는 동안에 CPS의 감독자는 의료적 서비
스를 피해아동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피해아동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해 사건이 의
뢰된 후 NCAC에 방문하게 되는 피해아동은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통합지원팀 건물
과는 별도로 위치된 아동관에서 조사 또는 치료를 받으며, 아동과 가해자와의 접촉은 보
안시스템 등을 통하여 엄격하게 차단된다.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아동의 안전에 관한
최종 결정은 CPS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사례검토 회의 및 가족 평가 등을 통해 판단
된다. 만약 아동을 돌볼 적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양육위탁(Foster Care) 조치가 취해지
며, 가정서비스(In Home Service)를 통해 아동의 필요사안 확인, 가정 내 아동의 안전
확인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특히 아동의 안전과 신변 등에 관한 보호는 경찰, CPS
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의료적․심리적 지원 등은 아동옹호센터 또는 가족지원 활동가
(Family Advocate)등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NCAC에서는 가족 지원활동
가(Family Advocate)라는 민간 봉사자들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데,
아동에 대한 면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만나 위기면담(Crisis
Interview)을 실시한다. 수사 및 기소 과정 동안에 피해자 지원과 교육, MDT 대응과의
협력,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의뢰, 최초 면담 이후에 사건 진행 상황 확인을 위
한 후속적 접촉 제공, 심리치료 서비스와의 조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42)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의 ‘가정위탁’ 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와 유사한 제도로서 건강
및 복지상 위기에 처한 아동을 양육자의 동의없이 일정기간 보호, 치료 위탁하는 것이다. 특히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즉시
감독 당국(우리나라는 지자체장, 미국은 법정)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응급조치와 대응되는 바, 실정에 맞추어 “보호위탁”
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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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동보호서비스기관(CPS)의 업무 흐름도
출처 : Reed & Karpilow(2009). Understanding the Child Welfare System in California: A primer for service
providers and policymakers. Berkeley, CA: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and Families. Public
Health Institute. Retrieved from http://www. ccrwf. 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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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CASA/GAL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훈련 받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판사에 의
해 임명’되어 ‘소송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CASA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CASA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신원확인과 면접 심사를 거쳐 엄격한 훈련
을 받은 일반시민 봉사자라고 볼 수 있다. 원래 CASA 정식명칭은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 또는 GAL(Guardian Ad Litem Volunteer)인데, 대부분의 주에서
CASA로 주로 사용된다. GAL은 후견인을 뜻하는 Guardian과 라틴어로 ‘소송을 위한’
이라는 뜻의 ‘Ad Litem’이 결합된 용어로 ‘소송후견인’을 뜻한다(김경래, 2014). 각 주
마다 CASA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모집자(recruiter)를 학교나 유관기관에 파견하여
CASA가 무엇인지 학생들이나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이 때
CASA와 연결되었던 CASA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CASA 자원봉사자로부터 자신이 얻었
던 의미와 도움 등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은 훈련받은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가 판사에 의해 임명되어서
가정과 분리된 아동을 위해 법원에 함께 가서 소송을 위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기
적으로 만나 그 아동의 정서적 지원을 하는 40여 년 동안 지속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복지 체계에 있는 아동들을 위한 목소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지
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미국의 CASA 프로그램은 법원이 아동친화적인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적
인 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
김하고 있다.
미국 각 주나 지방에서는 이러한 CASA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CASA 전담부서가
있으며, CASA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동복지체계에서 CASA 자원봉사자들이 아동과 청소
년을 위해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해를 제공하는 등 훈련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법원의 눈과 귀가 되도록 행동해야 하며, 알게 된 사
실을 보고하고,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욕구에 대한 사려 깊은 권고사항을 제안하기 위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아동의 안전, 영속성, 복지이다. 안
전(Safety)에 관해서는 옹호자로서 활동하는 동안 의심되는 학대나 방임을 보고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해야 함을 말한다. 또한, 영속성(Permanence)은 부모에게 다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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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는 것이거나 다른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 새로운 가족으로 시작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 옹호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고
려해보고 이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43).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처
벌법』 시행이후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 및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CASA제도는 도입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5) 아동학대 전문가 교육 체계44)
아동학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매우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점을 고
려할 때,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학대가정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결과는 피해아동과 가해부모 뿐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전문
성에 기반한 효과적 개입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학대 관련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를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비교적 아동학대 실무자들에 대한 전문적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미국의 아동보호서비스(CPS: Child Protective Services)
실무자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적 실행방안을 위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① 교육내용
Los Angeles County의 아동학대서비스 실무자(CSW: Children Social Workers)45)
대상의 '2013년 CSW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실무자 교육내용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9>
와 같다. 즉, 교육과정은 아동발달에 대한 기본이해 부터 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 및 제
도, 서비스, 연계기관, 영향요인, 실무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등 매우 다양하고 세밀
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3) CASA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책임 일부 내용은 CASA Training Manual(2010)을 번역하여 정리한 것을 재인용하였다.
44)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교육체계와 관련해서는 박명숙(2008),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검토: 미국의
CSW교육과정을 중심으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45) CSW(Children Social Workers)는 미국 아동국(DCFS: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서 근무하며, 아
동학대 및 방임사례에 대한 신고 및 접수,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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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내용 구성안
교육영역
아동학대 관련 정책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대한 교육
인간발달에 대한
교육

교육내용
1.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 권리, 책임 등에 대한 교육
2. 『아동학대처벌법』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교육
3.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직체계 및 운영방식, 실무자의 역할, 권한, 책임 등에 대한 교육
4. 실천윤리강령 및 가치갈등에 대한 교육
1. 출생부터 노년기까지의 인간발달 단계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발달특성 및 생애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2. 아동의 단계별 발달과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교육
3.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인간발달과 환경에 대한 교육

1.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역사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및 방임에 2.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이해: 유형별 학대(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및 방임 등)에 대
대한 교육
한 개념, 원인, 특성, 영향 등에 대한 교육
3. 학대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취약한 아동들(장애, 질병, 시설아동 등)에 대한 학대 관련 교육

아동학대사례
개입과정에 대한
교육

1. 개입과정의 각 단계별 교육: 신고, 접수, 조사, 개입, 의뢰 등의 개입과정에 대한 이해 및
각 단계에서의 실무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
2. 조사 및 자료수집 방법
3. 강점접근
4. 학대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5.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 및 갈등에 대한 교육

법률적 이해증진
및 법적과정의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

1.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처벌법』을 비롯한 아동보호 관련 법규, 법률적 절차
및 과정, 법률적 과정에서 실무자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교육
2. 관련기관들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에 대한 개입시 경찰 등 관련기관들의
역할 및 협업 등에 대한 교육
3. 면접과정에 대한 이해: 아동 및 가해자 등과의 면접 내용 및 방법에서의 법 규정 및 법적
근거에 대한 교육
4. 보고서 작성방법: 진술서, 초기조사 보고서 등 각종 법원제출 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 교육(교육 중 실제로 법정진술서 등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5. 법정 방문 및 재판 참관 기회 제공

면접기술에 대한
교육

1. 면접방법 및 기술: 피해아동, 부모, 형제자매, 가해자 등 대상별 면접기술에 대한 교육
2. 대상자별 면접 시 제기되는 윤리적 갈등에 대한 논의

가족개입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사례의
의사결정에 대한
교육

1.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 및 관계 형성기술
2. 가족구성원과의 협력체계 구축기술
3. 특별한 욕구를 가진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예: 장애, 질병 등)
4. 효과적인 가정방문을 위한 기술
1.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개입 및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정과정 교육
2. 실무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
3. 관련 척도(예: 위험사정척도 등)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활용(교육내용 중 실제 사례에 대한
척도사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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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영역

교육내용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

1.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
2. 대응전략, 활용 가능한 자원 정보, 아동보호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교육

약물중독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서비스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약물중독에 대한 이해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 관련
정보 및 자원연계에 대한 교육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

1. 아동학대서비스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정신보건에 대한 기본지식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및 자원연계 등에 대한 교육
2. 건강관리 및 보건시스템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사례 관련 연계기관에 대한 교육:
1) 경찰, 법원, 보건, 의료, 비영리사회조직, 지역사회 등에 대한 이해
연계성에 대한 교육 2) 아동생활시설, 위탁가정, 그룹홈, 입양 등 아동보호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이해
3) 실천과정에서 이들 기관의 역할, 책임, 자원정보, 협업 등에 대한 교육
3)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전략기술
친족보호 및 서비스 가족보존의 원칙(Family Preservation)을 바탕으로 친족에 의한 보호(Kinship care)및 영
의 영구성에 대한 구성(Permanency of placement)과 관련된 법률, 제도, 업무절차, 책임, 활용자원 등에
교육
대한 교육
청소년기 독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교육

1. 요보호아동들이 성인이 된 이후 독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청소년후기에 있는 아동들
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TILP: transitional independent living program)
에 대한 교육
2. 활용가능한 자원 및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사례관리에 대한
교육

1. 사례에 대한 개입부터 종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
2. 실무자의 역할, 책임, 활용자원 정보 등에 대한 교육
3. 사례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 및 동료 피드백 제공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

인종, 장애, 동성애 등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과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교육

실천현장에서 아동학대 업무수행을 위한 실천능력 강화
1. 관련기관 견학: 관련 연계기관들에 대한 견학 및 실무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능력 강화
실무능력 강화 교육
2. Simulation-Lab을 통한 실천능력 강화
3. 실습 및 인턴쉽: 자신의 업무와의 연계, 슈퍼비전 등을 통해 현장능력 강화

② 교육체계 및 방법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
육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 효과적인 교육체계 및 교육
방법에 관한 것이다. LA County의 아동학대서비스 실무자(CSW) 교육방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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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 전담기관
LA county의 경우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California State University(Los Angeles), California State
University(Long Beach)등 LA인근의 4개 대학에서 consortium 형태로 CSW 교육과
정을 진행하고 있다. 즉, 각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Center on Child
Welfare를 통해 이러한 교육과정을 신규 CSW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LA County
아동국(DCFS: Dep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에서 근무하는 신규 CSW들은
이수과목, 교통편 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Center on Child Welfare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즉, 교육장소를 자신의 직장이나 거주지와 인접한 곳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관의 확보를 통한 피교육생의 교육장소 선택
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접근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고 있다. 각 Center에는
교육과정을 전담하는 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DCFS에서 파견된 CSW
교육담당자가 교육의 전반적인 과정 및 교육생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공하고 있다. 이
들에 의해 교육생들의 출결사항, 지각, 교육시간 등 교육과정에 대한 매우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약 개인적 사정으로 이수하지 못한 교육내용이 있는 교육생은 이후에
라도 자신이 이수하지 못한 부분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Center의 운영비용 및 인력은 County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LA County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LA County의
DCFS에 배분하면, DCFS는 Center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75%를 제공하고 나머지
25%는 대학이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공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책임
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내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
육과정 제공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SW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
강사들은 해당분야의 전문적 교육배경과 함께 일정기간 이상의 임상경험이 요구되며, 이
들은 대부분 각 대학의 부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Center on Child Welfare에 소속
되어 교육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임금 및 지위 등에 있어서 안정된 업무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한 개의 교육기관에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을
고려할 때, LA County가 운영하는 CSW 교육방식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하나의 모델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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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호작용 교육방식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의 위험성과 역동성을 고려할 때, 교육내용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론적인 교육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방법에 대한 훈련이 교
육과정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LA County의 CSW 교육방식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교육제공자와 피교육생, 또는 피교육생들 간의 다양하
고 지속적인 의견교환 및 토론, 교육생들의 대응방식에 대한 전문가의 슈퍼비전 등이 교
육 중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즉, 교육방법에 있어서 일방적인
교육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실제 법정보고서 작성 등과 같이 교육제공자와 피교육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천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시간의 상당부분이 교육생들 간의 토론을 통한 사례개입방법
탐색, 팀워크를 통한 문제해결방법 등을 활용하여 피교육생들로 하여금 교육과정에 직접
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교육참여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데도 매우 긍정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생들의 실제 지식 및 기술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 초반기,
중반기, 후반기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수준을 점
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LA County의 CSW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육시간에 강사
진외에도 해당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생들의 구체적
인 질문이나 관심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은 강의와 함께 관련된 영
상자료 등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되는 형태를 취한다. 이와 함께, 아동학
대 실무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진술서 등 법정보고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양식의 문서작성
(예: 법정진술서, 초기조사 보고서, 가족환경 사정보고서 작성 등)등에 대해서도 교육과
정 중에 직접 작성해 보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
을 훈련시키는 기회를 교육과정 중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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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턴쉽 및 Simulation-Lab 활용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실무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할지라도,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특
히,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는 가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인한 갈등과 위험상
황이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피해아동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발상황 등이 늘 내재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학습내용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충분한 실전연습의 기
회가 교육과정 중에 제공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LA County의 CSW교육과
정에서는 인턴쉽 및 Simulation-Lab 활용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쉽과 관련하여 LA
County의 CSW 피교육생들은 이미 아동국(DCFS)에서 CSW로 취업이 된 상태로, 이들
은 의무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18주의 교육기간 중 매주 3일은 교육
기관으로 출근하여 교육을 받고, 나머지 2일은 ‘Field Day’로 지정하여 자신이 속한 기
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론 이들은 아직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 있
으므로, 직접 사례에 개입하지는 않고 관찰자 및 보조자로써 실무자의 업무과정에 참여
함으로써 업무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는 18주의 장기교육과정 동안 업무의 공백
을 최소화하고, 자신이 교육받은 내용을 업무에 즉각적으로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이론과 실제의 조화를 추구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교
육자들은 자신이 접하고 있는 사례의 개입방안에 대해 교육과정 중에 전문가 및 동료들
로부터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다는 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18주 교육이 끝나면 피교육생들은 아동국에서
자신의 슈퍼바이저의 지도아래 아동학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이러한 기본교육 이외에
도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은 자신의 업무성격 및 기관내 지위에 따라 해마
다 요구되는 다양한 재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Simulation-Lab의 활용을 통한 교육방식 역시 매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고 평가
되고 있다. LA County의 경우 교육센터 내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과 유사한 가상환
경, 즉 ”Simulation Lab”을 설치하여 실제로 교육생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
하고, 가해부모 및 피해아동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들을 가상상황에서 직접 연습해보도
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고가정의 초인종을 누르고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부터 실제로
저항하는 부모에게 접근하는 방법, 아이에게 질문하는 방법, 가정 내 환경을 조사하는 방
법 등 구체적인 실무자의 행위와 사용하는 단어, 몸동작, 표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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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으로 만들어진 Simulation-Lab에서 교육생이 직접 실행해보는 것이다. 이때 매순
간 사용하는 모든 언어, 동작 및 방식에 대해 전문가가 즉각적으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실무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뿐만이 아니라, 실제업무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도 교육기관 내에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Simulation-Lab 설치를 통해 보다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식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LA County에서 시행
되는 인턴쉽 제도의 도입과 함께 “Simulation-Lab”의 설치를 통한 교육방식은 우리가
고려해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아동학대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1) 국내 아동학대 서비스 전달체계 및 프로세스 분석
(1) 서비스 전달체계 및 단계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 및 운영된
이래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나라 아동학대 업무의 제반사항을 담당해 왔다. 『아동복
지법』 제46조에 근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교육 제공,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자체사
례회의, 기타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이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의심사례의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사례판단 및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
단된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사례종결, 사후관리의 과정을 주관하고 기타 기관들과 협력
한다([그림 10]). 최근 들어 신고접수 번호를 112로 통합하면서 신고접수의 대부분이 경
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현장조사 역시 경찰동행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사례관리 부
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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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조기지원사례)
타기관 연계

사례
종결

사후
관리

[그림 10] 아동학대 의심사례 업무 절차
조사부터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지만, 각 단계에서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다. 업무 단계를 신고부터 조치결정(1단
계), 사정부터 사례종결(2단계), 사후관리(3단계)로 나누었을 때 1단계에서는 사법/행정
서비스 및 가정 외 보호조치를 위한 기관연계가 많고, 2단계에서는 사례공유 및 사례관
리,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습, 의료적 지원 등을 위한 기관연계가 빈번하였다. 2단계인
사정부터 사례종결은 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사정하고 아동학대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례관리의 과정으로, 경제적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조를 연계하
거나, 기타 경제적 지원을 의뢰, 혹은 반찬서비스 제공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유관기관에
의뢰한다. 또한 아동이 교육이나 학습적인 면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
관 연계를 진행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
고 모니터링을 의뢰하거나 부모교육을 의뢰하며, 사례회의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기도 한
다. 의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심리검사 지원 및 의료비, 우선진료나 입원 등을 의뢰한
다. 3단계에서는 사례공유 및 관리를 위한 연계가 많다(민소영 외, 2018).
서울시와 부산시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을 분리하여 공공기관에서 신고접
수, 초기개입, 현장조사, 사례판단을 담당하고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행위자와 피
해아동, 그 가족에 대한 치료와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모델을 실행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2013년 1월에 개소한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가 공공기관으로 〔그림
10〕에서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조치결정을 담당하고, 서울시동남권아동보호
전문기관이 2단계에 해당하는 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 계획과 제공,
사례종결,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사례관리와 조사업무를 동시에 동일한 상담
원이 진행하는 경우, 현장조사 업무보다 사례관리 업무가 차지하게 되는 비중이 높고 이
러한 업무과다로 인해 사례에 대한 개입에 지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김형
모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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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아동학대 발생여부에 따라 아동
학대사례로 판단을 받으며, 가정 외 보호 배치를 받을 수도, 원가정 보호 결정을 받을 수
도 있다. 원가정 보호를 받다가도 고위험이 발견되면 가정 외 보호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양한 사례판단 결과 및 조치결정, 위험정도를 가진 사례들에
대한 대응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례의 종류를 분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응방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들 사례의 종류는 첫째, 아동학
대사례로 판단된 이후 가정 외 보호조치가 내려진 사례이다. 둘째, 원가정 보호를 받는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학대 재발생 고위험군으로 가정 외 보호의 위험이 존재하는 사례
이다. 셋째, 원가정 보호를 받는 아동학대 사례 중·저위험군 사례들이며, 가족재결합 사
례를 포함한다. 넷째, 조기지원사례로 아동학대혐의는 없으나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지원
이 필요한 사례이다.
첫 번째로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가정 외 보호 조치를 받은 사례는 2017년 기준 약
3,500사례 정도였으며, 분리보호는 친족(친인척)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 일
시보호, 장기보호, 병원 입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아동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의 단기
보호인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관리하지만, 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장기보호
배치를 받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물론 담당기관에서도 가족재결합을 목표로
하는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민소영 외, 2018).
두 번째로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원가정 보호를 받는 사례이며, 학대 재발생의 고위험
을 지니고 가정 외 보호의 위험이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를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원가정 보호 사례 가운데 위험도평가 척도 점수가 높은 사례로 이
해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원가정 보호를 받으며 중·저위험군에 속하는 사례이며, 가족재결합 사례도
포함된다.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가정 외 보호, 재발생 고위험군 사례를 제외한 사례들에
해당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는 원가정 보호를 받는 아동학대사례들로, 현재 이들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에 대하여 제공한 서비스 가운데 상
담서비스가 61.0%, 의료서비스가 1.9%, 심리치료서비스가 12,7%,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 5.9%, 학습 및 보호지원서비스가 5.9%, 법률자문 등 사건처리지원서비스가 7.0%, 기
타가 5.6%이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중 상담이 6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
며, 임시조치, 조건부기소유예 및 보호처분으로 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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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공하는 행위자수탁 프로그램은 8.2%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심리치료서비스가 1
1.2%, 가족강화서비스가 3.2%, 의료서비스가 1.5%, 사건처리지원서비스가 6.1%를 차
지하였다.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중 상담이 7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심리치료 서비스가 8.4%,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7.1%, 법률자문 등
사건처리지원서비스가 1.7%, 의료서비스가 0.7%, 행위자수탁프로그램이 1.0%였다(보
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공통적으로 상담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의 비
중이 높다.
네 번째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접수되어 현장조사를 받고 학대의 위험요인은
있으나 아직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조기지원사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독자적인 개입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체 아동학대의심사례의 약 10%
가량으로 추정되며, 조기지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는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학대발생을 예
방하기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이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 다
만, 외부기관 1곳 이상을 연계하도록 한다. 즉, 조기지원사례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이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외부기관에 사례 의뢰(referral)까지 담당한다. 일반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까지 담당한 후 학대가 발생하지
도 않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위험도 없는 사례로 판단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2) 인력별 사례 담당 수, 훈련 및 자격요건
2018년 4월 기준 27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및 상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
문조사 및 사례파일 분석 결과, 업무별로 한 달 동안 담당한 사례규모는 현장조사 전담인
력의 경우 총 11사례(이월사례 3건, 신규사례 8건), 사례관리 전담인력은 총 64사례로
나타났다(이월사례 60건, 신규사례 4건) (이봉주 외, 2018). 사례관리 전담인력의 경우
미국 CWLA 권장기준인 상담원 일 인당 월 17사례보다 3배 이상 많은 양이다. 이봉주
등(2018)은 사례관리량을 월 20사례 이하로 낮출 것을 권장하였다.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자격은 전문대학 또
는 대학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
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에서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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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자격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
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시행령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으며, 대
부분 입사 초기에 행해진다. 경력직원이 수강해야 하는 의무적인 보수 교육과정은 없다.
<표 4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교육과정
단계

기본교육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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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시간)

이수시간
(총 100시간)

1. 아동복지의 기본가치 이해(4)
2. 『아동복지법』의 이해(4)
3. 아동학대 원인 및 영향(8)
4.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8)
5. 가족보존서비스의 이론과 실제(8)

32시간

1. 초기조사와 사례계획(8)
2. 위기 개입(6)
3. 아동 분리와 배치(6)
4. 학대 유형별 개입방법(12)

32시간

1.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생태학적 관점(8)
2. 통합적 접근방법(8)

16시간

1.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와 개입방법(8)
2. 학대 유형별 상담사례 실습(12)

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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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아동보호체계 모형
(1) 미국
① 전통적 모델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단계
미국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와 같이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child protective
service agency: CPS agency)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제반업무의 중심이 되어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사례관리, 사례종결, 모니터링의 과정을 담당한다. 다만 아동보호전
문기관이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
요한 각종 개별 서비스 제공을 민간기관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사례관리 과정을 민간에게
맡기는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되 서비스 영역에서 민영화(privatization)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90년대 이후 중·저위험을 가진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고위험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을
차등적으로 시행하는 차등적 대응 모델을 도입하는 주 정부가 늘어났지만, 현장조사를
포함하는 전통적 아동보호체계의 대응 방식을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
의 신고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 등 지정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면 현장조사
가 실시되고 아동학대 발생여부를 판단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사례에 대해
서 가족 사정(family assessment)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 영구적인 환경에
의 배치(permanency), 복지를 위한 욕구와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강점, 문제,
변화되어야 할 것, 행위자의 준비정도, 동기 등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내용들이 전반적
으로 파악된다. 강점관점을 기반으로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가족과의 파트너십을 발휘
하고자 한다. 또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가족들에 대한 개별화된 접근을 취하고자 하
며 가능하면 가족구성원이나 비공식적 지지망의 구성원들과 함께 사정을 실시하고 욕구
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Goldman et al., 2003).
가족 사정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대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이 얼마나 치료되고, 학대의 위험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보여줄 지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사례관리 기법을 결정한다. 또한 목표
를 설정하고 사례관리의 결과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정한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에
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구성원 및 비공식 지지망의 구성원들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oldma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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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성취하고자 계획된 결과(outcome)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연결해야 한다. 가족, 행위자, 아동
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다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
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거, 아동 돌봄 등과 같은 구체적 서비스를 전문가에 의한 치료적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정 내에서 혹은 가정 외의 장
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대 재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가족의 강점이 무엇이
며, 무엇을 변화시키고자 하는지, 이를 위해 효과적인 접근법은 무엇인지 찾아내어 적용
한다(Goldman et al., 2003).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판단
및 조치결정

가족욕구
사정 및 사례
계획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사례
종결

사후
관리

[그림 11] 미국의 전통적 아동보호체계 모델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절차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CPS 상담원은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연계 및 조합하며, 가족 및 아동의 옹호자의 역할을 한다. 사례관리자
로서 상담원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조정하며, 지지적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도 한다. 사례관리자로서 지속
적으로 CPS, 가족,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열린 의사소통을 하며 팀워크를 이루고,
역할과 책임을 배정하며,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클라이언트의 진전 및 변화를 모니터
링 하는 방법과 목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Goldman et al., 2003). 서비
스 제공은 아동보호전문기관(CPS)이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지역사
회 민간기관이 서비스 제공 뿐 만 아니라, 사례관리의 역할까지 맡고 공공 CPS에서는 이를
감독하는 경우도 있다(UHHS, 2007a).
가족에 대한 개입 직후부터 사례관리자는 가족의 변화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지, 아동의 안전에 관련된 상황이나 조건
들이 변화했는지, 이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례관리 계획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살
핀다. 또한, 아동학대의 위험요인들이 변화했는지, 목표했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그리
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서비스는 효과적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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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해야 하는지, 현재의 가족에서의 위험수준은 사례가 종결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이
감소했는지, 계획된 시간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여 재결합이 어렵다면 대안적인 아
동보호계획이 필요한지 등도 평가와 관련된 결정사항이다. 사례관리자는 각 서비스 제공
자 및 제공기관으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비교, 평가해야 하며,
팀 모임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에
서 클라이언트가 목표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 아동의 안전이 어떠한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사례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3개월에 한번
정도가 추천된다(Goldman et al., 2003).
사례 종결은 가족 및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이들과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아
동의 안전하고 및 영구적인 보호적인 환경에 있는지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감소하고, 가족이 더 이상 서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가족 스스로
종결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Goldman et al., 2003).
② 사례별 특성에 따른 대응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 4가지 종류의 사례에 대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대응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면, 첫 번째, 가정 외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CPS에서의 분리부터, 이후
아동과 원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이 법원의 모니터링 하에 진행된다. 아동을 원가정
에서 분리하기 전에는 CPS가 가족보존서비스(family preservation services) 혹은 가
정 내 서비스(in-home services) 등을 제공하면서 분리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
력(reasonable efforts)을 기울일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협(safety concerns)이 존재할 경우 법원은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
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분리보호 서비스를 받도록 명령하게 된다.
가정 외 보호 기간 동안 아동과 원가족은 분리 보호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재결합하거나, 재결합이 불가능하다
면 대안적이고 영구적인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46). 중앙정부의 부처인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의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산하 Children’s Bureau에서는 모든 분리보호아동과 입양 아동에 대한 개
별 정보를 수집하는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46)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outofhome/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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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AFCARS)를 관리하고 있다. 분리보호를 위한 가정 외 보호 장소의 제공은 많은
주(state)에서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며, 다만 가정 외 보호의 양육
자 자격기준 및 승인(licensing) 등의 기준은 주 정부가 가지고 있고 관리 한다47). 분리
보호 이후 60일 이내에 사례계획(case plan)을 세우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며, 가정 외
보호가 이루어지는 기관 및 장소의 적합성,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계획 등이 포함된
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8).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는 많은 경우
민간 기관에 의해서 제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나 통상적으로 사례계획,
배치, 재결합 및 친권 상실 등의 결정을 법원과 공공기관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
기관이 여전히 민간 기관이 제공하는 일상적인 수준의 사례 계획과 및 분리보호 기관에
서의 돌봄을 감독하고, 민간기관의 결정을 검토하며, 법원에 출두하여 사례에 관한 입장
을 대변한다(Planning and Learning Technologies, Inc. & The University of
Kentucky, 2006). 가족재결합을 위해 행위자나 가족이 가진 문제(약물중독, 정신건강
등)를 해결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기적으로 법원에서 가족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리보호 연장 혹은 종결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국의 많은 주들이 민영화를 통해 가정위탁이나 입양의 영역에서 사례관리 역할을 민
간기관에게 넘겨 왔다.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한 사례관리의 평가는 가정 외 보호를 받던
아동이 몇 명이나 가족재결합을 달성하는지, 그리고 가족재결합 이후 다시 가정 외에 분
리 보호 되지 않고 원가정에 머무르는지 등, 민간기관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절한 시기
에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지를 통해 평가하였다(UHHS, 2007b). 그러
나 가정위탁이나 입양에서 민간이 사례관리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최소한의 역할을 유
지하고 있다. 즉, 영구적 배치(permanency)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아동에 대한 개입의
수준 등을 결정하는 권한은 공공기관이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UHHS, 2007a).
두 번째, 가정 내 고위험군 아동학대사례로 분리보호의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사례에
대한 미국 아동보호체계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들 사례는 주로 가정 내에 제공되
는 집중가족보존서비스를(intensive family preservation services) 단기간(4주-6주)
동안 받게 된다. 집중가족보존서비스와 동시에 가족지원서비스 및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분리보호를 막기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reasonable efforts) 여전히

47) https://www.acf.hhs.gov/cb/faq/foster-ca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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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은 분리보호 결정을 내린다. 집중가족
보존서비스 역시, 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
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 원가정 보호를 받는 나머지 사례들이다. CPS가 민간기관을 통해 구매한 가정
내 서비스(in-home services)를 주로 제공받는다. 지역에 따라 CPS가 민간기관으로부
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식 및 민간기관들 간의 조직 구성 형식은 상이할 수 있다. CPS
가 개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으며, 혹
은 지역에서 타 기관과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는 대표기관(lead agency)과 계약하
고, 대표기관이 다시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Planning and Learning Technologies, Inc. & The University of Kentucky,
2006). 가족지원서비스(family support service)로 homemaker, parent aide,
parent education, counseling 등이 그 예시이다48).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 최종 서
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관의 사례계획, 관리 및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는 경우가 많다.
민영화는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개별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서부터 언제 어떤 서
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례관리 역할까지 민간기관이 담당하는 형태로 확장
되었으며 민간의 사례관리의 결과에 따라 공공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삭감하
는 형태로 이어졌다. 이는 민간기관의 사례관리가 공공기관이나 법원의 정기적인 감독
및 승인 아래 이루어지지만 사례와 관련된 일상적인 결정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UHHS, 2007a). 즉,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은 그 업무 수행결과
(performance)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얻을 수도 혹은 손실을 입게 되기도 하면서 더욱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었다(UHHS, 2008). 이에 따라 공공과 민간모두 서비스 계약 방식,
비용청구 및 지급,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품질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의 전달체계
와 관련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UHHS, 2007a). 미국 내에서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공공이 민간에게 의사결정을 포함한 사
례관리 전반을 넘기고 감독(oversight)만 하는지, 아니면 공공이 의사결정 기능은 유지
하면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 공공이나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특정 서비스

48) https://www.michigan.gov/mdhhs/0,5885,7-339-73971_7119_50648_7210-1538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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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갈지 등에서 다양한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UHHS, 2007a).
현재에도, 어느 정도까지 민간기관에 의존하는지는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며, 서비스
제공 혹은 사례관리를 민간기관에게 넘기는 경우에도 사례관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사례관리 대상은 가정 외의 치료
적 환경에 배치되어 임상적 개입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집단,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
은 저위험 사례, 가정 외 보호의 위험이 있어 가족보존서비스가 필요한 사례, 가정위탁을
받는 아동이나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족과 아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미리 정해진 아동집단과 수에 대해 특정한 종류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간과의 파트너쉽이 형성된다(UHHS, 2008).
민간기관이 사례관리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는지와 관련하여서 정해진 규칙은 없
으며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 민간기관이 사례와 관련된 핵심적인 결정을 하고, 아
동에 대한 영구적인 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혹은 미리 약속한 시점까지 법원이나 공공
기관 직원의 정기적인 검토만을 받는 경우, 2) 민간이 서비스 제공 및 배치 결정등 주요
한 권한을 가지지만, 영구적인 배치 목표 혹은 법원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은 공동으로 수
행하는 경우, 3) 공공과 민간이 모든 의사결정에서 중복되더라도 이중으로 사례관리를
하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중복으로
인한 비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최소한 민영화의 초기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취하였으며, 초기를 지나서도 공공이 민간을 감독해야 주 정부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
다는 연방정부의 조건을 이러한 형태를 통해 충족시키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다(UHHS,
2007b). 민간기관은 CPS기관과 혹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다시 하청을 맺어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정, 선택, 관리하여 전반적인
사례를 관리하거나 이 둘을 동시에 하기도 한다(UHHS, 2007b).
캔자스와 플로리다는 공공이 거의 모든 아동보호체계 사례를 민간기관에게 넘긴 두 개
의 주인데, 이와 같이 사례관리에서의 권한이 민간에게 많이 넘어간 주로 꼽히는 플로리
다에서도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법률 서비스는 공공이 유지하고 있다. 즉, 최소한
서비스 기준(performance standard), 품질관리 체계(quality assurance system)를
공공이 유지하고 있다(UHHS, 2008)
각 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은 민간기관이 계약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
지, 서비스의 효과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감독하고 모니터링 한다. 데이터 공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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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혹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민간기관이 담당한 사례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지, 서비스의 질, 비용, 영구배치 계획 등을 점검하기도 한다(UHHS, 2007a).
네 번째,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신고 및 접수된 사례 가운데 중저위험군
사례에 대한 미국 아동보호체계의 대응을 살펴본다. 이 경우, 기존에는 고위험군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장조사를 통해 위험을 사정하고, 아동학대사례가 아닌 경우, 사례계획 및
관리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방치된 채 악화되어 결국 반복적으로 신고
되고, 아동학대사례에 이른다는 주장에 따라(Drake et al., 2003) 중·저위험군에 속하는
가족 및 아동의 욕구를 파악하고 예방적으로 서비스를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제
공하고자 하는 것이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ponse)이다.
전통적으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관심이 적었으나 점차 이들 가운데서의 재신고 비율
및 예방적 관점이 강화하면서, 차등적 대응을 비롯하여 이들 사례에 대응하고자 하는 접
근이 강화되었다. 차등적 대응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미국 아동보호체계에서의 민영화(privatization) 의 배경
미국 역시 1970년대 공적체계로서의 아동보호체계가 수립되기 전에는 여러 민간기관들이 아동학대와 관련
된 역할을 담당해 왔다. 1970년대 『CAPTA(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의 제정에 따라
각 주마다 아동보호체계를 공적 체계로서 수립함에 따라서 공공기관인 CPS 기관이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사례
판단만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기도 하였고, 지역에 따라 민간기관이 공공과 협력하여 개별 서비스(상
담, 가정 방문, 위탁가정 모집 등)를 제공하는 형태로 분야별 역할이 변경되었다(UHHS. 2008).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는, 정부 혹은 CPS 기관은 공공기관으로서 민간기관과 계약 혹은 좀 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업
무협정을 체결하고 개별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정치적 기류 속에 민영화는 더욱 강화되었고 비용은 유지하되 서비
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와도 맞물려 가속화 및 확대되었다. 특히, 1997년도에 『입양과 안전가족
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ct: ASFA)』의 도입과 연방정부의 아동가족서비스평가(Federal Child an
d Family Service Reviews: CFSRs)의 실시에 따라 아동의 안전, 적절한 시기에 영구적 배치, 복지(well-b
eing)에 대해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면서 각 주들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효율적인
아동복지업무를 하고자 민영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즉, 시장경쟁 원칙, 높은 품질의 서비스 등, 보다 다양한 서
비스 선택의 폭 등이 그 동기가 되었다(UHHS, 2007a).

③ 서비스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
아동보호체계 내의 많은 서비스들이 계약에 의해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되지만 서비스
의 품질과 성과에 대해 CPS는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곧 CPS를 관리하는
주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 서비스의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란 아동과 가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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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가 얼마나 의도한 성과를 가져오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품질관리는 민영화
의 초기부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민간기관의 서비스 제공과정 및 성과
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CPS들도 많았으나, 점차적으로 품질관리
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들이 마련되었다
(UHHS, 2008b).
특히 2000년부터 연방정부의 Children’s Bureau가 각 주의 아동보호체계의 성과와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해 Children and Family Service Review(CFSR)를 시행하게
된 것이 서비스 품질관리에 기여하였다. CFSR은 각 주의 아동보호업무에 대해 7개 성과
와 7개의 시스템 관련 요인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총 36개의 개별 지표를 활용한다.
2001-2004년까지 첫 CFSR를 시행하였고, 2007-2010년에 두 번째, 그리고 2015년부
터 3번째 평가를 시행하였다. 2015년의 평가에서는 CFSR의 1단계에서 각 주별로 다양
한 가정 외 보호 사례와 원가정 보호 사례에 대한 성과를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2단계에
서는 주 별로 아동학대사례를 약 65사례 정도 추출하여 사례기록과 관련자들을 평가팀이
직접 만나보며 검토하였다. 평가팀은 직접 각 주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각 사
례에 관련된 아동, 부모, 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사례검토 시에는
중앙정부에서 개발된 현장검토용 도구를 사용하였다. CFSR의 3단계는 각 주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 이후 어떻게 아동보호업무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
는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 향상 계획(Program Improvement Plan: PIP)라고 불린다
(UHHS, 2016). CFSR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정부 및 CPS는 민간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맺을 때, CFSR의 기준과 지표들을 반영하여 민간기관이 적절한
서비스의 성과를 달성하고 품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UHHS, 2008b). CFSR에서
요구하는 36개의 지표 및 성과들은 아래와 같다.
<표 49> CFSR가 제시하는 아동보호체계의 결과, 시스템 요인 및 지표
구분
Safety
Outcome 1

지표 및 성과
아동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된다.

Item 1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가 적절한 시점에 시작됨

Safety
Outcome 2

아동은 가능한 상황에서는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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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및 성과

Item 2

가정 외 보호를 결정하기 전에 가족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Item 3

위험 및 안전 사정척도를 활용하고 관리함

Permanency
Outcome 1

아동은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주한다.

Item 4

가정 외 보호의 안정성(stability)

Item 5

아동을 위한 영구적(permanent) 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함

Item 6

재결합, 후견인, 입양, 혹은 기타 영구적인 환경을 제공함

Permanency
Outcome 2

가족 구성원과의 접촉이 아동을 위해 유지 및 지속된다.

Item 7

형제자매와 함께 아동을 배치함

Item 8

가정 외 보호 시 부모와 형제자매가 방문함

Item 9

가족구성원과의 접촉을 유지함

Item 10

친척위탁 보호를 추진함

Item 11

가정 외 보호 시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함

Well-being
Outcome 1

가족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킬 역량을 가진다.

Item 12

아동, 부모, 위탁부모의 욕구와 서비스 제공

Item 13

아동과 가족이 사례 계획에 참여함

Item 14

상담원이 아동을 방문함

Item 15

상담원이 부모를 방문함

Well-being
Outcome 2
Item 16
Well-being
Outcome 3

아동은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아동의 교육적 욕구 충족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Item 17

아동의 신체건강 관리

Item 18

아동의 정신건강 관리
주별 정보 시스템(Statewide Information System)

Item 19

Statewide Information System의 운영과 관리
사례 검토 시스템(Case Review System)

Item 20

문서화된 사례계획

Item 21

정기적인 사례 검토

Item 22

영구적 배치에 대한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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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표 및 성과

Item 23

영구적 배치 결정시 필요한 경우 친권종료

Item 24

양육자에게 영구적 배치 결정과 사례검토에 대한 통보
품질 관리 시스템(Quality Assurance System)

Item 25

품질 관리 체계 운영 및 관리
직원 및 서비스 제공자 교육(Staff and Provider Training)

Item 26

신입 상담원 교육

Item 27

기존 상담원 교육

Item 28

위탁 및 입양 부모 교육
서비스 종류 및 자원 개발(Service Array and Resource Development)

Item 29

다양한 서비스

Item 30

개별화된 서비스
지역사회에 대한 민감성(Agency Responsiveness to the Community)

Item 31

각 주가 CFSP*와 APSR**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논의에 포함시킴

Item 32

연방정부의 다른 프로그램과 CFSP의 조화시킴
위탁 및 입양 부모 자격, 모집, 관리
(Foster and Adoptive Parent Licensing, Recruitment, and Retention)

Item 33

기준을 적용함

Item 34

범죄경력조회 의무 실시함

Item 35

위탁 및 입양가정 모집 활성화함

Item 36

영구적 배치를 위해 타지역 자원도 활용함

주) *CFSP: Children and Family Service Plan
주) **APSR: Annual Progress and Services Report

CFSR의 시행과 더불어 성과기반 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의 확산 역시
아동보호체계 서비스의 품질관리에 기여하였다. 성과기반 계약과 서비스 품질관리 모두
서비스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의 측정과 데이터 수집, 더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
한 계약 혹은 전달체계의 수정보완 등을 기초로 한다. 성과기반 계약은 기본적으로 서비
스의 성과, 즉 아동과 가족에 대해 목표했던 성과들이 얼마나 달성되는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인 민간기관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달성하지 못할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
식이다(UHHS, 2008b). 성과를 적절한 기한 안에 달성하는지를 고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정 외 보호를 받았던 아동이 120일(약 4개월) 이내에 입양이 되는 경우 $10,000
을 공공기관은 민간기관에 지급하고, 친권이 박탈된 후 5개월 안에 입양되면 $8,66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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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이내에 입양되면 $6,520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서비스를 일정기간동안 제
공한 아동의 수와 제공 기간으로 민간기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미리 정해서 일정 정도의 사례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1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지불
하고 민간기관은 이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100명 정도로 서비스 대상자를 유지한다. 혹은
기본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적인 성과를 통해 금전적인 보너스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식도 있다. 즉, 합의한 성과를 일정한 기간 내에 달성했는지 여부에 기반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원수를 중심으로 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들
까지 성과기반계약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Collins-Camargo, McBeath, & Ensign,
2011; UHHS, 2007b). 그러나 어떠한 형식을 취하더라도 성과기반 계약(performance
-based contract)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기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
하고 명확한 성과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연구 및 데이터, 사례관리 체계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기준에 다른 쪽이 맞추거나 따라오기를 요
구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과로 서비스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부터, 성과를 점
검하고 측정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공공과 민간기관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팀이나 절차와 협력의 단계 및 절차 수립 등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태도와
노력이 요구된다(Collins-Camargo, McBeath, & Ensign, 2011).
이에 따라 오늘날 많은 주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은 프로
그램의 질, 실천, 클라이언트의 결과(outcome), 비용효과성, 만족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클라이언트의 결과, CPS상담원의 담당 사례 수, 사례관리 활동 등은 양
적인 자료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자들(stakeholders)들의 아동보호체계의 운영
에 대한 의견은 질적 자료로 수집될 수 있다. CFSR과 관련된 성과나 지표들을 활용하여
민간기관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매달 혹은 분기별로 공공기관에게 보고하기도 한다
(UHHS, 2008b).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는지에 따라 목표하는 클라이언트의 결과가 상이하고 모니터링
의 방법과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 민간의 여러 관련자들이 모여서 각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결과 혹은 성과가 달성되어야 하는지를 합의하는 과정도 필요하며 이 과정
은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각 지표나 성과기준에 대한 오해를 예방
하고 필요한 다양한 지표와 결과를 최종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최종계약서에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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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며, 그에 따라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
게 된다(UHHS, 2008b).
④ 차등적 대응 모델
미국이 90년대부터 각 주별로 도입하기 시작한 차등적 대응은 신고접수 시에 중·저위
험군으로 파악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한 후
가족의 욕구에 대한 사정을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심업무로 한다. 단,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 모델과 동일하게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사
례관리, 사례종결, 모니터링 등의 과정을 거친다. 중·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신고접수 후
조사 및 사례판단의 과정을 생략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 가족의 욕구를
사정하는 단계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가족의 자
발적인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가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가 관리되고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단독이 아닌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필수
적이다.
민간기관과의 협력의 형태 및 정도는 각 주에 따라 다양하다. 플로리다, 켄터키, 그리
고 워싱턴 주에서는 아동에 대한 위험정도가 낮거나 중간정도인 사례에 대해서 CPS에서
사례 계획 및 관리를 담당하고, 서비스 전달이나 욕구 사정은 민간기관이 담당하도록 하
였다(QIC-DR, 2009; QIC-DR, 2011). 네바다 주에서는 CPS가 가족들을 가족사정 경
로에 배정하면,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지역의 가족자원센터의 차등적 대응체계 담당 직
원이 가족이나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지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Siegel et al., 2008). 일리노이 주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동복지 분야 에서 공공-민간 기
관간의 파트너쉽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 초기 사정을 위해 CPS의 상담원과 민간기관의
사례관리자가 함께 가족을 만나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후에
는 민간기관이 사례를 전적으로 관리하였다(Fuller, Nieto & Zhang, 2013). 차등적 대
응 모델은 90년대 이후 미국에서 확산되어 오고 있으나, 최근 고위험군을 위한 전통적 대
응(IR: investigative response)과 중·저위험군을 위한 가족사정 대응(AR: assessment
response)에의 사례 배치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사정 대응에 배치된 사례
들이 더 위험도가 높거나, 재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보고되기도 하여 비판의 목

138

제2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소리도 존재한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오히려 고위험군을 위한 예산을 이용하여 가족사정
대응 사례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Bartholet, 2016; Hughes & Vandervort,
2016).
⑤ 인력별 사례 담당 수, 훈련 및 자격요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도 개별 상담원이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높은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Chambers et al., 2018). 상담원당 12-15
사례가 적정사례수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CWLA, 1999) 현실에서는 이것의 약 2배 이
상인 약 24-31사례 정도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PHSA, 2005; GAO, 2003). 실
제로 개별 상담원이 담당하는 아동학대사례 수는 지역에 따라 적게는 10사례에서 많게는
110사례까지로 큰 편차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다(APHSA, 2005).
CPS 상담원의 자격요건은 각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사회복지
학이나, 관련분야(심리학, 상담학 등)에서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면허나 자격증이 필
요한 경우가 많다. 면허는 보통 2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획득하며, 자격증은 아동, 청소
년, 가족분야 사회복지사 등이다49). CPS 상담원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민간
기관 제공자의 자격요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각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서비
스 개발자들이 추천하는 사례 담당수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집중가족보존서비스의 경우, 민간기관에 의해 서비스가 구매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 서비스의 사례관리자는 적은 수의 사례를 담당하며(2-3사례) 24시간 클라이언트로
부터 접근 가능해야 한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집중가족보존프로그램인 Homebuilders의
경우, 치료사가 하나의 가족을 담당하며 서비스를 전달하지만 3-5명의 동료 치료사와 팀
을 이루어 일하며, 슈퍼바이저와 프로그램 매니저의 도움을 받는다. 치료사는 사회복지, 심
리, 상담, 혹은 연관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이 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후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져야 한다.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 심리, 상담, 혹은 연관된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후 최소한 2년간 아동 및 가족과 일한 경험이 있거나, 학사학위를 소지
한 후 4년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 프로그램 매니저는 슈퍼바이저와 동일한 학력을 소지하며,
치료사, 슈퍼바이저, 매니저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원가정 보호를 받는 사례에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가운데, 아동학대 및 방임 가정
49) https://study.com/articles/Child_Protective_Services_Social_Worker_Job_Description_and_Requireme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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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정방문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예. Triple P, SafeCare),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의 학력 및 자격요건은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각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 혹은 이에 못 미치는 경우
일정한 경험을 갖춘 이후 워크숍 등의 훈련을 거쳐야 한다50). 개별 서비스제공자가 담당
하는 사례수도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데, 예를 들어, Triple P의 경우 9-10사례(가족),
SafeCare의 경우 19사례(가족)이다. 슈퍼바이저의 경우는 Triple P의 경우 7사례,
SafeCare의 경우 6사례이다(Deborah et al., 2012).
가족재결합을 준비하는 가정위탁 아동 사례에 있어서,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상담원이 30사례 정도의 관리를 맡고 있으나, 시범적으로 실시한 재결합 사업에서 15
사례로 사례량을 줄였을 때, 가족 및 상담원의 만족도가 높고 더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Chambers et al., 2018).
CPS 인력에 대한 최초 교육 및 지속 교육 역시, 각 주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는 상이하
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 주의 경우 신입 CPS 상담원들은 약 17일 간의 필수 교육(core
training)을 지역별 훈련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고51), 버
지니아주의 경우, 첫 3주 안에 수강해야 하는 수업(온라인), 첫 3달 안에(오프라인), 첫 1
년 안에(오프라인), 그리고 첫 2년 안에 수강해야 하는 수업(오프라인) 등으로 커리큘럼
이 구성되어있다(VDSS, 2015). 또한 매년 모든 직원들은 각 주별로 일정하게 요구되는
시간(예. 미시건 주-32시간)동안 보수교육을 받는다(MDHHS, 2019). 미시건 주의 경우
주 내의 8개 대학의 사회복지 대학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직원을 위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이
를 무료로 제공한다. 아래 <표 50>에 제시된 교육 외에도 여러 다른 주제가 오프라인 교
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된다.

50) https://www.cebc4cw.org/topic/parent-training-programs-can/
51) http://www.ocwtp.net/Types%20of%20Training%20CW.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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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0> 미시건 주의 CPS 상담원, 위탁보호 상담원, 입양상담원을 위한 교육 예시 일부(각 3시간)
주제영역
약물남용: 사정 기술과
중독의 증상 알아채기
정서 및 행동건강: 청소년의 정서
및 정신건강 이슈 이해하기

강의제목
⦁중독문제를 가진 가족 돕기(초급)
⦁청소년의 정서문제 및 정신건강 이해하기: 일시적인 특성 인가, 심각한
문제인가?(초급)
⦁부모의 정신건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초급-중급)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가정 외 보호 아동과 양육자(중급-고급)

교육: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
체계 탐색

⦁특수교육 이해하기(초급)
⦁가정 외 보호 아동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초급)

트라우마, 위기 관리

⦁슬픔에 대한 이해(초급)
⦁인신매매 생존자의 발굴과 지원(중급)
⦁트라우마의 영향: 트라우마 중심 접근(중급)
⦁배우자 폭력: 위험사정과 개입기술 개발(중급)

2차 트라우마

⦁나는 내 직업을 사랑해요! 조직문화를 통한 2차 트라우마 해결(중급)
⦁2차 트라우마 스트레스: 소진, 스트레스 방지 및 관리(초급)
⦁당신 자신을 돌보는 법: 2차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개입하기(초급)
⦁마음챙김과 자기 공감: 자기관리를 위한 도구(초급)

문화적 역량: 성소수자 청소년 돕기 ⦁아동보호체계의 성소수자 아동 돕기(초급)

또한 슈퍼바이저들만을 대상으로 한 강의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직원의 참여, 이직 방
지, 슈퍼비전, 팀워크 등에 대한 원리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위탁부모, 입양부
모, 친인척위탁 부모를 위한 강의도 마련되어 있으며, 아동에 대한 이해 및 원가정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내용 등이다.
⑥ 예산
아동학대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Title I of 『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에 근거한 아동학대 및 방임의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을 위한 보조금(The Grants to States for Child Abuse or Neglect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State Grant))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제공
하는 것으로 주 정부가 신고, 조사, 안전 및 위험 사정 프로토콜, 상담원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 CPS의 기능을 향상할 뿐 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있는 영아를 위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Title II of 『CAPTA』에 근거한 지역사회 기반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프로그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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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unity-Based Grant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and Neglect
program (이전의 지역사회 기반 가족자원 및 지지 프로그램))은 주지사에 의해 지정된
민간기관이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아동학대와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
영, 확장하는데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기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The
Community-Based Child Abuse Prevention (CBCAP) Program)으로도 그 명칭이 사용된다.
Title IV–B, Subpart 2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가족(Promoting Safe and Stable
Families)은 분리보호를 예방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분리보호 서비스의 제공 및 가족재결
합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펀딩에 대한 근거법률이다. Title XX of 『the Social
Security Act』에 근거한 Social Services Block Grant (SSBG)는 주정부가 아동돌봄,
아동보호서비스, 가정위탁 등 아동학대와 방임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위
해 사용할 수 있다(UHHS, 2019).
이 외에도 연방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가운데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가정 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펀딩은 Medicaid,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the Title V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NGA Center for Best
Practices, 2002)등이다. 주에 따라 Title IV-E funds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가
정위탁 배치와 유지, 입양에 사용되던 것인데 1994년에 가정 내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가 승인하였다(CWIG, 2014).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은 행위자나 그 가족의
개인 건강보험에서 지불될 수 있는 서비스인지 먼저 확인한 후, 연방정부나 지방자치 단
체(county 등)의 재정이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한다. 보통 미국에서는 입원을
전후로 한 위기관리 개입이나 재결합 서비스에 보험이 적용되지만, 아동의 분리보호를
예방하는 치료적인 개입의 요소가 강한 가정 내 서비스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는 경
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정 외 보호 서비스에 대해서 가정 내 서비스 보다 이용 가능한 자원/재
정이 더 많으며(CWIG, 2014), 연방정부의 예산의 많은 부분은 가정 위탁에 투자되고 있
다. 2012년 $4.3 billion이 가정위탁에 투자되었고, 그에 반해 예방과 가정 내 서비스를
포함한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주정부에 Social Services Block Grant(SSBG)를
$900 million 제공하였다. SSBG 펀드는 주간 돌봄, 주거, 입양 등 취약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비용이다. 추가적으로 $2.2 billion이 가족 보존과 지지, 소년범죄, 아동복지 서
비스 및 훈련, 기타 아동 및 가족 서비스를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주정부에 지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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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s, Edelstein, Hahn, Toran, & Steuerle, 2013). 연방정부의 많은 재정이 가정
위탁으로 향하기 때문에 주정부가 가정 내 서비스의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11년 애리조나 주에서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 가운데
91%는 주정부의 재정이었고, 9%만이 연방정부의 재정이었다(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State of Arizona, 2012).

(2) 영국
① 아동학대 서비스 전달체계 및 단계
영국은 1989년과 2004년의 『아동법(The Children Acts)』과 이를 개정한 2017년
『아동과 사회복지법(the Children and Social Work Act)』을 기반으로 욕구를 가진 아
동에게(children in need)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심각한 해를 경험하거나 그럴 가능
성이 있는 아동들을 조사하고 보호하는 아동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영국의 아동
보호체계는 아동학대 문제만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아동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영국 중앙정부의 교육부
(Department for Education)에서 법적 혹은 행정적 아동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기준으로 자율적인 아동보호체계를 수립한다. 지방정부의
Children’s Services에서는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전반을 그 하위부서인 Children’s
Social Care는 아동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지방정부의
Children’s Services의 사회복지사들이 이러한 기능의 실제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2018년 발표된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은 아동
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동보호 및 복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업무지
침이다. 이 업무지침에서는 2004년 『아동법(the Children Acts)』이 개정되면서 만들어
진 지방아동보호위원회(LSCB)를 대신하여 safeguarding partners가 지역의 아동보호
정책, 단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52). Safeguarding partners는 3개의 법적 지위
를 갖춘 주체로 구성되는데, 지방 정부(local authority), 임상 위임 그룹(clinical

52) safeguarding partners는 2018년 6월 29일부터, 지방아동보호위원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s board: LSCB)를 대
체한다. LSCB는 지방정부, 보건,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로 구성되며 지역 내 아동복지 기관들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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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ssioning group), 그리고 경찰이다. 임상 위임 그룹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들로 구성되며, 대표 간호사(Chief Nurse)를 두도록 하였다. Safeguarding partners의
역할 가운데는 어떤 아동이 아동보호체계에 의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Working Together 지침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와 관련된 인력 및 기
관들이 각자 고유의 기능을 하면서도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입
장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제공하는 아동중심접근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박세경, 2015).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가장 낮은 수준의 욕구나 문제부터 아동학대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에 처해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까지 그 특성에 따라 대응한다. 아동보호체계 안에
서 협력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민간 혹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가 아
동의 특성에 따라 1) 가장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욕구사정과 조기 개입
(early help)부터, 조기 개입만으로 적절하지 않은 2) 좀 더 복잡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
해서는 지방정부에의 의뢰를 통한 사정(『아동법』 제17절에 근거)과 개입, 그리고 이것만으
로도 충분하지 않은 3) 학대로 인한 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아동법』 제47절
근거) 및 사정(『아동법』 제17절 근거) 과 개입을 하는 등 사례별 특성에 따라 대응한다.
각 지방정부마다 설치된 children’s services는 조기개입 서비스부터, 사회적 돌봄
(social care) 서비스까지 담당하는데, 조기개입 서비스는 학교, 건강 검진 등의 1수준의
보편적(universal) 서비스와 특정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학교 상담, 부모 프로그램, 십대
부모 지원 등의 2수준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은 복합적인 욕구
(multiple needs)를 가진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집중 가족지지(intensive family
support),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같은 3수준 서비스와 학대로 인한 아동보호서비
스, 가정 외 보호 아동(looked after children)에 대한 4수준 서비스를 의미한다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지역사회 기관들의 조기개입(early help)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기개입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보다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아동(children in need), 즉 3수준이
나 4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아동이라고 생각이 되면 누구든지 지방정부의
Children’s Services의 하위부서인 Children’s Social Care에 의뢰해야 한다. 의뢰받은
사례에 대해 소속 사회복지사는 1일 안에, 다음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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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방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safeguarding partners(경찰, 지방정
부 그리고 민간기관이지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NSPCC53))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응급행동(emergency action)이 필요할지를 판단하여 지방정부와 경찰, 의료 및 적
절한 유관기관(NSPCC 등)은 긴급전략논의(immediate strategy discussion)를 실시하
고 법적 자문을 구하며 아동을 직접 면담한 후, 응급행동 여부를 결정한다. 응급행동을 통
해 아동을 분리보호 할 때는 법원으로부터 응급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
EPO)을 받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 경찰 혹은 NSPCC가 실행한다. 안전에 위험이 있
는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의 1차적인 책임은 아동이 발견된 지역의 지방정부에게 있다.
아동을 면접한 이후 응급행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응급
행동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아동이 가진 욕구에 대해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정(『아동
법』 제17절 근거)을 지방정부 Children’s Social Care의 훈련받은 사회복지사가 실시
하고, 이후 사례계획(child in need plan)을 세우며 적절한 개입을 통해 관리하고(3개월
에 한번 씩 리뷰)54) 종결한다. 응급행동을 하는 경우는,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조사(『아동법』 제 47절 근거)가 추가되고, 아동의 욕구에 대한 사정(『아동법』 제17
절 근거)도 실시된다.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이 가진 다른 욕구에
대한 개입계획을 바탕으로 관리 및 종결을 하고, 학대인 경우에는 아동보호회의와 보호
계획(child protection plan)을 거쳐 개입한다. 가정 외 보호가 결정된 아동은 돌봄 계
획(care plan)이 세워지고 이후 정기적으로 변화와 재결합 준비정도가 평가된다(첫 리뷰
는 3개월 이내, 이후 6개월 이내).
② 사례별 특성에 따른 대응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그림 12]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대응방식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로, 지방정부에 의뢰(referral)되지
는 않아서 [그림 12]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지역사회 내의 아동과 관련된 기관이든
아동이 가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역사회 내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어떤 기관의 실무자이든, 아동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해서 사정을 실시하고 보편적(universal) 서비스나(1수준) 특화된(specialized)
53)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54) https://www.proceduresonline.com/norfolk_cs/chapters/p_cin_plans_re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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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2수준)를 제공할 수 있다. 지역 내 기관들의 협력 및 조기 개입에 대한 훈련의 책
임은 지방정부에게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사례를 의뢰(referral)하지 않지만, 지
방정부의 사회복지사와 아동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해야 하며, 지방정부의
children’s social care는 논의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지방정부의 children’s social care에 의뢰된 후 1일 안에 [그림 12]의 (C)처
럼, 지방정부 children’s social care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례는 다른
지역사회 기관에 의뢰되어 조기 개입 사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세 번째, 지방정부의 children’s social care에 의뢰된 후 1일 안에 지속적인 개입이
결정되었고, 지방정부와 경찰, 의료 및 적절한 유관기관(NSPCC 등)과 긴급전략논의
(immediate strategy discussion) 및 아동면담을 실시했으나, 응급행동도 필요하지 않
고, 아동에 대한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정(『아동법』 제 17절에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라
고 생각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지방정부 children’s social care의 개입 및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기관에 의뢰하거나, 조기 개입을 위한 사정을 의뢰한다(C).
네 번째, 지방정부의 children’s social care에 의뢰된 후 1일 안에 지속적인 개입이
결정되었고, 긴급전략논의(immediate strategy discussion) 및 아동면담을 실시한 결
과 응급행동은 필요하지 않지만, 아동에 대한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정(『아동법』 제 17
절에 근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F)와 같이 사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
절한 개입계획을 세운 이후 실행하고 평가하여 사례를 종결하거나(H, K, O) 지방정부의
개입을 중단하고 타기관에 의뢰하거나 조기개입을 위해 의뢰하게 된다(C).
사정은 지방정부의 훈련받은 사회복지사가 정해진 방식에 의해 진행하며, 이후 개입의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개입 계획을 세우는 회의(Child in Need Plan Meetings)
및 아동에 대한 개입 계획(child in need plan)을 세우고 실행한다55). 이때, 계획 회의에
는 아동, 가족, 기타 이들과 함께 일할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며, 회의는 주로 사회복지사
의 매니저가 진행한다. 아동에 대한 개입 계획은 반드시 담당 실무자(lead professional)
을 지정해야 하는데, 반드시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담당실무자는 추후 아동과
가족을 만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씩 사례가 진행되는 것을 점검하며, 담당실무자 및 실무자의 매니저 아동,

55) https://www.proceduresonline.com/norfolk_cs/chapters/p_cin_plans_rev.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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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기타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진행한다. 12개월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예외적으로 장기화 될 수도 있다.
다섯 번째로, 지방정부의 children’s social care에 의뢰된 후 응급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행하고 지방정부 children’s social care와 경찰, 의료 및 기타 관
련기관(예. 처음 사례를 의뢰한 기관)이 전략논의(strategy discussion)(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을 거쳐 학대에 대한 조사(『아동법』 제47절 근거)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실시한
다. 또한 사정(아동법 제17절)도 아동이 의뢰된 후 45일 안에 실시하여 적절히 대응한다.
조사 이후 아동학대가 확인되지 않지만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경우, 아동을 추후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계획(child in need plan)을 가족 및 여러 기관의 실무자들과 함께 세운 이
후 실행하고 평가하여 사례를 종결하거나(H, K, O) 지방정부의 개입을 중단하고 타기관
에 의뢰하거나 조기개입을 위해 의뢰하게 된다(C).
여섯째, 다섯째와 같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대가 확인이 되면, 아동보호회의(initial
child protection conference)를 실시한다. 조사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에 의해 실
시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아동보호회의에서는 지방정부나 NSPCC가
운데 어떤 기관이 주도할지를 정하고, 담당 사회복지사(lead social work)를 지정하고,
아동보호계획(child protection plan)을 수립할 기관의 실무자 및 가족 구성원을 결정
한다. 또한 어떤 일정에 따라 추후 아동보호계획 및 아동보호검토회의를 진행할지, 어떤
방법으로 아동보호계획을 실행할지, 구체적인 결과물이 무엇일지에 대한 대략적인 논의
를 진행한다. 아동보호회의의 장(chair)은 추후 아동보호검토회의를 이끌어가도록 하며,
사례에 대한 행정적인 업무나 책임을 가지지 않은 실무자들 가운데 선정한다. 미리 아동
과 가족을 만나 추후 진행될 과정을 설명하며, 그 외 사회복지사들은 아동보호회의에 참
여하여 아동의 필요, 부모의 역량 및 가족의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대와 방
임이 아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아동보호회의를 기초로 10일 이내에 핵심 그룹 회의(core group meetings)를 실시하
여 좀 더 세부적인 아동보호계획을 개발한다. 아동보호계획은 아동을 해로부터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준비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층 사정
이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수립되어 유관기관 간에 공유한다.
아동보호회의가 개최된 후 3개월 이내에 아동보호리뷰회의(child protection review
conference)를 개최하여 아동보호계획의 실천과 아동의 변화에 대해 점검한다. 최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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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호리뷰회의 이후의 회의는 그 전의 회의가 개최된 지 6개월이 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한다.
법원으로부터 아동에 대한 돌봄 명령(care order)을 받은 지방정부는 아동을 적절한
곳에 가정 외 보호하며, 지방정부 혹은 민간기관에서 관리하는 위탁 가정(foster home)
이나 좀 더 큰 아이들의 경우 지방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children’s home과
같은 시설에 배치할 수 있다 위탁 가정 부모는 지방정부가 모집하고 심사할 수도 있고56),
민간기관에서 모집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양육시설이 전체 양육시설
에서 보호되는 아동에 대한 지출의 65%를 차지하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탁 가정이 전
체 위탁 가정 아동에 대한 지출의 44%를 차지하고 있다(House of Commons, 2019).
지방 정부로부터 의 돌봄을 받는 아동(looked-after children or children in care)
은 개별 돌봄 계획(care plan)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지방정부와 기타 기관들이 아동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거나 영구적인 대안 환경을 찾는
것을 돕도록 한다. 돌봄 계획은 문서로 작성되고, 아동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할 때에도
모든 과정과 근거를 서류로 기록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돌봄 아동의 일상에 대한 계
획 및 아동의 교육, 건강, 종교, 취미, 부모 면접 등의 내용은 배치 동의서(placement
agreement)에 작성된다57)
일곱째, 여섯째와 같이 조사 이후 학대가 확인되었으나 심각한 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보호회의를 개최할지에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실시하거나, 혹은 사정을 종결하
고 가족 및 전문가들과 추후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며 이후
아동의 안전을 체크하고, 변화된 욕구를 지속적으로 사정하여, 합의된 계획을 근거로 서
비스를 제공할지를 결정한다.

56) https://www.citizensadvice.org.uk/family/looking-after-people/children-and-local-authority-care/
57) https://www.cambridgeshire.gov.uk/residents/children-and-families/children-s-social-care/looked-after
-children/planning-for-looked-after-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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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영국의 아동보호체계

58) 『아동법』 제17절에 의거한 다기관 사정으로 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한다.
59) 『아동법』 제47절에 의거한 조사로서 심각한 해를 받고 있거나 그 위험이 있는 아동을 위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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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의뢰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는 바로 타기관에 의뢰되어 조기개입의 가능성을 탐색하게 된다.
영국의 경우, 사정(『아동법』 제17절 근거)과 조사(『아동법』 제47절 근거)는 지방자치
단체 담당 부서에서 시행하며 가정 외 보호, 입양, 서비스 제공 등의 부분에서 민간기관
과 협력하기도 한다(Jones, 2017). 비영리 뿐 아니라 영리 기관이 양육시설이나 위탁 가
정,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을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1수준에서 4수준의 서비스들
은 지방자치단체 children’s service에서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외부의 민간 기관
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영국 전역에 걸쳐 어떤 형태가 우세하다거나, 더 효
과적이라는 결론은 없다. 지역에 따라 민간기관을 이용했을 때 더 비용 효율적이라고 보
고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직접 제공했을 때 행정비용이 인건비가 들지 않아 더 효율적
이라고 보고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차이가 있다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민영화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 둘 다
존재하며, 찬성의 경우 매너리즘에 빠진 정부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있으며, 반대의 경우 오히려 영리기관의 배를 불려준다는 우려와 이윤
추구에 치중하여 오히려 비용이 더 비싸다는 의견이다(Jones, 2017).
③ 인력
지방정부의 Children’s Service 및 그 하위부서인 Children’s Social Care에서는 적
절한 사회복지사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사례로 인한 많은 업무량과 민간 기관에 비해 낮은 보수 등은 필요한 사회복지사의 자
리에 적절한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비율을 증가시켰고, 이직률 또한 상승시켰다. 68%
의 사회복지사가 5년 이내에 이직하며, 2018년 England에서만 16%의 인력이 모집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인데, 지나치게 많은 사례량, 시간의 부
족, 아동과 가족을 지원한 자원이 부족한 것 등의 어려움을 사회복지사들이 경험하고 있
기 때문이다. 영국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수행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설문조
사에 따르면 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일하며, 이 가운데 20%인 11시간 정도만 클라이언트
를 만나는데 사용되고 65%에 해당하는 29시간은 컴퓨터와 서류작업에 소요된다고 하였
다. 그외 시간은 전화업무 등 다른 일에 사용되었다(House of Commons, 2019).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사를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민간기관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150

제2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고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민간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에게도 시간 당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해야 하므로, 전체적인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 하지만, 담당해야 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모집하는 경우가 영국 전역에 걸쳐 드물지 않게 발생하
고 있다60). 재정이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사례수와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충원되
지 않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사는 기피하는 일자리로 인식되어, 사회복지사들은 민간기
관을 선택하고 지방정부는 더 비싼 비용으로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루
어지고 있다.
④ 예산 책정 및 분배 방식
[그림 13]은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Children’s Service 의 총 지출을 정리한 것으로
2015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일괄 비교한 것이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6). 약 £9 billion의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017-2018년에는 총 £9.2 billion
을 지출하였는데, 가정 외 보호 아동을 포함한 특별 돌봄 아동(children looked after)
부분에는 £4.3 billion, 욕구 및 개입이 필요한 아동(safeguarding)에는 £2.2 billion,
가족지원(family support) £1.0 billion 및 슈어 스타트, 청소년, 및 기타(sure start
and under 5’s £0.6 billion, youth £0.4 billion, other £0.2 billion)으로 전체 규모
는 비슷하지만 가정 외 보호 아동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린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이면서, 지방정부의 아동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감소하였
다. 특히, 법적으로 의무화 되지 않은 아동 센터, 부모 프로그램, 조기 개입 등에 대한 지
출이 감소하는 추세이다(House of Commons, 2019).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동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각 지방정부의 Children’s Service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조기 개입(early
help)부분의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지방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와 줄어드는 예산에 대응
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아동법』 제47절에 근거하여 조사를 받는
아동은 139%증가하였고, 아동보호계획은 86%,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은 18% 증가
하였다. 따라서 지방정부들은 모두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House of
Commons, 2019).
60)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apr/07/social-work-recruiting-woes-see-councils-pay-millions
-to-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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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Innovation Programme은 2014-2015년, 2015-2016년 2년 동안 각각 £30 million
을 투입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육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새로
운 서비스 접근법을 시도, 확산, 평가하여 더 효과적으로 아동들을 돕고자 하였다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Troubled Families Programme은 영국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40만 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으로, 아동이 분리보호 되는 등 가족이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6). 지방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펀드를 조기 개입
을 위해 사용하였다. 2020년에 중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이후 이 프로그램의 펀드
를 활용하였던 조기 개입 분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House of
Commons, 2019).
줄어드는 재정으로 인해 법적으로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Children’s
Social Care에 의뢰되어 사정(『아동법』 제17절 근거) 및 조사(『아동법』 제47절 근거)를
받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조차 점차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상황이다(House
of Commons, 2019).

[그림 13] 152개의 영국 지방정부의 Children’s Service의 서비스 분야별 지출
출처: Department of Education(2016). Policy statement on expulsion and suspension policies in early child
hood settings,
주) 2015년 화폐기준(단위: million)으로 통일하여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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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법률적 분석
아동학대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주요 내용은 종래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동법은 제17조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적어 놓고 이를 위반해서 아동학대를
감행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벌칙 규정에 따라 형벌 등을 부과해 온 것이다. 그러나, 2000
년대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보호를 위하여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아동의 양육은 가족구성원 차
원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아동에 대한 학
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그 결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아동
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처벌에 주목적이 있음을 천명하였다.
아울러 형법 상 폭행죄 등 주요범죄의 범주에 드는 아동에 대한 가해행위를 아동학대
범죄에 포함시킴으로써61)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위주의 규율 체계에서 벗어나고 있
다. 그리고 “아동학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
록”62) 하여 아동에 대한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하였다. 한편 “아동학대행위
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고,”63)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
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
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64) 하였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범
죄에 대한 행정 및 사법부의 총체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에 이른 것이다.
61)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참조.
62)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내지 제5조.
63)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64)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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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제11조).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
정법원으로 함(제18조).
⦁형사법원이 임시조치 결정을 하면서 시ㆍ도지사, 아동복지전담기관장 등⦁에게 후견인
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제23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
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제24
조 및 제25조).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제27조).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
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함(제35조).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제53조).

그 후 여러 차례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본 연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19년 1월 15일에 있었던 제6차 개정이었다. 개정안 이유서에 따르
면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 아동
지원업무가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아동정책을 종합적이
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있어서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 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

154

제2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외 제6차 개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권리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및 제11조의2제2항
신설 등).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족ㆍ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
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
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제6항).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
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
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ㆍ폐업하
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제50조제3항 신설 및 제51조제3항).
⦁마.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부칙 제5조제1항).

이 가운데 특히 보장원의 설립은 아동학대 정책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의 발생부터 종료, 종료 이후의 자립지원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이 만들어져 총체적 지원체계를 확립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보장원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할 수는 없고, 업무 중 많은 부분은 민간위탁을 통
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장원의 설립을 계기로 아동학대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찾아서 해결하는 등
보장원 설립 이후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현재 국회 등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개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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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복지법』 개정 방안
(1)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김병욱 의원 안, 채택하지 않음)
① 개요
『아동복지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65)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정한 보호조치에는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거나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과 가정위탁, 아동복지
시설 입소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보호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아동학대 위험 인지를 통한 사
전예방 조치가 취학 전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다는 점이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인 가정이라는 공간에
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이유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66)
구체적으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해서 공무원 등이 가정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
한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령, “건강보험상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
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등 위기아동”67)을 발견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서
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65) 『아동복지법』제15조.
66) 김병욱 의원 안.
67) 김병욱 의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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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 취지
현
<신 설>

행

개 정 안
제14조의2(위기아동의 발굴·조사 및 보호) ① 보건복지
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
호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이하 “위기아동”
이라 한다)을 발굴하고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
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
양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
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건강·안전 및 복지가 우려되는 아동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15
조에 따른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
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기아동 발굴·조사의 시기·절차·방
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평가
아동학대의 양상이 점점 잔혹해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후에 조사하고 대응하는 것의 실
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무엇보다 사전에 위기아동을 찾아내서 보호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검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이 현장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있다.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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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신고를 받은 후에도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한 학대행위자가 학대 예방교육을 성실
히 받지 않는 현실에서 아직 아동학대의 신고조차 되지 않은 가정에서 검진을 안 받았다
는 이유로 개별 방문하여 조사하는 데 흔쾌히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고된 아동학대를 처리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발굴에 적극적으로 동원할
인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로 신
고가 된 가정부터 신속히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위기아동의 조기 발굴은 장기적인 과
제로 남겨 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

(2)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남인순 의원 안, 채택)
① 개요
『아동복지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대상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
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68)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
래 전부터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가정위탁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
해서는 “위탁아동, 친가정(부모), 위탁가정(부모)과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가정위탁 4주체
로 협력하여”69)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정위탁을 통한 아동보호 제도가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무엇보다 “가정위탁 보호기간의 장기화, 위탁아동의 친권행사 제한으로 인한 위
탁부모의 어려움 등 운영여건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으로 가정위탁보호율이 제도시행 초
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70). 따라서 “가정위탁의 대상인 보호대상 아동 및 가정위탁 부모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면접교섭 지원, 그리고 친권을 행
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가정보호체계의 핵
심 제도로서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71)안이
제출되었다.

68)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 제3호.
69) https://www.fostercare.or.kr/business/?mode=business_01.
70) 남인순 의원 안.
71) 남인순 의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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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 취지 및 평가
제출된 안에 의하면 “보호대상 아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학대피해아동,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아동 및 2세 이하 영아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전문가정위탁을 법제화”72)
하고 있으나 아직 가정위탁 제도 자체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
정위탁을 도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다만, “보호대상 아동의 원가정 조기 복
귀 지원을 위해 가족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을 지원(안 제15조의4 신설)”73)하는 안이
나 “가정위탁 부모에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대상 아동의 적절한 보
호조치를 위해 적합한 위탁가정에 임시 보호조치하게(안 제15조의5 신설)”74) 하는 안은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4(면접교섭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제4
호·제5호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
779조에 따른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
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5(위탁가정 임시 보호 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 보호를 하는 사람에게
질병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
조제5항에 따른 위탁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3) 중위험 또는 저위험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관리 방안(연구진 안)
① 개요
아동학대의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부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가 『아동학대처
벌법』제정 이후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현장출동 규정이 들어가면서 그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제27조는 삭제되었다. 즉, 아동학대 대응체계 자체가 『아동학
대처벌법』중심으로 개편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로 인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
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정한 다양한 조치들이 적용되지만,
72) 남인순 의원 안.
73) 남인순 의원 안.
74) 남인순 의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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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이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
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말았다. 현재 『아동복지법』 규정체계에 따르면 『아동
복지법』에 정한 제반 조치들은 아동학대 ‘범죄’의 뒷수습을 위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
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가 아니더라도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위험이 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초동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범죄’에
이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정척도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중위험 또는 저
위험 사례를 『아동학대처벌법』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② 개정 취지
현재 『아동복지법』제28조에서 사후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적인 사례관리로
바꾸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 사건 전반에 대한 개입의무를
부과하고,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
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아동학대 사례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
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
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
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
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전항에 정
한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위험척도에 대한 사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내지 제3
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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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 정 안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과 같음)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장원 또는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③ 평가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사건이나 『아동학대
처벌법』상 처리절차를 끝낸 사건 모두에서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주도적으
로 아동학대의 확산 저지를 위한 역할을 할 공간을 만드는 개정안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4)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 의무화(오영훈 의원 안, 연구진 안, 채택)
① 개요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제29조
와 제29조의2에서 규율하고 있다.
먼저 제29조 제1항은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
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참여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
⦁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
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아
동학대를 목격한 비가해 보호자, 학대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
에게 상처를 남긴다. 따라서 국가는 아동학대 이후에 피해자와 그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
161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제1항은 이를 확인하는 조항으
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가가 아무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학대피해자의 가족이 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더 이상의
학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일방적인 지원서비스는 효과가 없고, 양방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이다. 이 점
을 강조하고 있는 조항이 바로 제29조 3항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학대행위
의 중심에 있고,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할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본
인 스스로 학대행위의 책임을 느끼고, 더 이상 그런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정신적으로 치
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취지로 『아동복지법』은 제29조의2에서 학대
행위자의 교육 참여의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014년 신설된 이 조항에 따라 학대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자는 “상담, 교육 및 심리
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에 성실히 참
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실무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작 시급하게 교육을 받아야 할
학대행위자가 관계기관의 호출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
원을 제공하도록 하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
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참여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와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 종료 후 위와 같은 사
후관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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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방법이 없고,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재발되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 책임과 비난은 전부 아동보
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에게 돌아가고, 실제 행위자는 학대 예방을 위해 아무 노력을 기
울이지 않아도 기관이 할 수 있는 다른 대처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아동학대는 심각성이 다양한 행위의 총체다. 아이들을 한두 대 살짝 때리는 것부터 심
각하게는 도구를 이용하여 찌르거나 뼈가 부서질 정도로 때리는 것까지 그 안에 포섭할
수 있는 행위가 너무나도 다양하다. 그런데 현행 법조문에 의하면, 『아동학대처벌법』 상
범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는 아동학
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등 지원서비스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법원에서 보호처
분을 받거나 정식으로 형사입건 되는 상황이 아닌 한,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자신이 아동
을 학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와서 치료를 받는 등 적
극적으로 생활태도를 교정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
한 아동학대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미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을 강제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개정 취지
제출된 안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
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
원)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
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
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
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① (생 략)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75) 오영훈 의원 안.

163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2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
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부하거
나 방해한 사람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과 같음)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
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평가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학대행위자가 국가 또는 위탁기관이 제공하는 아동학대 예방
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본인이나 아동 모두 정상적인 가정
생활로 하루 빨리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서비스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과태
료를 부과하는 것은 늦었지만, 당연히 도입해야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과하고, 과태료 부담이 얼마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지원서비스를 받지 않으려는 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
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서비스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 『아동학
대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안이다.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은 아동학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상적인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아동학대행위자로 취급되어 교육을 받는 것을 불편해 하고, 설령 교
육에 나오더라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교육효과가 높지 않게 나타날 가능
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과태
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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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아동에 대한 접근 금지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해당 조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학
대행위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호처분이 『아동학대
처벌법』 상 형사처벌에 준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검사가 정식기소에 대체하는 수단으
로,76) 그리고 법원이 정식재판에 대체하는 수단으로77) 만들어 놓은 보호처분을 단순히
의무해태를 이유로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아
동학대처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제47조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
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 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우리 법이 예정하고 있
는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제도이다. 그런데 그 실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행위자 및 피해자
76) 『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 참조.
77) 『아동학대처벌법』 제2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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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명하는 조치가 앞서 살펴본 보호처분과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다음의 비교표를
살펴보면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보호처분이 여러 군데에서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78)

보호처분79)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
유하는 방실(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로의 보호위탁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
수강명령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 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
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
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위 비교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의거하여 내릴 수 있는 조치 가운
데 반 이상은 보호처분의 내용과 차이가 없다(음영 부분 참조). 이처럼 실질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형사처벌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원의 처분
이라는 점에서 실무자들 가운데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아동학대 예방 방안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로
78)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참조.
79)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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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아동에 대한 학대 위험이 있음에도 행위자가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발령함으로써 아동보호에 만
전을 기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현행

개 정 안 (의견)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
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
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
호명령을 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현행과 같음)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피해아동의 가족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 위탁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판사는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
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판사는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
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
동의 보호자, 학대행위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의무를 해태할 경우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여 교육 참여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그래도 계속 교육에 참여하
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판사에게 청구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제5의3에
정한 바에 따라 “피해아동의 가족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 상담 및 치료 위
탁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80)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아동 보호명령 제도를 이용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강제에
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바로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다.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도는 원래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을 2017년에
이르러 한 차례 개정한 후 오늘에 이른다. 제정 당시 제47조 제1항은 제5호에서 “5.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하는 방안만을 정해 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것만으로는
80) 다만 한 가지 문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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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2017년 개정법에서
제5의2를 신설하게 된다.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이 규정은 “보호명령의 내용 중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ㆍ치료 위탁이
없으므로 정서적ㆍ심리적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 규정을 보완할 필요”81)가 있어서 추가
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취지가 아동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학대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거나 학대행위자를 정상적인 보호자로 재교육하기 위한 것
이 아니었다. 오히려 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의거하여 상담 내지는 교육하도
록 할 것이 아니라, 학대예방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더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법 규정에 따르면 보호처분도 받지 않은 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
수를 내용으로 하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2
차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상 피해자보호의 취지에 따라 상담 및 교육을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효과가 없을 경우 보호처분에 붙여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즉시 『아동복지법』상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
미 나와 있다. 그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현

행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개 정 안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에
게 제공하는 지원에 피해아동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71조(벌칙) ① (생 략)

81) 2017년 『아동학대처벌법』법률 개정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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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에게 제공하
는 지원에 피해아동이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사람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이 안에 대해서는 앞서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에서 지적한 문제가 그대로 제기될 수
있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형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2)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방안
(1) 응급조치권의 강화(김관영 의원 안, 채택)
① 개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
은 1. 응급조치, 2.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판사와 검사 등 사법기관이
3. 임시조치, 4. 보호처분을 통해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따라서 가장 먼저 도착
한 경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
이 아동의 보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응급조치를 취하고자 해도 일단 피해아동이 거주하는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봉쇄되어 아동학대를 저지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이 피해 현장으로 즉시 접근하는 데 필
요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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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정 취지
현

행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 ⑥ (생 략)

개 정 안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
동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출입으로 인하여 주거시설물이 훼
손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해
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한다.

③ 평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간다고 해도 형법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지는 않다. 먼저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여기 적용될 형벌 규정이 없고, 일반 형법에
의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형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다. 가령, 출입으로 인하여
문호가 손괴되거나 행정법 상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이 문제될 경우, 그 책임까지 면제받
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학대 받는 아동이 있음에도 출입문
을 뚫고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위 개정안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즉,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명백히 거짓이라고 의심될 만한 상황
이 아닌 한 주거지 출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둘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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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정의규정의 개정I (정춘숙 의원 안, 채택)
① 개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의 경우에는 친권 행사에 제한을 받
는다. 따라서 부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는 모, 모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는 부가 대신해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만약 비가해 부모 역시 아동에 대하여 우호적
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경우 아동이 다시 비가해 부모 밑으로 들어가 학대의 표적이 될
위험이 있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부모를 감싸고 피해아동을 비난·추궁하는 비보호
적 비가해 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및 친권상실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해 부모에게 친권상
실이 선고되더라도 비가해 부모가 가해 부모를 대신해 피해아동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방
식의 친권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실제적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82)는 것이다.
② 개정 취지
다음과 같이 아동학대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현

행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 정 안
제3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
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
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
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다. 친족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5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말
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구호(救護)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庇護)하
기 위하여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등 가해자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

7의2. ∼ 11. (생 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

82) 정춘숙 의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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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
개정안의 취지는 “가해자를 비호”하거나 오히려 “아동을 비난ㆍ회유ㆍ협박하는 등 가
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자도 친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아동을 실효적으로 보호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위탁가정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잘 정비된 외국의 경우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부모 모두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아동을 누가 보호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
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가해행위를 하는 부모보다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학대아동
을 방치하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아동학대 정의규정의 개정II (오영훈 의원 안, 연구진 안, 일부 채택)
① 개요
미국에서는 아동학대 현장을 목격한 형제자매 등도 아동학대 피해자로 규정하여 다양
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학대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직접적
인 육체적 학대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로부
터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는 등의 정신적 학대를 받고 있는”83) 실정이다.
② 개정 취지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 관련 규정에서 ‘피해아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피해
아동 등’으로 개정하여 피해아동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③ 평가
아동학대의 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및 그 형제자매인 아동’으로 범위를 넓히
83) 오영훈 의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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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피해아동 등’이라고 명명하는 데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된다. 그
러나, 형제자매라는 신분에 국한하기보다는 아동학대의 개념 자체를 유연하게 정의하여 주
위에서 학대를 목격한 아이들을 전부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4) 피해아동보호명령 규정의 개정
① 개요
앞서 본 것처럼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둔 규정
가운데 아주 의미 있는 제도이다. 내용적으로는 보호처분에 준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나 공소제기가 아닌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부과된다는 점에 특징
이 있고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
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
로”84)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85)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관할법원에
찾아가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실효적인 아동
보호 제도로 기능할 여지가 충분하다. 가정법원의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시킬 수
있고, 접근금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아동을 보호위탁하거나 치료위탁 및
가정위탁할 수 있으며, 친권자나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권한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86) 이 뿐만 아니라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
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87) 즉, 청구만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판사에
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② 개정 취지
그런데 “최근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보호명령기간 종료로 가정으로 돌아간 5살
84)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85)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86)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1호 내지 8호 참조.
87)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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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의붓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학대아동을 보호·관리
하고 있는 아동보호기관의 장에게도 보호명령기간을 연장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의 몇 가지 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

행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
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
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 정 안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
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
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
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
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월 1회 이
상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
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
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
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
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 하
여야 한다.

③ 평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는 『아동학대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다. 우리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를 정의함에 있어서 ‘범죄인 아동학대’와 ‘범
죄가 아닌 아동학대’를 구분하고 있다.88)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가운데 범죄인 아동학
대에 적용되는 법률이다.89)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절차 상 특례는 어떤 학대행위가
88)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내지 제4호(“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
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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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면 발동될 여지가 없다. 가령, 현장출동부터 응급조치, 임시
조치 모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상 제도이다.
아동보호사건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아동학대범죄로서 인지된 경우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명
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제27조의 규정이다.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위 조문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처리해야 할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전환하여 관할
법원에 보낼 수는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범죄가 아닌 ‘아동학대’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
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피해아
동보호명령제도도 『아동학대처벌법』만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그와 비슷한
제도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아동학대범죄로서 인지되거나 고소되고, 아동학
대범죄로서의 특성을 잃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문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아동보호명령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제5장에는 어디에도 ‘아동학대범죄’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들
어 아동보호명령제도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아닌
아동학대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물론 최선의 방법은 아동보
호명령제도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방안이다. 『아동학대처벌
법』이 정의규정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입법자의 취
지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다.

89) 『아동학대처벌법』 제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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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선보조인 관련 조항 개정(연구진 안)
① 취지
현재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
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나 그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바가 없다. 국선보조인이 아동을 수시로 방문하여 법정 지시사항의 준수 등 아동
의 생활을 모니터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보고하여 아동의 이익에 맞는 결
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② 개정 취지
현

행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
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
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 정 안
제49조(국선보조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선보조인에게 아
동을 수시로 방문하고 아동과 관련한 객관적 정보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
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
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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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
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참여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미국의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CASA)”와 “Child Advocacy Centers(CAC)”
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국선보조인에게 CASA와 같은 역할을 주문할 수 있
을 것 같다.

제7절 FGI 결과분석: 아동보호서비스 재편에서의 욕구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지자체 공무원 인터뷰를 중심으로1. FGI 실시 배경: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의 아동보호체계 재편 이슈
아동 인구 규모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18년 기준 0~18세 미만의 아동 인구는
8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아동 인구의 비율
이 약 41%(1,568만 명) 정도였던 ’80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감소한 비율이며, ’13년 아
동 인구 비율인 18.4%(943만 명)에 비해서도 2.4%p 하락한 비율이다(통계청, 2019).
아동 인구 규모의 지속적인 축소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책
무성 강화 의지는 일련의 법적 개정으로 이어지면서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강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아동복지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2011년
아동 생활에 관한 종합적 자료 수집 근거의 토대가 되었던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의 법
적 규정 신설이다. 『아동복지법』제11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종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
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와 아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최근 ’16년엔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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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의 2항을 『아동복지법』에 신설하여 실태조
사가 연계 기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촘촘한 정보로 생산될 수 있어야 함을 인식했
고 관련 규준을 법 조항으로 마련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5년
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어 오고 있고, 최근 2018년까지 2번의 실태조사가 실시
되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아동 생태체계 맥락의 다양한 생활 요소들을 다차원적으로
포괄하고 있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동의 생활 양상을 조망하고 아동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선의 근거 자료로써 활용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주목할 만한 최근의 또 다른 개정은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시행이다.
정부는 동법 11조의 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아동정책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2016년에 신설하
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및 시행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였다.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
과 제도가 아동의 실제적인 삶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0조의2 1항
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
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19년에 신설됐다. 이 항은 아동복지 사업 추진과 정책 수립을 위해 그간 민간에
서 위탁·운영되었던 사업 및 서비스 제공 기관들을 중앙 부처 차원에서 통합하여 아동 관
련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연계 및 지원할 수 있는 통합기관인 보장원의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9년 7월 보장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아
동복지법』 제11조의2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원에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정책영향 평가의 시행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을 근거로
정부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견과 자립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전체적인
보호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 보장 및 삶의 질 증진 강화에 힘쓸 것임을 공표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아동복지법』상의 제·개정을 통해 정부는 아동에 대한 책임을 더욱
견고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정책 개선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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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촘촘한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
될 예정으로, 실질적 이행을 통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돌봄이 아동의 근접 환경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더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또 다른 법적 개선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에 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동 법은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
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
록 함을 목적”으로 ’14년에 제정·시행 됐다. 동 법은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아
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의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
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종합해 보면, 정부는 최근 일련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등 아동 관련 법적
제·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 강화하고자 하였다. 법적 제·개정에서 강화
한 아동 관련 정책의 실제적인 이행 전략은 올해 5월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더
욱 밀도 있게 집약되었다. 정부는 해당 정책 발표에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
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제적 이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보호권과 인권·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의 4대 분야에 대한 10대 핵
심 추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4대 분야 중 보호권 영역
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선 보호 필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스템 혁신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는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
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
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전략 등 세 가지의 시스템 개선 방안을 내세웠다. 특히,
이들 세 가지 전략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은 아동보호체계에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은 국내 학대피해아동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학대정도
가 심각화 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하루 평균 약 50명의 아동이 아동학대를 받은 것으
로 판정되고 있고,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도 최소 매월 약 2.6명에 해당한다(보건복
지부, 2019b). 정부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과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의 전수조
사 등 일련의 시스템 개편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발견 및 보호를
확충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조사 및 판정에 대한 공적 개입은 사실 취약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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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에선 아동학대 조사 및 판정에 있어 공무원이 권한을 갖
는데 반해 국내에선 이 권한을 민간이 이행해 옴으로써 조사 거부 및 민간 상담원의 신변
위협 등 복합적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여 학
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발견에 대한 공적 개입을 더욱 강
화하고 하였다. 그리고 기존 아동보호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던 민간 아동보호전
문기관은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아동보호체계의 재편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 2019a).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예고된 아동보호체계의 재편으로 인해, 그간 민간 위탁·운영 중
이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업무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현
장조사를 전담하게 되었고, 이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기능 전문
서비스를 개발하고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보급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
한 책임이 실제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성 높은 체계로 구축되기 위해선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협업 전략 마련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현장조사 민감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확보 및 전문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대 방안 마련 등 재편된 체계 내에
서 해결해야 할 핵심적 쟁점들은 잔존해 있다. 이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발전시키고 논의
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며, 포용국
가 아동정책에서 목표로 하는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보장에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편된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관련 쟁점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향
후 개선 방향성과 관련하여 대안모색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
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약간 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2. FGI 실시 개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의한 아동보호체계의 재편이 예고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민관
의 협력 및 전문성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아동보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
한 욕구 및 관련 개선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약간 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와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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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와 개별 인터뷰는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초점집단인터뷰는 전국
7개의 권역에서 모인 8명의 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개별
인터뷰는 3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4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인터뷰 개요 및
참여자의 인구학적 정보는 다음과 같다(<표 51>).
초점집단 인터뷰 및 개별 인터뷰의 질문은 크게 1) 현재 아동보호 업무가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2)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한계점들이 있었
는지, 3) 재편되는 아동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이나 제도적으로 어떠한 개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원과 공무원에게 질의되었다. 다
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는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법·제도
적 개선 과제 등에 관한 세부 내용에 일정 부분 초점하여 질의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공무
원들에게는 현장조사의 전문성 확보 및 민간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개선 과제 등에 관
한 세부 내용에 일정 부분 초점하여 질의하였다.
<표 51> 인터뷰 개요 및 참여자 인구학적 정보
1)

구분

인터뷰
진행
일정

담당 현장조사-사례관리
지역
분리 여부

참여자 인구학적 정보
참여자명

성별

연령
대

아동보호 업무
근속 년수3)

1

A

비분리

상담원#1

여

20대

2년 4개월

2

B

비분리

상담원#2

여

30대

4년 6개월

3

C

비분리

상담원#3

여

30대

9년 10개월

D

분리

상담원#4

여

30대

7년 2개월

E

비분리

상담원#5

남

30대

5년

F

분리

상담원#6

여

30대

8년

G

비분리

상담원#7

남

30대

8년

상담원#8

여

20대

4년 9개월

10/24

H

비분리

공무원#1

여

40대

2년(15년)

10/28

I2)

비분리

공무원#2

여

50대

4년(17년)

공무원#3

여

50대

4년(20년)

10/29

J

분리

공무원#4

남

50대

22년(25년)

4
5

10/18

6
7
8
9
10
11
12

주 1): 해당 순서는 섭외 및 인터뷰 진행 순서를 의미함
주 2):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 업무를 총괄했던 전임/현재 담당 공무원 2명이 함께 인터뷰에 참여하였음
주 3): 괄호는 아동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총 경력을 의미함

181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3. FGI 실시 결과90)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 및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실태’와 ‘아동보호서
비스 강화 과제’라는 두 가지의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병행 기관의 아동보호 대응 실태’와 ‘현장조사와 사
례관리 분리 기관의 아동보호 대응 실태’,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의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아동보호서비스 강
화 과제는 ‘공공 영역의 전문성 강화 과제’와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 강화 전략’, ‘민간
영역의 전문성 강화 과제’, ‘법·제도적 개선 과제’의 네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의 (<표 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의 기술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52> 실무자 FGI를 통한 도출 개념
대주제

소주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병행기관의
아동보호 대응 실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실태

세부 내용
⦁거부적 대상자와 서비스의 강제성 결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업무의 모호성
⦁사례관리 규모 & 지역 광범위성
⦁기능 분리 체제 하의 아동보호 대응 과정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분리기관의
아동보호 대응 실태

⦁기능 분리 체제 하의 사례관리 수행 실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능분리
대응체계의 강점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대응체계별 신뢰성 및 전
문성 확보
⦁공공의 권한 및 자원 바탕의 효율성 확보
⦁민간의 사례관리 유연성 및 전문성 확보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상황
공공영역의 전문성
강화 과제
아동보호
서비스
강화 과제

⦁현장조사 공공 인력 자격 및 전문성 확보 과제
⦁현장조사 공공 인력 배치 관련 과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범위 설정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소통과 정보 공유 기반의 협업
협업 강화 전략
⦁기능분리 체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거점 기관/인력 마련

90) 실무자의 FGI 분석결과 시 등장하는 ‘아보전’이란 표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질적분석의 원칙에
따라, 본 절에서는 실무자들의 표현 그대로를 수정 없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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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

소주제

세부 내용
⦁모델링과 슈퍼바이징
⦁아동 관련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효과적인 서비스 및 사례관리 이행 방안 마련

민간영역의 전문성
강화 과제

⦁인프라의 다양화 및 연계 자원 확대 방안 마련
⦁사례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피해아동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대
⦁서비스 강제성 확보 및 의무 이행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실효성 높은 아동보호체계 구축 위한 법원 및 공권력의 역할 강화

법·제도적
개선 과제

⦁예산 확충 통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지방자치단체 차원: 시·군 및 시·군·구의 운영
분담금 부과체제 확대 적용
⦁정부 차원: 아동보호 예산 확보 및 일반회계로
의 편성 통한 국가 책임 확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 모두의 인식 전환 및 노력 확대

1)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실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기능 분리를 예고한 가운데, 현행 아동
보호체계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공공영역이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체제가 존재하지만 이는 일부에 한정된다. 국
내 대부분의 아동보호체계는 한 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가 팀
으로 나뉘어 업무를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는 구조이다. 아동보호 대응체계의 재편은 공
공영역의 현장조사와 민간영역의 사례관리 전문성과 분리 체제 간의 협업 구조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의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살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병행하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를 살펴보고,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분리 체제 하에서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아동보호서비스 대응체계를 살펴보았으며,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움직임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향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어떠한 과제
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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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병행기관의 아동보호 대응 실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병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는 경찰이 동행
하게 되면서 학대행위자의 거부 및 위협으로부터는 많은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실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현장조사보다도 사례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
고 있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
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학대행위자의 거부와 서비스의 강제성 결여, 사례관
리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현행 구조, 사례관리의 규모와 관할 지역의 광범위성이 사례관
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인지되었다.

① 거부적 대상자와 서비스의 강제성 결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대
상자의 특성이었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주를 이루는 사례관리 업무에
서 학대행위자의 거부는 사례관리를 제대로 이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해요인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켜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대상자와 초기면접 이후 사례관
리 진행 계획을 세우지만, 학대행위자의 거부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어 버리면 사례관리
자체는 진행될 수 없었다.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저희 대상자의 특징이 가장, 이 서비스를 가장 어렵게 가는 것이 그
거다.. 라는 거를 아직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 (대상자의) 거부감, 일단 1차적인 그들의 욕구
는 우리를 안보는 거.. 서비스를 안 받는 게 1차적인 욕구인 사람들한테, 뭔가 다른 욕구들을
불러 일으켜서 뭔가를 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중
략) 일단 만나주지를 않으니까, 거부하니까 그래서 그런 라포를 형성하고 그들을 끌어내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느라고 한, 두 달 정도를 쓰는데 그럼 ‘그 두 달 동안 그동안 뭐했느냐’라고 그래
요,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어, 찾아가고 설득했다, 설득했지만 서비스를 준거는 아니고 그
서비스를 바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보전은 뭐를 했냐’ 라고 되니까 조금 더 소극적이 되거
나 공격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도 하고 있다. 만나려고 한다 근데 안 만나준다 이게
자꾸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담원#2)
지금 사례관리 팀장을 맡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조사 팀에서 연계를 받아가지고,
우선 첫 번째로 하는 건 초기면접 일정을 잡고 초기면접을 저희 팀에서는 팀별 분배를 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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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는 거로 잡아서 조사원이랑 전문상담원 두 명 가가지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와서 서비스 계획 회의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정석은 이렇긴 한데, 뭐
초기면접부터 사실 ‘안 만나준다’라고 해버리면 일단 거기서부터 막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상담원#3)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의 거부는 서비스의 강제성 부재로 원활한 사례관
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학대행위자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서비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사항이나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은 현실에서 상담원들은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한번만 만나줄 것’을 학대행위자에
게 간절하게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초기 접근이 이
뤄진다고 하여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서비스이기에,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학대행위자는 매우 적었다. 이에 대해 상담원들은 학대행위자
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례관리는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아동을 보
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여겼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사례관리에서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하다
가 결국에는 상담원들이 가정을 막 그, 맞춰드리겠다, 저녁도 괜찮다, 주말도 괜찮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다 흐지부지 되고 종결이라도, 한 번만 만나주시면 종결이라도... 안 그
러면 계속 간다, 이런 부분들을 참 어려움이 많은. (중략)..그다음에 계획을 잡았지만 그 계획대
로 진행이 정기적으로 되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게, 양육기술 프로그램 6회기라고
플랜이 짜져있는 게 있는데 기관에서 지금 한 2년 넘게 계속해서 수행 중인데, 6회기를 끝까지
진행했던 케이스가 손에 꼽힐 정도로 사실은 중도탈락률이 굉장히 높은 게 있어가지고. (상담원#3)
거부하실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제한적이고요 그때는 이제 가정법원 판사님이나
뭐 중앙, 이런 데 요구를 해서 좀 강제로 뭐 할 수 있는 방법 문의도 하고.. 아니면 교육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도 하고 하는데.. (공무원#4)
업무량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민원적인 처리도 많았고, 일단 (학대행위자가) 만나주지를 않
으니까, 거부하니까 그래서 그런 라포를 형성하고 그들을 끌어내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느라고 한
두달을 쓰는데, 그럼 ‘그 두 달동안 그동안 뭐했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어,
찾아가고 설득했다, 설득했지만 서비스를 준거는 아니고 그 서비스를 바꾼 게 없잖아요, 그러니
까 “아보전은 뭐를 했냐”라고,, (상담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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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업무의 모호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이 사례관리를 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어려운 점은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서비스에 초점을
두기엔 업무 자체가 광범위했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에만 초점을 맞춘 사례관리에 실제
적으로 집중하고 전문적으로 행하는 데 제한이 있어 보였다. 특히 많은 상담원들이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업무기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주호소 문제를 다소 비중 있
게 다뤄온 측면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례관리 계획을 탄력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데 실
상 어려움이 있었고 행정적 업무 처리의 부담으로 인해 아동학대에 관한 주도적인 사례
관리를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상담원들은 느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서비스
범위 및 종류가 불명확하고 주호소 문제 개입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서비스 제공 자
체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서 향후 지역사회 내 여러 연계기관과 서로 간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역할을 협의하고 논
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이는, 뒤에서도 다시 다루겠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
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내 여타의 아동 관련 사례관리 기관
과는 특화된 학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도 하다.
초기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너무 어려운데 주호소 문제를 안 다
뤄 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수립하는 서비스 계획들은 뭔가 기관 입장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되게
탄력적으로 계획이 수정되어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는 게 너무 행정적으로
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는 게 저는 아직까진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결국에는 주호소 문제를 따라가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획과 제공이 따로 가는 그
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호소 문제는) 뭐 정말 경제적인 문제부터 가정폭력 아니면 아이들 발달
모든 영역을 다 통합해서 다루고 다 할 수는 없는데, 그중에서 그 시급히.. 학대를 유발하는 요
인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주호소 다른 경우들, 뭐 이제 부부간
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으로 쏠릴 때에는
아보전에서의 직접적인 그..(서비스)만으로는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에너지는 되게 많이 들어가
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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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저희가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역할을 조금 더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다양한 문제를 사정하고, 다양한 문제를 알
아내고 이런 것 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모두) 해결해 가는 부분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건
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막 모든 가정을 만드시지는 못하잖아요, 부부를 100% 고치지 못하고
결국 대상자들의 책임과 선택이 있는 건데 그것들은 어느새 조금 무시되고 안 좋은 일이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면 아보전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직원들을 어렵게 하는.,.. 그
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동기강화를 하는 그 과정도 사실은 우리의 서비스가 누
군가들은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서 항상 아쉽거든요, 직원들한테도 하
라고 하지만, 결국 보여지는 건 서비스 실적이 안 나오는 일들이니까 그 일들을 해나가는 어려움
을 많이 호소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담원#2)

③ 사례관리 규모 & 지역 광범위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사례관리를 하는 데 사례관리 수가 많거나 광역 지역
내의 사례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례관리에 온전한 힘을 쏟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
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사랑 마찬가지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상담원들도 한 사례마다 그렇게 온전히 에너지
를 쏟기는 어려운.. 케이스 수가 많거나 아니면 광역기관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이동 권에서 어
떤 제한? 그런 게 제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원#6)

(2)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분리기관의 아동보호 대응 실태
① 기능 분리 체제 하의 아동보호 대응 과정
현행 아동보호체계 내에는 공공영역이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민간영역이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 반면, 한 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에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가 팀으로 분리되어 운영되는 곳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서의 아동보호 대응체계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현장조사와 사례관리가 각각의 개별 기관
에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능 분리 체계 하에서는 공공영역이 현장조사
를 실시하고 사례판정 및 조치 후에 민간영역에 사례관리를 이관시켜 주고 있었다. 공공
영역으로부터 민간영역으로 이관되는 사례는 학대사례와 조기지원사례였다. 조기지원사
례의 경우 일부의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됐지만 또 다른 일부의 사례는 지역
사회 내 동사무소나 드림스타트와 같은 공공영역의 사례관리 기관으로 이관되고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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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나타났다. 민간영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관 받은 사례에 대한 초기사정을 진행
한 이후 계획회의를 잡고 사례관리를 하고 종결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례관리는 넘길 때요, 사례관리에 대한 판단은 좀 해요, 왜냐하면 이게 현장에 다녀보면 사례
관리를 받아야 될 가정도 있고, 학대는 아닌데 사례관리를 받아야 되는 가정이 있어요. 조기지원
사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저희 지금 OOO은 조기지원 사례에도 개입을 일부 해요,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거든요, 조기지원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이거에 대한 사례개입
을 OOO(지역 아보전)에 일부는 주고요, 못주는 것들은 일반 통합사례관리.. 아니면 드림스타트..
공공조직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찾동,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이쪽으로 공문 의뢰를 해요. 학대는
아니지만 이 가정에서 좀 들어가 달라, 달라.. 이러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면 학대가
될 것이니까 좀 해달라고 이렇게는 보내고 있어요. 공문 같은걸 하고 있어요. (공무원#4)
현장조사를 하고, 조치까지 한 다음에 (저희 기관) 전산으로 사례가 넘어오면 확인을 해서 접
수를 받은 다음에 사례 개입이 진행이 되고, 저희는 초기사정을 진행한 다음에 계획 회의를 잡고
점검을 하다가 6개월 점검하고 종결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4)

공공영역이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형태의 민
간영역과 공공영역의 기능 분리 아동보호체계 모형 내에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간의 업
무 체계가 처음부터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오진 못했다고 한다. 담당자들은 초기에
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범위, 특히 사례 이관 단계에서 역할 범위 설정의 모호성으로 다
소 혼란이 있었지만 기관 간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 현재의 원만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
다고 보았다. 2022년까지 계획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편에서 기능분리 체계의 초기 시
점엔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바, 분리 기관 간의 소통과 합의는 중요할 수 있
다. 이러한 협업 구조 하에서 공공영역으로부터 이관 받은 사례들 대부분을 사례관리 이
후 아동호보전문기관은 직접 사례 종결을 결정하지만 고위험사례 및 특징적인 사례의 경
우 공공영역과 함께 사례 종결을 결정하기도 하는 등 공공영역과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초기에, 들은 바로는 혼란이 전혀 없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중략) 초기에는 이제 어떻게 넘
겨야 될지 어디까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사례 판단 조치결과 여기까지 넣고 이제
이게.. 중앙에서 지침을 줘서 시행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거를 어느 시점에
서 사례관리로 넘겨야 되는지 이 시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중략) 조금 혼란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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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이제 다시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런 합의가 돼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무원#4)
모든 사례들을 종결로 다 같이 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필요하고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
재) 두 달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다섯 가정 여섯 가정은 같이 종결회의를 같이 해서 하고 있습
니다. 고위험이거나 민원이 많았던 사례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4)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영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현장조
사 전담기관으로 두고 나머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형태로 현장조
사와 사례관리의 기능을 분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했다. 아직은 시행 초기
의 단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체제의 장단점을 확인한 뒤에 포용국가 아동정
책에서의 아동보호 대응체계의 실효성 높은 모형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체제를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분리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해 보였다.
음.. 사례관리, 시군으로 어차피 저희가 그 도에서 업무담당자 한 명이 기관을 5개를 관리하
거나 4개를 관리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시에 넘어가면 운영주체가 시가 되면 관심과 재
원과 여러 가지가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다른 광역기능을 맡기기에는 조금 어
려운 상황이죠, 시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른 시군을 붙여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
서 그거를 그걸 그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중략) 현장조사적 기능도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것
들을 잘 넘기려면 우리가 갖고 있다가 잘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보전
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당점이 있고 음, 그렇게 해
볼.. 법 하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11월 정도나 12월 정도에 결과를 봐서 장단점을 분석해
본 다음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갈건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공무원#2)

② 기능 분리 체제 하의 사례관리 수행 실태
아동호보체계 내에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기능 분리 체제 하에서 사례관리만을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
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는 공공영역이 현장조사를 담당하든 민간영역이 현장조사를 담당
하든, 사례관리만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두 체제 하에서 사례관리는 비슷한 양상으로

189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나타났다. 초기사정 이후 서비스를 계획하고 특정의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학대
심각성에 따라 기간 및 개입 횟수 등을 조정하여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좀 더 밀도 있게 집
중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는 접근 중에 해결중심의 강점 관점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 초기사정 기록지가 있
어요, 거기에 변화, 강점, 욕구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하고 있고 신고 이후에 변화가 있었느냐
그걸 보고, 아이를 때리지를 않았다. 어떻게 안 때리게 되었는지? 아이가 말을 잘 들었기 때문
인지 그런 부분들을 상담 기법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어떤 거를 해볼까요? 욕구를 잡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번 내지는 고위험인 경우에는 주1회 가정을 방문에서 저희가 개입을 하
고 있고 그 외에는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것으로 사용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4)
저희 기관도 서비스 계획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초기사정 전에 서비스 계획
회의를 조사관점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슈퍼비젼 받고 초기 사정을 나가고 있고, 초기사
정을 진행하는 기간이나 경로들이 다 다르다보니까 초기사정을 마친 이후에는 그냥 팀 안의 약
식으로 서비스 계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례 특성별 욕구와 강도가 다르
다 보니까는 이제 고위험이나 중위험이냐에 따라서 개입 기간이나 빈도에 정도를 갖고 있는 편
인 것 같아요. 특성이나 접근 기준이 막 다양하지는 못하고 고위험이면 아무래도 기간을 좀 더
길게 갖고 좀 더 빈번하게 개입하는 것 계획하고 저위험이거나 중위험에 있으면은 저희도 개입
을 하되, 유관기관이 함께 개입 하는 것들을 계획 당시부터 좀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부분들
이 있고, (상담원#6)

③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능분리 대응체계의 강점
a.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대응체계별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
하는 아동보호 대응체계는 실제적으로 각 영역에서의 전문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해 보인다. 현장조사는 학대라는 사건의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의 관점이
보다 부각이 되는 반면 사례관리는 피해아동 및 가족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 관점
이 보다 부각된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역할은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장
조사와 사례관리를 분리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례관리의 집중도를 높이며 전문성을 확
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례관리의 이용자인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혼
란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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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사례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재신고 들어왔을 때에 동일한
상담원이 가게 되면 그..행위자나 아동이 느꼈을 때에는 ‘어, 분리할거다. 이 사람은 강제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갈 거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입할 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리가 된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사례관리도 할 수 있고, 그 조사의 관점이 아니라 저희는 사회
복지관점으로 관점을 가정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관계형성 하기에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
아요. 조치나 어떤 조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공무원이 하는 게 맞고 저희는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담원#4)
현장조사 사례관리 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전부 한 팀에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같이
좀 처음에 했었어요. 그랬더니, 어..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이 말하는 게, “어 이제 현장조사 와서
했던 분이 또 와서 사례관리도 하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고 이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략) 클라이언트들은 이렇게 학대피해아동이든 학대 가해 부모든, 공적인 부
분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있어요. 근데, 민간 기관에서 이제 이분들이 나갔을 때 상당히 어려
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공무원#4)

한 기관에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팀이 함께 운영되었었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공무원 관계자는 신고조사 접수 후 72시간 이내의 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는 법정 규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의 사건이 과부하가 될 때는 상대적으로 사례
관리의 담당자도 현장조사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회고하였다. 이러한 부분들
은 사례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효율적이지 못한 체계로 여겨졌다.
또 다른 또 효과적인 다른 부분은 음.. 아시다시피 사례관리가..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특히 사
례가 밀려서 들어와요. 이렇게 골고루 뭐 한 달에 뭐 십 몇 건 서른 건 요렇게만 딱 들어오면
좋겠는데, 들어 올 때는 막 50건 60건 이러고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집
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집단사례든 아니면 집중적으로 들어 올 때는 음.. 사례,
학대조사 쪽에 커버를 해 줄 수밖에 없는데, 같은 기관에 있으면 아무래도 사례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음.. 현장조사는 법정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해야 되거든
요? 그러다보면 인력이 그쪽으로 몰려 들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더 효율적이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4)

한편,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수행 주체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구분되면서 분리·
배치된 두 수행 주체 간의 의사소통과 업무의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협업 체계 하에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장조사와 사
례관리의 분리·배치 체계를 실제적으로 경험해 온 공무원 담당자는 사례회의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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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정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체계로 여겨지는 부분
이 있다고 하였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중략)...그래서 이
제 기관 자체를 분리해서, 2014년부터 특례법이 생길 때부터 이제 기관 분리해서 사례관리는 O
OO에서 맡는 거로 진행하게 됐죠. 이제 일부에서는 뭐 좀.. 음.. 같은 기관에 있는 거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거 하고 어떻게 똑같겠느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최대한 이제
밀접하게 저희도 지금 OOO하고는 어.. 뭐 사례회의라든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이
제 연계를 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4)

b. 공공의 권한 및 자원 바탕의 효율성 확보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아동보호 대응체계 분리 체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집중도를 높이는 반면 공공에서의 권한을 바탕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이 필요로 하는
욕구에 맞춰 공공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는 것 같았다.
이는 그간 분리 체계 하에 있던 공공영역과 이제 분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공공영역 모
두가 인지하는 부분이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비롯하여 현장조사 이후 아동
의 조치를 결정하거나 가정에 대한 필요 자원을 연계하는 데 있어 공공의 권한과 자원에
대한 정보 및 연계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적재적소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지되었다.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아이의 조치라든지, 아니면 아이의 시설조치, 또 전원조치라는 것들 그
리고 그 행위자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공공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위자를 만나지 못
했을 때에 아이가 그 가정이 수급권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통해서 대상자를 만나거나 할 때 용
이하다고 하더라구요, 또는 사례판단을 한 이후에 사례관리를 좀 그 다가가기 편안하기 위해서
그 주민센터의 공무원한테 줘요, 이 가정이 학대판단에 들었으니 앞으로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
문기관 같이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례관리를 할 때 다가가기 더 쉬운 부분이 있
습니다. (상담원#4)
사실 지금 이제 음... 공무원들이 미뤄둔 일일 수 있죠, 이제 민간,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한테
좀 너무 과하게 위임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사실,
대부분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일시보호든 장기보호든 직접 기관을 찾아서 전화한
다거나 뭐 어디가 자리가 비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한다던가 이런 게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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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을 하실 때.. 근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조금 그런 부분, 입소한다든가 입소처리라든가
그리고 어찌됐든 서류적인 부분으로 이관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더 신속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에 이제 인원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인원들에 대한 부분 또 T.O.에 대한 부분들
도 확실히 좀 신속하게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가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아이를 뭐
어디에 보호해야 될지 고민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여러 군 데 떠돈다거나 뭐 이럴 일은
없, 좀.. 훨씬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1)

c. 민간의 사례관리 유연성 및 전문성 확보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기능이 분리된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장점을 공무원관계자는 민간영역의 유연성과 전문성으로 꼽았다. 공
공영역에서의 엄격성과 보수성은 특수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작동하게 작동하는 것이 어
려운 반면, 민간영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잘 해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는 아동학대라는 사건이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지니는 측면이 강한 특성에서 비롯되어
보인다. 한편, 현재 사례관리 전담기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
역시 사례관리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기능 분리 체계의 강점으로 꼽았다.
이제 아이가 학대피해아동이 이제 다쳐서 병원에 입원 했을 때 공공은 부담할 수 있는 게 의
료비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의료비는 치료비 쪽에서 맞춰져 있어요. 근데, 얘를 입원시켜
놓으면 치료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병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누가 대신 봐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간병비에 대한 예산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공공기관은
예산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만 딱 잡아놓기 때문에 수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유연하게 적용을 못해요. 여러 가지 기관도 있지만 사례관리는 유연성이 조금 필요해서 이건 민
간이 조금 하는 게 효율적이다. 민간 부분이 사례관리는 어.. 예산에 대한 유연성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원,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하거
든요. (중략)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만큼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리
고 특수한, 좀 관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전문, 민간도 이제 전
문적인 기관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4)
그때는 제가 2012년에 입사를 해서 현장부터 사례관리를 같이 하다가 15년에 사례관리만 하
다가 요쪽으로 넘어오게 되며 확실히 다른 건 현장조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역할 자체가
다르고 그..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략).. 가장 중요한건 저희가
(사례관리) 전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장조사와 다르게, 당사자의 욕구만, 또 어떤 강점이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하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가정에 갔을 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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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겨주고 또 계획을 수월하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많
이 다가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4)

(3)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 상황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의 아동보호 대응체계 재편은 2022년까지 기한을 두고 단계적
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2년 이후부터의 전면적 시행
에 앞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재편된 대응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고 정책 재편의 흐름을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아동 인구 규모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 아동보호 대응체계의 모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도 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보호 대응체계 재편을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시
범적으로 구현해 보고 있기도 했다.
저희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형,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용역을 맡
겨서 의뢰 진행해서 연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2월쯤 돼야 완료가 될 것 같
아서 그게 나와 보면 이제 사실 너무 많은 시군이 있는데 시군별 특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
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한 모델을 가지고 모든 시군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다양성을 좀 고려해서.. (중략) 어느 정도 그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모형들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시군들이랑 같이 좀 논의를 하
고 어떤 게 좀 적합할지에 대해서 좀 적용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에요.. 사실 이제 음.. 저희는
저희의 방향은 약간 이렇게, 이제는 아동보호체계가 이렇게 권역별 보다는, 조금 시군 단위로
이거를 좀 이렇게 각자 시군이 책임지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새로 신설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그 자기네 시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좀 설치하려고 하는 방향인거고.. (공무원#1)
저희가 지금 관련해서 정책 방향이 나오고 나서는 지금 움직이기는 하는데, 어 복지부에서 이
제 뭐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했고요, 내년부터 희망하는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를 희망하는 곳은 수요조사를 받아서 현재 저희가 어.. OO군청하고 △△군청하고 두 군데
에서 지금 신청을 한 상태예요. 공무원 숫자는 두 명 정도 신청이 들어가 있고, 어.. 아마 이제
내년 9월부터나 이게 이제 반영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중략).. 사실 이
제 저희가 시군에 내리는 것도 사실은 올해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안정
적으로 정착이 되면, 각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거나 혹은 협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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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지자체로
현장조사 공무원이 내려가면 해당 읍면동 그 주소지에 읍면동 공무원들하고는 협조를 안 할 수
가 없는 상황이고, (중략) 2021년 그 정도쯤이나 되어야 그게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2)

2) 아동보호서비스 강화 과제
(1) 공공영역의 전문성 강화 과제
① 현장조사 공무원의 자격 및 전문성 확보 과제
그간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중심에 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학대조사 시 마
주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 상담원의 태도가 이후 학대행위자를 비롯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접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말해주었다. 이는 아동보호 대응체계가 개편
되었을 시, 공공영역에서의 학대조사 업무의 역량과 전문성 확보는 중요하다는 것을 시
사한다. 공공영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을 때, 충원될 공공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
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
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접근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다.
제가 사례관리 전담기관에서 초창기에 일을 조금 했었고, 그때에 느꼈던 거는 역량이라고 하
시니까 그때 이제 공무원 조직이 있었지만 그 개개인들이 다 다르셨거든요, (중략) 근데 두 분
이 사례를 넘겨주실 때 넘겨주시는 정보의 양이라든지 보는 관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
이 달라서.. (중략) 그것이 이후에 서비스 제공에 조금 많이 이렇게 당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공공이 (현장조사를) 맡는다고 하니까 사실 저는 좀 걱정, 좋은 면도 있지만 걱정이 되
는 면은 진짜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하고 되게 그 매뉴얼을 딱 행위자를 굳이 만나도 되
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해서, 조금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역량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상담원#2)
사실 사례관리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신고부터가 시작이다 보니까 그때 이미 첫인상이 중요하
잖아요, 사실.. 나를 학대범으로 모는 줄만 알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구나, 아 만나보긴 하자 이
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제 전화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난리치고 욕하고 하다가도 막상 만
나고 나서 아 이런 기관이었어요? 이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 이거를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와 사례관리를 따로 긋는 게 아니라 애초에 만나는 사
람의 역할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상담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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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듣고 하면은 인력도
물론 너무 제한적이지만, 그 인력이 이 아동학대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
고요, 그 700명의 인력만 아동학대 공공으로 넘어가니까 어느 정도 규모만 맞춰 놓은 것 같고
사실 수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갈 필요한 부분은 있겠다, 당연히
조금 더 전문성이나 현장이해도가 있는 분이 채용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뽑혀도 그 일만 하지도 않을 거라는 현장의 시스템들이 아동학대 공공으로 넘어가도 같이 병행
될 것 같고..(상담원#6)

충원되는 현장조사 공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될 공무원이 민간영
역에서의 현장조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충원될 때 가장 ‘BEST’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원들과 공무원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는 직군이 임용 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직군인 만큼, 현장조사를 위해 채용될 인원의 전부가 민간영역의 경험을 가진 경력자로
충원되기는 힘들 것으로 여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 인력의 일정 비율 정도는 경력
자를 채용하는 것이 학대조사 업무의 민감성이나 슈퍼비전을 고려했을 때 중요하다고 보
았다. 혹은 공무원 임용 시험 시 학대조사 업무를 가진 사람들을 특채로 채용하거나 경력
자 우대 조항 등을 통해 제한 경쟁으로 충원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당연히 아동학대 현장조사나 아동학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뽑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또 경력직에 대한 분들
을 뽑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제 인력이 없을 수도 있고 안 뽑힐 수도 있는데, 음.. 제 생각은 아
보전 분들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공무원#4)
아무래도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선 그런.. 이
제.. 음.. 지, 그런.. 뭐랄지 임용이라든가 그 사람 이렇게 여기 뽑혀오면 어쨌든 그 업무를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쭉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음.. 채용과,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직위? 이런 게 아직까지 뭐 이렇게 확립되어 있는 거 자체가 없기 때문
에 사실 새로 만들어가야 되는 단계긴 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조금 뭐 이렇게 같이 투입되게 되면 좋겠죠. (공무원#1)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공공기관에서 전문가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공무원의 그
조직의 특성상 계속적인 이동, 아동전문가는 이동이 잦으면 안 된다고 저기에 꼭 원래 아동복지
를 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특채를 해야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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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담당을 했던 우리 민간 쪽에서 공공부분으로 넘어 와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공무원#3)
자격기준을 좀 강화해서.. 경력자들을 우대한다..뭐 이런 내용, 조항을 넣든지 이런 것을 이렇
게 들어가야..(중략)..아동복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별히 따로 전형을 둬서.. 그렇게 들어와
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2)

현장조사 공공 인력은 충원이 되었을 때 공공 인력의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해 줄 수 있
을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다. 중앙 차원에서의
교육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기회는 한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는 거
점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두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고민
하고 있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일로 대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일에 대한 그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
제인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전문성을 이제 통일로 가기, 통일적으로 조금 높
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들, 기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좀 하고 문의할 수 있고
뭐 이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1)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그니까 규정이나 원칙 이런 것들.. 그 우리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지금.. 음.. 중앙차원에서 해놓은 그런 지침 말고요, 중앙의 일반적인 지침 말
고, 조금 더 체계적인 지침, 별도의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현장에 나가보면 다양한
일들이 다 생겨요, 장애아동도 있고요, 많이 다쳐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병원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야간에는 쉽게 받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
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MOU 맺은 병원만 간다든가, 아니면 장애아동이 있을 때는 장애 아
동 보호시설에서 지정이 된 곳이 있어야 된다든가, (중략) 특수한 상황에 대한 처리방안,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4)

② 현장조사 공공 인력 배치 관련 과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의하면, 현재 시군구의 평균적인 요보호아동 수는 192명이나 담
당 인력은 1.2명에 불과해, 아동별 가정조사, 보호결정, 사례관리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
어지기 어려운 구조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조금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
기 위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조사를 담당하게 될 지자체 공무원 약 700명 정
도를 충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충원 인력의 산출은 사례에 근거하여 추계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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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례 50건 당 공무원 1명이 충원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우리가 만났던 B지자체의
경우 이 산술식을 적용할 때, 지자체 관할 시군 중 하나의 지역에선 18명 정도의 현장조
사 공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되지만, 충원될 공무원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해주지
않는 한, 지자체 여력만으로 산출결과와 같은 공무원 충원을 이행하기엔 힘든 구조임을
설명했다.
이제 원래 당초에 700명을 기준으로 예상을 한 거는 시 군 당 뭐 평균 세 명? 그 정도 기준
으로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이게 사례 건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례 건수 대비해서 각 시군
마다 숫자가 다르기는 해요, 필요한 숫자가.. 근데, 이제 어, 일단 복지부에서 그런 숫자를 감안
해서 잡은 숫자가 700명 (정도)이지만 2020년부터 선도적으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가 700명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조사 했을 때 50몇 명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
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OO시청 같은 데는 18명 정도가 필요해요. 공무원 숫자가.. 그래서
어..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100%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조금 충원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기는 하죠.. (공무원#2)
시군별로 저희가 별도로 좀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뭐 복지부에서 제안한 50건당 한 명이 뭐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그러면은 50, 어찌됐든 현장조사 2인 1조로 나
가야 되는데, 그 50건 미만인 곳들에 대해서는 2인 1조가 불가능한 상황인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 저희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명 미만이더라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2명 배치 정도를 최
소 인원으로 잡고.. (중략).. 복지부에서 말씀하신 건 50건당 한 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뭐 1년에 그래도 한 120건 정도 일어나니까 약 한 3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하고
세 명을 신청을 해도 사실 그게 시군자체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게.. 음.. 원하는 만큼 그렇게 또 필요한 인원만큼 보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1)

현장조사 진행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24시간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24시간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경찰공무원과 같은 3교대 시
스템 반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에서 계획한 공무원 충원 인력 기준은
24시간 현장조사 특징 및 현장조사 인력의 근로 외 일정(휴가 및 병가) 등을 전혀 고려하
지 못한 계획이라는 것이다. 경찰의 3교대 시스템의 반영이 아니더라도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의 원활한 현장조사 이행을 위해서는 현행 계획된 인원의 최소 2배 이상은 확보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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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인원이라는 게 저희가 단순히 2명으로 잡았지만, 야간에 그러면 2분이서 당직을 계속
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략) 현장에서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찌됐든, 최소 인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음.. 근데 또 지자체에서
는 사실 복지부가 인원을 탁 배정해서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이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에서 넉넉한 인원을 배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제안하는 이상적인 인원을 배치하기
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제 예산을 최소화 하는 방
법은 정말 최소 기준을 맞추는 거 밖에 없을 텐데 복지부에서 제안한 최소 기준은 50건 당 한
명이다보니 사실 실제 시군구 기초지자체에서는 음.. 그 기준을 아마 최소기준을 맞추는 대로..
맞추는 거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공무원#1)
야간대응.. 야간대응은 향상..문제가 되죠.. (공무원 충원 기준인 50건 당 1명) 이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 정말 최소기준이고요. 지금도 아보전 분들 야간에 전화기 받고.. 재택근무 하다가
막 야간 출동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무원이 이걸 하게 되면.. 음.. 지금의 인
력 그 책정된 인력에 3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대근무 경찰이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여성청
소년과 직원들은 이렇게 3교대 근무하세요. 그래서 한 팀, 세 개팀 만들어놓고 한 팀씩 이렇게
야간근무 시키거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찰하고 대응하려면 공무원도 똑같이 3배를 줘야 되
는 거죠. 그게 맞는데, 기존의 한 명밖에 없다는 거는 그만큼 업무대응을 다 못한다는 뜻이긴
하죠. (중략) 제대로 대응하려면 야간이든 응급 상황이든 이런 걸 제대로 대응하려면 3배인데
차선책으로 2배 정도는 되야...(공무원#4)

한편, 일부 지자체 공무원 관계자는 야간 신고사례의 경우 경중이 심각하거나 위급한
사례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야간 사례는 전체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
에 연구를 통해 이들 야간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규모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야간 사례의 현장조사만이라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아동학대 사건의 발상 새간대 별로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충원 역시 중요하지만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적으로 아젠다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였다.
우리가 퇴근 이후에 신고되는 건수.. 그거를 전체 건수에서 특별히 다루기에는 너무 적은 수다.. (중
략) 사실 지금 우리는 그 낮에 발생하는 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데, (중략) 업무 시간 이후에 벌어
지는 것은 그냥 추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폭력사건이 발생을 했다거나, 경중한 이런 일이 주일 거
예요, 그니까 그런 것에 대한 특별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그니까 이게 근데 이게 낮에 발생되
는 그런 건수에 비해서 어떻게 다뤄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특별관리? (공무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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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공무원이 충원될 시, 순환보직의 공무원 조직 내에서 현장조사의 전문성 확
보 및 유지를 위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최소 3년 이상은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잦은 전보는 아동보호에 관한 특수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담
보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아동보호 업무가 공공 조직 내에서 인기가 많은 업무
가 아니라는 점에서 아마도 비자발적 인사이동에 의해 배치된 공무원들의 전문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일부 상담원들은 현재 아동보호체계가 현장
조사와 사례관리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으로 분리되어 대응체계가 재편된다면 과도기적
단계로서, 이러한 체계가 원활한 형태로 안착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충원된 공공 인력은 최소 3-5년 정도 순환보직을 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체계도 마련
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안 돌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픽스돼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업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에 한 번씩 돌
려야 된다라고 말하자면 3년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3년까지는 전보제한을 두지만, 그 이후에는
전보제한을 안 둬요.. (중략)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가
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 신규자만 돌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별로
실효가 없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무원#2)
공무원이라는 직군이 발령이라는 게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실을 생각할게 아니
라 지금은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아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들어와야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 일을 하러 들어왔으면 그니까 업무 발령을 적어도 3-5
년 정도는 발령을 금지까지는 좀 그렇고 이동 정지? 정지, 이동정지 정도의 기능을 탑재해야 하
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과도기적인 단계인데, 과도기적인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아요 (상담원#7)

충원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군구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라
는 입장이었다. 만약 아동학대 업무가 충분히 많지 않은 시군구라면 실제로 아동학대 업
무만 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 타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 자체를 조치하
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실질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기 시골 같은데 애기들이 없어요, 그 애기들이 1년에 학대가 10건 발생하는 시
군에 한 달에 한 건 꼴도 안 발생해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아동학대 업무만 줄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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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어쩔 수 없이.. 그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아동..전문.. 상황에 맞게 할 수 밖에 없
고 주요한 업무가 ‘아동이다’라는 것 밖에는 사실은 시군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3)
(타업무 병행) 그거를 관리하기가 어렵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타업무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2)

(2)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업 강화 전략
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범위 설정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기능 분리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업을 전제로 하지만, 이
안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 범위와 정도에 대해선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가장 먼저, 우려되고 있는 부분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역할을 어디까지로 두고 협업을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길 바랐고, 아동보호에 대한 안전과
책임을 공공영역이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를 강화하면서 각각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새로운 재편체계 내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도..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 도입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아
마 조금 보건복지부, 중앙 단위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고... (공무원#1)
(공공에서) 사후관리 계획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니까 그 사정까지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민간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더 낮은 단계의 공공으로 보낼 것인지.. 관찰 이런 거.. (공무원#3)
안전이나 그런 책임을 공공이 가져가고 직접적인 서비스는 아보전이 했을 때 이 가족의 기능
이 강화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조치나 그런 (종결)
부분은 공공이랑 저희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담원#4)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공공을 끼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쨌든 조사와 서비스의 기능이
분리된 부분 자체가 좀 적응하고 이렇게 정착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외부로부터 사례
를 이관 받는 그 절차가 음.. 부드럽게 잘 이뤄지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짧
은 기간이지만 요즘 하고 있는 중이고 (상담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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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통과 정보 공유 기반의 협업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기능 분리 체제 하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
업이라는 의견이 공무원 관계자와 상담원들 모두에게서 지배적이었다. 원활한 의사소통
과 서로 간의 업무를 이해하는 것은 협업 체계의 가장 큰 틀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본 연
구에 참여했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아동보호 대응 체계에 관여하는 공공영역과 민
간영역이 연초에 모여서 토론을 하며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도 했다.
공무원이 조사하고 아보전이 관리한다, 그 대상자에 대한.. 다른 기관도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에는 같은 맥락의 일을 하는 기관인데 처음 시작부터 아예 틀어져버리면 이게 아무리 (사례관리
전담기관에서) 감동마케팅 하고 한다고 해서 이미 바꾸기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해서.. (중
략).. 소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처음 접근하는 방식과 그 본인이 보고 느낀 거를
얼마만큼 글에 잘 담고 그 세세한 것을 글에 못 담아도 말로 전해줄 수 있는지가 그게 사례관리
에서 저희가 조금 더 그 분들을 가까이 둘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아닐까 일단은.. (상담원#8)
사실 유관기관끼리에도 정보도 필요하지만 공무원과 아보전이 얼마나 협력이 잘되느냐에 어
떤 키워드인 것 같아요. (상담원#7)
사실 저희는 매년 연초마다 이제 모여서 이제 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서로 조금 지역별로 시군 공무원, 경찰서, 그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 지역에 무슨 사례가
요즘 있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지난번에 연결했더니 이런 게 어렵더라 뭐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매년 이제 1박2일로 토론회도 하고 뭐 몸도 풀기도 하
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모이거든요, 그 사업을 한지 한 2-3년 정도 됐는데 훨
씬 더 쉽고 좀 유연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협업체계라는 게 정말 또 그런 얼굴을 알고 그
렇게 되면 훨씬 더 좀 아무래도 좀 유연해지다보니까 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공무원#1)

또한 일부 공무원 관계자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협업 체계도 중요하지만 아동보호
체계에 관여하는 공공영역 간의 협업 체계도 중요하다고 여겼다. 민간에서 행하던 현장
조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이관되더라도, 이 체계 재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권력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일 뿐 공무원 역시 학대행위자의 흉기나 위협에서 자유
로울 수 없기에 경찰과의 협력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과의 공조는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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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의 거부 및 위협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현장조사 업무를 이행하는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어차피 가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어, 여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낮은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제압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동주민
센터의 공무원들이 가서 조사를 하려고 해도 흉기나 이런 위협은 여전히 존재 하거든요.. (중
략).. 위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 혹은 조사 순응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이 좀 더 역할
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공무원#2)

③ 기능분리 체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거점 기관/인력 필요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기능분리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기능 분리 체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거점 기관이라든가 거점 인력이 필요하다고 여
기고 있었다. 이 거점은 현재 국내 실정에선 권역별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시군구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가장 밀도 있는 안전망 체
계를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시군구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는 보았다. 또한 이
러한 거점의 역할이 기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 인력 차원에
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있었다.
권역별로 또 이게 바로 이제 시군구로 내려갔을 때 혼란도 굉장히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은 갖출 때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거든요. (중략).. 아동학대가 현장조사만
있는 게 아니고 사례관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지원 업무가 있어요. 교육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캠페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슈퍼비전도 줘야 돼요, (중략) 이거를 일
괄적으로 똑같이 다 내렸을 때는 각 구마다 이런 기능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권역별로 일
단 중간 형태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잘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어 놓고 그때 완전히 내려가도
늦지 않는데, 권역별 중간 기관이 전국에는 없어요. (중략) 새로 만들기는 예산도 안 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 (공무원#4)
저희가 거점을 만든다면, 그 역할들이나 어떤 인력이라든가 뭐 예산이라든가 뭐 인건비, 운영
비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정부에서는 지원되지 않을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그거는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희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많고 또 만약에 지금처럼 정
부의 방향이 각 시군구별로 현장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전문성을 어떻게 맞춰 줄 것이고
단순히 전문성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거는 아이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중략) 그
래서 저희는 거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략)... 조금 저희는 그래서 만약에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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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한다면 그런 교육 담당하는 팀을 별도로 해서 뭐 이렇게 좀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
씩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공무원#1)
그니까 그 허브가 시군청, 본청이 둬야 되고 본청에는 아동복지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그 서
브로써 기본적인 경찰의 그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그.. 시, 읍면동 사무소 직원의 도움.. 그 다
음에 이 아동에 대한 보고서라거나 아동에 대한 앞으로의 추후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이
담당이, 결정을 해서 이관을 시키는 방향으로 읍면동으로 이관시킨 것일지, 왜냐면 가벼운 경우
에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관찰만 해도 되는.. 서비스를 주고 뭐 재원을 연결해주
면 끝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거를 이렇게, 저기 연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심도
있는 치료나.. 이런 게 필요해서 민간으로 넘길 것인지 민간은 좀 더 심도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공무원#3)

④ 모델링과 슈퍼바이징
공공영역의 공무원과 민간영역의 상담원 모두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분리 제도의 정착
과 각 분리 체계 내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 과정에
서 기존의 분리 체계 모형을 진행해왔던 기관들로부터의 모델링이나 슈퍼비전은 필요하
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는 기존에 현장조사와 사례관리가 분리되어 운영되었던 공공영역
은 아마도 지방자치단체 학대조사의 공공 인력의 업무에서의 모델링이 될 수 있을 것이
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존 사례관리 전담기관을 모델링함으로써 새로운 재편 체계에
서의 대응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아동보
호전문기관이 그간 현장조사의 노하우를 충원되는 공공 인력을 위해 전해 주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일하는 자체가 지금 사실 불가능해요. 그니까 혼란이 올
거고 지금 너무 아보전도 저희가 처음에는 좀 슈퍼비전을 좀 줬었죠, 거기도 슈퍼비전 받을 데
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맡고 있는 지
역 아보전에서 당분간은 슈퍼비전 줘야 되지 않을까.. (공무원#4)
저희는 민간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조사하고 저희 기관으로 이
제 사례를 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 개관을 한지 이제 3개월 좀 지났는데, O
OO(기존 사례전담기관)에 계속 의존하긴 했거든요, 아무래도 OOO이 조금 분리 된 그.. 역할을
한지가 가장 오래됐고 저희가 아직은 공공에서 넘겨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모델링 할 수
있는 부분들이 OOO이라고 생각은 있는데 (상담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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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내년에 2군데 시군에서 (시범 운영) 된다라고 하면 어.. 그 (신규 채용 공무원 교육)
부분에 대한 교육도 어차피 아보전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복지부에서 한
두 번은 하겠죠.. 중앙교육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법제처에서 법교육도 하고 있는 부분
들이 있고 근데 이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부분은, 복지부....가 하는 부분의 모자란 부분
이 있다라고 하면.. 지방에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보전을 통해서 하
는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없고...(공무원#2)

⑤ 아동에 대한 정보 통합 시스템 구축
상담원과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아동보호 대응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의 안전”이
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다.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부적인 상황이거나 사례가 종결된 이후에도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여겼다. 아동을 둘러싼 유관기관 간의 정보 공유나 아동보호 체계에
서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는 체계들 간의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라
고 여겼다.
보호처분이 종료되거나 원가정이 보호조치 하는 과정들에 대해 너무 거부적인 상황에서 저희
가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조금 없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 통해서 좀 이 아이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 방문 그거 자
체도 이제 좀 차단이 돼서 아이가 연령이 어리거나 좀 아이 자체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예 이
아이 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적은 경우가 조금 많이 있었어요, 유관기관 쪽에서 저
희가 이제 협조를 요청했을 때 요즘에는 아이들에 대한 개인 정보에 대해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아이가 안전한지 확인 못해주겠다 좀 학교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담원#1)

새로운 재편 체계 안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읍면동 관할 공무원이 함께 원
활하고 즉시적인 공조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동에 대한 정보 및 시스템 역시 공유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역시 확인됐다.
이게 공조가 되어서 우리가 갈 때 바로 연락이 되어서 시군청의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관
할.. 읍면동의 관할 공무원.. 이 3인조가 딱 나가서 같이 딱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 그 아이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내용들 이거를 누가 입력을 한 것을 셋이서 예를 들면
동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 시청 직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같이
입력을 하여서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니까 누가 입력을 했는지는 나와 있게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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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유 하고 그거를 총괄해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 사례관리를 할 때, 기본 정보를 공유
해주는 식으로..경찰이 우리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시스템을 같이 공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을 했어요.. (중략) 법원 판결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끔 해줘라 지금 이 친구가 만약에 심한
정도의 그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면 판결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이제 담당
공, 만약에 공공 쪽에서 하면 그것도 좀 볼 수 있게끔 공조 시스템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이
공무, 공조직에서는 그 진행상황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다. 그니까 시스템의 공유.. 사실
그래요, 지역사회에서 케어 해야 된다는 정의로 이게 뭐 개인정보.. 이전에 아동에 대한 그.. 양
육과 이런 것을 공유해야만 그걸 못 믿으면 우리가 맡길 수는 없겠죠..(공무원#3)

(3) 민간영역의 전문성 강화 과제
① 효과적인 서비스 및 사례관리 이행 방안 마련
공공영역이 현장조사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민간영역은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사례관리
를 전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담
보하기 위해서는 상담원들은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서비스가 필요한 가
정이라 할지라도 학대행위자가 거부하게 되면 서비스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현행 제도
내에서는 오히려 사례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관리는 단기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 대한 거부로 인해, 초기 1회의 사례
관리에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는데, 단기적인 개입은 아동학대와 같은
특수적인 사건에 대한 적당한 사례관리 접근법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측면도 있었다.
행위자들이 강하게 거부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면은 오히려 더 심각한 집인데도 그 집에는 서
비스를 못 들어가고, 오히려 조금 이렇게 순응적일 수 있는, 비하발언은 아니지만 순응적일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서비스가 더 잘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덜, 경미하지만 서비스욕구가 막 있
으면 서비스가 막 연결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서비
스가) 가야 하는 집은 아빠가 민원을 넣고 막 주거 침입죄로 저희를 고소하셔가지고 막 고소장
쓰러 가고 막..참고인 조사 하러 가고 뭐 영상촬영해서 언론에 뿌리고 막 이러면 언론 대응하느
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거 처리하고 나면 그 집이랑 또 떨어지고... 그래서 아 정
말 위험하고 정말 보호가 필요하고 모니터링이 관찰이 필요한 집들은 저희 누구든 모니터링에
대한 강제권이나 강제적으로 몇 회기는 좀 만나게끔 해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좀 이런 과정들
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상담원#2)
모듈도 되게 잘 만들었고, 상담원들이 역량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를 써먹을 자리가(기
회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아까 말씀한대로 4회기, 6회기, 요 정도는 진행이 돼야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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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오고 소감도 나오고 변화도 확인을 할 텐데 거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
다 보니) 이제 한 번 만날 때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상담원#5)

학대행위자의 거부는 어떻게 학대행위자를 사례관리 체계 내로 진입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이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을 필요로 하지만, 이와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민감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자발적 참여를 함께 유도할 수 있어
는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관련 공무원 관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상담원 역시 아
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감동 마케팅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저희한테 오는 뭐 그런 대상자들이 협조적인 대상자들은 아니기 때문에, (중략) 일반적인 사
례관리 기관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그분들은 원해서 오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그
만인 거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상들은 그런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오지 않고 원하지 않아도
받아야 되는데 뭐 받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받지 않는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게 저희
사례관리의 가장 큰 고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해소해야 될지 그분들을 끌어들
일 수 있을만한 게 뭔지에 대한, (학대행위자들이) 여기(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와서 뭐 해야겠
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 에 대한 고민들을.. (공무원#1)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 그게 잘.. 어렵기도 하고 음..
이것도 이제 돈의 문제가 되는데, 교육을 받았을 때는 이제 생계비 쪽으로 얼마를 지원하면 그 분들
이 조금 더 쉽게 와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들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4)
그냥 진짜 감동마케팅? 하지 않는 한은 그 정도로 초기에? 에너지를 쏟는다? 마음을 동화시
키기에는 사실 현장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뭔가 대상자들로 하여금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장
치들을 충분히 상담원들이 법적인 테두리를 가지고는 있되 뭔가 어 다른 체계에서는 하지 못했
던 그런 조금 집중되고 이렇게 감동마케팅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야 하
는데, (상담원#6)

② 인프라의 다양화 및 연계 자원 확대 방안 마련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중요했다. 현행 아동보호서비스에서 상담원들은 인프라의 한계가 다양한 서비스를 적합
하게 제공할 수 없게 하며, 연계 자원 자체의 부족은 학대가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
제를 사정하고 해결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생각했다. 지역 간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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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차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한계로 지속적으로 제공되어 온 것이기도 한데, 한 상담원
은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과 같이 중앙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지원 등이 인프라의
한계를 일정 부분은 감쇄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고 얘기하였는데, 지역 간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은 중요해 보였다.
유관의 (협력은) 담당자의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인프라
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들은 착착착 진행이 되는데 인프라가 없어 버리면 이제 거기는 외딴 섬
처럼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들어가든지 뭔가 직접 가는 서비스들을 많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담원#2)
저는 2015년부터 군단위, 지역 군단위 소도시 중심으로 사례관리를 하다보니까 연계밖에 전
개인적으로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계 자체의 자원이 많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뭐, 비슷
한 유관기관들끼리 계속 좀..협업하고.. 유료가 됐든 공공에 의한 서비스가 됐든 제한적이긴 해
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지부는.. 다양하지가 못해서.. 수준이 다르고 욕구가 다르다하더라
도 한 두 군데씩 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담원#6)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거기서 홈케어 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
각을 하거든요, 저희 그걸 연계해서 하면 3-6개월 주 1회씩 플래너 분들이 가는데 그럴 경우에
가정이 계속 가는데 그럴 경우에 가정이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진행 하면서 가정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잘..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도 그 관계개선이 잘
이끌어내는 가정들은 일상생활 지원 해주고 그러면 그 가정들이 저희 기관에 대해서 호의적인
경우가 많아서 좀 저는 홈케어나 가정파견에 관한 프로그램을 좀 같이 해서 사례관리 전문기관
으로 된다면 그런 것을 같이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기관하고 협력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담원#1)

인프라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 아동보호전문기
관의 인력 부족 문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의 광범위함도 중요한 문제였다. 먼
저, 사례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도 상담원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사
례관리 수가 많은 지역이 있었고, 업무량이 많은 것 역시 상담원이 학대 가정에 집중적으
로 개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인지되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피로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 명당 80건, 80명.. 이정도 갖고 계시는데 80건은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한 명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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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에는 그러다보면 이제 심도 있거나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
기도 인력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공무원#4)
뭔가 이 집에 어떤 정말 좋게는 이 집의 어떤 욕구를 파악해서 학대 원인이 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맞는 서비스를 같이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거든요, 저의 역량의 한계일지는 모르겠으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
요. 업무량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민원적인 처리도 많았고, (상담원#2)

일부 지역의 경우, 상담원들의 사례관리 담당 건수로 인해 사례관리 업무의 가중함에
문제로 제기 됨에 따라 담당해야 할 사례 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이와 관련하여 상담원
의 사례관리의 부담이 경감되는 형태는 아니었다. 이는 특히, 관할 지역의 범위가 넓을
때, 이동 등의 문제로 더욱 많이 시간이 소요되었고 사례관리의 수가 적게 됨에 따라 더
욱 밀도 있고 촘촘한 사례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서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제가 있는 기관은 신규기관이기도 하고 해서 최근에 이제 개관한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어
쨌든 20사례까지는 아닌데.. 타기관 기관보다는 담당 사례수가 현재는 좀 그렇게 많지 않은 편
인데.. (중략) 근데 그 양은, 총량은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중략) 사실 수만 보면 저희는 줄
어든 케이스거든요, 저희 신규 기관은.. 근데 상담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나 어려움이나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적인 부분은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서.. 만약에 지역이 줄어들면은 훨씬 더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중략) 특히 관할지역이 광역기관 역할을 하면서 여러 군데일 때는 이동
의 시간도 있다 보니까 대상자들을 24시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교 이후라든지 이런 식
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도 고려했을 때 20사례의 수도 의미가 있지만, (중략)...한 지역에
(아보전) 하나가 없잖아요, (상담원#6)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지역을 이렇게 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리고 북부지역이 아직까지는 조금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너무 적은 편이고 지역은 넓고 음.. 그러
다보니까 사실 음..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어찌됐든 이런 서비스건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건
간에 지역을 조금 너무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거는 결국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서 그런 뭐 단순히 인원 문제가 아니고 지역 관
할하는 지역들을 그 지역 안에서 조금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중략) 사실 면적도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를 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거
를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장조사에 필요한 공무원의 수, 적정 수도 당연히 문제지만, 사례관리를
하는 것 인원에 대해서도 인원이나 면적적인.. 지역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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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1)

③ 사례관리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확보
아동학대는 대부분이 부모 또는 성인보호자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아동 및 가
족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여타의 아동복지 사례관리나 서비스와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
다.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조사 업무 이관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
로 도약해야 할 출발점에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가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과제가 남
아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 역시 학대가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민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치료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여겼다. 이를 위해서 상담원들은 상담원들의 사례관리 역량 제고, 피해아동과 학대행
위자 및 가족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개입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어 확대 보급되어
야 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제공 서비스의 질 역시 제고될 수 있어
야 한다고 보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담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상담원
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상담원마다 사례에 대한 민감성이나 통찰
력의 수준이 다를 수 있기에 상담원 역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주기 위한 교육 등
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역량 제고를 통한 사례관리의 질적 담보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의 역량 강화 시기동안의 교육 이수 후 실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꼭 얘기 하고 싶었던 건데 그 이제 작년.. 올해부터 해가지고 사례관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서 아보전의 사례관리 역량에 대한 그 평가 아닌 평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
이고, 저희도 기관에서 GN서비스모듈 스터디 하면서 직접 시연을 시켜보면서, 같은 프로그램이
라도 직원들마다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중략) 전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초기 사정했을
때 이제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른데.. 다른 것 까지는 이해는 하는데, (중략) 이거를 개인의 성향
을 바꿀 수는 없는 문제고, 이제 상담원들이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이 실질적으로 하루가 아니라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담원#3)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조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사례관리와 교육과 사후
관리라는 총칭 하에서 사후 관리라는 이름 아래에서.. 심리사회적인 가족치료적인 측면으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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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야 된다. 떼어 냈으면 이제, 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말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되거
든요.. 전문가 양성을 해줘야 된다. 가족치료.. 하나의 정말 중요한.. 기관으로서 (공무원#3)
상담원 교육, 뭐 기본적인 것들 다.. 스킬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뭐 상담
원들이 교육 받는 거가 사실은 그 몇 개월 과정 이렇게 이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오면? 몇 개월 정도는 상담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수를 하고 거기
에 따라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게 전수가 돼야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바로 투입
이 되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음.. 말하자면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건 없어요..(공무원#2)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의 전문성 확보는 아동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관
기관의 제공 서비스와 차별성을 갖게 하는 동시에 재학대 감소 등과 같은 가시적 성과와
도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향후 방향성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사실 사례관리라는 거를 하는 기관들이나 뭐 허브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수없이 많잖아요, 그
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가진, 기능을 가진 기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아동보호전
문기관으로만 사례를 이관해서 그쪽에서 정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기로 가면 재학대
율이 감소되고, 정말 이렇게 가족회복이라든가.. (중략) 아동학대의 특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서비스?
뭐 어쨌든 사례관리에 대한 특수한 전문성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
요. (공무원#1)

또한 아동학대라는 사건의 특수성은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점과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과 연결된다. 학대행위자의 범죄 사실 입증이나 범죄자 처벌 등과 같은 엄
중한 제재는 이후의 재학대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한 공무원 관계자
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이 단순히 이들을 범죄자로 판단하여 범죄의 처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족기능 회복의 대상자로서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대상자로 인지
하고 피해아동 및 가족기능의 회복과 강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민감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니까 범죄하고는 조금.. 예를 들면 완전히 막 예를 들면 폭력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나지 않
는 이상은 우리는 그 사람(학대행위자)을 치료 대상으로 보고, 경찰에서 범죄 사실이 아닌,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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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대상으로 따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공무원#2)

④ 피해아동 및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사례관리 이행을 위한
과제로서 학대행위자의 거부 및 인프라의 부족, 업무 부담 등의 문제가 남아 있지만, 이
와 함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특화된 기관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전문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 및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간 오랫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민감성과 전문성 자
체가 사례관리의 노하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굿네이버스에서 개발한 피해아동 및 가족
에 대한 전문서비스인 GN아동보호통합전문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기관에서는
전문서비스의 시행이 재학대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아동보호 대응과 예방에 효과가 있었다
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또 사례관리 전담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해 온 상담원은 피
해아동의 안전과 가족 기능의 회복과 같은 유관기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례관리를 아동보
호전문기관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례관리하고 아동학대에 관련된 사례를 혼동을 많이 하셔서 이걸 구별을 좀 해야 되지 않을
까 구별을 해서 잘하는 곳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그냥 막 없애
려고 하는.. 것은.. 좀... (중략) 전문성과 이런 것들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 그리고 아보전 분들
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 십 수 년에 걸쳐서 생긴 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
래서 이런 것들은 활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다. (공무원#4)
저희가 GN모듈(아동보호통합전문서비스).. 이게 임시조치로 내려온 대상자들을 어.. 한 달 동
안 임시조치가 내려오는데 4번 통해서 그 4번의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모듈을 다
써서 상담원들 교육 시켜서 대상자들은 한 6~8정도 소규모로 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하는 것
을 많이 소통하고 해서, 작년에 30명 정도 교육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임시조치 때문인지 교육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재학대 발생률이 이 사람들 중에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게 제
일 좋았던 부분이었고, (상담원#5)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유관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있어요, 가족 간의 회복을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아이의 안전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
분들을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다면 더 나은 면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략)..,
그래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민간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할 텐데 원가정보호서비스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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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나중에 가족 재결합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서비스를 주는 게 아이의 안전이
나 이 아동보호 체계가 조금 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원#4)

한편, 일부 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서비스와 치료 연계의 부분들에 대
해 고민을 많이 해서 관련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획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일부 상담원들은 피해아동에게 조금 더 초점화한 서비스가 개발되고 보급될 필요가 있으
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
프로그램이 홈케어 서비스하고 중점적인 서비스들이 약간 전문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치료연계 그 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해 나가야 될지는 사실
은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나오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아보전에서 더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지역 내에 아동학대 예
방교육 수요 자체도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무원#2)
모듈이 대상자.. 행위자 위주로.. 저희 기관 입장일 수 있지만 사춘기 청소년 비행 신고율이
되게 높아요, 학대 교육이 잘 돼서 신고를 했지만, 결국엔 아이에 대해서 학대가 아니래요, 조금
청소년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안전교육 외에는 교육할게 없어서 사춘기.. 피해아동 대상으로
무언가 프로그램이 필요.. (상담원#5)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아동문제행동.. 청소년이랑 가족관계 자체, 부부관계 그런 거를 좀 다룰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상담원#6)

(4) 법·제도적 개선 과제
① 서비스 강제성 확보 및 의무 이행을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은 학대행위
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은 아
동학대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서비스 이행을 거부해 버리면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이
행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부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판로가 막히기
때문이다. 여타의 아동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는 다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상자는
개입 자체나 서비스에 거부적인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
자가 이를 거부할 시 이에 대한 개입 방안은 제한적이었다. 상담원들은 아동의 안전과 안
녕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 및 가족에게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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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의무와 강제성을 기반으로 하는 법·제
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단 가장 큰 제도 개선은 사례관리의 강제성을 좀 부여해야 돼요. 사실 지금도 사례관리를
받아야한다고만 되어 있지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대부분의 이제 가정에서
는 거부하죠. ‘찾아올 필요 없다’,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됐을 때 음.. 강제로 행할 수 있는 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사례관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
다’라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강제성.. 정책은 그런 게 필요하죠, 강제성 강
제로 만들 수 있는 정책.. 이것들을 좀.. 필요로 하고요. (공무원#4)
교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오지 않거나 상담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각보다 이렇게 강제
성이 적거든요, (중략) 기관의 강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뭐 그렇게 세
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꼭 과태료 아니어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원#5)

서비스를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선 학대행위자의 인권이 결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
할 수 있지만, 학대행위자의 인권보다도 피해아동이 더욱 많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강제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판사님들이 기관방문 많이 오세요,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 하는데 곤란한 부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권침해 소지가 높다는 거예요, 강제성을 부여했을 때는...학대행위자도
인권에 대한 부분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정당한 것들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한다..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도 계속 검토 중이라는 말씀만 하시는 게, 바로 이제 이
게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중략).. 아동은 더 많은 인권
을 침해당하는데 그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성이라도 해서 이런 분들이 좀 조
금 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음.. 사회에서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
까 이래서 자꾸 요구는 하는데.. (공무원#4)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학대행위자의 거부적인 특성은 아동보호 대응 체계의 관계자들
모두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갖게 하여, 아동에 대한 최적의 보호조치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관계 공무원과 상담원 모두가 갖게 했다.
계속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신문고나 뭐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아동학대 쪽이거든요,(중략)..
근데 그렇게 (학대 행위를) 인정을 안 하고 본인은 이게 학대 아니다, 학대 아닌데 왜 분리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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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여서 근데 그걸 보면서 사실은.. 아보전 직원이 너무 힘이 없구
나.. 사실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에요, 법제도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중략) 팀장들이 가도 계속적
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거 보면 이분(학대행위자)들이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
법도 좀 강화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공무원#2)
이제 사례관리는 아동복지법으로 하길 원하는데 지금 경험들을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면 대
부분 임시조치나 아니면 응급조치나 그러면서 그렇게 처벌법으로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사례관
리는 잘되더라가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중략).. 아보전도 어느 정도 사례관리를 하면서의 어
떤 권한들을 좀 지켜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가장 최소한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처벌법상 47조에 있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5-2인
가 그게 상담명령 가운데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보전은 행위자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면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작성을 하는데
법원에서는 정말 보호자, 비가해 보호자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중략).. 아동을 둘러싼 영역에서의 모든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좀 법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 ‘맨땅에 사례관리 하라’라고 이거 보다는 사실 피해아동 보호명령
은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건을 꼭 사건화가 되는 때 사용하는 거가 아니고요 보호, 아동을 보호
하는 데 있어서 사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것들을 신청할 수 있는 것들
을 아보전의 권한에 아직까지는 남겨져 있어야 해요, (상담원#7)

특히 일부 상담원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 아동보
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관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험 아동들에 대한 안전한 보호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 지금 저희가 2018년만 봐도 24,000건 정도가 판단이 됐고 특례법을 타는 게 한
7,000건 정도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15,000건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하는 거라면 사실 이게
애매하긴 한데, 아동복지법을 해도 사실 임시조치나 응급조치나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피해아동
보호명령이라도 해도 되는 거거든요,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적극적으로 쓴다면... 근데, 피해아동
보호명령은 변호사가 이제 판사한테 직접 올리는 것이고 그게 재판이 바로 되는.. 판사님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아보전이 가서 의견을 좀 내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상담원#7)

아동학대 사례가 학대행위자의 개선 없이는 피해아동에게 반복적인 학대가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행위자의 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치료 등은 중요하다. 『아동복지
법』제 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에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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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
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야 한다”라는 법령을 담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항 상담·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이행을 권고하고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 법령에
근거하여 학대행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지만, 권고는 어떠한 강제성도 갖지 못
한다. 학대행위자가 개입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는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는 법령이다. 또한 ‘임시조치를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제63조(과태료)에선 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
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제1호)’하거나 ‘긴급임시조치(제3호) 및 보호처분 집행(제
4호)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학
대행위자가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될 경우,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소환 등을 따라야
할 의무를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는 사례
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30%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9b). 나머지 70%의 아동학대
사례는 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여, 학대행위자가 거부할 경우, 서비스는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상담원들은 학대행위자에 대
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아동학대처벌법』법에 저
촉되거나 경찰에 의해 학대조사가 진행되는 사례에서의 서비스 진행이 수월했다는 상담
원들의 경험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 회복에 있어 서비스가 중요하므로, 이
서비스를 의무화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마련함으로써 실제적인
개입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② 실효성 높은 아동보호체계 구축 위한 법원 및 공권력의 역할 강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는 학대행위자가 서비스를 거부한다거나 할 때 『아동학대처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남은 70%의 사례에 대한 서비스의 강제성이 부재한 상태이다.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법원 등 공권력의 역할이 강화되었을 때 학대행위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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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및 임
시조치 상태에 있거나 경찰 등의 공권력에 의해 재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상담원들이 이
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공권력의 관리·감독에서 다소 빗겨나 있는 여타의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보다 한결 수월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
벌 상태에 있지 않은 학대행위자의 서비스 불이행에 대한 법원 등의 공권력의 관리·감독은
그 자체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건이 될 수 있다.
저는 사례관리 상담원을 계속하다가 작년부터 이제 보호처분이랑 임시조치 오는 거를 전담해
서 제가 보내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진짜로 효과성 굉장히 있거든요, 법원에서 명령을 받아
가지고 먼저 저희한테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꼬박꼬박 오시고 효과성은.. 굉장히 큰 것 같고..
(중략) 실제로 작년에 30케이스 정도 있으면 3케이스 실제로 이행을 안 하셨지만 법원에 이제
법원 지역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중간보고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법원에서 다시 부르
셔가지고 이렇게 과태료나 구류가 아니라 엄청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중략) 법원에서 다시
한 번 불러서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효과가 좋았던 것..(같아요.) (상담원#3)
(개입 자체를) 거부하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부를 하는 가정에서 재학대가 발생하
고 있거나 할 때에는 다시 신고체계로 올라가서 신고를 해서 수사를 받아서 뭔가 아동보호 사
건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요, (상담원#4)

③ 예산 확충 통한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a. 지방자치단체 차원: 시·군 및 시·군·구의 운영 분담금 부과체제 확대 적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에서의 아동보호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해야 하는
만큼 아동보호 운영 예산에 대한 고민들을 더욱 깊이 있게 하고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
체에서는 아동보호에 대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시군구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여겼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아동 인구 규모에 비례한 아동보호 운영 분담금을 시군구에 부과함으로써 모든
시군구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를 시행하였던 1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이러한 시군구 차원에서의
아동보호 운영 분담금 부과체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다른 1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분
담금 부과체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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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예산 = 관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겼는데, 이러한 연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
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시군구처럼 아동보호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찌됐든 예산이 가는 만큼 지자체는 그 사업을 신경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중략).. 그래서
오히려 저희도 시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도 내) 서른 한 개 시군 모두에서
돈을 단돈 얼마라도 내게 해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눠주고 있고 ‘(시군 자체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
고 있진 않아요, 그건 관심이기 때문에 돈이 가야 지자체는 관심을 가지거든요. (공무원#1)
사실은 저희가 어떤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분담금? 부담금? 그걸 이제 사실은 부과를 해요,
내년부터.. 그니까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한 그 시군의 부담금.. 지금 현재는 아동
학대 관련해서는 뭐 시군에서 아보전이 없는 곳들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부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동복지법 상으로는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과를 시켜서 일단은 관심을 좀 끌어 들이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분담금 형태로만)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내 후년에는 (각 시군마다) 전체 공무원들 채용해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사례관리를 여기 아보전이라는 직원에 대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
래서 그런 부분에 서서히 만들어 가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 세우도
록.. 반영하도록 공문 내린 상황이고.. (공무원#2)

『아동복지법』제 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
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
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의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
하고 있지만 예외적 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리적, 물리적 여건들로 인해 실제적으로
는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
해,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비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시·군·구
뿐만 아니라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에까지 운영금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 45조의 제3항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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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
요한 비용을 관할 지역의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2019.1.15.)되었다. 법령 개정으로 모든 시·군·구에 대한 아동
보호 운영 분담금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향후 앞서 살펴본 두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준 선
도적인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지역사회 환경 내에서의 아동보호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어 보다 촘촘한 수준에
서의 다양한 정책 개선을 이끌게 하리라 예상된다.
b. 정부 차원: 아동보호 예산 확보 및 일반회계로의 편성 통한 국가 책임 확대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시·도 및 시·군·구의 예산 부담 비
용 법령이 제 45조에 마련된 데 반해, 정부 차원에서의 아동보호 관련 부담 비용 등의 예
산 규정은 『아동복지법』상 어디에도 부재한 상태이다. 동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는 “1.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아동학
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아동학대에 관한 신
고체제의 구축·운영; 4.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에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비용이나 아동보호를 위
한 구체적인 비용 부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다. 본 연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아동학대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의 일반회
계로 편성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새로운 아동학
대 대응체계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예산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이
다. 특히, 공무원 관계자들은 이번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학대조사 공무원 등의 충원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
산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근데, 포용국가 아동정책도 보셨겠지만 거기 예산 사업 없어요.. 거기도 예산 내용도 없잖아
요 그나마 인력 확충도 기재부 박박 긁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
실은 이 아동정책 방향 자체가 어.. 앞으로도 그렇고 이 정부.. 하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리라고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공무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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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예산의 불충분성은 다른 복지 영역에 비교해 볼 때 더욱 강조되
고 있었다. 올해 초까지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현재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고 있
다는 한 공무원 관계자는 장애인 복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아동보호 예산은 ‘새발의 피’
일 정도로 작은 규모라고 하였다. 이 공무원은 아동학대가 국가의 책무이고 국가가 진정
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저는 (올해 2월까지 아동보호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
애인 복지에 비하면 아동예산이 정말 새발의 피예요. (중략).. 왜 장애인 복지에 예산이 많을까
요, 그 이익집단이 가가지고 데모하고 이러니까 많이 주고 아동 쪽이 데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중략) ‘아동학대는 국가의 책무다’, ‘아동은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책무성을) 가지고 지자체에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 확보
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노력해주십시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공무원#3)

아동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재편
에서 계획된 학대조사 공무원의 인력 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나 여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인원 충원과 관련된 재원 등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 계획도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부담을 안고 가게 되는 상황이었다.
기재부에서 정원 산정을 할 때 어.. 원래는 이제 그쪽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내려주잖아요, 거
기서는 일부 내려주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데 정원 산정을 총액 인건비로 묶어놓다
보니까 추가로 늘리고 싶어도 맘대로 못 늘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아동학대 관련으로는
거기에 대해 산정을 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정원 산정은 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정
원 산정이 되어 있으면 총액 인건비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충분히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채용은 가능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렇지
만, 추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재원 확보를 해준다거나 이거는
아니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이거는 다 지자체에서 지원이 거의 많이 투여 되어야만 가능한 상황
도 된단 얘기죠.. (공무원#2)
인원만 늘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같이 늘어나야 돼서 인원과 예
산이.. 예산이 제일 우선이죠. 예산의 문제, 또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인력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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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은 국비와 지방비 50:50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재정도 수준이 낮은 지역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며, 아동보
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 법인의 재정 수준에 따라 법인의 보조금 역시 0원에서
부터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은 법·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더욱 시급한 상태이다. 국내 아동보
호 예산은 복권기금과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복권기금의 약 42%인 약 840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원되었
고, 이 840억 원의 약 13.9%에 해당하는 117억 원 정도가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
업’을 위해 사용되었다.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은 아동학대 가정에서의 재학대 예
방을 위해 홈케어플래너가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파견되어 학대피해아동 및 부모에게
심리·정서 회복 치료를 비롯하여 양육기술 교육, 취업 알선, 부부관계 개선 등의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2018년에 총 4,881명이 홈케어플래너 서비스를 제공받았다(파이낸
스투데이, 2019). 홈케어플래너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지원으로 이루어지
고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원은 복권기금으로부터 운용된다. 학대피해아동 및 가
족에 대한 전문서비스는 피해아동의 안전 보장 및 가족의 기능 회복과 강화를 위해 중요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재원부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의 예산은 복권기금 외에도 범죄피해자기금으로부터 일부를 지원
받아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범죄피해자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기
금이 신설되었고 이 기금은 다양한 정부 부처의 사업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데, 법무부와
경찰청의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보
호·지원 사업,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을 위해 운용되
고 있다(김형모, 2019). 예산 투여는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이다. 정부가 아동보호체계에서
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편성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 수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아동보호 추가 재원에 대한 예산 배정도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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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 모두의 인식 전환 및 노력 확대
현행 공공과 민간은 심각한 아동학대가 언론을 통해 노출되거나 지역별 아동학대가 얼
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과 같은 비교 수치를 통해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이 비난이
나 질책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아동학대 건수를 비교함으로써 “아동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오명이나 특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리하고 있던 “아동학대 사례의 부정적 사건 연루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의심” 등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아동보호전문
기관 상담원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이제 여기는 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보전이 너무 많아서 학대 건수가 많
은가? 이 생각이 사실은 이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마치 없던 것이 발견된 것처럼 비춰지는
데 뭐 원래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발견된 건데 이거를 그냥 없던 게 마치 발생한 것처럼 그렇
게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사실은 답답한데, (중략).. 공감을 끌어내기가 부정적인
지표예요, 이거는 사실은 비교를 안 하면 좋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개선을 시켜나가야 될 건가 이것도 사실은 과제예요 저희들의.. (발견
율이 높은) 그런 지역들이 사실은 우수하게 예방을 잘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어떤 결과들을 계
속적으로 유포가 되거나 어떻게 이렇게 좀 전달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어.. 열심히 하고 있는
지역들에는 힘이 될 것 같기는 해요..(공무원#2)
부부를 100% 고치지 못하고 결국 대상자들의 책임과 선택이 있는 건데 그것들은 어느새 조
금 무시되고 안 좋은 일이 관련된 사건들이 터지면 아보전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직원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상담원#2)

『아동복지법』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에는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②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아동보
호체계의 실효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재학대 발생율 임을 감안해 보면, 아
동보호서비스에 진입한 피해아동을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해주는가
가 아동학대 개입과 그 개입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주요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실효성과 관련되는 것이 아마도 지역적 차원에서 아동의 인구 규모에 비해 얼마나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대의 위험에 처해있던 아
동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여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실제로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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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로 재진입하는 아동의 비율은 얼마인지 등과 같은 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련된
지표들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지표 체계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만약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대비 아동 비율, 상담원 1인당 아동 비율, 아
동인구 대비 피해아동 발견 비율, 피해아동 당 치료 및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사후 모니터
링 횟수 등과 같은 지표의 값이 높게 나타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이러한 지표는 지역사회 내 아동학
대의 성과가 ‘발생’이 아닌 ‘발견’으로 인지될 수 있어야 하며 ‘부정’이 아닌 아동보호 업
무에 대한 관계자 모두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긍정’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성과지표에 반영되어야 하며, 관련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필요로 할 수 있
다. 다만, 재학대율은 감소시키는 것이 아동보호서비스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일 것이다.

4. 소결
본 장에서는 재편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에서 실효성 높은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
고 아동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담원들과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실태를 확인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이러한 FGI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편되는 아동보호체계 안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전문성 강화 및 협력을 위해서 정
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과제를 크게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민간영역에서 수행해 온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 전담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수행
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편 계획을 내놓음으로써 아동학대 조사에 대한 공공성
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실행을 위해 정부는 일부 공공화 선도 지역부터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고 배치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2022년까지 전국에 단계
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2019a). 이로 인해 공공영역은 학대조사 업무의 전
문성을 강화하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생겼고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전문적인 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의 도약 전략 과제가 남았다.
학대조사 업무가 공공영역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간영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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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후의 사례관리, 즉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
례 종결 후 사후관리’ 등을 전담하게 되었다.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 사례관리
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이 담당하게 될 사례관리 수
를 64건에서 32건으로 경감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피해아동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의 소멸과 아동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전문적
인 사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확보에 앞서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아
동보호전문기관의 위상 정립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
지 못했었던 과거 오래 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을 위한 학대조
사 업무뿐만 아니라 보호를 위한 사례관리 및 예방 업무 등 공공의 업무를 위탁 운영해
왔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재편으로 인해 학대조사 업무를 공공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아
동복지법』 제46조에 규정되어 있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세부 조항의 법
적 수정도 불가피하다. 최근 남인순 의원 외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
수했다(의안정보시스템, 2019). 해당 의안문에는 현행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아
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학대의 예
방과 방지 의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 22조에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
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배치하는 아동학대조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시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의안문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을 규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아동복지법』제46조가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업무 중 학대조사에 관한 업무인 제1호(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
호), 제2호(피해아동 상담·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운영) 및 제6호(자체사례회의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가 각각 삭제되어야 함이 제안되었다. 아
동보호전문기관은 제3호의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치료 및 교육’, 제4호의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제5호의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
리’에 더욱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예견된다. 다만, 동법 제2호와 제6호의 경우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어,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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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체계의 재편이 아직 계획 단계인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행 업무에 대한 재정비
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동 법 제46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행 업무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민
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역할로 제안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과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같은 아동학대 전문서비스 과정 및 구체적 수행 내용이 법령으로 명시되
지 않고 있다. 법조문의 명시는 수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에,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전문서비스의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대
상자와 학대특성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의 추가적 명시가 필요하
다. 물론 『아동복지법』 28조(사후관리 등)와 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 위탁기관으로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되고 있지만, 28조는 사후관리에 한정되고 있고 29조는 학대행위자의 개입
에 대한 강제성이 부재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조사 이후 이관되는 사례의 사례관리 계획 수립부터 피해아
동과 가족의 회복 강화를 위한 서비스의 실제적 제공,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 프
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대한 권한 하에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관한 추가 조항의 신설도 필요해 보인다. 이는 ‘아동학대 전문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입지 및 위상을 법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전반
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무성을 가지고 보다 특화된 맞춤형 전문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전문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보다 확고한 입지를 마
련하기 위해서는 법적 차원의 규정과 함께 서비스 질 담보와 전문성 확보라는 실천적 차
원의 과제들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과 지
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아동학대의 대응체계가 재편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조사
의 업무를 제외하고 사례관리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아동학대라는 특수한 사건에 대한
서비스 전문성 확보 및 대상자에 대한 민감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여타의 아동 관련 사례관리 제공기관들과 어떠한 차별성과 전문
성을 바탕으로 사례관리를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실천전략 매뉴얼의 재편 및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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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970년대 후반부터 제공되어 온 아동보호서비스에 대한 실천가 매뉴얼에는 CPS
프로세스의 각 단계 목적, 주요 결정 및 이슈와 사례 작업 감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전
략 등에 관한 아동보호 지침을 제공해 오고 있다(DePanfilis, 2018). 해당 지침서에는 C
PS 개입의 법적 맥락(Legal Context of CPS Intervention)에 대한 지침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에서는 법적 맥락을 담은 법적 지침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아
동학대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아동보호전문기
관 상담원들에게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법적인 개입 장치도 부재한 상황이다.
셋째,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 학대조사 업무 담당자의 전문
성뿐만 아니라 학대조사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및 지리
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적절하게 돌보는 것은 최근의 가장 중요
한 기조이기도 하다. 이는 학대조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찰뿐만 아니라 학교, 의료기
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또한, 피해아
동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원가정 부모교육 및 고위험가정 사후관리를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간 관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심
리평가 및 심리치료, 놀이 치료를 비롯하여 보호자에 대한 부모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
록 국립병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
하다(김형모, 2019).
넷째, 서비스 강제성 확보 및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
다. 정부는 2018년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 및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
사를 실시함으로써 위기아동에 대한 발굴에 더욱 힘을 쏟아냈다. 2019년부터는 관계부
처와 지자체가 연 1회 만 3세(전년도 말 기준) 아동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 아동 등 위기아동에 대한 발굴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했다. 아동학대의 경우 성인 간의 폭력에서와는 다르게 암수적인 성
격이 강하고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될 경우 제3자에 의한 발견이나 신고가 쉽지 않으며,
사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학대의 위험에 아동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에서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발견해 내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위
기아동 발굴체계 시스템 강화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의 아동학대 정책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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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대의 발견에 다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발견해 낸 만큼 그 이후
의 문제, 즉 아동의 안녕을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하여 공적보호체계 내로 진입하였지만 공적보호가 아동에게 실질
적인 안전과 안녕을 보장할 수 없다면, 이는 국가 아동보호체계의 개선이 시급함을 의미
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보호서비스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생한 재학대
는 국가의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중요한 지표이다(장희
선·김기현·김경희, 2016). 그러므로 아동보호체계로 진입한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재학대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아동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보
호 필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의 회복을 도와 가정 내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장 시급한 기초적인 개입이며, 이를 위해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가족기능 강화를 유
도하는 서비스 개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
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현실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은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서비스의 의무화 및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여기
고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 많은 사례들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거부가 있을 시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
해 어떠한 제재조차 할 수 없고, 학대행위자나 보호자가 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
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실제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
는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것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오히려 즉시적이고 시급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아
동학대사례에서 사례관리 개입이 거부당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
로 덜 심각한 아동학대사례에서 개입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줄 경우 서비스가 제공되게
되는 상황이 생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질 때가 많다고
여겼다. 이는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양산해 낼 가성이 높다. 2018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
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었던 사례의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
019b). 상담원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 않는 나머지 70%의 아동학대사례에 더
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는 사례의 경우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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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강제성이 확보되는 데 반해 나머지 70% 사례는 서비스 이행의 의무화 및 강제성 부
재로 인해 서비스가 거부됨으로써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심각한 아동학대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 서비스의
강제성 및 의무 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필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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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
아동학대가 피해아동 및 그 가정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 및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그러한 서비
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논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사회에서 학
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개선방향
1.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체계 구축
1) 피해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발생 시 가장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은 학대피해아동 자신이며, 따라
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은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이다. 이에 『아동
학대처벌법』에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피
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당히 부족하며, 이로
인해 학대이후 방치되는 2차적인 학대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처
벌에 집중하다보면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 및 서비스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한 학대의 후유증을 감
소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처벌법』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
중 상당비율이 가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사건처리 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분담을
통한 효율적 운영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현재 피해아동 중 영유아나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 및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아동들이 갈수 있는 쉼터나 시설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피해아동 및 청소년을 위
한 그룹홈이나 쉼터 등의 시설확대와 함께, 전문적인 치료 및 심리적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의 경우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동거율은 78.9%로 매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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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는 아동의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시설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학
대피해아동이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아동보호를 위한 적극
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학대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아동에게 가정의 중요성 및 그 영향을 고려할 때,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의 일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전체 가족들의 문제와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Edelman(2004)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가족중심의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과 부
모 등 각 개인의 독특한 욕구와 상황 등이 반영된 ‘개별화된 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이 수립되고 제공되는 것에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미한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가족지원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김형모
외, 2015)에서 『아동학대처벌법』적용의 어려운 점으로 ‘경미한 사례에 대한 적용한계’가
높은 비율로 응답되고 있다. 현장 실무자들은 아동학대 신고사례와 관련하여 고위험과 저
위험 사례의 분리를 통한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실무자들의 업무량을 감
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이는 학대사례의 심각성 정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
의 제공을 통한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실천현장에서 실무자들의 업무혼란과 과중을 예방
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미국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강조되는 ‘차등적 대응 (Differential Response)'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아동학대 유발요인
이 되는 아동에 대한 개입은 명시하지 않고, 부모에게만 강제적 개입이 가능한 현재의 규
정에서는 학대 재발생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고사례의 경우 아동
및 가족 모두에 대한 상담 등 교육제공에 대한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실무자들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학대피해아동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개입 의무화
학대발생시 가정 내 미성년 형제자매들에 대한 보호,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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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91)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은 가정 내 발생한 학대에 대
하여 죄책감, 수치감, 불안, 낙인감 등 학대를 직접 경험한 아동만큼이나 심각한 심리정
서적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이후 아동학대의 실제적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미국 등 대부분 서구사회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학대의 ‘세대 간 전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폭력에 대한 목격 및 노출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폭력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에서, 사전에 이에 대한 부
정적 영향을 제거하는 것은 이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에 대한 서비스 및 개입의 의무화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주변체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규정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겠다.

4) 정교한 학대위험 사정척도 개발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고위험 사례와 저위험 사례 등 학대의 정도를 구분하고, 이
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피해아동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 및 학대가 발생
한 가정의 모든 가족구성원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학대위험 정도에 대한
분리가 가능하려면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아동학대 위험사정 척도
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단순한 학대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체크를 통해서 위험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학대정도에 따른 위험수준을 분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척도
의 개발 및 이의 활용을 위한 정교한 매뉴얼의 확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학대수준별 사례관리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 전체에 대한 보다 효
과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될 것이다. 특히 정교한 척도의 활용은 아동학대 발생의 잠
재적 위험가정에 대한 발굴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 예방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5) 법적절차 및 과정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한 법적처벌이 강화되면서 학대행위
91)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그 가정에 있는 18세 미만의 형제자매들은 자동적으로 아동국의 개입
대상으로 등록되어 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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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뿐만이 아니라, 피해아동 및 가족들도 법적절차와 관련된 과정들에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법적절차 및 진행과정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심리적 위축 및
두려움을 유발하게 만든다. 특히, 아동들의 경우 이러한 경험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
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동의 녹화진술이나 진술조력인 제도 등은 그러한 방안중의 하
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CASA)”와 “Child
Advocacy Centers(CAC)"는 향후 우리사회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적 지원과정에
서 참고할 수 있다고 보인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CASA(Court Appointed Special
Advocates)는 아동학대 및 방임과 관련된 지역사회중심(community-based) 프로그램
이다. CASA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학대피해아동의 편에서 법정지원을 도와주는 자원
봉사자로써, 법정에서 아동의 권리 및 이익보호를 위한 옹호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법원이 지명한 사람으로 아동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정 지시사항의 준수 등 아동의 생활
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아동과 관련한 객관적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
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며, 이들의 보고서는 법원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CASA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아동이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지낼 수 있
는 곳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또한, CAC(Child Advocacy Centers)는 아동학대 상황을
조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포함한 훈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아동들과 친근하
고 편안한 관계 속에서 아동과의 면접을 통한 학대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들이 아
동과 면접하는 내용은 녹화되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one-way mirror를 통해서 이
를 관찰하고,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면 면접자를 통해 아동에게 물을 수 있다. 만약
성학대의 경우처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CAC는 의료진과 함께 아동 신체
의 손상부분에 대한 검사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즉, CAC는 한 기관 내에서 아동
들의 스트레스를 감소하면서 효과적으로 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one-stop shop'이라고 할 수 있다(McClennen, 2010). 현재 우리나라의 해바라기센
터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개입 및 지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다. CASA와 CAC은 향후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피해아동의 법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고
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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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자의 전문성 강화
1) 실무자 교육과정 강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실무자의 전문적 능력은 사례개입의
효과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이에 아동학대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 실무자들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교육과정이 단순한 이론적 강의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실무자들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
해 앞서 소개한 미국 LA County 아동국(DCFS)에서 진행하는 CPS실무자 교육과정 및
체계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Simulation Lab’을 통한 실천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방법은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
안중의 하나라고 평가된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현장실무자들이 작
성해야 하는 진술서 등 법정보고서를 포함하여 이전에 작성하지 않았던 다양한 양식의
문서작성에 대한 실무자들의 부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무자 교육과
정에 이러한 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하
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실무자의 문화적 민감성 강화
아동학대는 문화적 양육방식과 관련되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 이슈는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 우리사회에서도 다문화가정이 증가
하면서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인
어머니의 자녀양육방법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차이, 경험의 부족, 문화적 차이는 아동학
대 신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

가정의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실무자들의

‘문화적

능력(cultural

competence)’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한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
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민자 등 다양한 문화권의 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이민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법이나 제도 등의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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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법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주여성들에 대한 전문교육 및 취업
기회 보장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서비스는 본국출신의 이주여성
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즉 이주여성이 서비스의
수혜자에서 공급자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보여 진다.

3) 실무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근무환경 제공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은 학대피
해아동은 물론 학대행위자, 비가해부모, 가족, 주변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학대발생
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등 지속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과의 면담이나 가정방문이 필요하다. 그러나 서비스 대상자들의 직장,
학업,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정해진 근무시간에 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다. 이에 야간이나 주말시간에 이러한 업무를 감당하는 상황이며, 이는 현장실무자
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업무의 특성상 아
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탄력적 근무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
국의 경우도 아동국(DCFS)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의 생활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내 근무시간이 아닌 다양한 형
태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탄력적 근무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인다.

3. 유관기관들 간 통합시스템 구축
1) 관련기관 실무자들에 대한 통합교육 실시
아동학대 유관기관들의 실무자들이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동일한 기준과 지침을 가
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하여 각각의 유관기관들이 가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업무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Sun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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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은 다분야간의 통합적인 훈련(multi-agency training)이 아동학대 관련기관들
간의 연계성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동학대와 관
련된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동시에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다
른 분야의 관점을 이해하게 되며, 그러한 이해를 통해 아동학대 및 방임상황에 대한 신속
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교육을 통한 관련기관간의
연계성 강화는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동일한 정보와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 관련기관 및 서
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함으로써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실행이 효과적이다. 반대로
그렇지 못할 경우 아동과 부모(또는 가정)에 대한 개입이 분리됨으로써 서비스 및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보
고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 및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관련기관 간 연계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아동학대서비스가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대아
동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서 여러 관련기관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 Texas주의 경우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CPS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할 수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Community Partners" 라는 프로그램이다. "Community Partners"는 기부나 자원봉
사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역사회에서 이들 아동 및 가정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
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기본목표는 아동학대서비스에 있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학대 및 방임된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를 주고자 하는 데 있다. "Community Partners" 프로그램은 두 가지 프로젝트에 의해
수행되는데“Rainbow Room"과 ”Adopt-A-Caseworkers"가 그것이다. “Rainbow
Room"은 일종의 상품가게 같은 곳으로 학대 및 방임된 아동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생활용품들 (위생물품, 의류, 신발, 장난감, 침구류, 학용품, 선물용품 등)을 일정한 장소
를 정하여 (예: 지역사회 공공기관) 그곳에서 관리하면서 CPS Worker가 학대 및 방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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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필요
한 물품들을 가져다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Adopt-A-Caseworkers”는 개인, 가족, 종교기관, 시민단체, 기업, 각종 사회기관들이
CPS Worker와 partner가 되어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즉, CPS는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학대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
에 가장 필요한 partner라고 보이는 곳 (예: 병원, 기업, 학교, 교회 등)에 연락을 취해 그
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욕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프로그
램이다. “Rainbow Room” 과 “Adopt-A-Caseworkers” 등으로 이루어진 “Community
Partners” 프로그램이 갖는 효과는 1) 학대 또는 방임된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며, 2) 이미 자원이 확보된 상태이므로 CPS worker(또는 CPS기관)가 자원
을 확보하기 위해 소모해야하는 시간 및 비용을 단축시키고, 또한, 그들의 업무가 지역사
회로부터 지원 내지는 격려되고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 등을 갖게 함으로서 오직 학대에 관
한 가장 본질적인 서비스 제공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점, 3) 이러한 서비스들은 지역사회
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교육적
인 효과를 가져오며, 나아가 아동학대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며, 4) 지역사
회의 문제를 지역사회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함으로써 해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5) 이
러한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 및 조직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민간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시켜나가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이다(박명숙, 2002).

3) 관련기관 간 공동 사업보고서 발행
연계성의 중요한 결과는 관련기관들 간의 공동 사업보고서 발행을 통해서 그 의미가 보다 명
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공동 사업보고서 발행은 일정기간 동안 관련기관들이 아동학대
와 관련하여 수행한 서로의 업무 및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기관들 간의 연
계성 강화 뿐 만이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사업보고서는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상호원조 할 수 있는 통로
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에 대한
연말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등을 관련기관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것은 연대감의 증진이
라는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239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4. 제도적 지원 체계 강화
1) 예산 및 인력 증원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예산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동학대 관련 정부예산은 매우 제한적일 뿐만이 아니라, 예산
의 출처 또한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법만 제정해놓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예산,
전문인력,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신랄
한 지적들(이무선, 2015; 허남순, 2014)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현재의 인력
및 예산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 명시된 업무를 진행하려면 실무자들이 하루 24시간 근
무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황을 대
변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향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을 인식
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의 확보 및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력 증원
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증가시키고, 아동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함께 연대적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미국의 “Children's Trust Fund"와 같은 독립된 아동학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력과 관련하여서 현재 조사업무의 기능이 공공기관으
로 이전될 경우 훈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20여년 간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해왔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
을 공공기관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문적 인력 증원을 위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
학대발생 이후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에 대
한 강조이다. 학대의 장단기적 후유증을 고려할 때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매
우 중요하다. 앞서 설명한 영국의 아동학대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클림비 보
고서(Climbie Report)”의 핵심적 내용도 기존의 처벌중심이던 『아동법』으로부터 아동
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아동학대 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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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NCCAN)’가 그러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NCCAN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연구개발 및 교육자료를 배포하고(clearinghouse), 아동학대와 관
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법규준수에 대한 관리 등을 하고 있다. 현재 NCCAN은
‘Office on Child Abuse and Neglect(OCAN)’으로 새로 개편되어 OCAN이 학대피해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 및 강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 및 서비스와 프
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자료배포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입 및 예방을 위한 전반적 활
동의 중심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도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연
구기관을 통해 다양한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의 각 기관이나 주민센터, 반상
회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배포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민감성을 강화시키
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내에서 이러한 기능수행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 유기된 영유아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우리나라에서 한해에 베이비박스에 남겨지는 영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들 영유아의 경우 출생이후 부모로부터 충분한 영향 및 보호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신
체적, 정서적 발달상의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이에 우리사회에서도 이러한 영유아에 대
한 유기 및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
국의 경우 “Safe Haven Law”(‘Newborn Protection Act’로도 칭함)에 의하여 출산이
후 자녀를 양육할 준비 및 능력이 부족할 경우 출산이후 일정기간 이내(예: 출산 후 72시
간 이내, 또는 출산 후 28일 이내 등)에 아기를 병원이나 경찰서에 데리고 오도록 하는 제
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 부모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해주고, 아기에게 가장
적절한 양육환경을 계획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www.secretsafe.org
참조). 우리나라에서 최근 청소년들의 성 의식 변화 및 이로 인한 미혼모의 증가 등과 관
련하여 이러한 방안들에 대한 한국적 서비스 형태의 개발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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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아동보호체계 모델 및 전달체계 개선방향
1. 아동보호체계 모델의 개선방향
1) 공공과 민간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명시된 합의
정부는 2019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구
체적으로는 지자체별로 요보호 아동의 보호를 결정하고, 관리하며, 원가정에 복귀하는
전 과정을 책임지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군
구 아동복지과의 아동보호팀(가칭)에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초기상담, 사례관리, 원
가정 지원 등)과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관계부처합동,
2019). 이러한 내용에 따라 아동보호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담당할 뿐 아니라,
가정 외 보호아동의 사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 외 보호
배치를 받지 않은 아동학대사례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이 주도적으로 사례계획과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향성 아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어떤
부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갖는지와 관련하여서 법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규정하거나
합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거나,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역할을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겠다. 혹은, 법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세부
사항 및 구체적인 업무지침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이 모두
합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책임소
재를 분명히 하며, 혹시라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이 협업할수록, 밀접한 의
사소통과 합의된 업무 절차 및 역할은 필수적이다. 영국의 비극적인 학대피해아동 사망
사건들(빅토리아 클림비, 베이비 P)로 인해 야기된 영국아동보호체계의 변화가 주는 교
훈 중의 하나도, 여러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책임소재를 지닌 담
당기관 및 담당자를 갖추는 것이다. 영국은 2003년 빅토리아 클림비 사건 이후 2004년
개정된 『아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Children’s Service를 설치하고 directors와
lead councillor를 임명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들의 리더십 아래
움직이게 되었다(Jones, 2017).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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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복지와 보호를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는 영국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공기
관과 민간기관이 학대업무를 분담함에 있어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
를 충분히 상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 공공기관이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을 담당하고 민간기관이 사례관리를 담당하게
되면, 사례를 이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
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민간기관이 사례관리까지 담당하는 가정 외 보호 사례들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현장조사 이후, 민간기관에 사례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가족의 강점과 욕구 등을 논의하고 사례계획 초안을 마련한다
(UHHS, 2008). 대면회의와 더불어 전산시스템의 공유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안전에 대한 판단의 최종 결정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
다. 예를 들어, 아동의 안전에 대한 의견 및 분리 보호 조치 등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이 차이를 보일 때 이를 조정하는 과정 및 최종 결정권자(개인 혹은 집단), 그리고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하겠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례가 가정 외 보호가 필요하며 어떠한 사례
가 원가정 보호가 필요한지, 재결합의 기준 및 절차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로 합의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례 이관에서 누락되는 정보가 있거나 하는 경우 아동의 안
전과 복지가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내외의 아동보호체계를 살펴보면서 언급한 대로, 사례의 특성별로 분류하여 각
각에 대해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합의하고 필요시 법으로 규정
하거나, 행정적으로 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앞서 언급한 가정 외 보호 외에
도, 고위험군 인 가족보존서비스가 필요한 사례, 원가정 보호 사례 및 조기지원사례와 같
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이 있는 사례 등에 대해 누가 욕구사정, 사례계획,
사례관리를 책임질 것인지, 혹은 주도적으로 이끌거나, 보조적으로 협력할지 등을 결정
해야 한다. 법원에 사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제안을 하는
것, 각종 의사결정의 주체 및 시기, 방법(서비스 선택, 배치 결정, 가정 외 보호 시 면접,
사례 목표, 재결합, 친권정지)등의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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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공공과 민간의 책임 및 공동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
합의 주체

합의 내용

⦁지방정부 및 아동보호팀의 책임은 무엇이며 어떻게 업무를 평가할 것인가?
중앙정부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기관의 책임은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결정
⦁공공과 민간의 정보 공유 전산시스템의 운영여부 및 구축
공공이
결정

⦁아동학대사례 판단의 주체는 누구인가?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사례계획, 사례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영구적 배치(가족재결합 포함)를 위한 개입의 절차 및 역할(법원, 아동보호팀, 가정 외 보호 기관
등)은 무엇인가?

⦁아동학대사례 판단 기준
공동의 ⦁가정 외 보호 결정 기준, 재결합 결정 기준
합의를 ⦁원가정 보호 아동의 사례이관 절차
통해 결정 ⦁원가정 보호로 초기조치를 받은 아동의 사례관리 도중 가정 외 보호의 필요가 제기된 경우 처리
절차 아동의 안전에 대한 사정의 주체 및 방법
민간이
결정

⦁원가정 보호 사례에 대한 욕구사정, 사례계획, 사례관리 절차는 무엇인가?
⦁원가정 보호 사례관리의 성과 지표는 무엇이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과 및 품질에 대한 기준 및 관리 체계

2) 아동보호체계를 위한 예산 확보, 공공-민간 협력모델 및 민간 서비스 평가 체계 확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아동학대피해아동이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분리보호를 결정하기 전에라도 각종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법
적,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이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 아동 및 가족
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에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복권기금과 법무부 범죄피해기금과
복권기금을 통해 조달되고 있다. 아동보호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이 아닌 본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겠으며(이봉
주 외, 2018), 그 성격 역시, 담당업무 종사자 인건비만이 아니라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
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에서 Child and Family Services Review를 통해 각 주 정부의 아동보호업
무의 수행을 평가하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아
동보호업무를 중앙정부에서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
예산의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평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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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평가 시기 및 평가 기준, 방법 등을 중앙정부에서는 수립할 필요가 있겠
다. 예산 배정 및 평가 체계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아동보호업무에 대한 공적 책임을 명확
히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영구적인
환경에서 건강한 발달을 이루며 성장하도록 하는 업무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외 보호사례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민간에서는 이들 사례
및 원가정 보호 사례에 대해 민간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고 이에 대해 공공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매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중앙정부에서 기대하는 아동보호업무 수행 기준 및 성과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지
방자치단체는 민간기관과 성과기반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을 통해 서비스
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성과기반계약은 단기적으로는 서비스 제공 혹은 사례관리 대
상 수와 기간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고 장기적으로는 재학대 예방율, 재신고 예방율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
과 민간이 전산시스템을 공유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투입, 산출, 결과 등을 공유하
고 평가하여 계약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표 54>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평가 체계 수립 방안
인프라 구축 및 평가 체계 세부 항목
⦁아동보호체계 본 예산 확보
- 서비스 관련 예산 포함
⦁아동보호체계 평가 체계 수립
- 중앙정부에서 평가 기준 제시 및 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보호업무 수행 시 성과 및 시스템 요인 평가 (예시)

재학대 비율, 재신고 비율

신고 후 현장조사 시기, 위험사정척도 사용 및 관리

사례계획 및 사례검토 절차

원가정보호서비스 제공 비율 및 서비스 종류

영구적인 환경에서 성장

아동의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발달결과

상담원 교육
-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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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대상 집단의 수요 및 욕구 파악-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민간기관인 현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가정 보호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서비스제
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 대상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정
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제공할지
에 대한 기준선 혹은 근거를 정립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 가족보존서비스 대상, 부모교
육 프로그램 대상, 재결합 서비스 대상 등이다.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
를 통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임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수립한 기준을 통해 서비스 대상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어느 정도의 수요인지를
예측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준비하고, 서비스의 비용 등을
추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통계, 위험사정도 척도 점수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종류별 대상 수요를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하위 집단별
규모를 추산할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이 가지는 특성, 문제, 욕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
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수를 현재의 통계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17>
은 아동학대사례의 초기조치를, <표 18>은 최종조치 결과를 나타낸다. 아동학대사례 초
기조치와 최종조치 결과에 대한 표를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3,500사례 정도가 최종적으
로 분리 보호되어 사례 종결 시 가정 외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사례 22,367건의 약 16% 정도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없는 경우 영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아동과 양육자의 적응을 최대한 돕
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으로의 복귀가능성이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치료와 행위자와 가
족에 대한 개입을 지속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가정복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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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아동학대사례 초기조치 결과
(단위: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원가정 보호

4,949
(72.8)

7,362
(73.4)

8,588
(73.3)

14,563
(77.9)

18,104
(80.9)

분리보호

1,839
(27.1)

2,649
(26.4)

3,110
(26.6)

4,095
(21.9)

4,179
(18.7)

사망

8
(0.1)

16
(0.2)

17
(0.1)

42
(0.2)

46
(0.2)

기타

-

-

-

-

38
(0.2)

전체 아동학대 사례

6,797
(100)

10,027
(100)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표 56> 아동학대사례 최종조치(종결사례)
(단위: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원가정보호

4376
(64.4)

6,666
(66.5)

7,760
(66.2)

13,573
(72.6)

17,589
(78.6)

분리보호

1944
(28.6)

2,610
(26.0)

2772
(23.7)

3,730
(19.9)

3,527
(15.8)

사망

22
(0.3)

17
(0.2)

19
(0.2)

50
(0.3)

58
(0.3)

가정복귀

454
(6.7)

734
(7.3)

1,164
(9.9)

1,347
(7.2)

1,139
(5.1)

기타

-

-

-

-

54
(0.2)

계

6,797
(100)

10027
(100)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두 번째로, 원가정 보호 아동 가운데 가족보존서비스와 같이 분리보호의 위험이 있는
아동학대 재발생 고위험군 사례이다. 이들 사례의 정확한 수요를 현재의 통계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재학대 사례, 혹은 원가정보호로 초기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최종조
치에서 가정 외 보호를 받게 된 사례 수, 혹은 고소, 고발이나 사건처리 등을 받은 사례
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표19>와 <표20>에 따르면 201
7년 초기조치에서는 원가정 보호였으나 최종조치에서 분리보호로 결정된 사례는 약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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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도이며(18,104-17,589=519), 최소한 이들 사례 혹은 그 이상이 원가정 보호 대
상이면서 가정 외 보호의 위기상황에 놓은 고위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2017년
재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약 10%로, 재학대는 최초 신고 및 사례판단 이후 5
년간의 추적에 따른 결과이므로 해당 년도의 아동학대사례 수에서의 비율로 계산하기 어
려우나 지난 5년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약 10-15%정도가 재학대사례였음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아동학대사례가운데 고소, 고발 및 사건처리를 받은 사례가 약 30%정도
임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치 가운데, 가장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생각
되는 고소, 고발 및 사건처리를 받은 사례를 고위험군 사례라 간주할 때 2017년 기준 전
체 사례의 32.6% 이다.
<표 57>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및 재학대 사례의 최초 신고 시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단위: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재신고 사례 건수

1,840

2,338

2,379

3,095

3,520

재학대 사례건수

980
(100)

1,027
(100)

1,240
(100)

1,591
(100)

2,160
(100)

원가정 보호

711
(72.6)

678
(66.0)

697
(56.2)

973
(61.2)

1434
(66.4)

분리보호

266
(27.1)

349
(34.1)

543
(43.8)

617
(38.8)

719
(33.3)

사망

3
(0.3)

0

0

1
(0.1)

1
(0.0)

기타

-

-

-

-

6
(0.3)

재학대 아동수

489

873

1072

1397

1859

재학대 사례 비율

14.4

10.2

10.6

8.5

9.7

2013년까지의 재학대 사례는 2001년부터 해당년도까지 신고접수된 사례가 아동학대
로 판단된 후 해당 년도에 다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이며, 2014년
부터는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례가 해당년도에 다시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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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고소, 고발, 사건처리 조치를 받은 사례
(단위: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아동학대 사례

6,797
(100)

10,027
(100)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고소, 고발, 사건처리

544
(8.0)

1,508
(15.0)

3,564
(30.4)

6,018
(32.2)

7,297
(32.6)

세 번째로, 원가정 보호를 받는 나머지 사례들이다. 앞서 가정 외 보호 사례와 원가정
보호사례 중 고위험군을 제외한 사례들이다. 또한, 이들 사례가운데는 가정 외 보호 배치
를 받고, 최종적으로 가정으로 복귀되는 사례도 포함될 수 있는데, 가정에 복귀되는 사례
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5-10% 정도이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 가정 외 보호 사례(1
6%)와 고소, 고발 및 사건처리를 받는 고위험군 사례(32.6%)를 제외하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약 50% 가량이다.
네 번째로, 조기지원사례 혹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뢰될 수 있는 사례이다.
이 사례들은 현재의 아동보호체계에서 직접적인 사례관리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 사례들이며, 아래의 표와 같이 전체 신고·접수되어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
대의심사례의 약 10% 미만을 차지한다.
<표 59>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대응하는 사례 종류 및 건수
(단위: 건,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동학대의심사례

10,857
(100)

15,025
(100)

16,651
(100)

25,878
(100)

30,923
(100)

아동학대사례

6,796
(62.6)

10,027
(66.7)

11,715
(70.4)

18,700
(72.3)

22,367
(72.3)

조기지원사례

1,217
(11.2)

1783
(11.9)

1742
(10.5)

2,222
(8.6)

2,336
(7.6%)

일반사례

2,829
(26.1%)

3215
(21.4)

3194
(19.2)

4898
(18.9)

6,176
(20.0)

이상의 통계자료 외에도 현재 현장조사 시 사용되고 있는 위험사정척도 점수를 통해 각
사례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류 및 이해하여 서비스 대상자 수요를 파악할 수도 있겠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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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의 욕구를 사정하여 아동, 행위자 및 가족이 어떤 부분에 대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지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및 사례계획의 근거로 삼아야 하겠다. 이는 미국의 경우 사례관
리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에 대한 가족사정(family assessment)과, 영
국의 경우 아동학대를 판단하기 전에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정
(『아동법』 제17절에 근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사례
관리 혹은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례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60> 서비스 대상 집단별 사례 수 및 서비스 욕구 파악
담당 영역
공공 담당

서비스 대상
가정 외 보호 아동 및 가족(가족 재결합 준비 및 영구적 대안환경
배치 사례 포함)
원가정 보호 아동 및 가족(고위험)

민간 담당

원가정 보호 아동 및 가족(중-저위험), 재결합 사례

서비스 욕구
사례 수 예측 및
가족사정(Family
Assessment)을 통한
서비스 욕구 파악

조기지원사례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의뢰 사례

4) 프로그램 개발, 품질 관리 및 평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역량 강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기관은 대상의 특성별 서비스/프로그램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
고, 그 품질을 관리하며 평가할 수 있는 역량 및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UHHS,
2007a). 우리나라에서 민간기관이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역할에 집중하게 되면서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재정지원에 대한 책임성
(accountability)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원가정 보호를 받는 아동과 그 가족 가운데 고위험을 가진 경우, 중·저위험을 가진 경
우, 그리고 아동학대사례는 아니지만 위험이 존재하는 조기지원사례 및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의뢰 사례 등에 대한 개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 뿐 아니라 행
위자와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특성과 문제 상황을 고려하고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굿네이버스가 개발한 고위험가정을 위한 집
중 서비스 패키지, 방임가정을 위한 방임가정 서비스 패키지를 비롯하여, 학령기 아동의
가족 내 구성원들의 관계개선을 위한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양육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부모를 위한 양육기술프로그램 등(이봉주 외, 2017)이 좋은 예시다. 이들 프로그램들을
250

제3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

활용할 수 있으며, 효과성 평가 결과를 증거기반으로 삼아야 하겠다. 분노조절에 어려움
을 가지는 학대 행위자 및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분노조절 행동지침, 가족 안전계획 및 모
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방법도 사례관리 시 상담원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이
봉주 외, 2017).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아동의 연령, 특성, 부모 및 가족의 특성에
따라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평가 및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의 경우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연령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세분화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가정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에 더하여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부터 구매
하지만, 계약을 기반으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성과기반계
약(performance-based contract) 및 관리(performance-based management)를 통
해 품질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 각 사례 종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과
(outcome)가 우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겠는데, 원가정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한 가
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성과는 학대가 재발생하거나 재신고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학대의 위험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하겠으며, 아동, 행위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의 제거만이 아니라, 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
하겠다. 재학대 및 재신고 예방과 같은 장기적 목표에 더하여 위험요인 제거, 가족기능향
상과 같은 단기적 목표를 구체적으로 각 서비스별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측정 가능한
단기목표에 대한 결과평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고, 성과 뿐 아니라 전달과정에서 표
준안에 걸맞게 매뉴얼대로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과정평가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과정평가를 통해 누구에게 무엇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투입
과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하겠으며, 서비스 종료 이후 목표했던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하겠다. 즉, 투입, 활동, 산출, 성과에 따른 평가(과정평가, 효
과성 평가, 비용평가 등) 역량을 기르고,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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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프로그램 개발, 품질 관리 및 평가역량 강화 방안
사례특성 및 욕구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증거기반 구축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장, 단기 성과지표 설정
- 재신고 비율
- 재학대 비율
- 가정 내 위험도 감소 정도
-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발달 결과 향상
- 행위자의 양육자로서의 기능 향상
-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 과정 및 효과성 평가
- 투입, 산출, 활동, 결과에 근거한 평가
(과정평가 및 성과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절차 수립 및 실행)
- 비용-효과성 평가
- 평가 과정에서 아동과 가족의 참여

5) 인력 관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역량강화
서비스의 품질은 서비스 제공자의 수준과 무관하지 않다. 개발한 서비스의 종류별로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훈련하는 트레이너의 자격요건
또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위험 가정을 다루는 집중서비스 패키지와 저위험
가정의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할 상담원의 자격이나 경력이 차등적일 수 있으며,
슈퍼바이저의 자격 역시 다를 수 있다. 어떠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서비스 제공자 혹은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자격을 갖춘 이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도움이 필
요한 경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개별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
등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제공하는 서비
스나 프로그램의 종류별로 서비스제공자 및 슈퍼바이저를 적절하게 양성하는 체계를 갖
추어야 한다.
또한 이직율을 낮추어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자와 신뢰관계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소진을 방지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서비스 제공자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이해와 접근기술
을 향상시키는 훈련 뿐 아니라, 상담원스스로 업무에 대한 동기와 비전을 형성하고 정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차원에서의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CPS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은 신입으로서의 훈련 뿐 아니라 매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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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미시건 주에서는 32시간
의 교육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입 및 기존 인력들
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으며, 상담원들의 업무에 따라서도 필요
에 따른 차등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표 62>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교육안 예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교육과정(예시)
⦁첫 1주 이내 온라인 교육 (9시간)
- 아동학대의 원인 및 영향(3)
-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이해(3)
- 통합사례관리(3)
⦁첫 2주 이내 오프라인 교육 (9시간) (각 기관별로 진행)
- 사례계획 세우기의 실제(3)
- 전산시스템 활용(3)
- 아동안전계획(3)
⦁첫 3달 이내 온라인 교육(12시간)
- 학대 유형별 개입방법 1(3)
- 학대 유형별 개입방법 2(3)
-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로 일하기(3)
- 아동학대의 생태학적 관점(3)
⦁첫 3달 이내 오프라인 교육(6시간)
- 원가정보호서비스(3)
- 통합사례관리2(3)
⦁첫 6달 이내 온라인 교육(12시간)
- 『아동복지법』의 이해(3)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이해(3)
-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와 개입방법(3)
-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와 개입방법2(3)
⦁이후 매년 20시간 보수 교육(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 초급: 상담원 자기관리, 아동청소년 정서 및 행동문제, 행위자 정신건강, 가족 기능 관련 강의
- 중급: 상담원 자기관리, 아동청소년 정서 및 행동문제, 행위자 정신건강, 가족 기능 관련 강의
- 고급: 슈퍼비전, 조직관리, 상담원 자기관리, 아동청소년 정서 및 행동문제, 행위자 정신건강, 가족 기능 관련 강의
- 원가정보호서비스 종류별 제공자의 자격기준 및 교육 차등화
- 원가정보호서비스 종류별 슈퍼바이저의 자격기준 및 교육 차등화
(프로그램 종류 예시)
- 집중서비스패키지
- 방임패키지
- 양육기술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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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기관 서비스 전달 모형
(1) 인력 및 사례 수 등
미국아동복지연맹(CWLA)의 권장안으로 상담원이 담당할 조사사례는 월 12사례, 사
례관리는 월 17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기준 사례투입시간을 차용하여 계산하면
월평균 적정 사례수는 17사례이다(이봉주 외, 2018). 사례관리 기간이 평균 6개월인 것
을 고려할 때 월 20사례 정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800명의 인력이 필요하
다(이봉주 외, 2018). 2018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1,050명 중 상담원이 777명
으로 공공에서 현장조사 업무를 가져간다면 사례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수와 비슷하지
만, 고위험 사례 및 중·저위험 등 담당할 사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사례관리 서
비스를 보다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성과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매년 아동학대사례수
가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1인당 월 12사례 정도를 조사한다고 할 때, 1년간 조사
할 수 있는 1인당 사례 수는 144사례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신고·접수되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현장조
사가 필요한 아동학대의심사례의 수를 고려하여 최종 공무원 배치 수를 결정해야 할 필
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안산시의 경우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으며, 기초자치단
체도 하나이지만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는 2017년 1,267건이므로 경기시흥의 394건과
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최근 3년간 각 기초자치단체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수를
고려하여 최종 공무원 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 외 보호 사례의 사례관리는
15사례 정도가 적정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Chambers et al., 2018), 이를 고려하여
가정 외 보호 사례를 담당하게 될 것을 공무원의 인력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현장조사 및 가정 외 보호 사례를 담당할 공공기관의 공무원은 순환보직제를 엄격히
적용하기 보다는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 확보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여 복지 분야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강화하고 민간영역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이봉주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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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보호서비스 사례관리 대상 유형별 모형
첫 번째, 가정 외 보호 배치가 결정된 아동에 대한 치료 계획과 일시 혹은 장기보호 시
설에서의 적응, 영구적인 배치 계획 혹은 가족재결합에 대한 계획과 결정은 공공기관인
아동보호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주요 의사결정은 공공이 하되, 공공이 주도하는 사례계
획에 민간이 참여하고 이후 개별 서비스 전달(아동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담당할 수 있
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례계획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추후 필수적인 협력관계를 이
루어야 하는 기타 유관기관(쉼터, 가정위탁센터, 알코올중독센터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정기적인 아동의 상황 및 가족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법원에 대한 보고와 점검, 가정 외
보호 배치의 기간 연장 및 가족 재결합, 서비스의 종류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공이 담
당한다. 또한 법적 절차 및 법원에 대한 협조 또한 그러하다. 가정 외 보호 배치가 결정된
아동의 가족 및 행위자에 대한 개입 역시 공공이 주도하는 사례계획에 요청 시 민간이 참
여하고 이후 공공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전달 및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민간이 담당할 수
있다. 역시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공공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 이는 국가가 지자체를 중
심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의 맥락에서 제안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원가정 보호를 받으며 가정 외 보호 배치를 예방하고자 하는 고위험 사례의
경우,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가족욕구 사정 및 사례계획은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참여
한다. 어느 정도의 위험수준인 경우에 가족보존서비스 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각 사례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가정 외 보호 배치를 막기 위한 집중가
족보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민간이 주도적으로 제공하며, 민간의 서비스제공의 결과
로 아동이 안전하게 원가정에 보호되는지, 위기상황이 얼마나 관리되었는지 등을 평가해
야 한다. 사례관리 시 가정 외 보호의 필요가 증가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공공이 주도권
을 가지고 배치 결정 및 관리를 이끌어 가도록 한다.
세 번째로, 원가정 보호를 받는 사례이며, 여기에는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 및 기타 원
가정 보호사례들이 포함된다. 가정 외 보호 배치가 종료된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한 경우,
이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사후관리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은
재결합 이후 사례계획에 참여 하고, 서비스 제공 역할을 담당한다. 재결합이 아닌 사례에
대해서는 사정 및 사례계획 및 서비스 제공은 민간기관이 주도하며 가족기능향상, 부모
양육기술 향상, 아동의 안전 등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가족욕구 사정 및 사례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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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주도하며 사례계획에서 공공은 참여하지 않는다. 민간이 직접 제공하는 부모교육
및 가족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연계 및 제공을 시행한다.
네 번째로, 학대사례가 아니지만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된 조기지원사례 및 e아동행
복지원시스템으로부터 의뢰된 사례들의 경우, 가족욕구 사정 및 사례계획은 민간이 주도
하며 공공은 감독한다. 서비스 참여는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며,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
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의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서비스 참여를 의무화한다.
<표 63> 아동보호체계 내 대상유형별 특성 및 대응주체
구분

사례특성

목표 결과

서비스 제공주체

가정 외 보호

⦁위험 감소 및 제거
⦁행위자와 분리 보호된 피해아
⦁가족재결합
동 사례관리
⦁아동 심리치료
⦁행위자, 가족 사례관리
⦁행위자 및 가족기능 회복

아동보호팀(공공)
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 협력

원가정 보호

⦁고위험
- 재학대 위험
- 가족분리 위기
- 고소, 고발, 사건처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원가정 보호

⦁중·저위험
⦁양육 기능 회복
- 경미하고 일회적인 학대
⦁가족기능 회복
-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 없음

조기지원사례/e아동 ⦁학대발생 없음
- 가족 내 위험요인 존재
행복시스템 사례

⦁위험 감소 및 제거
⦁가족보존
⦁아동 심리치료
⦁행위자 및 가족기능 회복

⦁양육 기능 회복
⦁가족기능 회복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2. 아동보호업무 절차별 제도 개선방안
◾ 아동학대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매뉴얼을 개발하고 개별 공무원에 따라
현장조사 시 수집되는 정보에 차이가 없고, 조사 시 사용하는 접근법이 상이하지 않도록
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현장조사 시에 측정되는 위험사정척도 활용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위험사정척도는 재학대의 위험을 측정하고 이후 사례관리를 위한 근거 자료
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측정되고 결과가 활용되어야 한다.
◾ 사례판단 및 조치 결정 단계에서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의 기준 및 가정 외 분리보호
결정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여 공공과 민간이 모두 합의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
대사례 가운데 가정 외 분리보호를 하지 않았으나 높은 학대 재발생 위험을 가진 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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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사례에서 재학대가 발생하거나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원
가정 보호로 결정된 아동학대사례가 민간기관에 이관되어 서비스가 제공될 텐데, 그러한
사례의 특성에 대해서도 공공과 민간이 합의하고 공유해야 논란의 여지없이 각자의 업무
를 수행하며 협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정의되고 공공과 민간 모두에
의해 충분히 이해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 사례이관의 단계에서는 이관 절차를 명확히 하며, 공공과 민간이 모두 만족할 수 있
는 방식으로 사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면회의가 바람직하
겠으며, 추가적으로 전산을 공유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
례이관에 참여할지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기관이 사례를 이관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형식이므로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을 확인
하고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간기관이 몇 개의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
든 상관없이 매년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혹은 사례수 당 비용을 지불할 수 도 있다. 혹
은 성과지표를 달성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비용을 지불하는 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사례계획 단계에서는 가족사정 척도의 개발 및 활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
대 재발생 예방 및 학대위험 감소와 같은 장기 성과부터, 아동 및 행위자의 구체적인 변화
를 목표로 하는 단기성과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가족사정 척도는 아동의 안전이나 복지,
영구적인 환경에서의 성장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이나 욕구가 무엇인지, 학대로 인해 아동
의 안전이나, 복지, 영구적인 환경에서의 성장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아동 개인이나,
행위자, 가족의 강점은 무엇인지, 가족구성원들은 현재의 상황과 문제, 그리고 그들이 가
진 강점 혹은 자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동학대의 위험이 제거되거나 감소
되기 위해서 혹은, 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이 제거되거나 감소되기 위해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 양육자가 변화를 위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영
구적인 환경에서 성장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지, 또 그들의 역량을 어떠한지 등
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 가족사정은 강점관점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가족의 개별적 특수
성이나 문화에 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가족사정은 반드시 가족과의 파트너십을 기
반으로 진행하며, 양육자가 스스로 아동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필요하면, 확대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망을 포함시켜 진행하며 가족 의사결
정 회의를 통해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Goldman et al., 2003).
◾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는 사례관리 중 아동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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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절차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재결합으로 가정에
복귀한 아동의 경우, 학대의 위험이 여전히 가정에 존재함을 발견하였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그리고 원가정 보호 사례로 결정된 아동의 경우에도 사례 관리 도중 학대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처리하며, 누가 아동의 안전 및 위험도를 측정
하고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가정 외 보호를 결정할지에 대한 절차를 수립해 놓는 것이 혹
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입과 활동에 대한 기록을 해 나가며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
에서 아동과 가족은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 평가도 실행되어야 한다. 서
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자격기준과 훈련을 갖추어야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슈퍼비전을 받
고,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사례 검토 및 평가 단계에서는 사례관리 혹은 서비스 제공의 산출목표
및 결과목표(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가 실행되어야 하겠다. 가정 외 보호 사례, 원가정 보
호 사례 중 고위험 사례, 원가정 보호 중 중저위험 사례, 조기지원사례의 유형별로 산출목
표 및 결과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먼저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으며, 이를
평가하는 시기, 주체,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방식에 대해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평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데이터 입력 시스템 구축 및 공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관리 및 서비스제공 단계, 그리고 사례 검토 및 평가단계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개
발 및 평가팀이 조성되어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증거기반 프로그램 보급
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 훈련 및 교육팀에서
는 개발된 각 프로그램별 온라인, 오프라인 훈련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자 인증 및 재인
증 과정, 슈퍼바이저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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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신고접수 양식 작성

현장조사




아동학대 현장 조사 매뉴얼 개발 및 훈련
위험사정척도 활용 강화

사례판단
가정 외 보호 조치




사례판단 기준 확립
가정 외 분리 보호결정 기준 수립

사례이관




사례이관 대면회의 절차 수립
공공-민간 계약체결(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계약)

사례계획




가족사정척도 개발 및 활용-서비스 제공 근거 기준
장기, 단기 성과지표 수립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





안전에 대한 위험 발생 시 처리 절차 수립
투입, 활동에 대한 과정 평가 실행
서비스 제공자 및 사례관리 인력 관리

사례 검토 및 평가



산출, 결과(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실행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

[그림 14] 아동보호서비스 평가 단계 및 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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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법률적 개선방향
아동학대 관련법의 가장 큰 한계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사이에 연결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가운데 범죄인 것과 범죄가 아닌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즉, 범죄가 아닌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학대행위자에게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피해아동을 긴급히 격리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범죄가 아닌 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정한 조치를 실행할 수 없게 되
어 있다. 범죄가 아닌 아동학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조치는 그것이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
록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 지원서비스는 그야말로 서비
스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수단을 동원할 방법이 없다. 이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
제시가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2014년 이전까지 아동학대 범죄는 모두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았다. 『아동복지법』
은 아동학대를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하도
록 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로 사망에 이르러도 5년의 징역형이 최고형이었고, 최소한 고의로 아동을 사망하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살인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그러자 언론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죽었는데도 단지 5년의 징역형밖에 안 된다는 점에 분개한 것이다. 국
회가 움직이고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아동학대로 아이를 사망케 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였다. 사회가 모두 이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비록
소급효가 없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건의 부모에게는 징역 5년이 최대이지만, 앞으로
는 학대로 아이를 사망하게 한 부모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 사회가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10월24일 소풍을 가고 싶다고 했다는 이유로 울주에 거주하던 만 8살의 여자아
이가 계모의 폭행으로 갈비뼈 16대가 부러져 사망한 일명 '서현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갈비뼈 골절 이전에도 서현이 몸에는 심한 화상과 좌측대퇴부가 골절된 상태였으나 제대
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다가 다시 폭행을 당하여 싸늘한 주검이 되었던 것
이다. 서현이 사건은 사전에 학대행위가 포착되어 포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여 상
담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상담거부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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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보였음에도 국가 기관이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방치
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14년 1월 국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하였고, 이 법은 2014년 9월 29일부터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법의 특징은 아동학
대치사죄 및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신설하여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상습범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도
록 하였으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
를 저지른 경우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 4. 9.자
충북일보 “아동학대 범죄 더는 안 된다”)

여기서 일단락되었다면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입법
자는 더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와 전면전을 선포할 것처럼 보였다. 아동에게 폭행을 가하
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심지어 모욕을 하거나 아동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
위까지 아동을 잘못 대한 사람들은 전부 ‘아동학대범죄자’로 규정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한 것이다. 이들 아동학
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임시조치, 응급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만 되면 일단 전부 법의 저촉 대상이 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으
로 묶어 버린 것이다.
언론의 주목 탓인지 입법자들이 착각했을 수 있다. ‘아동학대를 끝장낼 때가 되었다’라
고 생각한 모양이다. 더 이상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지 않게 경찰력과 공권력을 동원
해서 모든 학대행위자를 색출할 기세였다. 아동학대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되어 온
것이고 어느 나라도 『아동학대처벌법』 하나로 아동학대를 뿌리 뽑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
는데, 우리가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아동을 폭행하면 최대
2년, 상해하면 최대 7년, 협박하면 최대 3년, 유기하면 3년 등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바로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가진 한계이다.
아동학대는 고질병이면서 층위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보호자는 아동을 양육하
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발적으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신체적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아
동을 밀친다거나, 움켜잡는다거나, 한 대 때리거나, 멍이 들게 하거나, 더욱 심하게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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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러뜨리거나 실명에 이르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이 모든 행위를
‘범죄’로 몰아붙일 경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신체적 압박은 ‘범죄’가
되며, 보호자는 ‘범죄자’가 된다. 행위의 층위가 다양한, 이 모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
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범죄자로 규정해서 처벌할 것인가? 이게 얼마나 어
려운 문제인지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자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냥 폭행
이나 협박을 하면 전부 아동학대 ‘범죄’라고 해 놓고는 손을 털고 말았다. 어느 정도의 폭
행이 아동학대 ‘범죄’인지는 언급이 없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은 난감하기만 하다. 예를 들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았더니 아이가 눈 주위에
멍이 들었을 경우에, 부모는 계속해서 “얘가 말을 안 들어서 한 대 친 거다”라고 변명하
고, 아이는 아버지가 무서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당장 입건을 하고 수사를 개시해
야 하는가? 해당 행위가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더라도, 이 행위가『아동학대처벌법』에 저
촉되는 ‘범죄’ 수준의 행위인지 아닌지에 관해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아무 지침이 없다.
실제로 아이가 피를 많이 흘리거나 안와골절이라도 생겼다면 ‘범죄’의 수준으로 판단하
는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인지하는 것부터 부담스러울 수
있다. 모든 아동학대사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
다. 그런 경찰관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다. 아이를 한 대 때렸다고 부모와 아이를 격리시
키고,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 부모를 체포해서 회사에 못 나가게 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
찰에 송치하고, 가정을 단 몇 일만에 풍비박산 나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시행 5년 만에 명확한 한계가 드러났다. 2018년 아동학대가 의심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된 사건만 3만 건이 넘는다. 그 가운데 검사가 『아동학대
처벌법』을 적용해서 정식으로 기소한 사건은 300여 건92)에 지나지 않는다. 그뿐만이 아
니라 실제 몇 달이라도 실형이 선고 된 경우는 훨씬 더 적다. 치적을 말하기 좋아하는 당
국은 이런 보도 자료를 낼 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1년에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부모가
300여명밖에 안 되는 아동학대청정국이다’ 라고. 그런 낯 뜨거운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
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도대체 2014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들이 있다.
92) 2018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24,604건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는 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송치사건(277건)과 형사기
소(21건) 건으로 기소되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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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본설계에 한계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이가 사망하
거나 중상해를 입거나, 아동학대를 상습으로 저지르는 부모 및 보호자, 성인들을 가중처
벌하는 것이면 충분했다. 기껏해야 조문 대여섯 개로 끝내고, 그 나머지는 당시에 있는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아동복지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도 되고 형법으로 가도 된
다. 지금처럼 아동학대 범죄 전부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몰아 버리면, 세상에는 두 가
지 선택밖에 없다. 『아동학대처벌법』 상 ‘범죄’가 되든지, 아무 범죄가 되지 않든지, 그
두 개의 길만 남는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갈 경우, 경찰관은 입건할 것
인가 말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웬만한 아동학대 피해는 입
건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 기소되는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둘째,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되지 않는 아동학대는 최소한 ‘아동학
대’로는 어떤 법에서도 범죄가 되지 않는다. 『아동복지법』도 적용되지 않고, 형법도 적용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대행위자는 본인이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쉽게 인정하
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범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아동학대행위자로 취급될 이유
가 없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
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순간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강제성은 약해진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개입할 근거가 없다. 전화를 해서 교육 한 번 받으러 나오라고 통사
정을 해야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도 매일 벌어지고 있다. 결국 『아동학대처벌
법』은 그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학대 부모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이 된 것이다.
셋째, 단지 200여 명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93) 수많은 부모와 학대행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동안 아동학대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한 해 수백 명의 아동이 죽는다
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94). 한 대 두 대 때리는 동안은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
다가 정도가 심해져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을 때쯤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
을 수 있다. 학대 초기에 사회가 경고를 하고 부모 상담이나 교육, 심리적 치료를 했더라
93) 2018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24,604건 중 고소고발 등의 사건처리가 진행된 것은 7,988건이었다. 이 중 법원 판결을 받은 건
수는 총 1,705건(21.3%)이었고, 법원 판결 건수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된 건수는 266건(3.3%)이었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
호전문기관, 2019).
94) 2019. 11. 20.자 연합뉴스, “부모 탈 쓴 악마들'…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참조.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은 ‘16년엔 36명이었고 ‘17년엔 38명, ‘18년엔 28명으로, 최근 3년 동안 매년 약 30명 내외의 아
동이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그러나 특정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아닌 이상 아동의 사망엔 보호자의 책임이 일정 부분 존재하며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이 부재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수 있다는 논의들이 최근 일부 학자 및 실천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아동학대 사망사례에 대한 범위가
아동의 사망사건으로까지 좀 더 확장될 필요도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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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을 『아동학대처벌법』은 막을 방법이 없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그것만으로 아동학대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대
표적인게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이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 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효과적인 조항을 『아동복지법』에 두었더라면 사정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격리, 접근금지 등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더라면? 제12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도 마찬가지다.『아동복
지법』에 저촉되는 아동학대 행위를 하면 응급조치로 바로 아이와 가해부모 또는 학대행
위자를 격리할 수 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았
을까? 이에 지금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을 다시 만들고, 아동학대 대응법률의 구조 자
체를 바꾸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므로, 그 정도에 따라 심각한 것부
터 대응방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264

제3장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중심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언

첫째, 가장 정도가 심각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아동학대 등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의 기초가 되었던 범죄는 그대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게 한다. 편의
상 이걸 5유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둘째, 그보다는 조금 정도가 낮은 ‘아동학대범죄’는 종전처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
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편의상 이걸 4유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셋째, 여기서 조금 더 정도가 낮은 ‘아동학대’는 범죄로 규정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가 아니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원칙적으로 보호처분 등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현재 『아동복지법』에 보호
처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어 이를 통해 관할법원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편의상 이걸 3유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넷째, 아동학대 중에서도 그 정도가 경미해서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명하는 것이 지
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부당대우(maltreatment)’95)라고 정의해서 상담·교육 및 심
리적 치료 등을 받도록 한다.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1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해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해서 보호
처분을 명하거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한다. 편의상 이걸 2유형이라고 부르
기로 한다.
다섯째, 아동학대라고 의심할 만한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훈육’의 영역에 두어
법에 의한 제재는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편의상 이걸 1유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상 다섯 가지 유형의 행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리고, 어
떤 법률의 적용을 받게 할지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95) 우리말로 아동학대로 번역되는 child abuse와 달리 maltreatment 또는 mistreatment를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해서는 일치
된 견해가 없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maltreatment 또는 mistreatment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마다, 그리
고 주와 연방이 각각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본 논문에서는 Delaware 주법에 적힌 의미를 주로 차용하고자 한다. 동법에 의하
면 'Mistreatment' or 'maltreatment'는 “신체적 상해를 유발함이 없이 아동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행위로서 아
동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가하는 것(“behaviors that inflict unnecessary or unjustifiable pain or suffering on a child
without causing physical injury”)을 의미하고, 아동학대란 “우연한 사고 이외의 부적절한 유형력의 행사, 고문, 유기, 성학
대, 착취, 불법처우, 부당대우,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아동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causing any physical injury to a
child through unjustified force, torture, negligent treatment, sexual abuse, exploitation, maltreatment,
mistreatment, or any means other than accident”)을 의미한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maltreatment를 ‘부당대우’라고
번역하면서 Delaware 주법과 유사하게 ‘아동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유기, 방임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Ann.
Code Tit. 16, § 902; Tit. 10, § 901; Tit. 11, § 1100. 참조(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define.pdf.에
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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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훈육

부당대우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되는
아동학대범죄

불가벌

과태료

보호처분

해당사항 없음

형벌 ↔ 보호처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위 표에서 제1유형과 제4유형, 제5유형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다. 제1유형은 사회적
으로 허용되는 행위이고, 제4유형, 제5유형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면서
필요한 경우 친권상실 청구를 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제2유형 내지 제3유형이다. 현재는 제2유형과 제3유형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
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제2유형에 대해서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를 권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3유형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보호처분 가운데 일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행위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정의

부당대우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제재

과태료

보호처분

형벌 ↔ 보호처분

근거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위 표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행위유형과 그 유형에 대한 정의, 제재 내용 등
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서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피해아동과 가해자를 면담한 결과 그것이 『아동학대처벌
법』적용 대상이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입건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
를 일단 귀가시키고 신고처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판단 여지도 있다. 먼저 현장 판단 결과 신고사례가 아동학대 ‘범죄’인지,
‘범죄’가 아닌 ‘아동학대’인지 또는 ‘부당대우’인지 판단한다. 이때 현장판단에 도움을 주
기 위해 행위의 목적, 피해규모, 가해자의 의도, 가해자의 전과, 피해아동의 연령, 피해아
동의 대응능력, 가해행위의 계획성 등을 계량화한 아동학대지수 등을 개발하여 사용하면
될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판단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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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3유형

4유형

부당대우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현장판단 및 아동학대지수를 이용하여 처리방향을 정함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고사례의 처리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가 범
죄인지 여부보다는 아동의 안전이다. 따라서 부당대우를 제외하고는 아동과 가해자를 격
리하는 각종 조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현장에서의 조치들이 이루
어져야 한다.
2유형

3유형

4유형

부당대우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현장판단 및 아동학대지수를 이용하여 처리방향을 정함
응급조치
↓
(상담 등 서비스 제공)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 표의 아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유형의 경우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3유형 또는 제4유형의 경우는 각종 임시조치 가능성을 판단해 본
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제2유형이 제3유형이 되고, 다시 제4유형이 될 수도 있기 때
문에 처리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처리 방향을 정하고 각종 임시조치를
강구해 둔 다음에는 그에 따른 제재 방법을 선택한다. 제2유형의 경우는 상담·교육 및 심
리적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행위자가 충실히 서비
스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사례를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중에 성실히 교육
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위반 후에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제3유형과 제4유형의 경우는 정도가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처분과 공소
제기 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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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형

3유형

4유형

부당대우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현장판단 및 아동학대지수를 이용하여 처리방향을 정함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과태료

보호처분 ↔ 형사처벌

이처럼 『아동복지법』은 그 적용 대상을 아동학대범죄가 아닌 다양한 아동학대행위로
확대하고, 종래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던 각종 임시조치는 물론이고, 피해아동
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하는 등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아동학
대처벌법』과 함께 『아동복지법』도 아동학대 대응법률의 하나로 입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에 관한 우리 법의 종전의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과 아
닌 것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마치 인구 전체를 중증 환자와 정상인으로 나누는 것과 같았
다. 그런데 아동학대는 병으로 치면 1기부터 말기까지 증상이 다양하고, 대응방안 역시
편차가 큰 사회적 질병의 일종이다. 아동학대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아동학대행위에 대해서는 그 기미부터 감지해서 큰 병이 되기 전에
세심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96)
2유형

3유형

4유형

부당대우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현장판단 및 아동학대지수를 이용하여 처리방향을 정함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
(상담 등 서비스 제공)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과태료

보호처분 ↔ 형사처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96) 이상은 향후 『아동복지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할 경우 그 ‘개정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그 구체
적 내용을 표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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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학대피해아동 및 가정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입이 가능하도
록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다음
과 같이 추가로 개정할 것을 제안97)하는 바이다.
<표 64> 『아동복지법』 신구조문 대비표
『아동복지법』
제안자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5조의4(면접교섭 지원)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 군수, ․구청장은 제15조 제1항제2호, 제3
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5(위탁가정 임시 보호 조치) 시ㆍ도지
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정위탁 보호
를 하는 사람에게 질병 등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제5항에 따른 위
탁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
호하게 할 수 있다.

남인순

제28조(사후관리 등)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 제28조(아동학대 사례관리 등)① 보장원의 장
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 의심되거나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
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연구진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
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은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아동학대가 종료
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
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전

97) 해당 제안은 의안발의문과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를 걸친 후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제시한, “개정(안)”임을 밝힌다.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은 제안자가 연구진으로 되어 있으며, 의안발의문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은 대표 발의자를 제안
자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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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안자

현행

개정안
항에 정한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
여 아동학대 위험척도에 대한 사정기준을 마
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김경진
& 연구진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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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
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과 같음)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3. 제2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장원 또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거부하
거나 방해한 사람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
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지원에 피해아동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71조(벌칙) ① (생 략)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에게
제공하는 지원에 피해아동이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사람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권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 등 지원)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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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안자

현행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
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① (생 략)

개정안
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7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을 거
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2의2. ∼ 7. (생 략)

2의2. ∼ 7.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과 같음)

1.⋅1의3. (생 략)

1.⋅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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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구조문 대비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자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
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
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
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
다. 친족 성폭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을 말한다)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부모가 해당 아동을 구호(救護)하지 아니하
거나 가해자를 비호(庇護)하기 위하여 아동
을 비난ㆍ회유ㆍ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

7의2. ∼ 11. (생 략)

7의2. ∼ 11. (현행과 같음)

정춘숙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 ⑥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
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출입으로 인하여 주거시설물
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시급성과 불
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며, 해당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한다.

김관영

연구진
&
아동보호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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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 ① (현행과 같음)
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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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자

현행

개정안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피해아동의 가족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 위탁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⑥ 판사는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⑥ 판사는 제1항 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학대행위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49조(국선보조인) ① (현행과 같음)
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ㆍ직
계친족ㆍ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
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
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연구진

연구진

<신 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선보조인
에게 아동을 수시로 방문하고 아동과 관련한
객관적 정보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
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
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형사소송비용 등
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
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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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자

현행

개정안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
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
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
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
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월 1
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회 이상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
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 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
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
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
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
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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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
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
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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