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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현실을 탐색적으로 진단하기 위

해 두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중복문제 사례들을 통

해 실무자들은 그 두 문제가 ‘따로 또 같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있었지만 그 문제에 초

점을 둔 의도적 사정과 개입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다. 두 현장 실무자들은 중복문제를 감지하더라도 

그들의 서비스 우선순위 대상인 여성 혹은 아동의 욕구에 초점을 두고 ‘따로’ 분리된 대응을 해왔지만, 

피해 여성과 아동의 욕구 및 문제해결 방법이 상호의존적 차원으로 교차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또 같

이’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대안을 기대하였다. 중복문제에 관한 다차원적 조사와 사정도구의 개발, 

관련 실무자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중복문제, 질적연구, 따로 또 같이

1. 서론

가정폭력과 아동학 와 관련된 국외연구 동향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발생1)현상을 둘러싼 현안과 쟁점에 관한 조사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

* 이 논문은 2010년도 서울시립 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사회현상은 ‘한 가정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문제’

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중복문제’로 짧게 지칭하고자 한다. 여기서 가정폭력 현상은 부부(동거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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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가정폭력과 아동학  두 문제 모두 현  산업사회에 주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계기를 마

련하고 더불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제와 서비스프로그램 개발들이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 두 문제에 한 주요 정책과 실천, 그리고 조사들은 각각 별도의 분야와 역으로 뚜

렷하게 구분되어 발전되어 왔다(Buchbinder and Eisikovits, 2004; Devaney, 2008; Daro, Edleson and 

Pinderhughes, 2004). 두 문제의 중복현상에 주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국외 표 문헌들은

(Bowker, Arbitel and McFerron, 1988; Appel and Holden, 1998; Giles-Sims, 1985; Stacey and 

Shupe, 1983: Straus, Gelles and Steinmetz, 1980; Stark and Flitcraft, 1988) 1980년 를 기점으로 등

장하기 시작한다. 이들 초기 문헌들은 관련 현장의 임상사례들을 상으로 두 문제의 중복을 실증적

으로 확인하는 실태조사 다. Edelson(1999)은 그간 축적된 관련 실태조사들에 한 총체적 문헌분석

을 시도하여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발생률은 략 30-60%로 집계되었음을 보고하 다 

1990년 와 2000년 를 거치면서 중복문제와 관련된 국외연구들은 좀 더 다양한 이슈들에 한 조

사들로 확 되어진다. 최근 아동복지분야에서 초점을 두는 연구 역 중 하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

가 중복으로 발생하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의 특성과 심각성을 확인하는 것이

다(Bourassa, 2007; Herrenkohl, Sousa, Tajima, Herrenkohl and Moylan, 2008; Humphreys, Lowe 

and Williams, 2009; Moylan, Herrenkohl, Sousa, Tajima, Herrenkohl and Russo, 2010; Devaney, 

2008). 더불어 ‘아동학  사정 역과 아동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훈련과 교육에서 가정폭력이슈를 어

떻게 고려하고 포함시킬 것인가’와 관련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와 변화들에 해 진단하고 있다

(Button and Payne, 2009; Hartley, 2004; Holt, 2003; Shim and Haight, 2006; Thackeray, Scribano 

and Rhoda, 2010; Postmus and Merritt, 2010). 이러한 문제와 변화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판하여 

여성복지적 안을 제시하는 문헌들(Fleck-Henderson, 2000; Kopels and Sheridan, 2002; Davies and 

Krane, 2006; Stark and Flitcraft, 1988; Lewis, 2003; Magen, 1999; Krane and Davies, 2002)도 등

장한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서로 다른 이론, 정책 및 실천 분야에서 다루었던 두 문제를 통합적 관점

으로 바라보고 상호 연계와 협력으로 문제해결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는 문헌들도(Daro et al., 

2004; Postmus and Ortega, 2005; Slep and O'Leary, 2001) 있다.

국내의 경우 가정폭력과 아동학  모두 그 발생률이 상 적으로 높은 편이고 각각의 문제를 다루

는 연구와 현장이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아직 두 문제의 중복을 주목할 만한 사회적 현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현상 자체에 초점을 둔 조사는 매우 드물다. 예로, 3년마다 시행되는 

여성가족부(2010a)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53.8%)과 아동학 (59.1%)의 각각의 발생률

만 보고할 뿐 그 중복현상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0)의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 역시 아동학 의 실태와 피해아동의 주요 특성은 분석되어 있지만 

아동학 가정의 가정폭력 변인에 한 조사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여성상담사례들을 분석

한 몇몇 연구결과들(김은경, 2001; 한국여성의전화, 1995)이 포함하고 있는 중복발생 집계( 략 

연애 커플 포함)사이에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어로는 ‘domestic violence' 혹은 'intimate partner 

violence'이다. 한편 본 논문을 포함한 국내외 문헌에서 조사되는 가정폭력 현상은 절  다수의 가정
폭력 가해자가 남성이므로 부분 아내폭력(학 )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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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를 근거로 국내의 중복발생률 역시 높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사회복지연구로는 드물게 중

복문제와 관련된 여성주의 논점들을 분석하여 여성복지적 이슈를 확인한 정혜숙(2009)의 논문이 있지

만 국외문헌 조사에 머물러 있어 관련된 국내 현실에 한 경험적 정보는 부재하다.  

위의 맥락은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의 질문

으로 연결된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탐색적 단계의 조사로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  두 

현장 실무자들을 상으로 질적연구를 수행한다. 두 문제를 다루는 사회복지사들의 경험을 근거로 중복

문제와 관련된 국내 현실을 진단함으로써 국내 사회복지 연구자와 실무자의 관심이 어떠한 사안으로 

확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한 일견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조사의 주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아동학  현장과 가정폭력 현장 실무자들은 두 문제의 중복을 인식(awareness)하고 있

는가?

둘째, 국내 아동학  현장과 가정폭력 현장 실무자들은 두 문제의 중복을 다루고(deal with) 있는가?

2. 문헌 검토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에 초점을 두는 국외연구들은 1980년 를 기점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

로 발전하 다. 여성·아동·가족을 다루고 있는 문헌들의 총체적 검토를 근거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주

요 성과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복문제의 실태와 그 중복문제 가정

의 역학적 특성, 두 번째는 중복문제가 피해 아동 및 여성에게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향과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중복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차원의 응과 안 개발과 관련된 조사결과들을 

포함한다.

1) 중복문제의 실태와 특성

중복문제와 관련된 초기 문헌인 Strauss and Gelles(1990)의 연구는 1975년 미국 전역 가정폭력 실

태조사를 근거로 아내를 때리는 남편이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 할(1년 기준 세 번 이상 아내와 자녀

에게 모두 신체적 학 ) 가능성이 가장 큰 인구집단으로 그 가해남편의 50%가 자녀학 의 가해자임

을 밝혔다. Appel and Holden(1998)은 기존 실태조사들의 분석을 통해 중복발생률은 표본에 따라 달

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아동보호사례의 경우 26%-50%, 가정폭력사례의 경우 4%-100%, 일반인 

상의 경우 6%-21%의 통계치가 확인되어 평균(a median) 41%의 중복발생률을 보고하 다. 최근 

국의 Devaney(2008)는 아동보호서비스체계에 장기간 등록된 190명의 아동을 조사한 결과 그 중 

72%가 가정폭력 피해가정에서 성장하 으며 그 중복발생의 가능성은 만성적 아동학  사례일수록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한편 McCloskey(2001)는 164명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과 그들의 자녀 1명씩을 실험집단, 199명의 



86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 3 호

일반여성과 그들의 자녀 1명씩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후 양적조사와 질적인터뷰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가정폭력 가능성은 아동학  가능성을 약 3배나 증가시킬 수 있어, 

가정폭력은 아동학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결정적 변수임을 입증하 다. 또한 가해남편이 종종 아내

를 위협하고 복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녀에게 학 를 행사하는 경향을 확인하면서 가정폭력과 아동

학 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 다. 유사한 연구로 Mbilinyi, Edleson, Hagemeister and Beeman(2007)

은 가정폭력서비스 이용여성 111명과의 전화인터뷰를 근거로 두 종류의 폭력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

적 특성을 보고하 다. 이 연구 참여자 여성의 1/4은 가해남성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엄마를 도우려는 자녀에게 의도적 상해를 입혔음을, 전체 여성의 1/2은 자녀의 피해를 막으려다 가해

남성에 의해 의도적 상해를 입었음을 보고하 다. 더불어 그 전체 여성의 1/4은 가해남성이 의도적으

로 엄마의 신체 혹은 성적 폭력의 피해상황을 자녀가 지켜보도록 하 다고 주장하 다. 이 경우 심각

한 폭력을 경험하는 엄마일수록 더 자녀가 ‘사고로 혹은 의도적으로’ 가해남성이 자녀에게 직접적 상

해를 입히거나 엄마가 당하는 것을 지켜보도록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 이 연구의 의의는 중복발

생의 높은 확률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두 유형의 폭력 발생이 상호적으로 어떤 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주요 역학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즉 한 가족 구성원인 엄마와 자녀 모두 직접적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가정폭력과 아동학  중 그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 서로를(엄마 혹은 자

녀가) 지켜주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서 또 다른 폭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밝혔다. 

2)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이 피해 아동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많은 연구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발생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부정적 향을 미친

다는 사실에 주목하 다. 폭력가정의 아동들이 일반가정의 아동들에 비해 외현화(비행, 각종 중독 등) 

혹은 내면화(우울증, 정서장애 등)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들(Bourassa, 2007; Slep 

and O'Leary, 2001; Spaccarelli, Sandler and Roosa, 1994)과 위 문제의 장기적 후유증으로 피해아동

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결혼할 확률은 상 적으로 낮고 부정적 행동문제(알콜 및 약물의존, 우울증 

등)를 보일 확률, 별거 및 이혼율 그리고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상 적으로 높

음을 보고하 다(Dong, Anda, Felitti, Dube, Williamson, Thompson, Loo and Giles, 2004; Devaney, 

2008; Heyman and Slep, 2002; Cunningham, 2003). Herrenkohl et al, (2008)은 중복발생이 미치는 

고유한 향을 확인하고자 가정폭력과 아동학 와 관련된 500개의 저널논문을 검토하 다. 이들은 최

근 논문들이 두 문제의 중복이 피해아동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이중적 악 향(double whammy)을 초

래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만, 두 문제의 중복효과를 타당한 연구설계로 입증한 조사는 소수이므로 

지속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주제임을 확인하 다. 

한편 여성주의연구자들은 중복문제에 한 민감한 의식과 함께 가정폭력을 아동학 의 주요한 예

측 변인으로 인식한 아동복지체계의 변화에 양면감정을 표출하 다.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피해자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가장 첨예하게 경험하는 여성들이 결국 아동복지전문가들의 비난모델에 희생자

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Stark et al, 1988; Magen, 1999).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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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이 형사체계와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지목한 자녀보호실패(failure to protect)의 이유로 인해 

자녀양육권을 빼앗기는 사례가 증가하게 되고, 점차 피해여성들은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

련 서비스체계에 의지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Fleck-Henderson, 2000). 더불어 아동보호체계의 가해

자 상프로그램에 가해남성 신 서비스접근성이 높은 여성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게 되면서, 피해

여성 및 여성옹호자들과 아동복지체계간의 상호 불신 및 갈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이다(Risley- 

Curtiss and Heffernan, 2003; Radford and Hester, 2001; Humphreys, 2008; Featherstone and 

Peckover, 2007). 이들 연구들은 아동학 가해자의 절  다수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해남성 

신 피해여성과 아동이 오히려 쉼터로 분리되어지고 아동복지서비스제공자에 의해 피해여성들이 ‘문제

있는 엄마(unfit mother)’로 비난받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가해자

들에 한 강력한 처벌과 개입의 발전을 제안하 다.   

3)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을 다루는 사회적 대응과 과제

중복문제에 한 양적·질적 조사 정보들이 축적되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관련 서비스체계의 문제

와 개선방안에 한 문헌이 등장한다. 아동복지서비스체계에서 아동학 와 중복되는 가정폭력문제를 

사정·진단하는 과정의 성과와 실천적 이슈들을 분석한 연구(Thackeray et al, 2010; Spath, 2003; 

Fleck-Henderson, 2000; Magen, Conroy, Hess, Panciera and Simon, 2001; Yoshihama and Mills, 

2003; Landsman and Hartley, 2007), 현장실무자들을 위한 중복문제 관련 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의 효

과성과 개선방안(Waugh and Bonner, 2002; Lewis, 2003; Button and Payne, 2009), 그리고 아동과 

여성 모두의 권리옹호 관점에서 두 현장의 갈등 해결과 협력 안(Postmus and Ortega 2005; 

Beeman, Hagemeister and Edleson, 1999)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   

두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한 통합적 관점을 강조하는 문헌도 등장하 다. 예로, Slep and 

O'Leary(2001)는 두 현장의 분리와 실천가치 차이로 인한 갈등의 극복 차원에서 두 문제 예방의 상호

연관성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Daro et al.(2004)는 사회서비스 현장들의 전문

화가 서비스연계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 다. 즉 현장 특화는 효과적 공공정책의 발전과 관련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지식 확장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적 소통과 학습

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현장은 자기중심적이고 경쟁적이 될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문제해결방안 

차원에서 연계될 수 있는 유사 폭력문제들(가정폭력, 아동학 , 청소년폭력)의 접합 지점을 찾아 그 

문제들에 한 통합적 연구와 실천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위의 세 가지 역의 문헌들 외 최근 아동학 와 가정폭력의 주요 가해자로 등장하는 남성들을 위한 

관점 및 개입프로그램의 발전을 제시하는 문헌들 그리고 가해자들의 폭력행위를 둘러싼 변인들(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젠더, 어린 시절 아동학 와 가정폭력 경험여부)을 연구한 문헌들(Dick, 2005; 

Bancroft and Silverman, 2002; Coohey, 2004)이 있지만 실증적 조사들의 축적이 더 필요한 분야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조사표본이 크지 않고 연구문제 자체가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에 초점을 

두는 문헌이 드물지만 중복문제의 실태를 진단할 수 있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최근 예로, 윤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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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는 전국 아동학 예방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원 124명 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아동학 가정의 

문제를 분석하 는데 ‘가정폭력(45%)’은 ‘아동양육기술부족(85%)’, ‘부부갈등·가정해체(46%)’에 이어 

3순위(순위빈도는 중복선택 가능)의 부모요인으로 확인되어 두 문제의 중복비율이 높음을 시사하

다. 그 밖에 아동학 를 발생시키는 가족요인들 중 하나로 가정폭력을 확인한 문헌(신혜섭, 2000; 신

성자, 2001; 장덕희, 2001; 고정자․김갑숙, 1992; 김정란, 2003)과 임상사례집단을 상으로 두 문제

가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김재엽(2001), 신혜섭(2000)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가정

폭력과 아동학  관련 단위 조사들은 각각의 현황만 파악하 으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복문제 

실태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편 중복문제 관련 여성주의 논점을 검토한 정혜숙(2009)은 가정폭력과 아동학 가  발생할 때 

가족보존과 아동보호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여성과 아동 모두의 안전

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통합적 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 다. 이 연구는 국내 학계차원에서 중복

문제를 처음 의제화하는데 기여하 지만 국내 현실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조사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3. 연구방법

1) 휴리스틱 접근과 질적연구설계

본 연구는 Tyson(1995)이 사회복지조사에 부합한 패러다임으로 제안한 휴리스틱2)접근에 근거하여 

질적연구설계를 수행하 다. 그는 휴리스틱접근이 사회복지지식의 주요 원천인 실천지혜(practice 

wisdom)에 관심을 둔 현장중심 연구자들에게 조사활동의 방법론적 유연성을 허용하여 사회복지현실

의 맥락과 복합성을 조명할 수 있는 질적연구설계의 활용을 이끌고 있다고 보았다. 중복문제와 관련

된 조사주제들은 국내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역이지만, 본 연구는 축적된 국외조사들에 기초

하여 그 중복의 실제적 현상은 국내 역시 두 문제를 다루는 현장의 특정 현실이며 특히 그 현장의 실

무자인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경험될 수 있는 사실이라 가정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아동

학 의 중복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조사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탐색적 

차원의 휴리스틱접근으로 관련된 현장 실무자(사회복지사)들의 실천지혜에 주목하여 현장의 주요 맥

락과 피해자들의 현실을 통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질적연구설계를 선택하 다. 

2) ‘휴리스틱(heuristic)’의 원뜻은 ‘스스로 발견하다’로, 조사에서는 ‘특정 현상을 알기위해 동원되는 문제해
결전략으로 모든 자료수집의 근거는 정보의 유용성, 신뢰성, 연관성이다. 이 개념은 Heineman(1981)이 
조사패러다임으로 재해석하면서 학계에 알려졌고, Tyson(1995)은 사회복지조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 휴리스틱 접근에 근거하여 질적연구의 유용성을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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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과정: 개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본 연구의 주요한 자료수집방법으로 두 현장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사회복지사들과의 심

층인터뷰를 수행하 다. 첫 번째 면접 상은 아동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6명)로서, 이 

분야의 표 현장인 아동보호기관(2개소)과 시립 아동복지시설(2개소)에서 선발하 다. 이들 중 4명

과는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진행하 다. 두번째 면접 상은 가정폭력을 다루는 경기도와 서울 기관(2

개소)와 쉼터(2개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5명이다. 이들 중 2명과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

하 다. 위의 참여자들 중 4명은 기관장들로서 중복문제와 관련된 현장사례들과 실무자들의 활동경험

에 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개인면접은 보다 개방된 질문으로 포화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질문들로 1-2시간내외로 이루어졌고, 포커스그룹은 실제 사례 중심으로 ‘현장에서 중복현상을 목격하

고 의식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현상을 다루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약 2시간 진행되었다. 아동보호실

무자들과의 포커스그룹 이후 좀 더 명확화가 필요한 이슈가 있어 그 그룹의 2명의 참여자와 개인면접

을 진행하 다. 

더불어 자료수집의 삼각화와 면접자료의 신뢰도를 보완하기 위해, 한 쉼터(경기도)에서 아동학  

피해아동의 부모이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인 4명과 그룹면접을 수행하 고 경기도 한 아동보호기관에

서는 정기 직원(6명)사례회의를 참여관찰 하 다. 관찰은 중복문제를 다루는 실무자의 현장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초점을 두었는데, 관찰한 사례회의에서는 2개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토론하 으며, 그 

중 하나가 한부모가정으로 어머니와 동거하는 남성으로부터 어머니와 딸이 신체적 상해를 입은 중복

사례 다. 피해여성 면접의 경우는 중복문제 관련 직접 경험을 이야기형식(관련 역사와 에피소드 중

심)으로 풀어나갔다. 더불어 최종 결과에 한 재검토(debriefing)는 전문가 2명(아동과 여성 각각)과 

함께 작업하 다. 자료수집 과정은 2009년∼2010년에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에 한 정보는 그들

이 동의한 역에 국한하여 제시된 것이다(<표 1> 참조).

구분 성별 배경정보  구분 성별 배경정보

참여자1 여 가정폭력 장(쉼터 포함) 9년 참여자 10 남 아동상담 장(시립)    20년

참여자2 여 가정폭력 장           6년 참여자 11 여 아동상담 장(시립)     9년

참여자3 여 가정폭력 장           4년 참여자 12 남 아동보호 장          5년

참여자4 여 가정폭력 장(쉼터 포함) 8년 참여자 13 여 아동보호 장          7년

참여자5 여 가정폭력 장(쉼터 포함) 6년 참여자 14 여 피해여성(결혼9년차)

참여자6 남 아동보호 장           10년 참여자 15 여 피해여성(결혼7년차)

참여자7 여 아동보호 장           14년 참여자 16 여 피해여성(결혼12년차)

참여자8 여 아동보호 장            4년 참여자 17 여 피해여성(결혼15년차)

참여자9 남 아동보호 장            5년 *참여자12,13은 개인면 과 포커스그룹 참여

* 아동학  포커스그룹 I : 남성 2명(참여자 9, 12)/여성 2명(참여자 8, 13)

* 가정폭력 포커스 그룹 II : 여성 2명(참여자 2, 4)

<표 1>  연구참여자 간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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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분석 과정 및 결과의 개요

자료분석은 Miles and Huberman(1994)의 질적자료분석의 일반적 원칙(코드화, 범주화, 조직화, 주

제와 의미 도출)들을 근거로 수행하 다. 두 현장 실무자 경험의 공통 혹은 고유 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각 현장내 그리고 두 현장간 교차체크를 중요하게 고려하 고, 연구문제 두 개를 기본 범주화의 

기초로 삼았다. 전체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개인(실무자) 및 집단 면접(실무자 포커스그룹) 참여자들

의 진술과 관련된 다양한 원천들을 교차체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여성과의 그룹면접 자료, 현장 

사정 도구, 직원 사례회의 자료, 보수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하 다. 본문에 삽입된 원자료는 발췌된 

것으로 중략된 부분은 표시(…)하 고, 기본적 의미 상통에 도움이 되는 정보 혹은 연구자의 질문내

용이 필요한 경우 원자료 중간에 괄호를 넣어 포함하 다. 이 원자료는 크게 두 현장의 실무자들과 

중복문제 피해여성들의 개인 혹은 포커스그룹 인터뷰 진술들로서 이를 본문에 제시할 때 맨 끝에 <표 

1>과 일치된 간략 정보를 표시하 다. 분석과정에서 도출된 일련의 개념코드들을 조직화한 후 전체 

연구결과를 상징하는 핵심적 주제를 뽑아 코드들을 재구성하 다. <표 2>는 주제 1개와 연구문제

(2)인 두 개의 하위주제와 하위주제별로 본문에 예시된 원자료의 개념코드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

제 “따로 또 같이”는 면접과정에서 만난 참여자 중 한 명이 ‘중복문제와 관련된 현장의 과제’에 관해 

진술할 때 나온 표현으로 연구자에게 좋은 감을 제공해주었고, 이후 도출된 연구결과를 포괄하여 

담을 수 있는 표현으로 판단되어 그 본래 뜻3)에 연구자의 재해석을 가미하여 쓰게 된 것이다. 즉 ‘따

로 또 같이’는 중복문제와 관련된 국내 현장의 주요한 현실을 반 한 표현이다. ‘따로 또 같이’가 상징

하는 하나의 현실은 두 문제는 따로 각각 독립되어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 같이 일어나고 있음이고, 

또 하나의 현실은 두 현장이 철학과 기능의 뚜렷한 차이를 근거로 중복문제에 한 따로 분리된 응

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두 현장의 클라이언트 모두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표 아래 두 현장이 또 같이 연 하고 협력하여 그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성취해나가길 희망

하고 있다는 것이다. 

4. 결과분석

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 현상(‘따로 또 같이’)에 대한 인식(awareness)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문제가 ‘따로 또 같이’ 발생한다는 것에 해 두 현장에

서 실무자들이 알아채고 의식하고 있는지에 한 질문이다. 다음은 중복문제를 면하게 되는 현장의 

3) 90년  국내 시민운동단체들을 통해 쓰이게 된 우리말 표현이다. 예로, 환경교육운동 관련 저서 ‘따
로 또 같이’(김인호․이재 ․이선경․김태경, 1996)에서 ‘각 부분이 각각의 고유한 역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전체 속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p.7)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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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실상에 한 경험적 정보를 포함한다. 

- 복문제는 익숙치 않은 질문과 

두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은 면접참여자 부

분이 위 질문의 초점 자체를 다소 낯설고 긴장된 분위기로 마주한다는 것이었다. 즉 중복문제가 그들

의 인식(awareness) 차원에서 일상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질문(중복문제)을 받는 것이 낯설기는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일하면서 많

이 생각하고 얘기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포커스그룹 I/ 참여자 12)

"(약간의 침묵과 당황한 기색),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보고를 듣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
그러나 적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 것 사실이지요." (포커스그룹 II/참여자 4)

위의 사실은 아래 제시될 두 현장의 상황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

- 복문제의 감지(detection)가능성은 높지만 사정·진단 시스템 미약

현장의 특성상 두 분야 실무자 모두가 중복사례를 면하게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

이 만나는 여성 혹은 아동의 환경과 개인 문제들의 양상이 두 문제를 동시에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취약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중복문제를 그다지 의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복

문제에 초점을 두고 확인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은 두 현장의 현실을 반 한다. 예로, 아동보호

기관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정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동학 가정의 위험요인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지만 가정폭력이나 중복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은 매우 제한적이다.4) 가정폭력 실무자들의 

경우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정질문지에 그 두 문제가 동시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는 경

우와 없는 경우가 혼재하 다. 이런 이유로 두 문제의 공존현상은 실무자들에 의해 의무적·적극적 조

사과정에 의해서가 아닌 그 현상이 얼마나 노출되어지느냐에 따라(개입 초기 혹은 중간과정에서 클라

이언트 보고 혹은 상황 목격을 통해) 그 발견 여부나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의도적 확인 절차가 없어서 그렇지 아동학대가정에서 부부갈등 특히 가정폭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드
문 일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이나 보호자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하면서 노출되어질 수도 있지요. 
아이를 배제한 상태에서 폭력이 시작될 수 있지만 아내를 때리는 그 남편이 결국 아이도 때리게 되고 그
런 상황이 반복되는 가정에서 오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어요." (아동학대현장/ 참여자 10)

"엄마와 자식이 폭력을 피해 쉼터에 온 경우도 있고, 그 여성들 중에서 아이 양육방식이 잘못된 경우
도… 그 두 문제는 아마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이 현장에서 두 문제를 동시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가정폭력현장/ 참여자 5)

4) 전국 아동보호기관에서 신고 조사 및 위험사정시 ‘아동학  스크리닝 척도’와 ‘아동학 위험사정척
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두 척도 모두 아동의 ‘보호자요인’에 아동학  신고 및 처벌, 정신건강변인, 

양육태도 등을 확인하는 문항은 포함되어 있지만 가정폭력관련 변인은 누락되어 있다. 전자의 척도
의 경우 유일하게 ‘가족요인’으로 ‘가족원간의 폭력 및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문항에 ‘예, 아니요, 파
악불가, 비고’로 체크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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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복과 련된 두 장의 실

주

제

‥

따

로 

 

같

이

주제

(연구문제 2)
본문에 활용된 원자료 개념코드

 복문제에 

한 두 장 실무

자들의 인식

- 북문제는 익숙치 않은 질문과 

- 복문제의 감지 가능성은 높지만 사정·진단 시스템미약

-한부모 가정은 복발생 사례로 인식될 가능성 어

- 복문제 확인에 한 여성옹호 장의 양면감정(비난모델 경계)

- 복문제 가정 특성에 한 인식: 가족 구성원 모두가 면할 잠재

 험의 복합성

- 복문제를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지식의 부재

 복문제에 

한 두 장 실무

자들의 응

따
로

⌢
독
립

응
⌣

- 복문제보다는 각 장의 비 과 서비스 상 우선순 가 

먼  

-각 장의 자체 업무부담 과 으로 인해 복문제에 한 

특정의 심과 집  어려워

- 복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성 부족( 문성 편향)

- 복문제를 다루기 한 충과 통합에 한 긴장과 도

같
이

⌢

력
과

연
계
노
력
⌣

- 복문제 해결을 한 같이˚ ˚  경험의 필요성과 정  

  효과에 한 공감  존재

- 두 장의 같이˚ ˚  경험: 연계의 장애물

- 두 장의 같이˚ ˚  경험: 가해자 처벌  친권 개입에 한 

법  권리 제약

- 두 장의 같이˚ ˚  경험: 두 장 뿌리의 차이/ 복문제 해

결의 리더십 부재

- 같이˚ ˚ 를 한 과제: 공동의 목표와 상호의존성에 한 공

감  강화·확  계기 필요

- 같이˚ ˚ 를 한 과제: 복문제 련 지식을 실무자 의무교

육과 보수교육에 포함

- 같이˚ ˚ 를 한 과제: 복문제 다룰 수 있는 문  리더십

과 공식  력시스템 구축/각 장에 각 문 분야(아동

/여성)를 다룰 수 있는 실무자 합류

- 같이˚ ˚ 를 한 과제: 가해자 개입 시스템을 한 법제 개

-한부모 가정은 복발생 사례로 인식될 가능성 어 

아동학 사례는 한부모유형 가정에서 종종 발견되는데5) 이런 가정에서의 중복발생은 친부모가 아

닌 동거 가해자로부터 폭력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으며 그 폭력 역시 동거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

를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실무자들이 그 가해자를 가족구성원으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중

복문제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6) 아래는 한 아동보호기관의 관장의 진술이다.

5) 실태조사들에서 아동학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집계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정’ 비율이 양부모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2010)의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에서는 
피해가족유형이 일반가정(28.1%), 부자가정(28.4%), 모자가정(16.2%)으로 나타났다. 

6) 국외 조사의 경우 가정폭력은 ‘intimate partner violence'로 개념화하여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애
인, 동거 남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포함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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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사례는 한부모가정 유형이 많은데 그 중복이라는 것이…(혹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남성의 폭력도 포함할 경우는?) 아, 그런 경우는 있어요. 최근 한 예로, 엄마가 아이랑 둘이 사는데, 새로
운 남자친구랑 동거하면서 엄마와 딸이 그 남자에게 동시에 공격당했죠. 조사차 방문 했을 때 알게 되었
는데 그런 상황을 항상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중복사례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동학대현장/ 참
여자 6)

- 복문제 확인에 한 여성옹호 장의 양면감정(비난모델 경계)

한편 여성옹호를 강조하는 현장인 경우 실무자가 설사 중복문제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라도 피해여

성에 한 비난모델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조심스러운 사안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선 문헌 검토와 유사하게, 사회시스템은 아동학 가 발생하면 그 가해자가 누구인가

와는 상관없이 엄마에게 ‘자녀보호실패’에 한 책임을 물어 사회의 비난이나 스스로의 죄책감을 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엄마의 개인적 욕구와 권리는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아래 실

무자는 가정폭력의 후유증으로 생겨난 피해여성의 심리사회적 문제로 인해 자녀학 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우리 사회가 아동학 의 가해자로 그 여성을 비난하기에 앞서 가정폭력의 피해

자로서 그 여성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더 나아가 자녀 양육 및 보호에 있어 지나친 모성책임 강조의 

사회적 관습은 극복해야 함을 주장하 다.

 

"(약간의 긴장과 침묵) 아이와 아내 중에 누가 먼저고 나중인지(가해자 폭력)…. 쉼터에서 보면 어떤 
엄마들의 아이양육 방식이 문제인 경우도 있구요. 복합적 이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지 
않아요.…여기 여성들을 통해 아동학대상황을 알게 될 수는 있지만 그 확인이 꼭 필요하다거나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여성이 묻혀버리니까…. 엄마는 아이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일 수는 없나요? …왜 그 여
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도(아동학대 가해자가 될 경우) 이해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아이
는 항상 엄마만이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인지…" (가정폭력현장, 참여자 1)

- 복문제 가정 특성에 한 인식: 가족 구성원 모두가 면할 잠재  험의 복합성

위의 실무자 진술에서 나타났듯이, 중복문제는 복합적 맥락(한 가해자가 배우자와 자녀를 동시에 

학 하는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동학 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 처음에는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특정 시점의 가족역동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동시에 가해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고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위협한다. 실무자의 이런 인식을 뒷받침해주는 피해여성들의 진술에

는 ‘가해자의 아내(혹은 자녀)에 한 폭력의 시작이 자녀(혹은 아내)에 한 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

는 복합적 가능성’이 예시되어 있다. 

"남편이 그 순간 그만두지 않을까 해서, 어린 딸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아이한테는 손을 안대니까…그
런데 멈추지 않더군요.…그 아이가 그렇게 다친 이후…결국 깨어진 가정의 현실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피해여성, 참여자 15).”

"유난히 그 애(아들)를 (남편이) 많이 때렸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다투기도 하고…, 아이 편을 들면
서 대들다 보니 저도 많이 맞게 되더라고요(피해여성, 참여자 17).” 

- 복문제를 민감하게 의식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과 지식의 부재

실무자들의 중복문제 관련 오리엔테이션과 지식의 한계로 인해 그 문제에 한 민감한 의식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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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두 문제의 연계적 고려를 강조하는 정부(혹은 현장)의 리더쉽 및 교육이 

부재하여 실무자들이 중복문제 자체에 해 낯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두 현장의 실무자 보

수 및 의무 교육은 각각의 분야(아동학  혹은 여성폭력)에 해서만 중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다.7) 

“한 경우의 수에만 집중한 것이죠.…국내 현장이 중복문제 자체에 대해 낯설고 준비되지 않은 
것은…,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 관련 부처의 의지나 리더쉽 같은 것도 없고, 실무자를 위한 그 어
떤 교육과 훈련도 실상은 없기 때문….”(포커스 그룹 II, 참여자 2)

2)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에 대한 대응(‘따로 또 같이’)

두 번째 연구문제는 두 현장 실무자들이 중복문제를 현장에서 알아차리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다

루고 있는지에 한 질문이다. 아래 결과는 두 현장의 독립적(따로) 응(2-1) 그리고 연계(같이)를 

위한 노력과 과제(2-2)와 관련된 실무자 경험을 포함한다. 

2-1 따로˚ ˚  : 독립  응

따로˚ ˚ 는 두 현장 실무자들이 중복문제를 접하게 되더라도 일단은 각 현장의 비전과 기능, 그리고 서

비스 우선순위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응해왔던 두 현장의 현실을 상징한다. 이러한 현실을 특징짓는 

현장의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 복문제보다는 각 장의 비 과 서비스 상 우선순 가 먼  

두 현장 실무자들이 중복문제를 통해 피해 여성과 아동을 동시에 보게 되더라도 서비스 상의 우

선순위가 그들 개입활동의 경계를 만든다고 보았다. 즉 중복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들이 속한 현장의 

주요 비전이나 기능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가정폭력현장은 여성의 권리와 역량을 옹호하는 것

에, 아동학 현장은 아동보호와 가족보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각 현장의 우선적 선택과 집중의 상

은 여성 혹은 아동이다. 

 

"그 문제(중복)가 보이더라도, 저희 초점은 분명해요. 아동서비스는 가족단위로 아동을 보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가족단위로 보면 여성이 묻혀요. 가족이 우선이 되니까. 모자 모녀로 묶으면 또 여성이 묻
혀요. 아이가 우선이니까. 아이를 위한 서비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다 하지만 엄마에게 더 집중한다는 
것이죠." (가정폭력현장, 참여자 1)

"아무래도 저희 쪽은 부모를 만나더라도 아이중심으로 만나는 거지요.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이를 
돕기 위한 부모의 이해이지 부모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순 없는 거죠. 저희 쪽에서는 이게 한계인 거
죠." (아동학대현장, 참여자10)

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hrdi.or.kr)이 제공하는 ‘아동보호 전문상담원 과정(2007-2009)’과 
2010년 '가정폭력상담원교육 100시간운 계획‘, 그리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내부자료(2010년 7월 
30일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수교육 커리큘럼(2005-2010)'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  중 
하나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중복문제 혹은 두 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교육내용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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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의 자체 업무부담 과 으로 복문제에 한 특정의 심과 집  어려워 

두 현장 모두 자체 업무부담 과중으로 실무자들이 중복문제를 다루는데 쏟을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보고한다. 실무자들이 설사 중복문제가 확인되는 사례를 보더라도 또 다른 부가적 상의 욕구에 

한 관심과 집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 문제(중복)는 자연스럽게 밀려버린다고 할까요? …그 아이 부모가 이 상황에서 참 힘들겠다. 다른 
데와 연결해서라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하면서도, 계속 들려오는 아이들 케이스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 집
중할 수 없고…”(아동학대현장, 참여자 13)

"경찰, 학교…쫓아다니면서 안전, 비밀보장 문제로 또 점검하고 직접 확인하고 부탁하고, 아이들이 중요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피해여성들의 위기개입 업무 자체만으로도 참 버겁죠.”(가정폭력현장, 참여자 5)

- 복문제 다룰 수 있는 문성 부족(혹은 문성 편향 ) 

실무자들은 중복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의 한계를 보고하 다. 앞서 지적하 듯이, 중복

문제가 실무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관련 지식은 부족

할 수밖에 없다. 한 가정폭력 실무자는 ‘아동복지 실무자들의 지식 안에 여성옹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배경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녀문제에만 주목하게 되고 엄마의 상황과 문제를 왜곡하여 판단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한 아동학  실무자는 ‘아동에 한 공부와 임상경험을 쌓다보면 아동입장의 

옹호자로 편향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동과 여성의 욕구가 상치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옹호자

도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각 현장의 전문성 편향의 당위성도 보고하 다.

"가정폭력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아동복지)실무자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성이 피해자라는 사실 즉 
여성은 보지 못하고 아동만 보이죠. 두 문제를 같이… 여성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훈련과 교육이 전제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가정폭력현장, 참여자 3) 

"입장이 한 편으로 확실해야 (아동 혹은 여성) 대변자가 아닐까 싶어요. 둘 다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
더라도 어느 한쪽에 연구하고 몰입하다보면 그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러나 때로는 부모의 인식과 전혀 다
른 아동의 관점과 욕구가 있으니까. 그 둘을 다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아동학
대현장, 참여자 12)

- 복문제를 다루기 한 충과 통합에 한 긴장과 도  

위의 현실로 인해, 실무자들은 사회복지사로서 피해자(아동, 여성 등) 모두가 갖고 있는 욕구와 상

황에 공감하게 되더라도 하나의 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보편화된 현장에서 보다 확 된 상들의 문

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낯선 도전으로 경험되기도 한다. 두 현장의 실무자 모두 하나의 문제, 

하나의 상에 치중하는 따로의 응에 익숙해 있으므로 중복문제 사안은 그 자체로 그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슈인 듯하다.

" '선배들은 아동입장에서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엄마도 피해자 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할 때, …‘내가 아동보호전문상담원으로서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여기랑 어
울리나?’…." (아동학대현장, 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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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에서 아이들에게 이것만 해줘도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아동분야는 구체적으로 공부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가끔 위에서 아동과 여성 폭력을 다 함께 묶어 캠페인이나 심포지움 하라고 하면 
사실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포커스그룹II, 참여자 4)

"하나의 문제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할지…, 그 둘을 같이 가져가는 것에 대
한 긴장도 필요한데…, ‘따로˚ ˚  또 같이’…." (가정폭력현장, 참여자 1)

2-2   같이˚ ˚ : 력과 연계의 노력 
‘또 같이˚ ˚ '는 비록 두 현장이 각자의 독립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지만 때로 중복문제를 다루기 위해 

같이˚ ˚ (협력과 연계)하고자 했던 실무자들의 응 노력과 희망을 뜻한다.

- 복문제 해결 한 같이˚ ˚  경험의 필요성과 정  효과에 한 공감  존재 

실무자들에게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연계’는 보편화된 관점이었으므로 두 현장의 협력 필요성에 

한 공감 는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같이˚ ˚ 한 경험이 지역과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중복문제 응을 위한 특정의 지향과 원칙을 구축해나가는 상시적·공식적 시스템 안

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서비스 연계는 필요하죠. 노력한 적도 많아요.…쉼터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친정에 아이를 맡기면 
아빠가 쫓아오고…, 중복문제를 위한 정해진 원칙이 두 현장간 시스템으로 있다기 보다…필요할 때 실무
자의 판단에 따라 아이를 받아주는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 면담도 하고 의논도 해
요." (가정폭력현장, 참여자 5)

"어느 지역, 누가 장인가에 따라 다르지만,…어떤 사례는 쉼터가 주축이 되어 매년 사례 연계 간담회도 
있어요. 구청실무자, 경찰, 교육청, 어린이집 등…연계될 수 있는 사례도 발표했지요. 상호 협력을 제공하
는 것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공식적이고 상시적인 형태는 아
닙니다." (아동학대현장, 참여자 11)

-두 장의 같이˚ ˚  경험: 연계의 장애물
중복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했던 경험과 관련하여, 아동보호 실무자들은 가정폭력서비스의 문제점으

로 통일된 신고 및 서비스망 그리고 현장출동서비스의 부재 그리고 24시간 위기개입서비스 등의 문제

를 지적하 다. 그들은 현장출동시 가정폭력 위기상황을 목격할 경우 긴급 아동보호를 위해 피해여성

을 도울 수 있는 관련 서비스를 찾게 되지만 위의 문제로 그 연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여성 쪽은 서비스들이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있어 저희(아동보호체계)처럼 통일된 연결
망이 아니기 때문에 일관성도 떨어지고, …24시간 서비스도 소수이죠. 도대체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할지 
쉽지가 않아요." (포커스그룹 I, 참여자 9) 

"엄마와 아이를 그 가정에서 분리하려고 급해서 전화했는데 여성기관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오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는 것이 불가하다고." (아동학대현장, 참여자 6) 

가정폭력현장의 경우, 피해여성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가 자녀의 안녕(안전, 교육, 치료 등)이기 

때문에 아동서비스와의 연계를 시도하지만 피해자 안전과 비 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이 큰 걸림

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한다. 서비스이용자의 신상이 쉽게 밝혀지는 취약아동 정부지원시스템(새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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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스템과 복지정보망의 연동, 아이사랑 카드 등)의 한계, 그리고 사회시스템(학교, 어린이집, 경찰 

등)의 여성이슈에 한 보수성과 무지 등의 복합적 문제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고하 다. 

"연계시…공식적으로 여기를 들어내기가 어렵죠.…아이사랑카드는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하죠. 또 새올 
시스템이 저희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지난번 쉼터 아이 두 명을 어린이집으로 보냈는데 그 
시스템에 입력해야 정부지원이 가능하다 하더군요.…아는 어린이집원장에게 부탁하여 들어가 보았더니 생
년월일만 넣으면 쉼터 입소 퇴소흔적을 다 알게 되어 있더래요. 그 아빠(가해자)가 직위가 높아 그런지 
주변 어린이집 직원에게 부탁해 그 정보를 알아내 쉼터를 찾아간 거죠." (가정폭력현장, 참여자 1)

-두 장의 같이˚ ˚  경험: 가해자 처벌  친권 개입에 한 법  권리 제약 

가정폭력 실무자들은 ‘피해여성이 자녀를 폭력남편에게 남겨두고 탈출하는 경우’ 아동학 신고를 

통해 연계를 시도하지만 가해자 제제에 한 아동보호기관의 권한 부재로 인해 문제해결이 어려웠던 

경험을 보고한다. 이런 한계는 아동보호 실무자의 진술에서도 발견된다. 위험사정에 근거하여 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가해자에 한 처벌과 친권 개입에 관한 실무자들의 법적 권한이 부재한 

현실적 제약이 근본적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즉 가정폭력과 아동학  가해자에 한 법적 제제의 

한계는 두 현장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해결의 큰 장애물인 것이다.

 

"엄마 얘기를 듣다보면 그 가정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동들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죠. 우리도(가정폭력현장) 가해자를 어쩌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데 거기도(아동학대
현장) 마찬가지예요.…지금 아빠 보호아래 있고 특별히 아동이 위기적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면 곤란하다
는 거지요." (포커스그룹II, 참여자 4)

"조사권이 상황을 직접 볼 수 있는 강점이 있죠. 그러나 아이를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해야 된다는 법만 
있지 가해자에 대한 법적 개입의 권한은 없으니까, 그가 있는 한 문제해결이 안되는데,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포커스그룹I, 참여자 12)

-두 장의 같이˚ ˚  경험: 두 장 뿌리의 차이/ 복문제 해결의 리더쉽 부재 
앞서 지적한 ‘중복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적·공식적 협력 시스템의 부재’는 오랫동안 다른 기반을 가

지고 성장했던 두 현장의 전통적 관점과 전략에 실무자들이 머물러 있는 기본적 한계를 유지시킨다. 

아래 진술들은 두 현장의 비전과 목적을 이끌어 가는 리더쉽의 차이와 분리가 각 현장에 주어지는 사

업(실적)에만 몰두하게 하여 협력과 연계의 기본적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두 문제를 다루

는 행정부처(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분리와 두 현장의 뿌리 및 발달과정의 차이 등을 비롯하여 현

재까지 두 현장을 이끌어가는 그 어떤 리더쉽도 중복문제 자체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지 않는 현실에

서 그 해결을 위한 현장자체의 공동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질적으로 두 현장은 그 출발과 리더쉽이 다른 게 한계가 아닐까.…아동 쪽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 
행정과 예산에 의존되어 있지만 여성 쪽은 여성가족부 소관에다 민간과 운동 개혁 차원의 리더쉽이 강하
니까. 아동 쪽도 운동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정부가 강조하는 방향이나 
실적 위주로 일을 하다보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은 
그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계노력이 저희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동학대현장,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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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해보려고 전화했는데 ‘신고인가요?’ 하면서 실적위주로 질문을 하고, 의논은 안 되는 거죠. 연
계가 의무는 아니니까…, 그러다가 그곳에서 저희에게 사례를 맡긴다고 전화가 오면,'받아도 돼’이렇게 
되는 거죠." (가정폭력현장, 참여자 3)

두 현장 실무자들이 중복문제를 다룰 때 경험했던 위의 현실은 그들의 같이를 위한 과제와 희망과 

연결된다.

-같이˚ ˚를 한 과제: 공동의 목표와 상호의존성에 한 공감  강화·확  계기 필요

두 현장의 실무자들은 각 현장의 기능과 초점은 다르더라도 문제해결의 상호의존성의 차원에서 공

동의 목표를 지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여성과 아동은 부모-자녀 관계로 한 가정을 이루고 둘 

다 안전하고 건강해야 모두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직면하여 두 현장 모두 각각의 고유의 전문성

이 서로의 목표를 도울 수 있다는 공감 를 강화·확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 다. 한 피해

여성(아래 두 번째 진술)은 자신과 아이들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가해남편으로부

터 벗어난 이후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새 생명과 새 가정을 얻었음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었다. 

 

"원가정 보존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 엄마와 자녀가 만드는 새로운 가정도 실제적
인 아동을 위한 가족보존이 되어야 하죠. 엄마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버티어줄 때 사실 우리 아동이 
갈 곳을 마련하게 되는 거니까요.…두 현장이 서로 이런 공동의 목표의식을 같이 느끼는 계기가 생기면 
좋겠죠." (아동학대현장, 참여자9)

"상담받으며 제가 달라졌어요. 제 아이들…이전에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제가 제 손을 끊어(자살 시
도)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본 애들이거든요. 애들도 피해자인데 그 땐 제가 너무 힘들어…. 저희 같은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여기서 연결해준 도움(치료상담과 학습지도)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때는 
나 자신도 애들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애들과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 이예요." 
(피해여성 17)     

여성옹호를 강조하는 실무자 역시 아동서비스가 피해여성의 주요한 욕구 중 하나이며 엄마들의 안

전과 역량강화 역시 자녀의 성장에 결정적 향을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아동학  피해아동

과 오랫동안 일해 온 한 실무자는 치료를 통한 아동의 레질리언스 강화는 부모의 학 행동의 변화에

도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다.

"전 늘 아이들이 먼저고 엄마는 나중인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건 변함없어요. 
그런데…여성들은 아이들이 잘 될 때 안정되지요. 물론 그 반대일 때도 아이들이 더욱 영향 받지만요. 그
래서 이곳 저곳 도움을 청할 때(아동복지서비스) 그 지원과 이해가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가정폭
력현장, 참여자 5)

"학대받았다고 아빠를 신고해도 그 가정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또 아이들이죠.…그
러나 여기서 아이들이 회복되어 돌아가면 아이도 부모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부모도 예전과는 다른 
(공권력에 대한 혹은 부모역할에 대한)긴장을 갖고 아이를 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현장이 자기 역할
을 잘해주면 윈윈이 될 수 있어요.”(아동학대현장, 참여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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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를 한 과제: 복문제 련 지식을 실무자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에 포함 
  현장의 한계(업무부담 과중, 오리엔테이션과 지식 부족 등)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한 분야의 실

무자가 중복문제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두 상(여성과 아동)을 동시에 케어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중복문제를 수시로 면할 가능성이 높은 두 현장 실무자들에게 두 문

제를 함께 고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실무자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효과성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다. 

 

"오리엔테이션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들면 협력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실 서로 각 분야에만 집
중하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다른 문제를 보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전문 분
야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 교육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조차 아직 느끼지 못하는 실무자들이 대부분이므로 그런 부분은 제도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커
스그룹I. 참여자 13)

-같이˚ ˚를 한 과제: 복문제 다룰 수 있는 문  리더쉽과 공식  력시스템 구

축/각 장에 각 문 분야(아동/여성)를 다룰 수 있는 실무자 합류

두 현장의 비전과 기능을 결정짓는 주무 부처가 아직 중복문제에 한 특정의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서 유사 현장이라도 리더십과 직원 구성에 따라 서비스연계의 질이 달라질 수 있

다는 평가이다. 어떤 실무자들은 중복문제의 일관된 문제해결과정을 위해서는 전문 리더쉽과 실천력

을 근거로 수행되는 공식화된 협력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같은 세팅에 각 

상(아동 혹은 여성)에 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인력을 보강하여 중복사례를 상시적 팀웍으로 풀어

나가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이는 앞서 지적했던 두 현장의 서비스 우선순위와 업무시간의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강점이 클 것이라 보인다.

"전화나 한 번의 만남으로 서로 다른 시각을 좁히는 것은 어려우니까…, 위에서 시켜서나 실무자들이 가
능할 때만이 아니라 정례화된 공식 연계 팀이 운영되어 간담회나 사례회의 등을 하다 보면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직원 재교육도 되고 문제해결의 효과도 높일 수 있겠지요." (포커스그룹 II, 참여자 4)

"아동보호기관으로서 아이를 위해 엄마를 만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피해
여성 상담에 익숙지 않고 잘 모르니까 한계가 많죠.…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같은 목표로 
일하는 조직 내 가정폭력 분야 전문가가 채용되어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사례 진행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포커스그룹I, 참여자 13)

- 같이˚ ˚를 한 과제: 가해자 개입 시스템을 한 법제 개
두 현장 실무자들은 중복문제 발생 가정이 정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 와 폭력 가해자 개입

에 한 강제력과 사회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하 다. 아동보호기관은 조사권만 있고 가해자

에 한 친권제한이나 처벌에 한 법적 강제력 또한 미약하여 아동을 일시적으로 분리시켰다 하더라

도 친부모가 친권보호를 주장할 경우 그 아동을 다시 원 가정에 복귀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척 

난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가정폭력 실무자의 경우, 가해자의 특성상 발생하는 피해자의 안전보장

문제와 가해자의 동일 범죄 지속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가해자에게 문제의 책임을 명확히 부과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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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처벌 및 개입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하 다. 또한 실무자들은 보다 근원적으로 폭력가해자 신 

피해자가 그 가정에서 퇴거당해야 하는 현실적 모순을 지적하 다. 

"아동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힘겹지만 어쩌면 그 때가 덜 힘들다고 할 수 있죠. 중복사례만 해도 가해
부모의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가정에 아이가 돌아가면 저희 걱정은 다시 시작되지요.…법적으
로 가해부모에 대한 강제적 수감명령과 치료상담 등이 마련되어야 해요. 원래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하
니까." (아동학대현장, 참여자 8)

"아이랑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지만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예요.…그이
가 살고 있는 동안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피해여성, 참여자17)

"저희 엄마들의 가해자에 대한 공포는 상상 이상이예요.…문제는 그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들을 또 
만든다는 거죠.…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안전과 자유를 억압당해야 하는 건지…"(가정폭력현장, 참여
자 1)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외문헌 동향에서 나타난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현상과 관련된 증가된 관심과 집

중에 주목하여 그 중복현상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실을 탐색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질적연구를 수

행하 다. 가정폭력과 아동학  현장실무자들의 중복문제 관련 인식과 응을 분석한 결과, 그 중심현

상으로서 ‘따로 또 같이’라는 주제를 도출하 다. 먼저 두 개의 연구문제에 한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가정폭력과 아동학  두 현장 모두 ‘따로 또 같이’ 발생하는 두 문제의 중복 사례를 감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무자들이 그 문제 자체를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지 못

한 데는 중복문제에 초점을 둔 공식화된 진단시스템의 부재 혹은 관련된 실무자 교육의 부재라는 현

실을 반 하고 있는 듯하다. 실무자들은 발생순서나 특정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두 종류

의 폭력이 서로의 발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잠재적 속성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이는 피해여성 진술에서도 알 수 있었다. 두 문제 발생의 높은 상호연관성과 중복문제 가정의 특

징적 역학을 밝힌 연구(Mbilinyi et.al., 2007; McCloskey, 2001)결과와 같이, 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

력적 상황들은 또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언제,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학 가 가

해질지 모르는 잠재적 위험과 상존하고 있다. 한편 가정폭력 현장의 경우, 가정폭력을 아동학 의 예

측 변인으로 인식하는 것 혹은 중복문제의 초점 자체가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여

성옹호관점을 강조하는 실무자들은 두 문제의 중복에 한 문제제기가 자칫 ‘피해여성의 자녀보호 실

패와 연관된 여성비난모델’ 혹은 ‘여성의 개인적 안전과 권리보다는 자녀의 돌봄 역할을 우선시하는 

우리사회의 모성신화와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 다. 이 맥락은 가정폭력 실무자(혹은 피해

여성)와 아동복지시스템간의 내재된 갈등과 불협화음을 검토한 Shim and Haight(2006)의 연구와 이

를 모성신화 분석틀로 검토한 연구들(Valentine, 1986; Stark and Flitcraft, 1988; Krane and Da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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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의 문제제기와 유사하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한 위의 결과 ‘따로 또 같이’는 중복문제를 면하게 되는 두 현장 실무자들

의 응을 포괄하는 현실을 상징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 기초한 그 현실의 실제는 ‘따로 또 같이’로 표

현될 수 있다. 따로 위 방점은 두 현장의 실무자들이 많은 사례들을 접하며 두 문제가 동시에 출현하

는 사실을 알아채더라도 일단의 응으로 각각 우선순위 서비스 상의 욕구에 주안점을 두고 따로 

문제해결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상징한다. 한국사회 역시 역사적으로 두 문제를 독립적으로 

응해왔고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시스템의 발전 단계 상 두 현장 모두 각각의 비전에 부합한 자리매김

과 성장에 더 집중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아직 중복문제에 한 특정의 관심이나 리더쉽을 발휘

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두 현장 모두 이 문제에 한 특성화된 노력과 문제해결시스템을 갖추지 못

한 형편이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경험적으로 여성과 아동의 주요한 욕구와 문제해결방법 역시 상호의

존적으로 교차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 같이 협력했던 현장 경험에 근거하여 또 같이에 관한 일련의 과

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예로, 아동학  실무자들은 피해아동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고 치료한다고 하

더라도 원가정 복귀이후의 사례관리를 고려할 때 실제 돌봄 역할을 수행할 엄마의 안전과 심리사회적 

건강을 위한 문제해결 안을 그 아동의 레질리언스를 유지·보호하는데 필요한 도전으로 인식하게 되

었다. 가정폭력현장 역시 많은 여성들의 우선적 욕구인 자녀지원 서비스는 여성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나가는 문제해결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경험하 다. 마지막으로 가

정폭력과 아동학  가해자 개입의 법적 제제 미비는 피해자 안전과 보호를 우선시하는 두 현장 실무

자 모두에게 본질적 딜레마를 제공하므로 관련 법제와 시스템 개혁이 주요한 추후 과제로 지목되었

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주요 논점과 사회복지적 함의를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과 관련된 복합적 양상이 실제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현상이 

분명하다고 할 때, 그 현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단위 실태조사를 주관할 수 있는 조직들의 측정도구 그리고 관련 현장 사정도구의 보완이 뒤

따라야 한다. 예로, 두 문제의 중복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 문항과 분석 기법을 개발하여「전국가정폭

력실태조사보고서」에 중복문제 실태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한편 전국적 단위의 일반가정을 조사하는 

실태분석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 와 같은 민감한 문제 현상의 구체적 현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뒤따른다. 따라서 보다 긴 조사과정이 가능한 실무자들의 효과적 사정을 통해 중복문제의 정확한 현

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전수조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역시 

중복문제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공식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은 

관련 현장의 사정도구에 가정폭력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각주4) 

참조). 더불어 한부모 가정 혹은 연애 및 동거 커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

문제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조사문항 및 사정 전략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례들을 접할 수 있

는 두 현장이 중복문제의 감지 및 확인을 보다 정확한 의도와 도구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 문제의 사

실적 양상과 특성을 양적·질적 자료의 형태로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가정폭력 표 현장인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정폭력면접설문지｣8)의 구성에는 배우자외 자녀들에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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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 폭력의 실태를 질문하는 문항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이 설문지가 보급될 수 있다면 관련 현

장의 사정도구 보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가정폭력과 아동학  문제해결의 통합적 접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련 부처와 현장의 리

더쉽이 작동되어야 한다. 위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두 문제 해결의 상호의존성이 확인되었지만 두 현

장의 실무자들은 아직 각각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에도 에너지가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의 복지를 수반하는 정부 부처간 협조와 지원으로 중복문제를 다루는 현장들의 협력시스템을 제

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아동보호와 여성옹호를 담당하는 두 서비스 체계에 전자는 가정

폭력, 후자는 아동학 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충하여 각 현장에서 중복문제의 통합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국외의 경우, 두 문제에 한 통합적 접근의 성과를 보고하는 연구들

이 증가하고 있다. 예로, 미국 미시간주 가정폭력과 아동학  주무 부처들의 협력적 리더쉽의 사례를 

조사(Findlater and Kelly, 1999)한 결과, 두 부처가 공동으로 두 문제를 통합진단 하는 의무조항들을 

시달한 이후 현장에 두 문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기조로 하는 공조시스템(정기적 사례회의와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여 실무자들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효과성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한다. 두 분야 

모두 서비스연계와 네트웍 모델을 이미 중요한 문제해결접근으로 인식하고 있고(김인숙·신은주·김혜

선, 1999; 박 란·황정임, 2000; 김재엽·박수경, 2001; 박경숙, 2000; 박명숙, 2002; 김현주·이종화, 

2008), 정부 역시 최근 가정내 폭력들에 한 통합적 접근의 안들을 모색하기 시작하 으므로9) 위

의 제안에 한 국내 관계자들간의 공감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실무자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과 매뉴얼(100시간 의무교육과 보수교육 포함)에 두 문

제를 연계하여 바라볼 수 있는 접근과 현장이슈들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그 내용으로 두 문제 각

각의 특수성과 공통점, 관련된 이론적·실천적 이슈들, 중복실태, 중복문제의 역학적 특성과 결과, 중복

문제 발생 가정(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과 문제해결 안 등이 다루어질 수 있다. 이 교육의 기

효과는 실무자들이 위에서 제안한 사정도구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혹은 중복문제를 다루기 위한) 

준비성과 민감성을 강화시키고, 두 현장의 팀웍(혹은 협력시스템)을 위한 유연성을 증진시켜 서로 다

른 우선순위의 욕구와 실천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호주

의 경우, 중복문제 관련 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보다 많은 중복사례들을 감지하고 있으며 피해

자 안전과 분리 선택을 보다 신중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Waugh and Bonner, 2002). 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 현장의 최우선 과제인 피해자 신변의 안전 및 비  보장이 협력 

8) 이 설문지는 비공개 약속과 공식요청을 통해 확보한 내부자료(2011.2.25일 기준)로 ‘한국여성의전화’

는 이 설문지를 보완하여 추후 공식적으로 보급할 계획임을 알렸다.

9) 여성가족부(2010b)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가정폭력방지종합 책방안』의 전문가
자문회의(2010. 9. 3)에 본 연구자도 참석하여 중복문제에 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 고,  가정내 폭
력들에 한 통합접근의 필요성을 논의하 다. 이후 완성된 그 연구보고서는 아동·여성을 위한 통합
서비스 활성화와 유관기관들의 연계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또한 여성가족부(2011)의『여성·아동권익
증진지침』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 의 지정·운 과 아동·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타 운  지침
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여성과 아동에 한 통합적 접근의 국내 흐름은 성폭력(학 )문제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느낌이지만, 그 흐름 자체는 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복문제 해결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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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사회시스템의 몰이해와 민감성 부족으로 깨어진다면 그 현장은 자기보호적 차원의 폐쇄성이 

강화되어 서비스연계에 한 긍정적 동기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제안한 실무자 교

육을 강화하여 각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현장이슈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 처벌 및 개입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 다. 자녀

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원가정에 머물러 있고 피해가족들은 도망가고 흩어질 수밖에 없

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도 주장하 다. 국내 아동학

분야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서 아동보호를 위해 가해자 친권을 법적으로 제한시키기 위한 문제제기

(오정수·이혜원·이호균·정익중, 2006; 장 인, 2007)가 진행되고, 가정폭력분야에서는 가해자 위험성 

평가 및 선별검사의 제도화에 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b). 선진국의 경우 아동학

 피해아동을 분리시킬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의 친권 제한 권한과 가해자 관련 제도적 장치가 강화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동보호체계의 가족보존의 지향성과 가해자에 한 법적·형사적 제제의 

미약이 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Cowan and Schwartz, 2004)은 국내 현실과 

유사하다.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문제를 ‘사회서비스이슈’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많은 가정의 안전

과 행복을 깨뜨리는 ‘사회범죄’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아동학  가해자에 한 교차확

인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중복 가해자에 한 위험 사정,  법적 처벌, 사후관리시스템을 개혁적으로 제

도화할 수 있다면 그 예방적 효과성은 증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별다른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정폭력과 아동학 의 중복문제를 의제화

하여 관련된 국내 현장의 현실과 과제를 탐색적 차원에서 진단한 본 연구는 두 문제를 다루는 국내 

사회복지 연구자와 실무자의 관심이 두 문제의 중복을 둘러싼 제반 이슈로 확 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한계는 중복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이슈에 해 보다 심층적 차원의 분석까지 

미치지 못한 점으로, 아래와 같은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확인한 중복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현안들에 한 보다 심층적인 조사

가 필요하다. 예로, 피해자 안전과 비 보장과 연관된 새올행정시스템과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의 연동 

문제가 두 현장의 협력노력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한 보다 정교한 조사과정이 요구된

다. 또한 두 현장 실무자 모두에게 가해자 개입시스템의 한계가 그들의 피해자보호활동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지만 관련 법제와 제도들의 문제점, 그리고 중복가해자에 한 고려 등을 둘러싼 구체적 

사안의 분석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중복문제를 탐색적 수준의 질적연구설계로 진단하 기에 비록 현상에 한 일반화

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료수집상에서 관련 현장의 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현실을 반

하지 못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부주도로 확산된 아동학  현장은 아동보호기관으로 

표되는 전국적 차원의 통일된 서비스망과 실천원칙을 갖고 있는 반면, 가정폭력 현장은 민간주도 

여성주의 리더쉽으로 출발하 지만 정부주도형 현장들이 생겨나면서 보다 복합적 형태의 현장들이 혼

재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현장들은 보다 다양한 이슈들(가족상담, 가해자치료, 피해자통합지원, 성폭

력 등)을 다루고 있어 실무자의 경험적 사실성에 좀 더 가변적인 특성이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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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정폭력과 아동학 를 다루고 있는 전통적 현장 실무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그 결과를 도출하여 관련된 국내 현장의 가변적 현실을 포괄적으로 반 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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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ative Study on Social Workers' Experiences with the 

Co-occu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in Korea
- “Alone and Together" -

 

Chong, Hye-Suk 

(University of Seoul)

This qualitative study is designated to explore the reality of social welfare 

related to the co-occurence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in Korea. 

"Alone and Together" is elicited as the main theme from the analysis of social 

workers' experiences with the co-occurence problem in the two field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maltreatment. Despite the fact that the social workers are 

aware of the co-occurence problem embedded in their field cases, they don't 

assess and intervene with the problem on set purpose. Each field has dealt with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field priority for either women or children 

separately. However, the social workers in the both fields desire alternatives 

effective for their cooperation and linkage to each other when confronted with 

the intersection of interdependent needs and problem-solving for the woman and 

the child. The development of multi-level research,  assessment tools, and  

compulsory education courses for practitioners related to the co-occurence 

problem is suggested.

Key words: Domestic Violence, Child Maltreatment, the Co-occurence Problem, 

Qualitative Study, "Alone an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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