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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의 꾸준한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기사에 

나타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언론에 보도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총 141건이었으며, 가해자는 미혼모, 친모, 동거녀 및 계모, 친부의 순인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살해 이유는 미혼모나 미혼부모에 의한 신생아살해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

능력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론에 중점보도된 사건

에서 발견된 주제는 범죄현실의 구성-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지속적이고 반복

적인 심각한 학대, 신고 및 관리체계 부실, 처벌 미약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아동학대, 아동학대 사망, 아동살해, 신생아 살해

  * 이 논문은 2012년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보고서 “아동학  사망관련 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 연
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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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부권을 절 시하는 가부장제의 전통과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훈육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을 체

벌하는 행위가 정당화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아동학 는 오랜 기간 동

안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 다(안선경 외, 2012).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후 아동학 에 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전 실, 2012), 2000년에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아동보

호전문기관 설치와 신고의무화 규정 등을 신설한 이후 아동학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었고 

신고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또한 201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에는 아동학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해아동 가정에 해 사후

관리를 하며, 가해자에 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학 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들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이에 한 예방 및 책 방안도 매우 부족

한 현실이다. 게다가 아동학  사망사건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병원 등 국내 아동학  관련 기

관 간 연계체계 구축 미흡으로 정확한 사망통계 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계 미흡은 국내 

아동학  사망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구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

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와 발생원인, 가족에 한 지원체계 등을 수립하는 데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에 한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에 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아동

학  사망과 관련하여서는 기관간 연계체계의 미흡, 아동학  사망의 정의에 한 합의부족, 학 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례 등으로 인해 문제분석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국내에서는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 현황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 내에 아동학  사망사

건 현황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로서 전체 아동학  사망사건 중 극

히 일부에 해당한다. 이 외에 검찰청 범죄분석통계나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서도 아동사망 관련 

현황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는 아동학 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학 로 인한 

사망을 구분해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되지 않은 신생아 살해는 통계에서 제외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자료수집을 통해 아동학  사망사건의 현황과 원인, 특

성 등을 파악한 후 사건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관련 자료수집의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각적 측면의 자료수집의 한 방법으로 신문기사에 나타난 아동학  사망사

건을 분석하 는데, 신문기사는 국가의 통계를 보완하고, 아동학  사망에 한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중요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청 등에 신고되지 않은 사건에 한 



아동학  사망사건에 한 신문기사 분석  133

추가 발견을 통해 아동학  사망사건의 현황과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다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의 사망 이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사례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

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미 학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없이 

처리되기 때문에 정부의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 부분이다. 그러므로 신문기사 분석에서 이

러한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기사 분석을 통해 단순히 사건발생 현황뿐만이 

아니라 가족특성이나 사망원인 등 사건의 다양한 특성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  사망 관련 

정보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까지 축적되지 않은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  사망과 관련한 보다 풍부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주요 위험 집단과 이러한 집단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예방 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목적은 언론에 보도되는 사건의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동학  사망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자극적인 사건 중심의 보도경향으로 인해 언론에 나타난 아동학  사

건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비해 더 선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의 범

죄 재현은 다수 중에게 범죄 현실 인식의 준거틀을 제공하며, 정책입안자들에게 공중의 정서와 여

론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양정혜, 2010), 소수의 사례가 그 사건의 핵심사건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등의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아동학  사

망사건을 의미화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동학  사망사건에 한 인식과 담론을 확인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변화를 위한 실천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데 도움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회적 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면, 담론의 변화를 통해 사회가 

올바른 현실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확한 문제 상황을 기반으로 한 적절한 정책수립을 도

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신문에 

보도된 아동학  사망사건에 한 기술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후 여러 매체에 중복 보도되는 사건에 

한 주제 분석을 실시하 다.

본 연구는 아동학  사망 사건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한 현황과 문제분석이 거

의 전무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동학  사망 사건의 전반적인 특성과 사회적 담론을 확인함으로써 아

동학  사망을 예방하고, 학 발생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고찰

1) 아동학대 사망의 정의

아동학  사망이란 아동이 학 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학  사망에 

한 명확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치명적 아동학 (fatal child 

abuse), 치명적 방임(fatal neglect), 의도치 않은 상해로 인한 사망(unintentional injury death)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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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있다(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 2010).

치명적 아동학 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학 가 발생하거나, 한 번의 충동적인 사건이 일어

난 경우를 모두 포함하며, 치명적 방임은 주 양육자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행하지 않았

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로, 만성적(계속적으로 식사를 제 로 주지 않는 경우 등) 또는 급성적(아이

를 욕조에 혼자 두어 익사하는 경우 등)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의도치 않은 상해로 인한 사망은 익

사, 화재, 질식 등 의도하지 않았으나 아동이 사망한 경우로 이를 학 나 방임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론지어야 할지에 해 불분명한 지점이 존재한다. 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2010)의 

보고서에서는 아동방임 사례를 예로 들어 치명적 아동방임의 정의의 모호함을 설명하고 있다. 한 지

역의 아동보호서비스부서에서 약물중독인 어머니의 아동방임 사례를 맡았는데, 아동의 어머니가 치료

를 받겠다고 약속하 기에 당시 2세 던 아이를 어머니와 분리하지 않고 원가정에 그 로 두었다. 그

러나 아동의 어머니는 계속 약물을 사용하며 어느 날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그동안 아이는 

혼자서 길에서 놀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위와 같은 예는 미국 부분의 주에서 아동방임으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기록된다. 그

러므로 의도치 않게 발생한 많은 아동사망사례들이 아동학 나 방임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조사하면 

사망원인에 한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아동사망사례 조사팀을 통해 아동이 

사망하게 된 배경을 조사하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의도치 않은 상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분류된 사례

의 50% 이상이 학 나 방임의 범주로 재분류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Schnitzer et al., 2008). 이처럼 

아동학  사망에 한 정의의 모호함, 특히 이로 인해 사망 아동 수의 과소추정 문제는 최근 미국에

서도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학  및 방임으로 인한 사망의 정의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학 로 인한 사망의 진단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논의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병원 및 관련 부처의 연계를 통해 아동학  사망에 한 정의와 진단기준을 만

들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 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의도치 않은 상해나 방임으로 인한 사망

까지도 아동학  사망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학  및 방임에 한 정의 중 학 로 인한 사

망이라는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의도치 않은 상해로 인한 

사망은 제외하고 치명적 아동학 로 인한 사망과 치명적 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례만을 아동학  사망

사례로 규정하 다.

2) 국내 아동학대 사망 현황

국내연구 중 아동학  사망사건 만을 다룬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 현황은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 신고가 접

수되고 아동학 사례 데이터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며, 한민국 e-나라

지표로 관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매년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 아동학 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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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아동 사례 발생건수가 제시되어 있다.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에는 사망아동 

사례 발생건수가 3명이고, 2001-2010년 누적 건수는 74건으로 보고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빈도 7 4 3 11 16 7 7 8 8 3 74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 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표 1>  아동보호 문기 에 신고․ 수된 연도별 아동학  사망아동 수

(단위: 명)

｢2010 전국아동학 현황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수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 접

수된 아동학 사례에 한해서 집계된 수치이므로 한민국에서 아동학 로 인해 사망한 아동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에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아동학 사망 아

동 수는 학 로 인한 전체 사망아동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피학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 로 판정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산시스템에 사망사례가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아동학 로 신고 접수된 기록이 없다면, 사후관리를 통해서 학 로 인

한 사망여부가 확인될 가능성도 없다. 학  및 방임으로 인한 아동사망 보고서(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 2010)에서도 학 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사망사건 이전에는 아동 보호 시스템에 알

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 및 의료기관의 업무절차에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기관 간 정보공유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여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  사건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동이 상해로 인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다가 사망하거나, 이미 사망한 아동의 사체가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 되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수사

기관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1). 그러므로 보고서에 나타난 아동학  사망 현황은 실제 사망 사건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학 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들의 꾸준한 발생에도 불구하고, 관련하여 체계적인 자료

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실천과 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3) 외국 아동학대 사망 현황

국내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아동학  사망 사건 과소추정의 문제가 존재한다.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2)에서 발간한 아동학  통계는 2010년 미국에서 학  및 방임으로 인해 사

망한 아동수가 1,560명으로 추정되며, 아동 10만명 당 사망률은 2.07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미

국의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학  데이터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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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다. 그러나 미국 내 여러 연구들은 학  및 방임으로 인한 실제 사망아동 수는 정부에서 공식적

으로 발표한 통계치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 

2010). 한 연구에서는 학 로 인한 사망아동 수가 55%~76% 정도 과소추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Schnitzer et al., 2008), 미국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의 2011년 조사 결과에서도 

28개 주의 공무원이 아동학  사망건수의 공식적인 수치가 실제보다 적게 산출되었다고 응답하 다. 

학  및 방임으로 인한 아동사망 보고서(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 2010)에 따르면 

2001-2008년 미국에서 학  및 방임으로 사망한 아동의 공식적인 누적 통계치는 12,180명이며, 2001년 

1,300명, 2005년 1,460명, 2008년 1,740명으로 아동학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최근 10년간 아동학  위험이 증가하는 것의 배경으로는 사회적 안전망

의 미비와 함께 최근의 경제 불황 문제, 아동보호기관의 예산 및 직원 역량 부족의 문제 등이 거론되

기도 하고, 미국 보건복지부에서는 새로운 주 정부의 법과 새로운 절차, 보고체계의 개선 등의 이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1974년부터 2002년 사이에 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국에서 발생한 14세 미만 아동의 학  사망 사건을 연구한 Pritchard와 

Sharples(2008)는 모든 국가에서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더 많이 사망하 고, 연령별로는 1세 미만

의 아가 가장 많이 학 로 사망하 으며, 1세 이상 4세 이하 아동이 5세에서 14세 아동보다 더 많이 

학 로 사망하 다고 보고하 다.

아동학  사망사건의 가해자 유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Nordlund와 Temrin(2007)은 

1965년부터 1999년까지 스웨덴에서 발생한 200명의 아동학  사망 사건 중 조사가 가능한 129건에 

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견하 다. 먼저 129건 중 68건의 가해자는 부이고 이 중 5명은 계

부 으며,  58건의 가해자는 모이고, 이 중 1명은 계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건은 부모가 함께 

가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Haapasalo와 Petäjä(1999)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이 아

동을 살해하지만 1세미만의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는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하 는

데, 이는 아를 더 오랜 시간 돌보는 주 양육자가 모이며, 이들은 아동을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일

부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 다. Silverman과 Kennedy(1988)는 1세 미만의 아살해는 미성숙한 여

성의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고, 1세 이상의 아동은 전형적인 신체적 학 로 인해 사망한다고 

하 다. 이처럼 1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모는 부분 미혼이고, 나이가 어리며, 어려운 환경

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학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아동학  사망 보고서에는 사망아동의 32.6%가 

방임으로 인해 사망하 고, 22.9%는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 으며, 40.8%는 여러 학  유형

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 2010). 

Somander와 Rammer(1991)는 아동학  사망 원인을 부 또는 모의 자살과 아동살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와 신생아살해, 모의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아동살해, 방임으로 인한 아동사망, 치명적 아동학  

사례로 구분하 다. 자녀를 살해한 88명 엄마의 살해동기에 한 연구를 살펴보면, 모가 아동을 데리

고 자살하거나 아동이 겪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살해하는 이타주의적인 동기로 인한 살해와 정신병

리적 증상을 가진 모에 의한 아동살해, 원하지 않는 아이에 한 살해, 배우자에 한 복수를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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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살해 등 아동살해의 동기를 네 가지로 구분한 것을 볼 수 있다(Resnick, 1969; Haapasalo 

and Petäjä, 1999에서 재인용). Nordlund와 Temrin(2007)은 경찰기록과 가해자의 정신적 평가를 통해 

다섯 개의 살해 유형을 분류하 는데, 그 유형은 아동에 한 폭력으로 인한 살해, 신생아 살해, 아프

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에 한 살해,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녀 살해, 가해자의 생활환경으로 인한 

살해이다.

가해자의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아동기 경험과 정신병리적인 문제 등에 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

다. 먼저, 가해자의 아동기 경험과 관련하여 Crimmins 외(1997)는 자녀를 살해한 부분의 여성은 아

동기에 신체적 또는 성적 학 를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분 학 자는 가족 구성원이었다. 

많은 여성들은 아동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언어학 , 부의 알코올중독, 부모의 정신건강문제, 그리고 

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모의 부재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 다. 1970년에서 1996년 사이에 핀란드에서 

12세 이하의 자녀를 살해하려고 시도했거나 실제로 살해한 48명의 모에 한 Haapasalo와 

Petäjä(1999)의 연구에서 48명의 모 중 63%는 아동기 학 를 경험하 다. 출산 후 24시간 이내에 아

동을 살해한 신생아 살해 집단에서는 정서적 학  경험이 33%, 신체적 학  경험이 20%인데 반해, 

신생아가 아닌 자녀 살해의 경우 정서적 학  49%, 신체적 학  27%, 성적학  9%, 방임 15%로 나

타났다. 신생아를 살해한 15명의 엄마들은 부분 혼자 살거나 미혼모 으며, 임신사실을 숨기고 그들

의 문제에 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심리적 문제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신생아가 아

닌 아이를 살해한 33명의 엄마들은 약간 더 나이가 많았고, 부분 결혼을 했으며,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사건 이전에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었는데, 특히 우울과 기분장애 

증상이 있었다.

가해자의 정신장애와 관련하여, Holloway Prison에 있는 자녀를 살해한 89명의 여성을 조사한 연구

에서는 이 중 16%가 정신병이 있었고 21%는 우울증이 있었으며, 43%는 인격장애를 갖고 있으며, 단

지 16%만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d'Orban, 1979; Haapasalo 

and Petäjä, 1999에서 재인용). 또한, Somander와 Rammer(1991)는 1971-1980년에 스웨덴에서 아동

을 살해한 79사례에서, 79명의 가해자 중 단지 10명만이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정신장애가 없었다고 보

고하고 있다. 즉, 아동을 살해한 많은 부모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Reder와 

Duncan(1997)은 심각하게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의한 치명적 학 (기도폐쇄, 독살, 도구로 세게 

때리는 것과 같은 직접적이고 심각한 학 )는 흔들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전형적인 아동학 의 패

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 다. Wilczynski와 Morris(1993)는 전형적인 아동학 로 인한 살해

의 가해자는 부분 남성이고, 정신병적 증상에 의한 전형적이지 않은 아동살해는 부분 여성에 의

해 발생된다고 보고함으로써 남성 가해자와 여성 가해자의 차이를 비교하 다. 이와 같이 아동학  

사망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아동학  사망의 전반적인 현황 및 가해자 유형, 아동 사망 원인, 살해 

이유, 가해자의 특성 등을 고찰하 으며, 본 연구에서도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이러한 범주를 구성하

여 선행연구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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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아동학  사망 사건의 현황과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  사망사건의 연도별 보도 현황은 어떠한가?

2) 아동학  사망사건의 가해자 특성은 어떠한가?

3) 아동학  사망사건 가해자의 살해 이유는 무엇인가? 

4) 아동학  사망사건에서 아동 및 가해자 특성과 살해 이유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5) 아동학  사망사건 신문기사의 주요 주제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가?

2) 분석대상

본 연구는 아동학  사망 사건의 추가적인 발견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특성과 사회적 담론을 확

인하고자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상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발견 가능한 모든 아동학  

사망 관련 기사이다. 기사검색은 누락되는 기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주요일간지 기사검색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기사 검색을 

실시하 다. 두 번째는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기능을 이용하 으며, 다음, 네이버, 구글, 야후 검색을 

이용하 다. 마지막으로 주요일간지에서 운 하는 뉴스검색 사이트인 조선닷컴, 동아닷컴, 중앙일보 

뉴스검색을 이용하 다.

위의 검색결과 여러 온-오프라인 신문의 기사가 검색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된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한국경제, 세계일

보, 경향신문, 경기일보, 전북일보 등의 오프라인 신문과 연합뉴스, SBS뉴스, CBS노컷뉴스, 뉴시스, 

동아인터넷뉴스, 베이비뉴스, 뉴스 1 코리아 등의 온라인 신문에 실린 아동학  사망 관련 기사이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아동학  사망사건이며 200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아동학  사망과 관

련한 모든 기사를 분석하 고, 아동의 연령은 만 1세부터 만 13세까지이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

의 법적 연령은 만 18세 미만이지만 실제로 검색된 모든 아동학  사망 사건에서 만 14세 이상의 아

동 사망 사건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만 13세까지를 분석 상으로 하 다.

분석 상을 발굴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신문기사 가운데 아동학  사망에 관한 

기사를 추출하기 위해 주제어를 선정하 다. 검색 주제어는 아동학 , 아동학  사망, 계모학 , 아

살해, 신생아살해, 아동살해, 아동폭행 사망, 아유기, 아사망, 아동유기이며, 이 중에서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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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을 다룬 기사들을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하 다. 검색은 2012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하 으며, 총 241건의 아동학  사망 사건 기사가 검색되었고, 학 로 사망한 아동 수를 분석단위

로 하기 위해 여러 매체에 중복 보도된 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 결과, 2000년 1월 1일부터 2012년 5월 

31일까지 아동학 로 사망한 총 141건의 사건이 본 연구의 분석 상이 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  사망사건의 연도별 보도현황과 가해자 특성, 가해자의 아동살해 이유, 아

동 및 가해자 특성과 아동살해 이유 간의 관계, 아동학  사망 관련 신문 기사가 어떠한 주제를 중심

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들을 사용하 다.

첫째, 아동학  사망사건의 보도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사망아동의 연령별로 신문기사의 건

수를 양적 빈도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2000년부터 2012년도까지 연도별로 분석하 는데, 

2012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의 사건에 해서만 분석하 고, 그 이외의 연도는 1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해서 분석하 다. 아동의 연령은 신생아 등 아기에 살해되는 아동과 유아기, 취학 

이후 등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만 1세 미만과 만 1세에서 3세, 만 3세에서 6세, 만 7세부터 13세까지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둘째,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가해자의 살해 이유는 무엇인

지, 가해자 특성과 살해 이유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사 내용에 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은 수집된 정보를 범주화하거나 코딩하여 구두 혹은 

서면 자료들의 주제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먼저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

하여 아동학  사망 가해자를 친부와 친모, 친부모, 미혼모, 계모, 계부 등 10개 항목으로 유목화한 후 

각각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해자의 연령 를 살펴보기 위하여 10 부터 50 까지로 구분한 후 

각각의 가해자 빈도를 분석하 다. 다음으로는 가해자의 살해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살

해 이유를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산후우울증, 양육능력 부족, 미혼모에 의한 신생아살해, 가정불화 

등 10가지로 유목화 한 후 각각의 빈도를 확인하 다. 또한, 아동 및 가해자 특성과 아동살해 이유간

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연령별, 가해자 성별 아동살해 이유를 양적 빈도 방법을 사용하여 분

석하 다.

셋째, 아동학  사망사건이 어떠한 주제를 중심으로 보도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매체에서 

중복으로 다루고 있는 아동학  사망사건에서 부각되는 주요 주제들을 범주화 과정을 통해 도출하

다. 담론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제 분석법은 사건에 한 다양한 인식이 어떤 의미로 구성되는가를 

밝히고 그 의미성향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한 담

론을 분석하는데 자주 이용된다(정의철, 2007). 주제 분석은 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하여 자

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신문기사의 맥락

에 담긴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아동학  사망과 관련하여 기사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확인하

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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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2000년도 이후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현황 분석

본 연구는 2000년도 이후 아동학  사망사건의 보도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와 오프라인 

매체를 상으로 기사 수집 후 빈도를 분석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기사건수는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2012년도는 5월까지 보도된 현황만을 분

석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기사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같은 기간 동

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  사망사건이 2005년도에 16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신문보도의 아동학  사망사건의 지속적 증가는 실제 아동학  사망 건수가 증가 했다기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 등으로 인해 아동학 에 한 사회의 관심이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 언론의 

보도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연도별 / 연령별 아동학  사망자 수

(단위: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연령

1세 미만 2 2 5 4 7 4 9 7 8 11 10 17 9 95(67.4)

1-3세 - 1 - - 1 4 3 - 1 4 2 - 16(11.3)

4-6세 - 1 - - 2 - 1 3 1 2 3 1 1 15(10.6)

7-13세 1 - 1 2 2 3 - - - 1 - 1 4 15(10.6)

신문보도 합계 3 4 6 6 11 8 14 13 9 15 17 21 14 141(100.0)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합계

- 7 4 3 11 16 7 7 8 8 3 - - 74

이처럼 신문기사의 아동학  사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중앙아동보호기관에서 집계

된 건수는 연도별 뚜렷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즉, 언론 등 사회적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체계

적인 데이터 구축 등 사망개입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기사에 나타난 2000년도 이후 연령별 아동학  사망자 수는 총 141명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1세 미만이 95명으로 가장 많고, 1-3세, 4-6세, 7-13세는 각각 16명 내지 15명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1세 미만의 아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미혼모가 출산 이후 바로 살해하는 신생아

살해 건수가 많기 때문이며, 이는 부분 중앙일간지보다는 연합뉴스의 사건사고 보도에서 단신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1)에 신고된 학 에 의한 아동사망자 수가 2006년과 2007년에 7명,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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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2009년에 8명, 2010년에 3명이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언론을 통해 보도 되었으나 아동보호전

문기관에 신고 되지 않은 아동학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학 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지만 부모가 단순 사고사라고 주장함으로써 아동학 로 인한 사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사례와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포함한다면, 아동학  사망사건은 기존에 발표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특성

아동학  사망사건에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각 사건의 보도내용에 한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아동학  사망사건 가해자 분류

(단위:건, %)

가해자 친부 친모 친부모 미혼모
동거녀/계모

입양모/위탁모
계부 
동거남

친부+
계모

미혼
부모

부모
의심

기타 계

살해
아동 수

13

(9.2)

32

(22.7)

10

(7.1)

49

(34.8)

14

(9.9)

2

(1.4)

2

(1.4)

4

(2.8)

6

(4.3)

9

(6.4)

141

(100.0)

가해자는 미혼모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부분 출산 직후 살해 후 유기한 신생아살해 다. 친

모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 고, 친부는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친부에 비해 친

모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동의 주 양육자가 친모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친부

모가 함께 살해한 사건은 10건이었으며, 동거녀나 계모, 입양모, 위탁모 등이 살해한 사건은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부모의 학 에 의해 아동이 사망한 것이 의심되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

우가 6건이었으며, 계부나 동거남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2건, 친부와 계모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2건, 

기타가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학  사망사건 가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아동학  사망사건 가해자 연령

(단위:건,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미상 계

살해
아동 수

15

(10.6)

48

(34.0)

46

(32.6)

11

(7.8)

1

(0.7)

20

(14.2)

141

(100.0)

20  가해자에 의한 아동 사망건수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0 (46건), 10 (15건), 40

(11건), 50 (1건)의 순으로 나타나서 아동학  사망사건 가해자의 부분은 20 와 30 에 치중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학  사망사건이 부분 6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상으로 발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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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연령 의 아동을 양육하는 20 와 30  부모가 가해자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20 의 경우에는 미혼모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20  연령 가해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의 아동살해 이유

아동학  사망사건 가해자의 아동살해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5>와 같다.

<표 5>  아동학  사망사건 가해자의 아동살해 이유

이 유 건(%)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8(5.7)

산후우울증 10(7.1)

양육능력 부족(시끄럽게 움, 말 안들음, 거짓말, 가출, 술김에 화나서) 36(25.5)

미혼모, 미혼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살해 53(37.6)

가정불화 6(4.3)

보험금 타려고 5(3.5)

성폭행, 성매매로 인한 임신 3(2.1)

미신, 종교 8(5.7)

원인불명 6(4.3)

기타(재혼방해, 원치않는 임신, 의붓딸 들통날까봐 등) 6(4.3)

계 141(100.0)

총 141건의 아동학  사망사건 중 미혼모나 미혼부모에 의한 신생아살해가 53건으로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사건은 다른 아동학  사망사건에 비해 빈도수가 높았으며, 일간지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연합뉴스에서 사건사고 보도의 단신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신생아살해 다음으

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살해 이유는 부모의 양육능력 부족으로 36건의 사건이 이러한 이유로 발생

하 다. 양육능력 부족 사례의 경우 가해자가 주로 이야기하는 가해 이유는 아동이 말을 안 듣거나 

시끄럽게 울거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동훈육을 위해 체벌하다가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육능력 부족의 사례는 부분 반복학 일 가능성이 많은데, 기관에서의 개입이 적었

기 때문에 아동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술김에 화가 나서 아동을 사망케 한 경우도 있

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한 살해 이유는 주 양육자인 모의 산후우울증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10건이었고, 생활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을 살해한 경우는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등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아동을 살해한 경우도 8건이나 되었으며, 가정불화로 인해 아동을 살해한 

경우가 6건이었고, 보험금을 타려고 아동을 살해한 경우도 5건이 있었다. 이외에 이혼 후 재혼에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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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세 미만 1세 이상 계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7(7.4) 1(2.2) 8(5.7)

산후우울증 9(9.5) 1(2.2) 10(7.1)

양육능력 부족(시끄럽게 움, 말 안들음, 거짓말, 가출, 
술김에 화나서)

10(10.5) 26(56.5) 36(25.5)

미혼모, 미혼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살해

53(55.8) 0(0.0) 53(37.6)

가정불화 3(3.2) 3(6.5) 6(4.2)

보험금 타려고 1(1.1) 4(8.7) 5(3.5)

성폭행, 성매매로 인한 임신 3(3.2) 0(0.0) 3(2.1)

미신, 종교 2(2.1) 6(13.0) 8(5.7)

원인불명 4(4.2) 2(4.3) 6(4.3)

기타(재혼방해, 원치않는 임신, 의붓딸 들통날까봐 등) 3(3.2) 3(6.5) 6(4.3)

계 95(100.0) 46(100.0) 141(100.0)

가 된다는 이유로 아동을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이미 자녀가 여러 명 있는 기혼 여성이 원치 않는 임

신으로 인해 신생아를 살해한 경우와 의붓딸인 것이 들통날까봐 아동을 살해한 경우도 있었다. 

4) 아동 및 가해자 특성에 따른 아동살해 이유

아동 및 가해자 특성에 따른 아동살해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아동학 로 사망한 아동의 연령별 

및 가해자 성별로 아동살해 이유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망아동 연령별 아동살해 이유를 분석한 결과

는 <표 6>과 같다. 

<표 6>  아동학  사망사건 사망아동 연령별 아동살해 이유

(단위: 건, %)

아동 연령을 1세 미만과 1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세 미만의 아는 미혼모나 미혼부

모에 의한 신생아살해가 전체 95건 중에서 53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 다. 다음으로는 양육능

력 부족이 10건인 것으로 나타났고, 산후우울증도 9건으로 비교적 많은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생활고

와 경제능력 부족은 7건이었으며, 그 외에 가정불화와 성폭행이나 성매매로 인한 임신이 각각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세 미만의 아동은 출생하자마자 미혼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건수가 가장 많았

다. 이에 반해 1세 이상의 아동은 양육능력 부족으로 인한 아동 사망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미신이나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사망이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

동을 살해한 사건도 4건 이었으며, 가정불화로 인한 사망은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해자 성별 아동살해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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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남성 여성 기타 계

생활고와 경제능력 부족 0(0.0) 6(6.9) 2(5.3) 8(5.7)

산후우울증 0(0.0) 10(11.5) 0(0.0) 10(7.1)

양육능력 부족(시끄럽게 움, 말 안 들음, 거짓말, 가
출, 술김에 화나서)

11(68.8) 19(21.8) 6(15.8) 36(25.5)

미혼모, 미혼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살해

0(0.0) 36(41.4) 17(44.7) 53(37.6)

가정불화 2(12.5) 2(2.3) 2(5.3) 6(4.3)

보험금 타려고 0(0.0) 5(5.7) 0(0.0) 5(3.5)

성폭행, 성매매로 인한 임신 0(0.0) 3(3.4) 0(0.0) 3(2.1)

미신, 종교 0(0.0) 3(3.4) 5(13.2) 8(5.7)

원인불명 0(0.0) 0(0.0) 6(15.8) 6(4.3)

기타(재혼방해, 원치않는 임신, 의붓딸 들통날까봐 등) 3(18.8) 3(3.4) 0(0.0) 6(4.3)

계
16

(100.0)

87

(100.0)

38

(100.0)

141

(100.0)

<표 7>  아동학  사망사건 가해자 성별 아동살해 이유

(단위: 건, %) 

분석 결과,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는 양육능력 부족에 의한 아동살해가 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모에 의한 신생아살해가 3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의 부분이 양육능력 부족인 데 비해 여성의 살해 이유는 보다 다

양하게 나타났는데, 미혼모에 의한 신생아살해 이외에도 아동양육능력 부족이 19건이었고, 산후우울

증이 10건, 생활고 등 경제적 어려움 6건,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가 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

성의 아동살해 이유가 차이를 보이고, 남성보다 여성에 의한 살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 

양육에 한 주 책임이 여성에게 많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여성이 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미혼모의 신생아 살해와 산후우울증이 절반 이상

(52.9%)을 차지하는 등 아기의 자녀살해가 매우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한 예방에 주

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부가 자녀에 한 책임을 거의지지 않고, 

부분 여성이 자녀양육에 한 책임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미혼모로서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부

담감으로 인해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가 많고, 기혼여성인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한 주책임이 여성

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동학 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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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
발생일

아동특성 살해 이유
사후처리 보도일 및 보도매체

가해자특성 사망원인

1
2000. 
5. 19

여(7세) 
심장병

보험금타기 위해

계모: 징역 3년
친부: 징역 2년

2000. 5. 21(조선일보, 국민
 일보, 한국일보)
2000. 6. 18(국민일보)
2000. 11. 21(조선일보)

계모(34세)

계모가 어 
계단에서 떨어짐/ 
뇌출혈, 뇌부종, 

두부혈종

2
2007. 
4. 19

여(6세)

양육능력부족/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후 10일만에 아동 

사망
-

2007. 4. 21(조선닷컴, 노컷
 뉴스, 중앙일보, 한겨레)
2007. 4. 22(경향신문)
2007. 4. 24(조선닷컴, 한겨레)

계모(34세) 장 파열에 의한 출혈

3 2008. 2. 5
남(6세)

 폭행으로 아동실신 
후 방치하여 

아동사망 →시신 
태우고 암매장 후 

실종신고

-

2008. 2. 12(조선닷컴, 연합, 
 조선일보)
2008. 2. 13(스포츠조선, 중앙
 일보, 동아일보, 조선닷컴)

계모(30세) 장 파열에 의한 출혈

4
2010. 
10. 27

여(6세) 양육능력부족 계모: 징역 4년
(임신중으로 감형)
친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1. 2. 20(조선닷컴, 뉴시스, 
 뉴데일리)
2011. 2. 21(중앙일보, 노컷
 뉴스, 수원일보)

계모(34세)
외상성뇌출혈, 간부위 
찢김손상, 창자간막 

출혈

5 2011. 3. 6

남(3세)
미숙아

아이가 울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됨

-

2011. 3. 10(조선닷컴, 동아
 디지털, SBS뉴스, 한겨레)
2011. 3. 11(조선일보)
20111. 3. 14(중앙, 연합, 
 한겨레)
2011. 3. 15(경향신문)

친부(33세) 장 파열에 의한 출혈

<표 8>  주제 분석 상 사건 개요

5) 아동학대 사망사건 보도에 대한 주제 분석

(1) 분석대상 사건 개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신문에 보도된 총 141건의 아동학  사망사건 중 동일한 사건으로 최소 5

회 이상 기사화된 8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분석을 실시하 다. 중복 보도된 사례를 상으로 분

석을 진행한 이유는 여러 매체에 의해 기사화가 되었거나 수일에 거쳐 기사화된 사례의 경우 중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  사망에 한 사회적 관심과 보도경

향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이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 어떠한 내용과 관점을 내

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언론이 한국사회의 아동학  사망사건과 관련한 담론의 확장에 어떻

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 기 때문이다. 본 주제 분석의 상이 된 사건

의 개요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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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2. 
2. 10

여(10세)
여(8세)
남(5세)

잘못된 종교적 신념
(기도로 병을 낫게 
해준다며 허리띠와 
파리채로 폭행)

-

2012. 2. 11(연합, 매일경제, 
MBN뉴스, 뉴시스, 동아일보)
2012. 2. 12(경향신문, 노컷
 뉴스, 연합)
2012. 2. 16(중앙일보)

친부(43세)
친모(34세)

폭행과 영양결핍

7
2012. 
3. 9

여(10세)
여(7세)

미신(기계교)

-

2012. 3. 10(동아일보)
2012. 4. 14(동아닷컴, 헤럴드
 경제, 조선일보)
2012. 5. 3(매경닷컴)
2012. 5. 4(뉴스 1 코리아)
2012. 5. 25(경향신문, 서울
 신문)

친모(38세)
욕조에서 익사(큰딸), 
베개로 질식사(작은딸)

8
2012. 
3. 25

신생아 게임중독
-

2012. 4. 5(연합, 경향신문)
2012. 4. 6(조선일보, 중앙
 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미혼모(26세) 신생아살해(질식사) 

(2) 언론에 중복 보도된 사례에 나타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특성

① 범죄 실의 구성 - 아동학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한 고정 념

신문기사에 한 기술분석 결과, 아동학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부분 친부모(39.0%)나 미혼부모

(3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모나 동거녀, 위탁모에 위한 살해는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신문에 여러 차례 중복 보도된 8건의 사례 분석결과, 가해자는 계모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친

부모 3건, 미혼모 1건인 것으로 나타나서 기술분석 결과와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차이는 미디어가 범

죄현실을 반 하기 보다는 구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양정혜, 2010). 즉, 아동학  사망

사건에 한 신문기사가 현실성 있는 문제 집단에 해 보도하기 보다는 극소수 일탈자에 의한 병리

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친부나 친모가 가해자의 절  다수인 실제 아동학  사망사건의 현실은 

간과하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콩쥐팥쥐’,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 계모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계모형 소설 속의 계모에 한 고정관념이 신문기사 속에서 재현됨으로써 

중들은 아동학 는 계모에 의해 부분 발생한다는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복 보도된 미혼모 사례의 경우, 가해자인 미혼모가 게임중독자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함으로써 미혼모에 의한 아동유기 및 살해는 병리적인 일탈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  사망사건에서 미혼모에 의한 신생아살해는 매우 높은 비

율을 나타내고 있고, 기사분석 결과에서도 미혼모에 의한 아동살해가 3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의한 신생아살해의 부분은 주요 일간

지에 기사화되지 않고 있으며, 연합뉴스나 인터넷 신문에서 단신으로 다루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중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중독 등 병리적인 특

성을 갖고 있는 사례만 주요하게 두되는 등 언론은 실제보다는 일탈적인 스토리 중심의 기사를 통

해 중에게 아동학  사망은 미혼모 중에서도 특이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편견을 갖게 한다. 친부모에 의한 3건의 아동살해 사건 중 2건도 부모의 잘못된 종교적 신념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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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한 것으로 친부모의 지속적인 폭력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아동학  사건이 아닌 극소수 

일탈자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목사 부부가 기도로 병을 낫게 한다며 아이들을 굶기고 허리띠와 파

리채로 폭행하여 3명의 자녀를 숨지게 한 사건과 가정주부가 ‘기계교’라는 미신에 빠져 두 딸을 살해

한 사건 등은 ‘전형적인’ 아동학  사망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매우 특이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  사망사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여러 신문에 중복 보도된 아동학  사망사건은 선정적이고 일탈적이어서 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건으로, 범죄현실을 있는 그 로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  사망은 우리와는 다른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는 사회의 잘못된 신념을 공고히 하고 사회의 편견을 조

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미디어가 범죄현실을 사실과 다르게 구성하면서 아동학  사망사건의 

가해자의 모습에 한 고정관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동학  사망사건 가해자에 한 

고정관념을 갖게 된 중들은 계모나 게임중독자, 사이비 종교의 신자 등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

한 이웃 주민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  사건에 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아동학 에 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아동학  사건에 한 신속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② 지속 이고 반복 인 심각한 학  

여러 매체에 중복 보도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표적인 특징은 가족에 의한 아동학 가 이전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며, 그 정도도 매우 심각했다는 것이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나 게임중독 등 ‘특별한’ 사례인 사례 6, 7, 8을 제외하면 사례 1부터 사례 5까지 에서는 모두 지속적

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학 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학 는 순간적

인 실수로 발생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 가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

체적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던 7세 여자 아이가 계모의 폭행에 의해 숨진 사례 1을 살펴보면, 2년 전

에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구타로 인한 췌장염, 팔 및 골반 뼈 골절, 온 몸에 채찍질에 의해 생긴 크

고 작은 상처 등 수년 전부터 학 가 이어져 온 상황이었다.

입원 당시 얼굴 왼쪽에 5cm 파란 멍, 눈 주위에 작은 상처, 전신에 2년 전 입은 화

상 상처가 있었다. 왼쪽팔과 엉덩이에는 타박상과 골절상이 있었고,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어 몸속에 심장 박동기를 달고 있었다. 소아중환자실 주치의는 강한 가격으로 

인한 뇌출혈, 두부혈종, 뇌부종 등 두뇌 손상이 너무 심해 입원 때부터 소생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검사 결과 아동은 양팔이 2-3번 부러지고 골반뼈가 골절 된데다 

심한 발길질 때문으로 추정되는 췌장염, 전신 3도 화상, 그로 인한 욕창 등이 나타났

다. 경찰이 찍어둔 사진에는 손과 손목, 다리 등 거의 온몸에 화상자국이 이어져 있었

고 등에는 채찍질로 보이는 크고 작은 흉터가 생생해 가혹행위의 참혹상을 짐작할 수 

있다. (사례 1)

역시 계모의 학 로 인해 장 파열로 6세 여자 아이가 숨진 사례 2에서도 갈비뼈가 8  부러져 있고, 

오른쪽 발목과 손목 등도 골절 흔적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학 가 지속되어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인 A씨는 의붓딸인 B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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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가슴과 배를 주먹으로 7-8차례 때려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는 8개월 전부터 같은 이유로 3-4차례에 걸쳐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

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숨진 민양의 갈비뼈는 8대가 부러져 있었으며, 오른쪽 발목

과 왼쪽 손목 등도 골절 흔적이 있어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

찰은 밝혔다. (사례 2)

계모에 의해 6세 남자 아이가 숨진 사례 3에서도 아동의 얼굴이 자주 부어 있고, 목 주위에 상처가 

있는 등 지속적인 학 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평소 오씨는 우군이 고집이 세고, 텔레비전만 보는데다 자신의 말도 잘 듣지 않는

다며 학대해 왔고, 평소 우군은 얼굴이 자주 부어있고 목 부위에 상처가 있는 등 학대

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3)

계모에 의해 6세 여아가 숨진 사례 4에서는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파리채로 때리고 가슴과 팔, 심지어 성기 등을 꼬집어 멍들게 하는 등 학 가 행해졌으며, 계모

뿐만이 아니라 친부도 딸이 계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우산과 철제 선반봉으로 딸의 허벅지를 때

리는 등 아동이 부모에 의해 지속적인 학 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계모 A씨(34세)는 2010년 8월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거짓말을 했다거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을 파리채로 때리고, 가슴과 팔, 심지어 성기 등을 꼬집어 멍들게 

했다. 남편인 B씨도 딸이 계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우산과 철제 선반봉으로 딸

의 허벅지를 두 차례에 걸쳐 때리기도 했다. B씨의 묵인 하에 A씨의 폭행은 날이 갈

수로 더해 갔다. 같은 해 10월 27일 딸이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공부한다는 이유

로 ‘엎드려뻗쳐’를 시켜 놓고 배 부위를 2-3차례 걷어찼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서 딸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손으로 등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려 욕실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했다. 욕실에서 나와 방바닥에 힘없이 누

워 있는 딸을 향해 발길질이 이어졌고, 결국 딸은 같은 날 오후 외상성 뇌출혈과 간부

위 찢김 손상, 창자간막 출혈 등으로 숨을 거뒀다. (사례 4)

친부에 의해 3세 남아가 숨진 사례 5에서도 지속적인 학 가 발생되어 왔는데, 이 사례는 아동뿐만

이 아니라 아내 폭행과 다른 자녀에 한 폭행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를 일주

일에 한두 차례씩 폭행했으며, 이로 인해 태아를 유산하기도 했고, 광 뼈와 턱관절이 부러지고 이까

지 빠지는 등 가족 모두에 한 폭행이 지속되었다.

집에서 온몸에 멍이든 채 숨진 3세 영아가 1년 반 넘게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친부인 최모(33)씨는 미숙아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

가 자주 울어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9년 상반기부터 2년 가까이 아내 

김모(30)씨와 아이들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0년 4월 초에는 아내

에게 주먹을 휘둘러 광대뼈와 턱관절이 부러지고 이까지 빠지는 부상을 입혔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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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려고 가족과 주변에 ‘강도가 들어 피해를 당했다’고 둘러대게 한 것으로 조사됐

다. 최씨는 또 아내에게 일주일에 한 두 차례씩 폭력을 일삼아 2010년 11월엔 태아를 

유산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5)

이와 같이 아동학 로 인해 사망에 이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학 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며, 그 정도도 전신화상이나 골절 등 심각한 수준

이었다는 것이다.

③ 신고  리체계 부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  사망사건 이전에 아동에 한 심각한 학 가 장기적이고 지속적

으로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한 신고 및 관리체계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례 1에

서 이웃주민들이 아동학 상담소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인 계모가 아이를 좀 혼내줬을 뿐이라고 주장

해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 버릇을 잡는 차원

에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는 계모의 말에 학교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학 로 인한 전신

화상과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계모의 치료 거부로 퇴원한 것으로 나타나 병원에서의 적

절한 조치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온 몸에 멍이 들고 네 끼를 굶은 채 먹을 것을 구

걸하다 구청 직원에게 발견되었을 때에도 아이가 가출해 조금 때렸다는 계모의 말에 공무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 에 한 주위의 관심과 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 주민들이 아동학대상담소에 신고했을 때도 권씨는 성폭력을 당해 아이를 좀 

혼내줬을 뿐 이라고 주장했다. 3월 2일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4월말까지 출석일수는 

15일에 불과했다. 4월 17일 야외 현장체험학습이었지만 계모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아 버릇을 잡는 차원에서 보낼 수 없다는 말만 담임교사에게 전했다. 

아동은 98년 9월 전신 화상과 췌장염으로 서울 oo병원에 입원했지만 계모가 치료를 

거부하는 바람에 주사도 맞지 못한 채 이틀 만에 퇴원하기도 했다. 간호사 이모씨(34)

는 합병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퇴원만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2000

년 2월 7일에는 온몸에 멍이 들고 네 끼를 굶은 채 먹을 것을 구걸하다 구청 직원에

게 발견됐다. 이때 계모는 아이가 가출해 조금 때렸다고 둘러댔다. 아동의 큰어머니 

최모씨(38)는 새엄마가 샤워기로 데게 하고 외출할 때는 손을 묶은 채 문을 잠가 바지

에 오줌과 똥을 쌌다고 아동이 말한 적이 있다며 그 말을 흘려들은 것이 어린 조카를 

죽게 했다며 가슴을 쳤다. (사례 1)

사례 1이 아동학 에 한 신고 및 관리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2000년도에 발생했다면, 사례 2는 

아동학  관련 전문기관의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힌 2007년도에 발생하 다. 그러나 경찰과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  신고를 받은 후 현장방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완강한 반 에 

부딪쳐 신속한 처를 하지 못해 결국 신고 접수 열흘 만에 아동이 숨지게 되었다. 주위의 신고가 있

어도 가족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조차 제 로 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그 로 드러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위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될 때,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모와 아동을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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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에 따라 경찰이 현장 확인까지 했던 어린이가 신고 접수 열흘 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

섰다. 민양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눈과 가슴, 왼쪽 허벅지에 멍자국

이 있었다. 경찰은 10여일 전 민양이 가정폭력에 시달린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확인했으나 민양 부모

가 “집안일에 간섭 말라”며 협조하지 않아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양은 10여일 전 “학대

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아동학대 조사 대상에 올랐던 어린이였다. 계모가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학대를 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당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양의 집에까지 갔지

만 가족의 완강한 반대로 제대로 조사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례 2)

④ 처벌 미약

아동학 로 인한 처벌도 다른 상해치사에 비해 상 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 4에

서 볼 수 있듯이 아동학 로 자녀를 숨지게 했지만 돌보아야 할 다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양육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부모에 의한 아동학 는 사망

한 아동 이외에 다른 자녀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감형하는 것만이 다른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부모에게 양육기술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학 가 지속되지 않도록 어떻게 

관리 감독할 것인지에 한 방안들이 더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아버지와 계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

닌 상해치사였다. 서울 송파경찰서 장인성 형사계장은 상해치사는 최고형이 징역 15년

인데 비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징역 2년에 불과하며, 개정 아동복지법이 오는 7

월 발효돼도 고작 5년일 뿐이라며 우리 법률이 어린이 학대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

다고 지적했다. (사례 1)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딸을 때려 상처를 입힌 남편에 대

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

복해 저지른 학대와 폭력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숨지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임신 중으로 태아 역시 존중받

아야 할 소중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사례 4)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  사망 관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청 등에 신고 

되지 않은 사건에 한 추가 발견을 함으로써 아동학  사망사건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언

론에 보도되는 사건의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동학  사망과 관련한 사회적 담론을 확인하고자 하

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먼저 2000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신문에 보도된 아동학  사망사건에 

한 기술분석과 내용분석 및 주제 분석을 실시하 고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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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언론에 보도된 2000년도부터 2012년 5월까지 아동학 로 인한 사망사건은 총 141건으로 나타

났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와 비교해 봤을 때, 신문분석에서 나타난 사망건수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사망사건까지 포함한다면, 공식적으로 발표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문제 양상이다(Every Child Matters Education Fund, 2010). 즉, 아동학  사망의 실제 발

생 건수는 발견의 어려움과 정의의 불명확성, 자료수집 체계 미흡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명확하게 파

악하기 어렵다.

둘째, 아동학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미혼모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친모, 동거녀 및 계모, 친부

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연령은 20 와 30 가 가장 많았고, 아동살해 이유는 미혼모나 미혼

부모에 의한 신생아살해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능력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와 경제

능력 부족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ritchard와 Sharples(2008)의 연구에서 1세 미만의 

아가 다른 연령에 비해 학 로 가장 많이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신생아 살해

는 주요 언론에 기사화 되지 않고 부분 연합신문 등에 단신 처리되는 등 사회의 큰 관심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지만 그 발생 빈도는 가장 높기 때문에 이에 한 관심과 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살해 이유는 1세 미만의 경우 미혼모에 의한 신생아살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육

능력 부족, 산후우울증, 생활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1세 이상의 경우에는 양육능력 부족이 가

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신이나 종교, 보험금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성별로 아동살해 이유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양육능력 부족과 가정불화가 많았으며, 여성은 미혼모에 의한 신생아살해와 양육

능력 부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보다 더 많이 아동을 살해하

지만 1세미만의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는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는 Haapasalo와 

Petäjä(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1세 미만의 아살해는 미성숙한 여성의 심리적 스트

레스에 의해 발생하고, 1세 이상의 아동은 전형적으로 신체적 학 로 인해 사망한다는 Silverman과 

Kennedy(1988)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1세 이하의 아와 1세 이상 아동의 사망은 가해

자 특성이나 살해 원인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책을 수립할 때에도 그 

차이를 반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소 5회 이상 언론에 기사화된 8건의 사건에 한 주제 분석 결과, 언론과 사회의 관심을 불

러일으킨 사건의 보도경향에서 몇 가지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발견된 주제는 범죄현실의 구성 - 

아동학  사망사건의 가해자에 한 고정관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학 , 신고 및 관리체계 

부실, 처벌 미약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 로 아동학  사망사건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사망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미혼모에 의한 신생아

살해,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아동살해 등 1세 미만 아 사망의 빈도는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높으며, 

특히 신고 되지 않아 국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아동학  사망 통계를 측

정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사망을 통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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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출생 직후 모든 아동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사망사례조사팀(Child Death Review Team)을 구성하여 아동사망 사건에 한 정확하고 

세 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건수보다 

신문분석에서 나타난 사망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 로 인해 사망한 아동에 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가족 특성이나 사망 원인 등에 한 구체적인 정보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예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거의 모든 주에서 아동사망사례조사팀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 단위에서 경찰, 아동보호서비스 부서 담당자, 검사, 검시관, 공공보건 전문가, 소아과 의사

나 가정의, 응급의료서비스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아동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 정

보를 수집하고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아동 사망사건을 조사하며 범죄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아동보

호서비스 부서 담당자는 아동학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검찰은 범죄행위가 연루된 아동 사망사건을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검시관은 아동 사망 

원인이나 사망 형태를 밝히고, 공공보건 담당자는 출생, 사망 기록 및 보건통계를 담당하며, 소아과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는 아동과 관련된 의학적 문제를 다룬다. 이외에 응급의료서비스 담당자는 아동

이 사망하거나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경우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며, 응급의료 보고자료를 준비한다

(National Center for Child Death Review, 2005).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아동사망사례조사 프로그램

을 도입하여 다학제적 관점에서 체계적 조사를 함으로써 아동의 사망원인과 사망형태를 파악하고, 위

험요인을 규명하며, 아동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제언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학 관련 다양한 기관간의 연계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언론에 중복보도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망이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각한 학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경찰, 공

무원, 병원 간에 연계가 매우 미흡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전미상

해조사전산망(National Electronic Injury Surveillance System)은 환자가 상해로 인해 병원의 응급실

에 방문하면, 직원이 연령, 성별, 진단명, 사고 발생 장소, 사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설명 등의 주요 정

보를 파악하여 전산망에 입력한다. 이 전산망은 연방정부 여러 기관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법

무부에서는 이를 통해 가정폭력, 아동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아동에 

한 폭력을 포함한 상해에 관한 자료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  사건에 한 시스템이 

다양한 기관간에 연계된다면, 정확한 통계자료의 구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아동학  사건의 

개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국가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사례들을 발견하고 사건의 경향성을 파악

함으로써 아동학  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보도된 신문기사만으로 명확하게 상호배타적인 범주 구성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으며, 신

문기사에 나타난 아동학  사망 사건이 명확하게 학 로 인한 사망이라는 인과관계가 규명된 사건이

기 때문에 이 또한 전체 아동학  사망 사건 중에서는 일부의 사건이라는 한계가 있다. 추후에 병원

의 진료기록과 경찰서의 사건기록, 법원의 판결기록 등 아동학  사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통합

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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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on Child Abuse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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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fatalities due to child abuse are frequently happened, there has been 

a dearth of research on the topic. The present research analyzes deaths due to 

child abuse in representative newspapers in order to examine incidences,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The results showed that from 2000 to 2012 

child abuse deaths occurred 141 cases. Most deaths due to child abuse were 

committed by single mothers, biological mothers, cohabiting women and 

stepmothers, and biological fathers. As regards the reasons of deaths due to child 

abuse, the frequency of newborn infant deaths as the result of abuse by single 

mother or single parent was the highest, and lack of parenting skills, postpartum 

depression, hardships of living and lack of financial abilities were followed. Also, 

subjects received extensive media coverage were crime compositions- stereotypes 

of child abusers, habitual and continual child abuse, lack of child abuse reporting 

and prevention system, and mild penalti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implications to prevent and resolve deaths due to child abuse were 

discussed. 

Key words: child abuse, child abuse death, child murder, newborn infant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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