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05

http://dx.doi.org/10.21186/IPR.2016.1.1.105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사례분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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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발생원인의 대부분이 부모에게 있음
을 인식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연구결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부모의 사회적 원인이다. 둘째, 부모의 정신적 원인이다. 셋째, 아내학대와 아동학대가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는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부모의 사회적, 정신적, 중복학대에 
따른 결과이다.

주제어 : 아동학대, 사례분석, 사회적 원인, 정신적 원인, 중복 학대

Abstract  The problem of child abuse have came to the fore thesedays. This study recognized that most of the 
causes of generating child abuse are responsible for their parents and revealed it through case analysis. The 
followings are the causes of occuring child abuse by paraents. Parents’ soci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were 
found out to be the cases of the child abuse. Child abuse is referred to the phenomenon causing wife abuse 
and child abuse at the same time. Consequently, child abuse is mostly occured by their parents and it is the 
result of parents’ social, psychological and duplicate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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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양한 문화와 사회  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아

동학 에 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아동학 의 

정의에는 그 사회가 담고 있는 부모상과 부모역할의 최

소한의 수 , 그리고 부모의 권 를 어느 정도까지 부여

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아동학 의 

정의는 사회 문화  배경이나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구하는 분야와 시 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발 으로 변화되어 왔다(김석조, 2015: 9).

미국의 경우, 1974년 「아동학 방법(CAPTA)」을 

제정하 으며, 아동학 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신체 이나 정신 으로, 

혹은 성 으로 해를 가하거나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우리나라 역시 「아

동복지법」을 제정하여 아동학 에 한 개념을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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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제2조 제4항을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  폭력 는 행   아

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

다”고 정의하 다. 한 제3조 제7항에 “아동학 란 보호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해할 수 있는 신체 ·정신 ·성  폭력

이나 가혹행 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

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아동학

의 정의와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듯 아동복지

 차원에서의 아동학 는 보다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아동에 한 학 행

자는 사례 10건  8-9건은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보

건복지부, 2014: 110)[2].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4,919건으

로 체의 4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고, 친부모가

족은 4,458건으로 44.5% 으며, 리양육형태와 기타는 

각각 271건(2.7%), 43건(0.4%)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생 

장소의 부분인 86.9%는 ‘가정’이었고, 학 자의 84.9%

는 소  ‘부모’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은 학 자나 학  피해아동에 

한 보다 장기  리가 필요함에 문제 제기를 통한 연

구목 을 달성하고자 한다. 연구 목 은 아동학 란 부

모를 심으로 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에 착안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부모의 아동학  발생원인을 악하고

자 한다.  

2. 아동학대 사례분석

2.1 아동학대 신고건수

국 아동보호 문기 은 신속한 기개입을 하여 

24시간 아동학 의심사례를 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

다. 국 아동보호 문기 의 신고 수는 내용  심각

성 등에 따라 응 아동학 의심사례  아동학 의심사

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지원사례로 분류된다. 

응 아동학 의심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이 학 로 인해 

매우 응 한 상태로 아동의 안 을 해 보다 긴 하게 

장출동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말

한다. 아동학 의심사례란 신고 수 내용이 학 로 의심

되는 사례  응 아동학 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

이다. 다음으로 동일신고는 최 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 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

해 신고되는 경우이다. 일반상담이란 자녀양육 상담 문

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 사례와 아동학 의심사례

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발생사

례는 국내 국 의 아동이 해외에서 학 를 받았다고 의

심되거나 학 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  련 기 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한 지원을 해 수된 사례이

다.

2014년 국 아동보호 문기 에서 집계된 신고 수 

건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791건이며, 이 

 응 아동학 의심사례와 아동학 의심사례는 각각 

2,566건, 12,459건으로 체 신고 수의 84.5%를 차지하

다. 동일신고는 체의 0.5%에 해당하는 93건이었으

며, 일반상담은 2,664건으로 15.0%에 해당하 다. 한 

아동학 처벌법 시행이 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014년 아동학  신고 수 건수는 다음과 같다(보건

복지부, 2014년 국아동학 황보고서, p.55 재구성)[1].

아동학 의심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

발생

사례

계응 아동학

의심사례

아동학 의

심사례

2,566 12,459 93 2,664 9 17,791

14.4 70.0 0.5 15.0 0.1 100.0

<Table 1>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in 2014
(Unit: N, %)

[Fig. 1]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최근 10년 간 아동학  신고건수는 다음과 같다(보건

복지부, 국아동학 황보고서, 재구성)[1].



A Study on the Case Analysis in the Causes of Child Abuse by His Parents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07

구분
상담

신고건수
신고건수

재신고

건수

2005 8,000 5,761 573(7.2)

2006 8,903 6,452 684(7.7)

2007 9,478 7,083 957(10.1)

2008 9,570 7,219 930(9.7)

2009 9,309 7,354 1,134(12.2)

2010 9,199 7,406 1,262(13.7)

2011 10,146 8,325 1,325(13.1)

2012 10,943 8,979 1,510(13.8)

2013 13,076 10,857 1,840(14.1)

2014 17,782 15,025 2,338(13.1)

<Table 2>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Unit: N, %)

[Fig. 2] Number of Re-reports Occurence by Year
(Unit: N)

[Fig. 3] Ratio of Re-reports compared to 
Reports by Year

2.2 아동학대 발생 유형별 분석

아동학 에 한 유형별 분석(보건복지부, 2014)에 따

르면, 복학 가 4,814건(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

며, 방임 1,870건(18.8%), 정서학  1,582건(15.8%), 신체

학  1,453건(14.5%), 성학  308건(3.1%) 순으로 나타났

다. 2014년에는 년 비 건수 60.6%, 유율 11.6% 증

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발생건수의 격한 증가는 

아동학 에 한 획기 인 책을 요구하고 있다. 복

학 의 경우, 2006년 1,799건(34.6%) 으나, 매년 꾸 한 

증가세를 보이며, 아동학  유형  과반을 넘길 험에 

처해있어서 이에 한 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방

임은 비율 면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계
복

학
방임

정서

학

신체

학
성학 유기

2005 4,633
1,701

(36.9)

1,635

(35.3)

512

(11.1)

423

(9.1)

206

(4.4)

147

(3.2)

2006 5,202
1,799

(34.6)

2,035

(39.1)

604

(11.6)

439

(8.4)

249

(4.8)

76

(1.5)

2007 5,581
2,087

(37.4)

2,107

(37.7)

589

(10.6)

473

(8.5) 

266

(4.8)

59

(1.0)

2008 5,578
1,895

(34.0)

2,237

(40.1)

683

(12.2)

422

(7.6)

284

(5.1)

57

(1.0)

2009 5,685
2,238

(39.4)

2,025

(35.6)

778

(13.7)

338

(5.9)

274

(4.8)

32

(0.6)

2010 5,657
2,394

(42.3)

1,870

(33.1)

773

(13.7)

348

(6.1)

258

(4.6)

14

(0.2)

2011 6,058
2,621

(43.3)

1,783

(29.4)

909

(15.0)

466

(7.7)

226

(3.7)

53

(0.9)

2012 6403
3,015

(47.1)

1,713

(26.8)

936

(14.6)

461

(7.2)

278

(4.3)

방임 

분류
2013 6,796

2,922

(43.0)

1,773

(26.2)

1,101

(16.2)

753

(11.1)

242

(3.6)

2014 10,027
4,814

(48.0)

1,870

(18.6)

1,582

(15.8)

1,453

(14.5)

308

(3.1)

<Table 3> Child Abuse Occurence Status by Type
  (Unit: N, %)

[Fig. 4] Types of Child Abuse Cases

2.3 아동학대 행위자별 분석

아동학 가 발생하는 직 인 원인으로는 부모에 의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08-20142년까지 부모에 의한 아동학  발생률은 80%

를 항상 과하여 부모에 의한 아동학 가 여 히 높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  행 는 발생

년도별 추이에 있어서 감소 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그만큼 부모에 의한 학 행 가 심각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부모에 한 교육이나 처벌 는 기타 여러 방법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사례분석 연구

108 ❙Industry Promotion Research 2016 Jan; 1(1): 105-113

학  지를 한 방안의 수립  시행이 시 함을 말해

주고 있다. 기타는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

선 사람, 악 안 되는 경우 포함한다.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부모
4,719

(84.6)

4,734

(83.3)

4,709

(83.2)

5,039

(83.2)

5,370

(83.8)

5,454

(80.3)

8,207

(81.8)

조부모
194

(3.5)

230

(4.0)

182

(3.2)

194

(3.2)

240

(3.7)

176

(2.6)

275

(2.8)

친인척
145

(2.6)

141

(2.5)

144

(2.6)

131

(2.2)

175

(2.7)

150

(2.2)

229

(2.3)

형제

자매

22

(0.4)

16

(0.3)

11

(0.2)

89

(1.5)

75

(1.2)

26

(0.4)

55

(0.5)

부,모의

동거인

78

(1.4)

88

(1.5)

82

(1.4)

24

(0.4)

20

(0.3)

86

(1.3)

146

(1.5)

기타
420

(7.5)

476

(8.4)

529

(9.4)

581

(9.6)

523

(8.2)

904

(13.6)

1,115

(11.1)

<Table 4> Child Abuse Status by Agent
(Unit: N, %)

[Fig. 5] Relationship between Assailant and
Victim of Child Abuse

2.4 피해아동 가족 유형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4,919건으로 체의 49.1%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고, 친부모가족은 4,458건으로 44.5% 으며, 리양

육 형태와 기타는 각각 271건(2.7%), 43건(0.4%)으로 나

타났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  한

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과 모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가정을 합하면 총 3,509건으로 체 피해아동 

가족의 35%를 차지한다. 리양육형태의 경우, 시설보호

에 해당하는 아동은 208건(2.1%)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고, 입양가정 39건(0.4%), 가정 탁 24건(0.2%)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2013년 356건에 

비해 41.6%가 감소하 다. 리양육형태 가정에서 성장

하는 아동은 친인척, 시설 등 제3자에 의해 양육되어 

응 상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정서  측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심이 요구된다. 한 탁  

입양 가정 선정할 시 부모의 학  발생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사정하는 것이 요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과

정에서도 아동학 방교육 제공  지속 인 사례 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의 가족 유형에서는 

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 이 37.7%(2,41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리양육형태에서는 인원이 많은 시설보

호 분야에서 입양가정이나 가정 탁보다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

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으로 생한 사례가 체의 

40%(2,546건)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 구분 계

친부모가족
4,458

(44.5%)

친부모 

외

가족

형태

부자가정 1,887(18.8)

리양

육형태

시설

보호
208(2.1) 모자가정 1,414(14.1)

입양

가정
39(0.4) 재혼가정 750(7.5)

가정

탁
24(0.2) 친인척보호 297(3.0)

소계 271(2.7) 동거 353(3.5)

기 타 43(1.4) 미혼부모가정 208(2.1)

악 안 됨 336(3.4) 소년소녀가정 10(0.1)

소계 271(2.7) 소계 3,566(55.7)

<Table 5> Family Types of Child Victim 
(Unit: N, %)

2.5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  발생장소를 아래의 표와 같이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체 아동학  사례의 85.9%

인 총 8,61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아동의 가

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8,400건(83.8%)로 10명  8

명이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

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은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

는 기 에서는 각각 300건(3.0%), 171건(1.7%), 96건

(1.0%)으로 체 사례  5.7%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작

년보다 약 1.2%가 높게 나타났다. 한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 180건(1.8%), 기타복지시

설 30건(0.3%)로 체 사례  2.1%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와 같은 기 들 내에서 아동학  발생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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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한 와 같은 기 들은 어떤 학

 발생 장소보다 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상으로 각 직군의 보수교육을 활용하여 

일시 인 신고의무자 교육이 아닌 보다 심층 으로 학

방법과 올바른 훈육방법에 한 교육  훈련이 필요

하다. 

구분 건수(비율) 구분 건수(비율)

가정 내 5,567(86.9) 어린이집 135(21)

복지시설 129(2.0) 집근처, 길가 93(1.5)

친척집 71(1.1) 숙박업소 41(0.6)

종교시설 38(0.6) 학원 36(0.6)

병원 36(0.6) 이웃집 31(0.5)

학교 25(0.4) 유치원 15(0.2)

기타 180(2.8) 악 안 됨 6(0.1)

계 6,403(100.0)

<Table 6> Occurrence Place of Child Abuse 
  (Unit: N, %)

2.6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을 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2.6.1 피해아동 초기 조치

피해아동을 상으로 이루어진 기조치결과를 살펴

보면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 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체의 73.4%인 

7,3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에 한 원

가정보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아동학 방사업

의 궁극 인 목 인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 내에서 학 가 발생했다고 하더라

도 학 의 험도가 심각한 수 이 아니며, 보호자의 의

지가 있어 학 재발 험이 낮다고 단되는 경우 학 피

해를 최소화시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원가정보호조치는 학 재발 험에 한 정확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시에

는 아동의 반 인 발달을 고려하고 아동 최우선의 이

익을 고려하고 있다.

분리보호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재학 발생 험이 있거나, 재학  

험이 높은 학 행 자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경

우 등에 취해지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아동학

사례 에서 73.4%가 최종 조치로서 원가정보호가 결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학 피해아동 에서 

3명  2명이상의 아동이 학 피해아동으로 신고가 된 

이후 별도의 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원가정에서 보

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원가정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격리보호차원에서 학 피해아동을 보호하게 

되는데, 일시보호 13.7%, 친인척보호 7.3%, 장기보호 

3.4%, 병원 입원 0.8%, 가정 탁 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 피해아동 에서 드물지만, 사망한 사례가 16

건(0.2%)으로 최종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의 경우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해서는 되도록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가정 탁보호체계가 보

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조 치 유 형 빈도수 빈도율

원가정 보호 7,362 70.8

분리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732

103

11

1,377

342

84

5.7

1.0

0.1

13.7

13.4

0.8

사망     16 0.2

총계 5472 100.0

<Table 7> Results of Initial Actions on Child Victim
(Unit: N, %)

[Fig. 6] Results of Initial Actions on Child Victim

[Fig. 7] Details of Seperation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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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피해아동 최종 조치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진행 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로 나 어 보면, 진행 인 사례  원가정에 보호된 

사례는 69.8% 고, 종결 사례에서는 다소 감소된 55.9%

의 분포를 보 다. 그리고 진행 인 사례  분리보호된 

사례는 22.9%에 해당하고, 반면 종결된 사례에서 분리보

호된 사례는 진행 인 사례보다 약 15%가 상승한 

36.0%의 분포를 보 다. 이는 진행 인 사례의 경우 

험요인이 감소하지 않아 사례를 종결하지 않고 지속 으

로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기능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율이 높은 것으로 악된다. 종결사례의 경

우 상 으로 장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을 학 행 자로부터 장기 으로 분리한 이후 

험요인이 감소하 기 때문에 사례를 종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치유형 빈도수 빈도율

원가정 보호 6,666 66.5

분리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 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924

73

56

614

891

52

9.2

0.7

0.6

6.1

8.9

0.5

사망     17 0.2

가정복귀 734 7.3

총계 10,027 100.0

<Table 8> Results of Final Actions on Child Victim
(Unit: N, %)

3.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

보건복지부의 통계분석에서도 보여주듯이 아동학

가 발생하는 직 인 원인으로는 부모에 의한 것으로 

부모에 의한 아동학  발생률은 80%를 항상 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석조(2015)에 따르면, 학교 재학생을 상으로 부모

로부터의 학 경험이 있는지에 한 질문에 ‘없다’고 응

답한 학생은 352명(71.7%),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39명

(28.3%)으로 나타났다. 문항에 한 응답은 최소값 0, 최

값 3.25로 나타났으며 평균 .237, 표 편차 .539로 나타

났다[2]. 

부모로부터의 학 경험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김석조, 2015)[2].

변수 평균 표 편차 최소값 최 값

부모로부터 

학 경험
.237 .539 0 3.25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없음 352 71.7

있음 139 28.3

문항
없다

1년 

1-2회

2-3개월

1-2회

1달에 

1-2회

1주일에 

1-2회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

은 이 있다.
88.8% 9.6% 1.6% - -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

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이 

있다. 

83.5% 11.6% 2.6% 0.8% 1.4%

부모님이 나에게 “ 만 없

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 다. 

85.3% 8.6% 2.2% 2.2% 1.6%

부모님이 나에게 “멍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등과 같

은 모욕 인 말을 하 다. 

82.5% 10.8% 2.6% 1.8% 2.2%

<Table 9> Abuse Experiences from Parents
                 N=491

부모에 의한 아동학 의 발생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부모의 원인. 부모의 정신  원인, 아내학 에 따른 복 

발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3.1 부모의 사회적 원인

이찬엽(201)에 따르면, 아동학 는 날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상은 그 원인 규명이 필수 이

라 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부모의 경험을 들 수 

있다. 그 에서도 폭력에 한 직간  경험이 가장 문

제가 된다. 이와 같은 폭력의 행사는 학습 인 측면이 농

후하다. 즉, 부모의 아동기에 폭력을 경험한 경우 아동학

발생률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3]. 

이복희(2007)는 여기에서 심리 인 측면도 고려 상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부모의 상  박탈감이

라든지, 소외의식,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 등은 아

동학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는 사회  갈등에서 비롯한 정신  병리 상이다. 다

시 말해서 통합 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 인 문

제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한 방과 치료  책 수

립이 필수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구조  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가해자인 부모는 아동학 를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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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로 합리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지만 여기서도 

부모의 의학  병력이 아동학 와 직 인 연 성을 갖

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4]. 

김유경(2008)에 따르면, 아동학 는 아버지의 경우 

66.8%, 어머니의 경우, 78.2%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직

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이고 그밖에 목격 경험이 있

는 경우까지 합산하면 발생비율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을 볼 때, 아동학 는 유 인 측면보다는 경

험에 의한 산물이며 환경 인 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에서 부모에 한 정신 인 치료를 우선 으로 수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음주문제이다. 여기서 

요한 사항은, 아동과 가장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어머니

의 음주에 의한 폭력이 문제가 된다. 일반 으로 아버지

의 음주에 의한 폭력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다. 

이는 여성이 정서 인 측면과 육체 인 측면에서 남자보

다 환경에 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에서 그 원인을 찾

을 수 있고 자녀에 한 책임의식과 가족에 한 소외 등

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의사결정을 가 하느냐

에 따라 혼자 결정하거나 주도 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가장 학 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어머니의 

경우, 아동집착과 소유의식이 매우 높고 목표에 미달할 

경우 으로 자신의 책임이 된다는 의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넷째, 가족유형 원

인을 들 수 있다[5]. 

김유경(2008)의 조사에 따르면, 어머니의 경우 70.4%

로 나타나 그 심각성은 사회문제로 발 할 가능성까지 

있다. 즉 악의의 유기 는 방치가 그것인데 아동을 더 

이상 책임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경제  만족도와 거의 무 하다는 과 비교해 

볼 때,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부모의 교육수 이 낮

을 경우에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국 사회가 평등사회로 

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우를 받

으며 사회활동하기란 쉽지 않은 실이다. 그 기 때문

에 여성 자신의 노력으로 경제  궁핍을 타개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스

트 스는 남자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원인은 아

동학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행동이 지속

되고 반복됨으로써 가정의 균열로까지 발 할 수 있다

[5].

허경미(2003)의 연구결과, 편부가정 31.4%, 일반가정 

25.5%, 편모가정 10.3% 등으로 나타났다. 편부는 편모의 

경우보다 3배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방

과 치료 면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단

된다. 다섯째, 경제  만족도도 한 원인으로 악되고 있

다. 과거와 달리, 가족유지비용과 사회활동비용이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에서 이를 충족하지 못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개인  허탈감과 사회  괴리감

은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6]. 

          

3.2 부모의 정신적 원인

아동학 는 부모의 정신 인 측면에서도 찾을 수 있

다. 이는 성격구조와 심리  결함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결함은 정서  불안 성이 그 원인이다. 구체 으로는 

성, 타인에 한 비난, 무시, 과잉기  등에 의해 학

로 나아갈 수 있다. 

이복희(2007)에 따르면, 이러한 상은 부모의 특성에 

을 두는 데, 다른 부모와 달리 정신병리학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신경 , 심리 , 성격구조 상의 결함을 가

지고 있는 측면에 의해 아동학 에 직 인 원인에 높

은 계를 가지고 있다는 이다. 이 이론은 페와 헬퍼

(Kemper and Helfer, 1972) 등이 주축을 이루는 이론으

로 아동학 의 주요 원인을 부모의 정서 , 성격  특성

에 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의 정서 , 성격

 주요 특징으로는 어린 시 의 성장 경험, 재, 비난, 

처벌, 거부, 무시, 복종, 과잉기  등으로 비정상 , 성격

 특성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모가 정신질

환을 가졌거나 평범하지 못한 정서  불안을 가지고 있

는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즉 부모의 기

수 이 클수록 장애를 갖은 아동에 한 학 는 증가

하게 된다[4]. 

그러므로 부모의 정신  원인은 아동학 자가 정신질

환이 있거나 일탈된 구조  성격 특성을 가졌을 때 아동

을 학 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부모의 정신  

원인이 아동학 와 높은 상 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아내학대에 따른 중복 발생

이는 아내학 와 아동학 가 복 으로 발생하는 

상을 말한다. 즉, 아내에 한 폭력이 아동에 한 학 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에 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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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폭력은 아동에 한 폭력과 한 성질을 갖는다. 

국내의 경우 이에 한 명확한 통계는 없다. 

정혜숙(2009)에 따르면, 임상집단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복 발생률은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쉼터거주여성의 경우 90%에 이른다. 이와 같은 

상의 문제 은 아내구타와 아무런 상 없는 아동이 피해

를 보고 있다는 이다. 최근 들어 이와 같은 행 는 특

별법으로 규제하고 엄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종 에 비하여는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러한 상은 여성의 사회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일부 

가부장  사고에 젖어 있는 소극  남성들에게는 받아들

이기 힘들 수 있다는 이다. 따라서 성역할의 정체성에

의 유연성과 개방성이 낮고 가부장  특권의식이 높을수

록 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7]. 

특히 이 경우에 모성비난의 경향이 뚜렷해진다. 즉 1

차 학 가해자인 남성은 병리 으로 학 행동을 통제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여성인 

아내가 통제와 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

으며, 어머니들도 병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모성  

능력과 책임감을 유지할 수 잇을 것이라고 기 한다. 자

녀돌 의 기(아내학 와 아동학 를 포함한)에 직면할 

때 여성들의 어머니노릇의 수행(모성비난을 피할 수 있

는)은 여성들에게 큰 희생과 억압을 가 시킨다. 한 

복 상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은 설사 두 문제로 이

 스트 스를 경험한다할지라도 여성은 가족돌 에 있

어 늘 안 망이 되어주어야 하고, 개인  희생이 뒤따른

다하더라도 모성에네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비 실

인 기 를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남성의 경우 학 에 따른 

책임의식의 결여와 그 결과에 한 사회  부각이 용이

하지 않은 반면 여성에 해서는 무의식  비 이 작용

한다는 이다. 를 들어 미혼모가 자식을 유기한 것과 

생부가 같은 행 를 했을 때의 비난의 정도를 비교해 본

다면 자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이를 해결

하기 해서는 사회구조  측면에의 문제의식의 가시화

와 가해자  피해자에 한 공  지원체계에 한 형사

정책을 실천 으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아동학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는바, 발생원인의 부분이 부모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밝히고 있다. 

아동학 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  발달을 해할 수 있는 신

체 ·정신 ·성  폭력 는 행   아동의 보호자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 아동학 의 부분은 가정 내 부모에 

의하여 발생하며, 특히 한부모 가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는 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다. 

이러한 상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아동학  사례분

석을 하고 있다. 

첫째, 아동학  신고건수이다. 2005년 8,000건이었으

나 2014년 17,782건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 비해 36.0%

의 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아동학 의 유형별 분석을 보면, 복학 가 

4,814건(48.0%)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

(18.8%), 정서학  1,582건(15.8%), 신체학  1,453건

(14.5%), 성학  308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학  행 자별 분석을 보면, 아동학 가 발

생하는 직 인 원인으로는 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특히 매년 80% 이상의 유율을 보이고 있다. 

넷째, 피해아동 가족 유형으로는, 친부모가족이 차지

하는 비 이 37.7%(2,41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리

양육형태에서는 인원이 많은 시설보호 분야에서 입양가

정이나 가정 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동학  발생장소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체 아동학  사례의 85.9%인 총 8,61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피해아동 조치에 있어서 원가정보호 사례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조치는 73.4%인 7,362건으

로 가장 많았으며, 진행 인 사례  원가정에 보호된 

사례는 69.8% 고, 종결 사례에서는 다소 감소된 55.9%

의 분포를 보 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사회  원인이다. 이는 부모가 환경 으

로 부딪히는 사회심리  향으로 발생한다. 즉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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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박탈감이라든지, 소외의식,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

하는 것 등은 아동학 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진단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정신  원인이다. 이는 부모의 정서  불

안 성을 말하는데, 구체 으로 성, 타인에 한 비

난, 무시, 과잉기  등에 의해 학 로 나아갈 수 있다. 

셋째, 아내학 와 아동학 가 복 으로 발생하는 

상을 말한다. 즉, 아내에 한 폭력이 아동에 한 학 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배우자에 한 심

각한 폭력은 아동에 한 폭력과 한 성질을 갖는다. 

결론 으로 아동학 는 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

하는데, 이는 부모의 사회 , 정신 , 복학 에 따른 결

과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  원인은 부분 부모에 의해 발생하므

로 부모에 한 재교육의 필요성이 실하다. 법령의 재

정비는 물론 교육에 한 사회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에 한 권리증진을 하여 우선 으로 사

회  함의를 논의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아동학 의 

범 와 아동학  방지에 한 뚜렷한 개선 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학  사례 정 이후 종결조치에 이르는 각 

사례 리 과정을 추  분석하고 이에 한 평가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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