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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관한 형사 판결 분석 연구

: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8)

이 세 원

(서울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

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 

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

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

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아동권리, 내용분석, 판결문

1. 서론

우리나라 정부는 2000년 ‘아동학대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공고히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

을 통해 알려진 소금밥 사건, 칠곡 계모 사건 등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등은 우리사회가 아동학대를 

*이 논문은 2014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114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 2 호

더 이상 ‘사회문제’가 아닌 ‘사회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합의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개정 당시 동법 제

24조에서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이후 그간 아

동학대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안재진 외(2011)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학대 발생률을 

25.3%로 추정할 정도로 아동학대는 우리사회에 있어 심각한 이슈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

한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은 형사처벌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2013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6,796건이었으나 당해 연도 학

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형사고소·고발은 544건에 그쳐(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이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적법절차를 통한 실체적 진실 발견으로 가해자에 대한 적정

한 형벌을 구현하는 사후 조치이자 예방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형벌은 범죄 행위자의 책

임을 묻는 응보적인 기능 외에도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천

현, 2008).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아

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건수의 증가와 최근 언론보도

를 통해 공개된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관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토대가 마련되

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특례법이 시행된 지금, 지난 15년간 행해졌던 아동학대 사

건의 형사처벌 내용과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동시에 아동권리적 측면

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강화하여 건강한 발달육성을 도모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우리사회가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아동권리를 수호한다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아동권리의 기본요소로 제공(provision), 보호(protection), 참여

(participation)를 들 수 있는데(장인협·오정수, 1999),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대안의 양육체계와 보호조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더불어, 육체적·정신적 학대

와 착취로부터 보호해 주며, 재판과정에서의 합의나 친권박탈시 아동의 의사를 개진하게 하여 향후 

조치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아동권리를 구현하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송민경(2013)은 2000년부터 2012년 동안 게재된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229편을 분석한 결

과, 아동학대의 원인·영향·증상 등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50.2%로 가장 많았고, 법·정책·제도 관

련 연구는 14.4%에 그쳤으며 이 중 대부분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각 법률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적용 

등에 대한 연구로 법학·행정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학계조

차도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며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하여 연구하는 노력이 부족하였

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 권리 구현을 궁극적인 목적에 두며, 아동학대가 발달상에 필연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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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각항
1981.4.13.

제정 

2000.7.13.

전부개정

2006.1.14. 

일부개정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3,000) 10(5,000)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500) 10(3,000) 10(5,000)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200) 5(1,500) 5(3,000)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2(200) 5(1,500) 5(3,000)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2(200) 5(1,500) 5(3,000)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

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0.5(50) 5(1,500) 5(3,000)

하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명백히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 기본 전제를 두고, 지난 

15년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아동복지법위반 등으로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에 대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의 측면에서 향

후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 이후 지난 15년 동안 형사처벌의 결과 추세는 어떠하였나?

둘째, 동 기간 동안 금지행위별로 형사처벌의 결과는 어떠한가?

셋째, 동 기간 동안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부가 처분 결과가 어떠한가?1) 

넷째, 동 기간 동안 항소 및 상고의 결과는 어떠한가?

다섯째, 동 기간 동안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어떠한 양형 요소가 고려되고 있는가?

2. 문헌 검토

1) 아동복지법 및 특례법에서의 형사처벌 동향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근거 법률인 아동복지법은 2000년 전면 개정시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2006년에 다시 벌칙 규정이 개정되었다. 특히 2000년 개정 시에는 금지행위의 벌

칙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제정 시에 비해 징역형의 상한은 최대 10배로 올라갔고, 벌

금형의 상한은 최대 30배까지 올라갔다. 2006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에는 징역형은 변동되지 않은 채 

벌금형의 상한만 최대 2배로 가중되었으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의 법정형도 그대로 동일하다.

 <표 1>  아동복지법 제17조 지행 에 따른 벌칙(제71조) 연

단 : 년(만원)

1) 학대 유형 중 유일하게 강제적인 부가 처분을 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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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각항
1981.4.13.

제정 

2000.7.13.

전부개정

2006.1.14. 

일부개정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1(100) 5(1,500) 5(3,000)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100) 5(1,500) 5(3,000)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

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100) 1(300) 1(500)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00) 3(1,000) 3(2,000)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500) 3(1,000) 3(2,000)

주: 10(500)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의미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명 울산 계모 사건과 칠곡 계모 사건으로 피학대 아동

이 사망하게 되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촉구와 대응의 일환으로 2014. 1. 28. 제정되어 같

은 해 9. 29.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법은 제정이유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

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그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과 

교화가 필요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비롯한 여러 가지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는 등 아동보호절차를 강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특례법의 내용 중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특례법 제2장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부분이다. 기존 아동복지법에서는 피학대 아동의 사망, 중상해, 상습범, 신고의무

자 가중처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특례법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범죄

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아동학대로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첫째, 피학대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가 최대 무

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기존 아동복지법에서는 법정형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고 법

정형의 하한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후술하고 있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으나, 특례법에서는 ‘3년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

한선을 제시함으로써 양형의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었다. 셋째, 예전의 아동복지법에서

는 제17조의 금지행위에 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하고 있어 법관이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으나,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점들은 괄목할만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례법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상습적으로 아

동학대범죄를 범한 자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하여, 

재학대의 경우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오히려 학대를 행한 경우 형벌권을 더 

강력하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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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동복지법과 특례법의 형사처벌 비교

구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학대 아동의 사망 별도 규정 없음 제4조(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피학대 아동의 

중상해
별도 규정 없음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3년 이상의 징역

상습범 별도 규정 없음 제6조(상습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별도 규정 없음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주: 현행 법률 기준임.

2) 아동학대 관련 법률 검토에 관한 연구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학계 쪽에서 수행되고 있다. 문영희(2010; 2012)는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법이 원칙위주이고 실행방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아동학대를 범죄적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아동학대가 학대를 당한 아동의 변화만 도모하면 재발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독자적인 아동학대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였다. 독자적인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은 문영희

(2010; 2012) 외에도 현장 및 정치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김성규(2014)는 특례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례

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

적 개입과 아울러 치료적 개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더불

어 강동욱(2014)은 특례법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원가정보호의 측면에서 학대행위자의 처벌에 있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강조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의

견을 제시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또

한 김혜경(2010)은 현행 아동복지법상 금지규정이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 시와 변화한 바가 거의 없

음을 지적하며, 학대 유형별 각각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에 관한 연구로서, 장화정(2005)의 연구는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를 통해 고소․고발된 255개의 사건(2000년 10월~2004년 5월)을 분석하여 기초통계를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형사고소․고발 사건은 아동학대 전체 사례 중 약 10%로 우리사회에

서 아동학대 문제가 사건화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방임사건이 사건화 되는 과정도 10%대

에 머물러 방임사건을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

임에 관한 강력한 처벌 규정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 내에 ‘상담 및 교육’ 조항의 개정이 필요

함을 제언하였다. 곽병선(2008) 역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낮은 고소․고발률에 대해 아동보호전

문기관과 형사사법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의 개입이 전문가집단의 개입

을 어렵게 하거나, 가정을 해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을 꺼린다고 지적하며, 학

대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라는 점에서 처벌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보호처분이 규정되어야 함을 주

장하였다. 또한 강동욱(2011)은 아동학대사건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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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관련자가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형사고소․고발률이 

낮은 원인이라고 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였다. 그리고 

학대행위자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와 가족관계가 아닌 보호자인 경우, 보호자가 아닌 성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로 나누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과 치료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서비스의 확대와 제도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

였다.

3)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 분석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 분석은 크게 법률에 의거한 실태조사와 개인 연구자에 의한 소수 판결문 분

석 연구로 구분된다. 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대

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 등을 연 2회 이상 공표하기로 되어 있는 바, 가장 최근에는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윤덕경 외(2013)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발생추세와 동향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대상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7,013명(건)이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아동 성학대에만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아동․청소

년대상 성범죄의 경향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을 개선, 보완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재범방지대책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연구의 수도 적으며, 소수의 판결문을 연구대상

으로 수행되었는데, 하승수와 이혜원(2007)의 연구를 시작으로 김광병 외(2013), 박연주(2014)의 연구 

등이 있다. 하승수와 이혜원(2007)과 박연주(2014)는 아동학대 판결문을 유엔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의 일반원칙과 비교하였는데, 하승수와 이혜원(2007)

은 특히 친권상실관련 판결문 25개(1993년~2003년)에 대해서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초로 청구권자

의 확대, 아동학대 등 친권상실선고의 사유정비, 아동의 청구권과 의사표명권 보장, 민법 개정을 통한 

친권행사 제한규정의 보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박연주(2014)는 19개(2000년~2013년)의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친권상실로 판결된 판시에 대한 주

요 쟁점과 형법 및 기타의 법률을 근거로 판결에 나타난 주요쟁점을 정리한 뒤 아동권익과 관련된 재

판상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광병 외(2013)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

한 판결문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쟁점과 그에 대한 법적 논리와 문제를 찾

아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27개의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위 논문들은 사회복지적 함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판결문을 분석함으

로써 아동권리보호와 연결시키고 법률적 이슈를 논의하고 제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들 연구는 소수의 판결문만을 연구의 분석 단위로 삼아 대부분 질적인 판결문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

었고, 전체에 대한 동향 제시에는 어려웠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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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4년 상반기까지2) ‘아동복지법위반’3)으로 처벌받은 아동학대범죄의 형사

판결문을 연구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자료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판례 등을 위주로 수집하였으나, 이

것만으로는 연도별 형사처벌의 경향을 분석하기에 샘플링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

서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시스템과 판례공보, 각종 판례 검색 웹사이트4), 각급 법원의 판결문 검색 

홈페이지, 판례 검색용 데이터베이스5)와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사용하는 판결문검색시스템인 코트넷

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사례들을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

이나 검색이 쉽지 않았고, 2000년 초에는 판결문 DB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아동복지법위반의 모든 판결문에 대한 ‘전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판례분석을 대상으

로 하는 논문들을 다수 검토하고 그들에서 사용한 판례수집방법을 동원하여 대상의 조건에 포섭되는 

판결문 중 검색 및 수집이 가능한 것은 모두 포함하려는 시도를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는 ‘가능한 범

위 내에서의 전수 조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집한 판결문 중, 아동복지법위반 외에 중한 범죄(살인, 유기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가 피고인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 무죄로 선고받은 사건, 아동복지

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 외 사건은 본 연구에 포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총 

484사례(피고인 579명)가 본 연구의 표집단위이다.6)

자료의 부족함과 그에 따른 왜곡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사건마다 아동

학대 경중의 정도가 상이하여 연도별 경향을 보는 것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를 포함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위 조건 외에 연구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판결문을 선정․제외하지는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발행하고 있는 사법연감,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매년 발행하

2) 2014년 6월까지로 특례법 시행 이전임.

3) 형사처벌은 근거법령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등의 검색어로는 찾을 수가 없고 

위반이 된 관련 법령이 검색 기준이 되는데, 아동학대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처벌근거법률이 아동복

지법이기 때문에 그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를테면 

살인, 강간 등 중한 범죄로만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아동복지법위반이 법원의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

는 경우는 본 연구의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었음. 

4) www.lawnb.com(로앤비), www.moleg.go.kr(법제처) 등 다수의 판례 검색 웹사이트에서 현재 하급

심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음.

5) 대법원에서 발행하는 판례 검색 CD로 ‘법고을LX’ 

6) 동일 사건에서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이 존재하는 경우 1사례로 보았고, 형사처벌 결과는 최종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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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통계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타당도의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본 연

구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의 형사처벌에 대한 최대한 많은 사건을 다루는 최초의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아동복지법위반 판결문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은 텍

스트로부터 타당한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단의 절차를 사용하는 연구방법으로 현상 자체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추론을 처리하기 쉬운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Weber, 1990; 배현석·배은결, 2011에서 

재인용: 45).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연구자는 판결문 분석 및 윤리성 등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아 연구자로

서의 민감성을 높였으며,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유목을 구성하는 등의 과정에서 사회복지 및 법률 관

련자에게 자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항목별 금지행위, 실형 여부 및 

형량, 벌금액수, 부가처분 등의 분석유목을 구축하고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 코딩을 실시한 

뒤, 2차례의 수정 작업을 통해 본 코딩을 위한 분석유목을 확정하였다. 본 코딩에서는 각 사례의 판결

문을 모두 읽으며 상기 분석유목에 따른 내용들을 코딩하고, 수량적으로 환산 가능한 것은 양적 빈도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가중 및 감경의 근거가 되는 양형 요소, 일반적인 법 감정과 현저

히 차이 나는 판결, 부가처분 기각 시 그 판결이유에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문구 등의 내용에 대해서

는 각 사례 및 피고인별로 메모하여 유형별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신뢰도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개념이 단순하고 적용하기 쉬울 때 신뢰도의 확보가 

쉽기 때문에(배현석·배은결, 2011), 판결문에서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것만 분석유목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프로토콜은 전반적으로 연구를 정의하고 특정하게는 내용에 적용될 코딩 규칙을 정의하는 문서

기록으로서(배현석·배은결, 2011: 191)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항소 및 상고의 경우 

코더를 달리해 1심 코딩 결과를 반복 확인하는 절차를 두었다.

3) 윤리적 이슈

본래 형사판결문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한 정보 등으로 이루어진 형식적 기재사항과 그 아래에 

주문, 범죄사실·증거요지·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등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활

용된 형사판결문에는 피고인에 대한 인적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연구자가 피고인을 식별할 수 없는 

관계로, 개인정보 침해의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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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아동학대가해자(피고인)와 피학대 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가해자인 피고인 579명과 피학대 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모가 72명(12.4%), 계모

가 59명(10.2%), 친부가 168명(29.0%), 계부가 27명(4.7%), 친척 및 지인이 157명(27.1%), 타인이 95

명(16.4%)으로 부모가 아동학대의 가해자인 경우가 56.3%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2014)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3%이어서,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학대를 가정 내의 일로 치부하여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고발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아동학 가해자(피고인)와 피학  아동과의 계

단 : 명, %

구분 친모 계모 친부 계부 친척, 지인 타인 미확인 계

수 72 59 168 27 157 95 1 579

비율 12.4 10.2 29.0 4.7 27.1 16.4 0.2 100.0

2) 형사처벌 분석

(1) 연도별 형사처벌 결과

그렇다면 종국적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형사판결을 받은 아동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결과는 어떠

할 것인가? 2000년 이후 거의 매해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 국민 여론은 분노하고 있

으며 2006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을 통해 형벌 중 벌금형도 상향입법 되었는데, 그에 따른 형사판결

의 추세와 피고인들이 받은 형벌의 정도는 이러한 여론 및 입법 추세와 경향을 같이 하였는가?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기관에서 아동학대사례로 접수하고 그 중 형사고

소․고발한 사건은 2001년 91건(4.3%), 2013년 544건(8.0%)이다. 2000년 대비 2013년 건수로는 약 6

배, 비율로는 약 2배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 형사고소․고발과 같은 강

력한 대응의 수준까지 오는 사례는 10% 미만이다. 위의 <표 3>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선 아

동학대가해자가 친부모인 경우 고소․고발로 이어지기 어려움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학대행위자인 

부모에 대해 형사고소·고발 조치를 하기 보다는 상담 및 교육을 통한 교정에 더욱 비중을 두는 경향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이 있다. 또한 낮은 형사고소·고발률의 원인으로 보건복지부

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09)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법정보고서 작성을 비롯해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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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금년접수

처리

합계
판결결과

기타
유기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2002 41 52 14 24 1 1 - 12

2003 24 18 2 15 1 - - -

2004 22 22 4 10 7 1 - -

2005 28 30 3 18 6 2 1 -

2006 34 28 7 13 6 - 1 1

2007 21 26 4 14 6 - 1 1

2008 30 24 5 9 7 1 - 2

2009 23 30 3 20 4 2 - 1

2010 22 22 - 13 7 - 1 1

2011 28 30 4 17 5 - - 4

2012 48 37 6 14 14 1 - 2

2013 98 75 14 36 19 2 2 2

의 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 조사시 동석하거나 참고인조사를 받는데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

끼는 점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였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 경미하다는 등의 이

유로 경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되거나, 혐의

는 인정되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 불기소처분7)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유죄판결

을 받는 가해자 수는 고소․고발된 당사자보다 더 적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표 4>  아동보호 문기  연도별 고소·고발 수

단 : 건(%)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아동학대사례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100.0)

6,796

(100.0)

고소·고발
91

(4.3)

99

(4.0)

112

(3.8)

264

(6.8)

299

(6.5)

203

(3.9)

285

(5.1)

237

(4.3)

289

(5.1)

290

(5.1)

389

(6.4)

420

(6.6)

544

(8.0)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각 연도. 

또한 <표 5>는 사법연감의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통계로서, 아동복지법위반과 다른 법률 

경합사건의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극적 통계에 불과하나, 2002년~2012년간 피고인의 수에 큰 

변동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볼 때, 아래 <표 5>와 <표 6>에 의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집계된 

아동학대사례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을 제외하고 아동학대범죄로 고소·고

발되어 형사처벌 받은 가해자수는 큰 증감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 5>  연도별 아동복지법 반 피고인수(제1심)

단 : 명

7) 장화정(2005)의 연구에 따르면 2000.10~2004.5 전국 19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고소/고발된 

255건 사건 중 불기소는 85건으로 전체의 33.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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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금년접수

처리

합계
판결결과

기타
유기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합계 419 394 66 203 83 10 6 26

  주: 경합사건의 죄명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명만으로 파악하였으므로, 위 통계는 아동복지법이 가장 중한 죄

명일 때 혹은 단독법으로 적용되었을 경우만 해당함.

출처: 법원행정처, 각 연도. 

아동복지법 제71조에서는 제17조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징역형은 실형과 집행유예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에 의하면, 2000년과 2001년에는 벌금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징역형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벌금형의 비율도 최대 약 35%까지 증가하

였다. 또한 징역형 중 실형과 집행유예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 실형의 비율

은 약 15~40%비율이고, 집행유예의 비율은 매해 형사처벌의 1/3 이상이다. 2002~3년의 경우는 전체 

판결 중 약 70%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처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실형을 처분 받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 피고인의 수에서도 실형은 144명(24.9%), 집행유예는 312명(53.9%), 벌금형

은 123명(21.2%)으로, 집행유예 처분 비율이 가장 높고 벌금형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러한 결과는 위 <표 5> 2002~2013년 사법연감의 아동복지법위반 통계 중 판결결과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362명 중 실형 66명(18.2%), 집행유예 203명(56.1%), 벌금형 83명(22.9%), 선고유예 10

명(2.8%)로 각각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실형은 비교적 낮은 비율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144명 실형 처분자의 평균기간은 36개

월이며, 실형의 평균 개월 수가 2000년부터 15년 동안 증가하지 않아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벌금 역시 전체 평균 2,700천원으로, 아동복지법 2006년 일부 개정시 최대 2배까지 벌금상한액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벌금액수의 증가추세는 보이지 않아 실제에 있어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0년과 2007년에는 벌금 평균값이 다른 년도에 비해 상

대적으로 높은데, 2000년의 경우 벌금에 처한 해당사건이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고심에서 

벌금으로 감형된 경우이며, 2007년의 경우는 해당사건 중 1건이 피고인이 교사로서 20년 넘게 봉사해 

온 점8) 등을 참작하여 이례적인 액수인 20,000,000원을 선고하였기 때문에, 이마저도 아동복지법 개정

의 영향에 따른 벌금 상승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1인당 GDP가 2000년은 약 $11,347이고 2014년은 

약 $25,931(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로 2.3배 증가했지만 15년간 벌금의 액수는 거의 변

동이 없었다는 사실은 2000년 당시 벌금 체감도에 비해 2014년 벌금 체감도가 훨씬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여론에만 편승하여 단순히 처벌규정의 상한만을 상향하

는 것은 실제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교사로 봉사해 온 점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없고, 

제7조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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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도별 아동복지법 반 사범 형사처벌 결과

단 : 건, 명, 월, 원(%)

연도
사건 

수

피고인 

수

징역 중 실형 징역 중 

집행유예

벌금
합계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2000   8  12  4(33.3) 27 10.4  7(58.3)  1( 8.3) 7,000,000 - (100.0)

2001   7   7  4(57.1) 36 17.7  3(42.9) - - - (100.0)

2002  20  25  6(24.0) 23 21.2 17(68.0)  2( 8.0) 2,000,000 1,414,213.6 (100.0)

2003  26  30  7(23.3) 33 31.4 21(70.0)  2( 6.7) 1,666,667 2,020,725.9 (100.0)

2004  24  32 12(37.5) 64 58.2 14(43.8)  6(18.8) 5,583,333 5,103,103.6 (100.0)

2005  37  42 10(23.8) 27 14.2 30(71.4)  2( 4.8) 2,000,000 1,414,213.6 (100.0)

2006  43  47 10(21.3) 37 22.0 27(57.4) 10(21.3) 1,710,000 1,542,328.7 (100.0)

2007  34  36 10(27.8) 25 19.5 20(55.6)  6(16.7) 5,142,857 6,618,876.3 (100.0)

2008  30  38  8(21.1) 21  8.8 18(47.4) 12(31.6) 2,075,000 1,553,953.9 (100.0)

2009  28  39  9(23.1) 57 32.2 22(56.4)  8(20.5) 2,666,667   866,025.4 (100.0)

2010  30  36  7(19.4) 33 25.7 19(52.8) 10(27.8) 1,850,000 1,494,620.0 (100.0)

2011  29  35  9(25.7) 18 14.4 23(65.7)  3( 3.6) 3,100,000 3,482,815.0 (100.0)

2012  46  52  8(15.4) 33 17.7 26(50.0) 18(34.6) 2,388,889 1,576,999.7 (100.0)

2013 108 133 33(24.8) 40 36.3 60(45.1) 40(30.1) 2,821,429 1,986,237.5 (100.0)

2014  14  15  7(46.7) 29 21.8  5(33.3)  3(20.0) 1,666,667   577,350.27 (100.0)

합계 484 579 144(24.9) 36 31.4 312(53.9) 123(21.2) 2,732,813 2,588,895.4 (100.0)

주: 1) 2014년은 6월까지의 통계치임.

   2)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더 중한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1회로 집계하였으나, 평

균에는 포함시킴. 

   3) 실형 개월 수와 벌금 액수는 정수로 반올림함.

(2) 금지행위별 형사처벌 결과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기준으로 학대의 유형을 구분한 결과, 15년간 아동복지법위반 판

결문상 가장 빈번한 학대는 중복학대, 성학대, 신체학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사처벌 결과를 금

지행위별로 살펴보면, 실형 비율은 4호(성) 35%, 중복학대 32.7%가 가장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3호

(신체) 17.4%, 5호(정서) 4.0%, 6호(방임)는 15.7%로 실형의 비율이 낮았다. 또한 실형의 기간이 가

장 높은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로 평균 41개월이며, 성학대가 37개월, 신체학대가 34개월이다. 벌금 액

수는 금지행위별 큰 차이가 없으나 성학대의 경우는 평균 4,117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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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행 별 형사처벌 결과

단 : 월, 명(%), 원

징역형 중 실형 징역형 중 

집행유예

벌금
비율

평균 수 표준편차 평균 수 표준편차

중복학대 41 53(32.7) 38.1  86(53.1) 2,291,304  18(14.2) 2,361,415.8 (100.0)

2호(음행) 24  6(37.5) 11.4   7(43.8) 2,833,333   2(18.8) 2,254,624.9 (100.0)

3호(신체) 34 36(17.4) 32.2 107(51.7) 2,721,875  64(30.9) 2,204,502.5 (100.0)

4호(  성) 37 36(35.0) 24.1  50(48.5) 4,117,647  17(16.5) 4,523,167.5 (100.0)

5호(정서) 12  1( 4.0) -  13(52.0) 2,000,000  11(44.0) 1,399,285.5 (100.0)

6호(방임) 21 11(15.7) 14.8  49(70.0) 2,240,000  10(14.3) 1,483,389.5 (100.0)

8호(구걸) 12 1(100.0) -   0( 0.0) -   0( 0.0) - (100.0)

합계 36 144(4.9) 31.4 312(53.9) 2,732,813 123(21.2) 2,588,895.4 (100.0)

주: 1)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더 중한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1회로 집계하였으나, 평

균에는 포함시킴. 

   2) 실형 개월 수와 벌금 액수는 정수로 반올림함.

판결문상 유죄로 인정된 금지행위를 4가지 유형의 아동학대로 재구분하여 연도별 금지행위 인정 

경향을 살펴보면, 중복학대․신체학대․성학대로 인정된 학대 사건은 2000년부터 빈번하였으나, 정서

학대의 경우 2000년 초기까지만 해도 전무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 소수 인정되다가 2013년에야 비로

소 11건으로 정서학대를 아동학대의 단독 범죄 사유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임의 

경우에도 신체․성학대보다 상대적으로 유죄 인정 건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의 아동학대현황에서는 방임이 26.2%, 정서학대가 16.2%로 신체학대 

11.2%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대인 것으로 나타나, 형사판결에서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 

인정되고 있는 경우가 드문 것을 알 수 있다. 정서학대와 방임은 유죄 인정 자체도 어려울 뿐 더러, 

위 <표 7>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형의 선고 비율도 낮고 실형 기간도 짧은 편이다. 2008년도에는 이례

적으로 방임으로 형사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11명이었으나, 방임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 중에는 부

모가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

를 정도까지 극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부모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수원지방법원 2007

고단5733). 이는 방임과 정서학대의 경우 상해정도나 사망 등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없고 그 

기준을 정하기 모호하며, 정서학대가 중복학대, 신체․성학대보다는 경미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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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연도별 지행

단 : 명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중복학대  0  1  3  8  17  13  14  6  8  15  13  14  16  28  1

신체학대  5  4  13  12  7  16  16  16  14  12  12  9  23  42  6

성학대  7  1  4  5  5  5  9  5  5  7  8  6  9  38  4

정서학대  0  0  0  0  0  3  2  1  0  0  2  2  3  11  1

방임  0  1  5  4  3  5  6  8  11  5  1  4  1  14  3

기타: 구걸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주: 제17조2항(음행) 위반의 경우 성학대로 포함함.

(3) 성학대 부가 처분 결과

<표 9>는 성학대 부가 처분 결과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98. 1. 1.] 제16조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

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 4. 15.]이 개정됨에 따라 제13조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판

결문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4호 위반 성학대와 연루된 피고인 81명 

중 48명만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법률에서는 300시간이라는 상한선만 제시하

고 있을 뿐이어서 선고된 이수 시간은 최소 40시간 최대 300시간으로 편차가 심하다. 다만, 2010년 강

제조항 시행 이후로 해가 거듭될수록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가

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음은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6. 6. 

30.]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현 직

장 및 실제 거주지의 주소, 사진 등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재량규정을 두

고, 제24조에서는 그 등록 정보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다. 또한 2008. 1. 1 시행된 같은 법률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가 피고인의 의무임을 

규정하는 강제조항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표 9>의 주1)의 내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공개․고지 명령은 약 28% 수준밖

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문에서는 대체로 공개․고지 명령의 예외 사유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

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 및 예방 효과 보다는 피고인의 가족들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2008. 10. 28. 시행된 법

률인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여 검사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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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 각 판결문에서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

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단 11명에게만 내려졌다.

<표 9>  연도별 지행   성학  부과 처분 결과

단 : 명

연도

성학대 부과 처분 결과

4호 관련 

피고인 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수

신상정보
전자장치부착

등록 공개․고지9)

2000 1 - - - -

2001 1 - - - -

2002 1 - - - -

2003 8 1 - - -

2004 7 - - - -

2005 8 - - - -

2006 13 - - - -

2007 8 - - - -

2008 8 - - 1 -

2009 13 1 - 6 3

2010 12 3 4 3 -

2011 9 4 1 2 -

2012 13 7 9 8 3

2013 43 30 29 8 5

2014 4 4 4 1 -

합계 149 50 47 29 11

주: 1) 판결문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만 적시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

도 있으나,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는 자에 한하여 등록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가능하므로 판결문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여부를 적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개․고지 

명령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임.

   2) 음영은 해당 내용의 강제조항 실시 년도와 그 이후에 대한 표기임.

3) 상소 결과 분석

579명 중 상소(항소 및 상고)가 이루어진 경우는 256명으로, 1심 사건 전체 피고인의 44.2%에 해당

한다. 이 중 2014년 현재 상소가 계속 중인 경우 22건(8.6%)을 제외하면, 원심을 파기한 상소인용율

은 34.8%인데, 그 대부분인 32%는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경우이다. 즉 실형을 감량한 경우가 

9)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 2. 4)은 2009. 6.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되었는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에 의한 등록정보

의 열람 명령은 현행 공개․고지명령과 유사한 내용인 바, 그 열람명령도 공개․고지명령에 포함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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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10.5%), 실형이 집행유예로 감경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41명(16%), 그 외 집행유예 기간의 축소

와 벌금액의 감액 등으로 원심보다 피고인의 처벌이 가벼워졌다.10) 그러나 검사측 주장이 인용되어 

형이 강화된 경우는 15년간 5건에 불과했고,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가 실형이 되거나 실형기간이 늘어

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상소자  인용 여부

단 : 명, %

구분 내용 수 비율

상소자 

 피고인 156 26.9

 검사  42  7.3

 양방  58 10.0

 상소 안함 323 55.8

계 579 100.0

상소 인용 여부

 상소 인용(원심 파기)  89 34.8

내용

피고

인용 

 실형 감량  27 10.5

 실형→집행유예  41 16.0

 실형→벌금   1  0.4

 집행유예→벌금   6  2.3

 벌금→선고유예   2  0.8

 집행유예 감량   3  1.2

 벌금 감량   2  0.8

소계 82 32.0

검사

인용

 집행유예→실형   1  0.4

 실형 증량   1  0.4

 집행유예 증량   2  0.8

 선고유예→집행유예   1  0.4

소계   5  2.0

 일부 무죄로 인한 변경   2  0.8

 기각 145 56.6

 계속 중  22  8.6

계 256 100.0

4) 양형 요소 분석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처단형이 정해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

10) 상소심에서 피고인의 상소가 인용된 경우는 대부분 원심 선고 이후 피해자(또는 가족)와의 합의 

또는 공탁금 납입 등이 주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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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하는 기준을 의미한다(양형위원회, 2014b).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

준은 살인범죄 양형기준을 비롯한 총 27개로서, 아동학대의 고유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

다.11) 그러나 아동학대는 특히 보호받아야 하며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존재인 아동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과 아동학대의 원인이 개인적인 이유에서부터 사회문화적인 환경 요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는 점에서 여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는 달리 고려되어야 한다. 

이처럼 아동학대에 대한 고유한 양형기준은 없으나, 판결문 분석 결과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이유

에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나누어 판시하고 있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의 상습성, 반

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경우는 반성,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건강상태, 합의 등 그 사유도 여러 

가지였고 경우의 수도 비교적 빈번하였다.

물론 시행중인 여타의 다른 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등과 일반양

형인자로 상당 금액의 공탁,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등은 피고인에 대한 감경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의 양형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사유들이 무비판적으

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

우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은 아동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부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학대를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장래의 재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중

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 6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고 재범 방지

를 양형기준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 

피고인에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요소 및 예를 검토해 보면, 우선 반성에 관한 것인데, 불과 

몇 회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 등을 통해서는 그러한 반성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반

성인지 중형을 피하기 위한 거짓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고, 아동학대는 수년 동안 고착화된 가해자의 

양육관 및 환경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교육․상담이나 치료 없이 개선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한 예

로, 수원지방법원 2004고합56 사건에서는 아동의 계모가 아동학대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들을 학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으나 피해 아동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학대의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학대’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이 학대사건 이전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학

대가 일어날 것인가 즉 ‘재범’에 대한 가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12) 음주나 피곤의 상태는 수

11) 최근 아동학대에 적용할 수 있는 양형기준(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이 제정되어 2014. 

10.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양형위원회, 2014a),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은 아님.

12) 참고할 수 있는 한 예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적합성’을 결정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

고자 특정 성폭력범죄 피고인에 대해 검사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범죄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

태, 재범의 위험성 등을 보호관찰관이 조사하여 통보하는 제도인 ‘청구전 조사’가 있다(김현채 외, 

2010). 아울러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도 

‘청구전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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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

불리한 

정상

반성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상습성 - 유사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

- 오래 전의 일이고,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있음

-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피고 친자식과 같이 생각하면서 잘 돌보겠다

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 

우발성

- 초범인 점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계속 울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상해치사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 - 피해자(또는 처, 가족)가 선처를 바라는 점

사회기여의 

인정과 유지

- 피고인이 20년 넘게 교사로서 봉사해 온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해임되는 점

- 평소에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보육원생들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쏟

으며 훈육에 힘쓴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

- 현재 피해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알코올 의존증세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직업 상실/

자격 박탈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로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발성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합의는 감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피해 아동 혹은 피고인의 처나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를 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감형되었다.13) <표 12>를 보면, 판결문상 합의가 이

루어진 피고인 수는 총 137명인데, 이 중 실형의 비율은 11%, 집행유예의 비율은 73.7%, 벌금의 비율

은 15.3%로, 앞의 <표 6>과 비교하였을 때 실형의 비율은 10%p 이상 낮은 대신 집행유예의 비율은 

20%p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의 권위와 물리력에 억눌

려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학대를 받았듯이,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합의를 같은 이유로 종용받을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서 피해아동과의 합의를 이유로 감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한 피해아동의 또 다른 부모 혹은 가족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무시한 점과 그 가족이 아동을 학대 상황에 놓아둔 또 다른 아동학대의 공범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2014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집행유예의 결정적인 참작사유

로 고려하는 것을 신중히 하기로 했으나(법률신문, 2014), 이는 성학대 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학대에

까지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아동복지법 반 피고인에 한 양형 정상 참작의 

13) 드문 경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

긴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의 의사로 볼 수 없다’(밀양지원 2012고단84)고 적시한 판결문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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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

공탁 - 공탁한 점

가장의 역할

- 피고인이 그 가정 내에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실상 유

일한 가족구성원

-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양육과 치료의 책임도 결국은 피고인이 부

담하여야 한다는 점

비위험성
- 비공개된 장소에서의 은밀한 범행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같이 있는 

공개된 현장에서의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적었던 점

부모-자식 

관계 

- 피고인이 장기간의 실형을 복역할 겨우 부모와 자식 간에 원한의 감

정만 키우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자신으로 인해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하여 평생 회한과 자책 속에 살

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표 12>  합의 여부  합의한 피고인에 한 형사처벌 결과

단 : 명(%)

합의
미합의 합계

징역 중 실형 징역 중 집행유예 벌금 소계

15(11.0) 101(73.7) 21(15.3) 137(100.0) 442 579

주: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더 중한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1회로 집계하였으나, 평균에

는 포함시킴. 

5.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관심이 크고, 이

와 관련하여 후속 대책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다양한 정책이 모색

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간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의 추세와 법적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아

동학대를 하나의 사회문제가 아닌 범죄로 다루고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200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아동복지법위반’ 판결문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사례의 실태 및 여론과 입법 의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신

고된 아동학대사례에서는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이나 판결문에서는 절반정도로 나타나 아동학대 가

해자가 부모인 경우 매우 소극적인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더불어, 아동학대는 

행위의 특수성상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례조차 고소·고

발된 수는 10%미만이며, 그 중 불입건, 불기소처분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수는 더 적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사건이 ‘사라져’ 버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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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거의 매년 극악한 아동학대 사건 발발로 피고인 엄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2006년 일부개정을 통해 법정형이 강화되었다. 그러

나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중 실형을 받는 비율은 평균 약 20%에 불과하였고 실형 평균 

기간도 증가하지 않았다. 벌금형의 결과 또한 벌금형 상한을 가중한 개정입법의 의도와 우리나라 경

제성장률에도 역진적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정서학대와 방임은 최근 가장 빈번한 형태의 아동학대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표 7>과 <표 8>

을 보면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 단독의 금지행위로 인정된 경우가 가장 적었으며, 실형의 비율과 실

형기간, 벌금 평균 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범죄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만 가능

하므로, 정서학대와 방임은 소극적이고 비물리적 학대로 물적 증거의 확보와 판단이 쉽지 않다. 다음

으로,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장화정(2005)은 방임의 경우 불기소의 비율이 매우 높

고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도 낮은 것으로 보아 경찰, 검찰, 법원이 방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정서학대의 경우 고소․고발 되는 사건수도 많지 않아 정서학대의 법적 규제에 대

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서 성학대 부가 처분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신상정보의 등록, 신상

정보의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임의 또는 강제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실질적

으로 성학대 가해 피고인에게 부가되지 않은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아동학대와 관련된 고유한 양형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여타 성인 범죄와 동일하

게 ‘반성, 초범 및 우발성, 합의’ 등이 양형 감경의 유리한 요소로서 참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제언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나 아동학대는 중대한 강력 범죄이며 앞서 언

급한 형벌의 양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재학대율을 고려한다면, 적정한 형사처벌

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

자를 격리시킴으로서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 아동들의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유일한 보호자인 경우에만 피해아동에 대한 방임 등의 문제

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Sentencing Guidelines Secretariat, 2008). 따라서 아동

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자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야 하고, 관련 법률 

개정 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온정적 양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정형 상한이 아닌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야 한다.

 둘째,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심각성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교육 뿐 아

니라 신고의무자, 상담원, 수사기관 및 법집행기관 관련자에 대한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 노충래 외

(2012)의 연구에서는 정서학대, 방임 인식도에 대한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아동학대교육 참여의사인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셋째, 법률상 성학대 부가처분의 실시여부 및 그 내용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두어, 법관의 임의 

판단에 의해 성학대 부가처분이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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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고는 하나 학대행위에 대한 교정과 개선 없는 형사처벌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현행 성학대 

외 다른 유형의 학대범죄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률상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적합한 부가처분이 활용되

도록 법적제도의 구비와 실천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례법 제8조에서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

과에 대하여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보호처분과 임시조치 규정을 바탕으로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처분을, 제19조 제1항에서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범의 특징과 보호처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특례법 

제8조의 임의규정은 의무규정으로 강제되어야 하며 학대 유형에 따른 수강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을 신설해야 한다. 한 예로 잉글랜드와 웨일즈 양형위원회는 ‘아동

에 대한 폭력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양형기준’ (Overarching Principles: Assaults on children and 

Cruelty to a child)에서 일반적 양형기준을 가중요소, 감경요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Sentencing 

Guidelines Secretariat, 2008).14)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더욱 충실한 양형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형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제도는 그 활용여지가 커 보이는 바,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사회복지 전공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형기준 뿐 아니라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중함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노충래 외(2012)의 연구에 의하면 법집행담당자의 아동학대 인식이 상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는 실제 판결문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천지원 

2011고단421 사건의 경우 피학대아동을 옷걸이용 쇠봉으로 수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으로 인하

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견딜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인 계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반면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309 사건의 경우, ‘아동복지

법 제2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손상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체적 변화, 

정신적, 심리적 충격 등과 함께 장래 전인격적인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개념

으로써,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해보다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에서 기소 여부 혹은 형벌 여부 등을 판단할 때, 피해 정도, 아동학대에 사용한 

도구 등 가해 방법과 경위,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의 진정한 의사, 상습성 등을 객관적으로 고

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경미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등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

여 사법절차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객관적이고 보편적

으로 판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인‘아동학대 판정여부 가이드라인(가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

육도 각 직군별 정기교육 시 필수과정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행의 청구전조사와 같은 

형태로 재학대 여부를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할 만 하다.

아동학대사례에 있어 고소․고발률이 낮은 이유도, 형 집행률이 낮은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피학대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이번 한번으로 종결되고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

14) 가. 가중요소(aggravation): 피해자가 특히 범행에 취약한 경우, 권한 남용, 보호관계의 남용, 친족

관계의 경우, 변태적 행위 등

   나. 감경요소(mitigation): 합법적인 체벌, 피해자에 대한 구호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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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일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05고단2359 사건의 판결에서 법관은 ‘결국 어린 아들을 피고인이 양

육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아들 사이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워지지 않을 응어리를 만드는 것이 피

해자인 아들에게도 좋지 아니하다’며 아동학대가해자인 부모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그 자녀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 그러나 교정되지 않은 아동학대는 끝이 나지 않고 재학대의 가능성

이 매우 높으며, 더 악화된 상황으로의 전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형사처벌은 필요한 경

우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지난 15년 동안에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온정적이었던 것으로 밝혀

졌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해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2014 전국형사법관포럼 의견에 적극 

동의하며 새로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이후 입법 의도에 맞는 처벌과 적절

한 부가처분으로 재학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일반 국민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

가 줄어들길 희망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아동학대로 접수한 사례들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을 추적하고 사법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기초통계를 공표

하여,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며 본 

연구의 결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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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 Focus on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Lee, Se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bout criminal judgement of child ab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ents and reasons for judgements about child abuse crime 

in detail especially focused on elements and contents of weighing of an offense 

and concurrent imposition and then to suggest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law-enforcement for the prevention of that crim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4 written judgements on 579 criminal defendants that were related to ‘Viol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were conducted by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nly about 25% criminal defendants were 

guilty of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the rest of them(about 75%) were merely sentenced to probation of imprisonment 

or fined. Second, Proportion of prison sentence or period of jail time have not 

been increased in spite of public indignation and upward of statutory 

punishment by legislation. Third, in the case of child sexual abuse, there are 

frequent cases in which concurrent imposition was not put, regardless of explicit 

statement in the related laws. Last, this study revealed that some mitigation 

factors of sentence that have been identical to crimes against adult have been 

applied to child abuse crime uncritically, for example agreement and regret and 

so on. 

On the basis of such results, this study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i.e. intrinsic standard of weighing of 

an offense, concurrent imposition to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nd so on.

Key words: child abuse, child welfare act, children's rights, content analysis, 

jud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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