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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공유 되어 지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중의 아동학대 인식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별법 시행 전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2013년 특별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제, 신고 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차이 
나는 단어들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 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
났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은 2013년 이전 그림에서 II 집단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위주로 
나타나고, III 집단은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하여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혼, 훈육, 방치, 부모교육 
들이 보여진다. 2013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 되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특례법과 아동보호 
체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등 강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 중심어 :∣아동학대∣아동학대 방지 특례법∣빅 데이터 분석∣아동학대 인식∣아동권리∣  
Abstract

In order to infer wheth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tc. actually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shared about child abuse in our society, we used big 
data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the public. This study selected 'child 
abuse' as the keyword and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in 2013, the words "china" are kindergarten, 
teacher, body, problem, reporting obligation and neglect compared to the following.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law, daycare centers, incidents, eradication, campaigns, domestic 
violence and preventive education were newly introduced. Second, the interconnection of key words in 
the previous picture of 2013 shows that the left group focuses on measures to introduce to prevent 
child abuse while the right group consists of keyword intended to view child abuse in conjunction with 
domestic violence. They are still seen as a group of divorces, discipline, neglect and parental education, 
which they still perceive as a family problem.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in 2013, it 
will be divided into four groups, and the top group will be highlighted by the keyword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part of suspected cases and awareness of child abuse. In addition, the Act on the Special 
Cases of Child Abuse and the Child Protection Agency clearly appear as a child protection system.

■ keyword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Children's Rights∣
              Recognition of Child Abuse∣Big Data Analysis∣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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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는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충
격이다.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5.1%가 증가하였고 
이중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90.5%로 발생하고 있다[1]. 
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한 번의 경험으로도 치
명적인 손상 및 장·단기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2]. 나아가 학교 부적응 및 범죄 행위, 자살 등 
반사회적 행동, 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3]. 

학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에서 부모가 전체 행위자
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해 최종조치는 
상담 및 교육이 가장 높았고, 고소․고발된 경우가 6.4%
로 매우 적었다. 이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경미
하여 학대가 재 발생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4]. 이러
한 해석에 기반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2014년 1월 28일에 제
정되어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목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
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상습범, 아동복지시설
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친권상실 청구, 아동학
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현장 출동, 피해 아동에 대
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5]. 사실상 본 법의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대중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회적 의도가 있었다. 

특례법 이전 아동학대는 민간차원의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어, 현장 조사에부터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학대 가해 부모가 친권을 앞세워 학대 피해 아동이 다
시 학대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재 학대 상황에 노출된다
고 하더라도 개입에 한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서비
스를 거부하는 가해부모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특례법은 법원 중심의 판결을 중심
으로 경찰, 병원, 아동보호기관 등이 유기적 관계를 가
지고  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치료, 부모의 입원, 조건부 
친권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처분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법에 대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
화를 가져왔다는 연구[6]와 행위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
에 초점을 두어 아동학대의 예방에는 효과가 미미하다
고 주장한 연구[7]와 피해아동의 보호는 보건복지부 소
관으로 사건처리는 법무부 소관으로 이원화하여 아동
학대에 대한 국가 개입의 원칙을 표명했다는 연구[8]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대중
의 인식이 특례법 전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인식변화가 
있었다면 이것이 아동 학대 예방에 순기능으로 작용하
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빅 데이터를 활용
하여 의미연결 구조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
의 의견을 파악하여 특례법의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아동과 아동학대를 어떠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아동이 어린 존재 또는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한정해
서 볼 것인가 아니면 아동도 성인과 같이 독립적 인격
의 주체로 인정하고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고 추
가적으로 보호권과 양육보호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존
재로[7] 볼 것인가에 따라 아동학대의 범위와 정의도 
다르게 정의된다. 후자에 기반 한다면 아동학대는 아동
의 인권에 위배되는 모든 상황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사회 아동학대의 인식은 아동복지법에 근거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
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
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금지행위 위
주로 소극적인 아동학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
학대 상황에 대해 설문하고 그것을 기초로 대중의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밝히는 연구와 경찰, 사회복지사, 
양육교사, 교사와 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인식
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9]. 조사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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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은 일반이나 전문가 관계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후자의 개념을 지향하여 민감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최
근에는 빅데이터 방법을 활용하여 일반대중이 아동학
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밝힌 연구에서[10] 대
중이 아동학대를 사건과 처벌중심으로 인식함을 밝혔
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노력 중 
대표적인 것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이다. 본 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대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
적인 절차가 마련되었다[5]. 시행령은 피해 아동 보호의 
원칙,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피해 아동의 의견 청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등을 마련하고 있다[5]. 

본 법의 형성 배경은 급격히 악화된 아동학대 관련 
지표, 잔학한 아동학대 사건의 빈번한 발생과 이에 대
한 언론 보도, 종래 아동학대를 규율하던 「아동복지법」
의 한계에 따른 환류를 들 수 있다[11]. 이외에도 UN 
권리협약 비준 등에 따른 아동권리 옹호에 대한 국가 
분위기의 변화, 아동학대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자발
적인 시민모임 등과 같이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
론 등이 합쳐져 이루어졌다. 상당 부분 여론의 힘과 시
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물이기에 본 법이 
아동학대의 인식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동학대가 범죄로 성립된다면 
특례법이 적용되겠지만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으로 
판결나는 경우도 여전히 있다. 이는 사례에 따라 우선 
적용 규정도 있지만 사법계의 인식에 따라 적용법이 영
향을 받기 때문이다[12]. 법적 처리가 간편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절차와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법원의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
지만 아동학대범죄의 정의와 처벌 수준은 아동학대 치
사와 아동중상해의 경우를 제외하면 형법의 구성요건
이나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를 따른다. 따라서 본법이 
별도의 형사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
존의 법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한 입법으로 보인

다[13]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특례법이 미성숙한 부모의 자질로 인

한 아동학대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적 인식변화를 주도
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개정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아동학대’라는 키워

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
정한 2013년을 중심으로 이전(2008.1.1. - 2013. 8. 
31.)과 이후(2013.9.1.-2018.12.31)의 포털사이트 데
이터 중 네이버(웹, 블로그, 뉴스, 카페, 지식인), 다음
(웹, 블로그, 뉴스, 카페), 구글(웹, 뉴스, 페이스북)을 
TEXTOM을 통해 수집하였다.

2. 분석방법 
빅 데이터 분석의 주요한 유용성은 많은 데이터와 정

보들 가운데 핵심적이고 유의미한 정보들의 방향과 가
치를 밝히는 것이다. 비정형 데이터는 각종 문서, 그림, 
음성자료, 동영상 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료가 상
당히 많고 복잡해 이를 구조화하여 분석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최근 인터넷 미디어 환경에서 형성되는 다
양한 텍스트자료들이 중요한 의미를 제공해준다. 이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야 말로 여론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
악하며, 이슈가 되는 현상에 대한 대중의 감정을 제대
로 알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14]. 
빅 데이터 분석이란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와 텍스트
에서 키워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맥락 수준에
서 의미를 찾아내고 숨겨진 패턴을 발견하고 특정 연구 
주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1].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의 분석을 위해 문서에서 언
급되는 핵심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한다는 것은 서로 관
계가 밀접한 것으로 보고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를 연결
관계로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노드 수나 연결
된 수, 네트워크 밀도, 연결 중심성 등을 이용하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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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본 연구 목표는 지난 10년 동안 인식된 
아동학대와 관련된 단어의 맥락(context) 수준에서 의
미를 파악하는 텍스트마이닝(Textmining)과 단어 간
의 관계를 기반으로 핵심단어를 찾는 의미연결망분석
(Semantic Network Analysis)과 이러한 단어 간에 동시 
연결 단어들의 그룹을 찾는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분석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텍스트마이닝(Textmining)은 텍스트 기반 데이터베
이스로부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자동
적으로 추출하는 기법이다. 즉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
를 자연어 처리와 형태소 분석기술에 기반을 두어 정제
하고,  단어와 그 빈도수를 추출하여 맥락 수준의 의미
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로 여러 문서에서 동시에 출현하
는 단어의 빈도를 통해 단어의 중요도를 알 수 있으며, 
검색결과의 순위 또는 문서나 인식의 유사성을 포착하
는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15][16].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단어 빈도 계산과 의미연결망분석을 위한 매트
리스를 만들기 위해  포털사이트의 뉴스, 블로그. 카페
에 나타난 텍스트 데이터를 자연어 처리와 형태소 분석 
기술에 기반한 Textom을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마이
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으로 유용한 단어를 알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연결정도 중심도
(Degree Centrality)는 각 노드가 네트워크 구조 안에
서 얼마나 중심에 위치하여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네트워크 전체 ‘밀도’는 추출된 핵심단어들이 공출현 빈
도에 근거한 네트워크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었다[17]. 본 연구에서 추
출된 핵심단어 간의 밀도(density)가 와 집중도
(centralization)를 통해 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의 ‘중
심’으로 집중되는 정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리고 아이
젠벡터 중심성은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둬 
노드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높은 값을 아이겐벡
터란 연결된 노드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둬 노드(단어)
의 중심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위세중심이 높은 단어는 
네트워크 안에서 중심이 되는 주요 단어로써 아동학대 
인식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
동학대라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인식으로 연결중심
성과 아이겐벡터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이 주요역할을 

하는 단어이다.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은 의미 분석간 단어들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같은 집단
을 파악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원리는 구조적등위성분
석 중 가장 대표적인 상관관계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실행하여 블록을 만들과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Ucinet6 프로그램 NetDraw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망을 시각화 하였다[16].

  

Ⅳ. 연구결과 

1.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 분석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과 아이겐벡터 

중심성(Eigenvectors degree)을 통해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중심성은 각 
단어가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를 나타
내는 지표로 연결정도 중심성이 높으면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동학대를 나타내는 핵
심단어 중에서 연결정도 중심성과 아이겐벡터 중심성
이 높은 순으로 나타낸 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2013년 이전 아동학대 연결 중심성과 아이젠벡터

2013년 이전 아동학대와 관련된 단어 가운데 연결중
심성이 높은 단어는 예방, 유치원, 부모, 신고, 교사, 교
육 등이다. 이는 아동학대 현상 및 개념 위주의 단어들
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의 현상에 대
해 사회적 인식이 신체와 방임으로 한정하였고, 아동학
대는 문제로 인식되었고, 주요 대책으로 신고의무를 만
들어야 한다는 제언을 주로 하였다. 

키워드 연결정도중심성 아이젠벡터
예방 0.057 0.391

유치원 0.046 0.301
부모 0.038 0.258
신고 0.034 0.252
교사 0.030 0.230
교육 0.028 0.218
신체 0.028 0.195
문제 0.026 0.154
처벌 0.025 0.148
사회 0.024 0.142

신고의무 0.023 0.122
방임 0.021 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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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아이겐벡터가 높은 단어는 [표 2]과 같
이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사건 중심으로 인식
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가정 내 학대에 대해 가정폭력
과 관련성,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2. 2013년 이후 아동학대 연결 중심성과 아이젠벡터

2. CONCOR분석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은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 양상을 파악해 보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전 네트워크에서는 3개의 그
룹이 아동학대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특례법 이전에는[그림 1] 아동학대는 아동복
지법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Ⅱ그룹은 신고의무, 예방 교육, 예방, 상담, 조기발견, 
보건복지부, 경찰 등과 같이 현생 이루어지고 있는 사
회적 노력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제시되는 노력
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를 가정폭력과 연계
하여 보려는 낮은 아동학대 인식 수준을 나타내고 있
다. I 그룹은 아동학대 사건 및 이슈에 대해 관련된 키
워드로 우선하여 범죄와 같은 사건 이슈 중심으로 부각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같은 대처 관련 키워드가 
나타나 있다. Ⅲ그룹은 아동학대가 아동복지법과 관련
된 키워드들이 나타나 있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
룹이 연계성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그림 2]. 주

목할 만한 네트워크들의 특성은 아동학대 대처방안과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강화된 인식이 반영되어 보인다. 
즉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은 기존의 아동학대 인식과 같은 아동을 성인 및 가정
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권리의 주체로 
보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Ⅱ그룹은 개념 중심의 기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
의 사회적 노력과 관련된 키워드들인 신고의무, 예방 
교육, 예방, 상담, 조기발견, 보건복지부, 경찰 등이 나
타나고 있다. 그 외에 세그룹으로 구분된다. I 그룹은 
아동학대특례법과 관련 중심으로, II그룹은 아동복지법
을 중심의 아동학대 대처방안들이 구성되어 있다. Ⅳ그
룹은 아동의 학대문제를 가정 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훈육, 방치, 아빠, 가해자, 부모교육 등이 언급되며 보다 
강화된 아동학대 인식의 노력이 보인다. 

Ⅴ. 논의 및 결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실제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를 추론하기 위해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연결 구조
를 파악하고 대중 아동학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선정하여 특례법 시행이
전과 이후 6년간(2008.1.1.-2018.1.1.)의 포털사이트 
데이터를 

TEXTOM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유치원, 교사, 신체, 문
제, 신고의무, 방임 등이 이후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차
이를 보여준 단어들이다. 대중들은 아동학대에 대해 신
체학대나 방임이 현상이고 유치원에서 주로 발생하고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신고의무제를 도입하여 대
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특별법 시행 후에는 어린이집, 사건, 근절, 캠페인, 가
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주로 사건
으로 인식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의 관련
성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해결방안으로 캠페인과 예방교육
을 제시됨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가 많이 사건화 됨에 

키워드 연결정도중심성 아이젠벡터
어린이집 0.082 0.511

신고 0.047 0.285
사건 0.041 0.237
교육 0.036 0.237
부모 0.028 0.196
예방 0.025 0.182
근절 0.025 0.141

캠페인 0.024 0.138
가정폭력 0.023 0.133

처벌 0.023 0.131
예방교육 0.023 0.109

사회 0.02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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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전 CONCOR 분석 

그림 2.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ONCO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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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아동학대가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부모가 자녀
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훈육으로 치부하고 외부의 간섭이 
배제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둘째 핵심어들의 상호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특례법 
시행 이전 네트워크에서는 3개의 그룹이 나타났다.

II그룹은 신고의무, 예방 교육, 예방, 상담, 조기발견, 
보건복지부, 경찰과 같은 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키워
드로 아동학대의 대책 중심으로 나열되었다. I그룹은 아
동학대 현상 및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가 나타나 있다. 
III그룹은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열되었다. 

특례법 이후에는 4개 그룹이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
다. II그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계에서 주로 사용하
는 용어로 실제적이기 보다는 선험적이고 이론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 중심이다. 나머지 세 그룹은 아동학대
의 대책과 관련된 것으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구성됐다. I그룹은 특례법과 
관련된 키워드이고 하단그룹은 아동복지법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III 그룹은 아동의 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캠페인, 훈육, 방치, 아빠, 가해자, 부모교육 등이 언급
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특례법 이전과 이후 대중의 
관심 있는 키워드에는 변화가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변
화시켜 나가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18]에 대해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법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산물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특례법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
여 아동학대의 예방 효과를 가지려는 목적에 한정한 것
에서 아동 권익보호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정서
학대와 방임과 같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의 
경우 가정폭력 사건으로 수사·기소하기가 쉽지 않다[9]. 
부모 등, 가족 관계에 있는 학대 행위자를 구금하게 되
면 피해 아동은 보호자 또는 가정을 잃어버리게 되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부모
가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친 후 출소해서 가정으로 
돌아온 뒤에는 범죄자라는 낙인에 의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것이 더 심한 아동학대를 유발하
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벌금형을 가하는 경우에도 가
족의 생활비 감소만을 초래하여 아동보호에 더 어려운 
사정만을 초래할 뿐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거의 
없다[19]. 따라서 특례법을 학대부모의 치료를 강화하
고 아동의 친권을 아동의 입장에서 사례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법원 산하의 사례회의가 운영될 수 있게 개
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개정방향을 제언코자 한
다. 첫째, 특례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
다. 아동복지법 제1조는 이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
하여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특례법 제 1조는 이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아동 관련법은 아동을 개체화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 아동의 존재는 아직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여
겨지고 있는 듯하다. 일본의 아동복지법 제1조는 “모든 
아동은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적절히 양육 
받을 수 있을 것, 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사랑
받고 보호받을 것, 심신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과 함께 
그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기타 복지를 동등하게 보
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개정하여, 아동이 더 이상 보
호의 객체가 아닌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
리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간과될 수 있는 사
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자 아동 권
리의 주체로서의 아동을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의 목적 및 이념의 변화는 아동학대 사건의 예방
이나 처벌, 보호·지원 등의 세부 절차의 마련에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7].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아동인권에 기반하는 
인식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 학
대 예방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특례법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성인과 
동등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서의 아동
에 대한 이해 및 아동에 대한 존중 등에 관한 인식전환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이 아동학대 의심사례 부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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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기존 사회적 패러다임

이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대중들은 
아동학대의 대응 및 보호체계와 같은 구체적인 키워드
가 연관되어 나타날 것이다. 우리 사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이 아동학대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경
미한 아동학대 행위가 학대아동의 사망 등 극심한 결과
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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