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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친부모에 의한 장애아동학대

유형 및 영향요인의 확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신진호

본 연구에서는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아동의 장애여부 및 장애특

성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 되는지 확인하고 각 유형에 속할 영향요인을 살펴보

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학대한 친부모에게 ‘학대행위자’의 지위에 더불

어 ‘양육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탐구하려 한

다. 학대 영향요인에 대한 생태체계 이론에 의할 때, 개인체계 및 가족체계와 

더불어 외적체계(혹은 환경요인)의 각 요인은 복합적으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개인체계의 아동 관련변수로 성별, 연령을, 행위자 관련 변수로

는 성별, 연령, 어릴 때 학대경험과 알코올 문제 그리고 장애여부를 사용하였

다. 가족체계의 요인으로는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갈등

을 사용하였고, 외적체계의 변수로 사회적 고립을 포함하였다.

연구를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행정데이터를 활용했고, 

부모의 범위를 친모, 친부로 제한하고 아동 양육에 필수적인 동거중인 사례를 

추출하였다. 아동에게 발생하는 학대사건은 대부분 중복학대의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의 아동학대를 분류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방법을 사용했다. 분류된 학대유형 중 ‘방임형’을 기준집단으로 하

여 평균비교 및 로짓 회귀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유형별 영향요인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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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장애, 비장애아동의 유형화 비교 결과, 비

장애아동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형’ 및 ‘방

임형’의 4유형으로 분류되는 반면, 장애아동은 ‘신체학대형’, ‘정서학대 우

세형’,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 및 ‘방임형’의 4유형으로 각각 다르게 유

형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장애아동의 경우 고위험의 중복학대가 

포함된 성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학대 유형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방임형을 기준으로 로짓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비장애 아동의 친부

가 학대를 할 승산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대행위자가 과거 학대의 피해자인 비율은 정서학대 우세형-신체학대 

우세형-방임형-성학대형의 순서였다. 또한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남용 및 가

족갈등의 문제는 정서학대 우세형-방임형-신체학대 우세형의 차례로 보고되었

다. 학대행위자 자신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다른 유형보다 방임의 형태로 학대

가 일어났고, 방임형의 학대행위자는 다른 잠재유형의 학대행위자에 비해 사회

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아동에 대해 방임형을 기준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체학대형 

및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친부가 학대할 승산이 높은 것은 비장애아동과 유사한 

점이다.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의 경우 친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행위자에

게 정신적 장애가 있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형 및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행위자의 스트레스가 더 많이 보고되었고,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알

코올이나 가족갈등의 문제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학대행위자가 사회적 고립을 

보고하는 정도는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방임형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번의 결과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형도 

다르게 분류되었다. 신체적 장애아동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

형’, ‘방임형’의 3개의 잠재유형으로 나타난데 반해, 정신적 장애아동은 

‘신체학대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우세형’ 및 ‘방임형’의 4개

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문제 1과 달리 명백히 차이나는 유형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체적 장애아동 사례에 대하여 방임형을 기준으로 영향요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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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결과, 아동의 연령은 신체학대 우세형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대행위자의 

연령도 신체학대 우세형 및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장애아

동의 경우, 방임형이 정서학대 우세형보다 높은 사회적 고립을 보고했다. 정신

적 장애아동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신체학대형 및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친

부가 학대할 승산이 높았고, 부부 및 가족갈등은 정서학대 우세형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행위자의 사회적 고립이 보고될 승산은 정서학대 우세형 보

다 방임형에서 높게 나타나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방임형의 아동학대 경향이 일

관적으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는 비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유형화 및 유형간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기존연구에서 추후 과제로 제시한 

학대 유형간의 정교한 차이 등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가진다. 둘째, 학대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비장애 아동에 이어 장애아동, 그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 장

애아동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일관적인 경향성을 보였다. 셋째,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에게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유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는 점에서 신체장애아동의 이동성 및 사회적 접근성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네 

번째로, 정신적 장애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 분포를 통해 장애가정의 

역할이 모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장애아동의 청소년에 이루어져야 

할 2차사회화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었다. 다섯 번째, 본 연구는 과거 신체적·

정신적 건강변수의 연장선상에 있던 행위자의 “장애”를 변수로 넣었다는 점

에서 차별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대행위자의 사회적 고립과 학대 유

형과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성과는 생태체계 이론 중 행위자 요인 및 양육과정

의 상호작용 방식에 주목하였고, 기존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인 사회적 

고립을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는 학대행위자 개인의 프로파일링 작업

을 통한 유형화를 시도한다. 그런데 장애아동 사례에서는 양육과정과 관련한 변

수가 추가된 학대행위자의 프로파일 연구가 필요하다.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아동보호체계에서 장애아동의 보호는 어떠한 접근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실천적, 정책적 의미가 있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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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를 통해 부모교육 및 장애가족에 대한 사회

적 지원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성과가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다. 우선 양

적 연구이기 때문에 동거여부를 양육과정으로 간주했고, 장애기간 및 돌봄 기간

의 관계와 학대와의 관계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착하지 못했다. 또한 변수선

정상의 한계로,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의 변수를 학대의 보호요인으로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례 기록 자료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자

료의 고유성이 있음에도 상담원의 기록지에 의존함으로써 정교한 방법론 수행

이 어려웠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또한 보고된 학대사례만을 분석한 

점에서 선택편향이 있을 수 있다. 학대피해아동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설문지 개발을 통해, 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담은 전국적인 아동학대 실

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아동학대, 장애아동, 친부모, LCA(Latent Class Analysis), 

영향요인, 사회적 고립, 장애의 인권모델, 생태체계 모델

학  번 : 2012-22946



v

< 제 목   차 례 >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문제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6

  제1절 장애아동 학대의 개념 ·········································································6

    1. 아동학대의 개념 ·····················································································6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6

      2) 부모의 친권과의 충돌문제 ·······························································8

      3) 형법상 유기·학대죄와의 비교 ·······················································9

    2. 장애의 개념 ···························································································10

      1)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개 ······················································10

      2) 인권모델의 의의 ··············································································12

      3) 장애의 정의 및 유형 ······································································13

  제2절 장애아동학대의 위험요인 ································································17

    1. 이론적 고찰 ···························································································17

    2. 선행연구 ·································································································22

      1) 영향요인 ····························································································22



vi

      2) 아동의 장애 ······················································································31

  제3절 아동학대의 잠재유형화 필요성 ······················································34

    1. 중복학대의 의미 ···················································································34

    2. 학대 유형분류의 다양한 시도 ···························································34

    3. 중복학대를 포함한 학대의 잠재유형화 ···········································35

제3장 연구방법 ·······················································································36

  제1절 연구문제 ······························································································36

  제2절 연구자료 및 변수구성 ······································································38

    1. 연구자료 ·································································································38

    2. 측정도구 ·································································································39

      1) 종속변수 ····························································································39

      2) 독립변수 ····························································································40

  제3절 분석방법 ······························································································42

    1. 잠재유형분석 ·························································································42

    2. 집단간 평균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43

제4장 분석결과 ·······················································································44

  제1절 자료의 일반적 특성 ··········································································44

    1. 비장애 및 장애아동과 학대친부모에 대한 기초통계 ···················44

    2.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아동과 학대친부모에 대한 기초통계 ·····49



vii

  제2절 주요분석결과 ······················································································53

    1. 비장애 및 장애아동 학대유형의 비교(연구문제 1) ····················53

      1) 잠재계층분석의 모형적합도 ··························································53

      2) 비장애 아동의 유형별 영향요인 ··················································55

      3) 전체 장애아동의 학대유형별 영향요인 ······································61

    2.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아동의 비교(연구문제 2) ························64

      1) 잠재유형분석의 모형적합도 ··························································64

      2) 신체적 장애아동의 학대유형별 영향요인 ··································67

      3) 정신적 장애아동의 학대유형별 영향요인 ··································68

제5장 결  론 ···························································································71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71

  제2절 논의 ······································································································74

  제3절 연구의 함의 ························································································80

    1. 이론적 함의 ···························································································80

    2. 실천적 함의 및 정책적 함의 ·····························································81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84



viii

< 표   차 례 >

<표 1>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15

<표 2> 다집단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인 ·············41

<표 3> 자료의 일반적 특성-1 ·····································································48

<표 4> 아동의 장애유형 및 빈도 ·································································50

<표 5> 자료의 일반적 특성-2 ·····································································50

<표 6> 비장애 아동에 대한 모형적합도 ·····················································55

<표 7> 전체 장애아동에 대한 모형적합도 ·················································55

<표 8> 비장애·장애아동의 학대유형별 소속확률 및 빈도 ···················56

<표 9>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평균비교 - 비장애 아동 ····················60

<표 10>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로짓비교 - 비장애 아동 ···················60

<표 11>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평균비교 - 전체 장애아동 ···············63

<표 12>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로짓비교 – 전체 장애아동 ·················63

<표 13> 신체적 장애아동에 대한 모형적합도 ···········································64

<표 14>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모형적합도 ···········································64

<표 15>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유형별 소속확률 및 빈도 ·65

<표 16>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평균비교 – 신체적 장애아동 ·············67



ix

<표 17>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로짓비교 – 신체적 장애아동 ·············68

<표 18>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평균비교 - 정신적 장애아동 ···········69

<표 19>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로짓비교 - 정신적 장애아동 ···········70

< 그 림   차 례 >

<그림 1> 연구모형1 ·························································································37

<그림 2> 연구모형2 ·························································································37

<그림 3> 비장애 아동의 학대유형 ·····························································57

<그림 4> 전체 장애아동의 학대유형 ·························································57

<그림 5> 신체적 장애아동의 학대유형 ·······················································66

<그림 6> 정신적 장애아동의 학대유형 ·······················································66



1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본 연구에서는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아동의 장애여부 및 

장애특성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 되는지 확인하고 각 유형에 속할 영향

요인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가족지원의 개입지점을 명확히 

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학대는 발달의 초기 단계인 아동기에 신체, 정서적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성인에 대한 학대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발달의 다른 영역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아동 성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아동의 일상

생활공간 안에서 발생하므로 학대 발견이 어렵고 그 피해는 장기화되

기 쉽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하면, 아동학대 사례의 10건 중 8

건은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1).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설계 

시 피해아동과 가족 구성원간의 역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

다.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학대행위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 그러나 그 즉시 ‘양육자’로서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한 친권상실이 이루어지

기 전까지는 여전히 아동의 부모로서 갖는 보호, 양육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의 ‘양육자’로서의 지위는 학대행

위 당시까지 아동을 양육하며 상호작용의 시간을 보낸, 아동과 가장 

1) 2017년 발표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를 포함한 “부모”에 의한 학대사건은 80.5%이고, “친부모”에 의한 학대로 한정

한 경우 76.1%의 비율을 나타낸다. 



2

밀접한 존재라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지위는 쉽게 부정되거나 과소평

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의 분리 이후 아동의 거취를 고려

할 때에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이러한 부모지위의 

특성은 그 고유성이 가중된다. 장애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아동의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 그리고 장애를 받아들이는 아동 개인의 기질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발달단계에 따른 일반적 양육방법 이외

에 장애특성에 따른 특수한 보육 및 교육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이 과

정에서 획득한 부모의 특수한 지식과 노력은 기실 어떠한 전문가도 대

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학대한 부

모에게 ‘학대행위자’ 및 ‘양육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관

점에서 학대 영향요인을 탐구하려 한다. 

학대 영향요인에 대한 생태체계 이론에 의할 때, 개인체계 및 가

족체계와 더불어 외적체계(혹은 환경요인)의 각 요인은 복합적으로 아

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 종래 아동학대는 개인·가족체계 내의 영향

요인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고, 이 중 아동의 장애는 ‘학대유발요

인’의 문제로 다루어졌다(Spencer et al., 2005, Verdugo et al., 

1995; 김혜영, 2002; 노충래, 2002; 정익중 외, 2011; 안선경 외, 

2012; 이상균, 2013; 김현주, 2014; 김기현 외, 2018; 김기현 외; 

2018; 유 비 외, 2018). 장애아동 학대는 비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와 

동일하나 아동의 장애특성이 학대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Robert, 

A. et al., 2007; 안수연, 2015).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양육자’지

위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볼 때, 장애아동과 부모가 양육과정에서 겪는 

상호작용 측면이 보다 치밀하게 논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가족의 

역동을 생태체계 이론 중 어느 체계의 측면에서 포착하는지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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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변수로 구성될 수 있다.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체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나(김현옥, 2017), 장애아동

의 양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개인, 가족체계 외의 사회

경제적 요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생태체계의 한 측면이다. 즉, 각 

체계의 영향요인이 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장애 

가족의 위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아동학대에 있어 장애 여부 및 유형이 중요한 이유는, 아동의 장

애판단이 학대사례 사정시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은 비

장애아동 중심의 발달단계와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보다 낮은 지적연령을 보인다. 또한 

시각장애 아동의 경우 생활연령에 비해 운동능력이 현저히 지체된다

(박상춘 외, 2008). 신체연령에 따른 발달단계를 기준으로 장애아동 

학대사례를 사정한다면 아동의 지적연령 및 신체적, 기능적 능력에 따

른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한 학대유형과 관련해서는 비장애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배화옥, 강지영, 2016)에서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학대 유형이 상이

하게 나타나며, 위험요인에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즉, 전기 청소년

기에는 신체학대와 언어학대가 가장 높은 발생비율을 보였고 아동기에

는 방임이 가장 빈번히 발생함을 보고했다. 즉 아동의 발달단계는 그 

자체로 학대 유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장애를 신체연령에 앞

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

루어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최근의 보고서에서도 학대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미비, 학대예방을 위한 체계적 연구 부족을 지적했다

(최복천 외, 2013). 장애아동 학대는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학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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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범죄 두 영역 사이에 존재했고2), 사법체계 안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담론의 하나에 불과하였다. 

비장애 아동 중심으로 구축된 아동보호체계 하에서 장애아동학

대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의 질문의 시작은 “장애아동의 학대는 

비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와 다른가”일 것이다. 선행연구는 학대발생

률을 계산하여 장애아동이 3.4배 많이 학대당한다거나(Sullivan & 

Knutson, 2000),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은 육체 및 성적 학대의 위험

이 두 배이고(Crosse et al., 1993), 언어장애 및 학습장애 있는 아동

은 학대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Spencer et 

al., 2005). 이렇듯 장애아동이 학대에 취약하다는 다양한 연구결과에

서 더 나아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 변

수를 통해 밝혀낸다면 학대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개입지점을 분

명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

른 발달적 차이가 비장애 아동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에서 어떻게 포착

되어야 하는지의 화두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장애아동의 양육이라

는 가중된 돌봄이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발상의 

전환은 아동과 부모 모두를 위한 아동가족정책 뿐만 아니라 장애가족

에 대한 지원정책에 다양한 함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복지지원체계』를 연구한 이승기 외(2011)의 연구에서도 

아동정책은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장애인 정책은 성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 위주로 추진되어 왔음을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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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비장애아동 중심의 아동

보호시스템에서 다루기 위한 전제로서, 장애·비장애 아동학대가 서로 

다른지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학대 결과의 측면에서, 피해아동이 겪은 

신체적, 정서적 및 성적 학대와 방임을 중복학대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유형화 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학대유형별 영

향요인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전체 장애아동을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로 대분류한 

경우 학대의 유형화가 달라지는지 비교한 후, 각 학대유형에 따른 영

향요인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도록 한다. 

연구문제 1

1-1.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라 다르

게 유형화 되는가?

1-2. 각 유형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2-1.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의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

게 유형화 되는가?

2-2. 각 유형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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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장애아동 학대의 개념

1. 아동학대의 개념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child abuse)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문화체계와 규범

이 아동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수용하는지에 따라 차이

가 있다. 민법상 징계권과 관련한 최근의 논의도 시대에 따른 규범성

의 변화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과거 학대를 협의로 이해한 Kempe 

등은‘피학대 증후군(the battered child syndro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부모나 양육자의 학대행위 또는 방임에 의해 초래되는 신

체적 상해’로 아동학대를 정의하였다(Kempe et al., 1962; 한미현,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견해는 학대의 유무와 정도를 명확하게 판

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

가 높아짐에 따라 신체에 한정하지 않는 넒은 의미의 아동학대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제2조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

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즉 신체

적, 정신적 성적 폭력과 유기 및 방임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학대

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실제적인 침

해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해까지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학대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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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있다3).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성적 학대

(Sexual Abuse) 그리고 아동 방임(Child Neglect)등을 포괄하는 넓

은 의미로 아동학대를 정의하여 분류하고 있다. 

➀ 먼저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로, 부모

나 양육자가 자신의 신체 일부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한다. 종래 신체학대는 교육의 목적을 가진 훈육

과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논쟁의 여지가 있었으나, 행위자의 교육의도

에도 불구하고 심한 체벌은 신체적 학대로 간주된다.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외에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신체적으로 혹

사시키는 것을 신체적 학대에 포함하기도 한다. 

➁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사회성발달에 치명적

인 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언어적 공격을 하거나, 정서적 공격이 포

함된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은 신체적, 성적 학대

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대에 

대한 보고가 가장 취약한 유형이다. 

➂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부모를 비롯한 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 아동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며, 판단능력이 미흡한 아동에게 가해진 일체의 성적인 행위를 

말한다. 성적 학대의 가해자는 아동에게 공포와 위력을 행사하거나 때

3) 세계보건기구(WHO)는 1999년 제네바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회의

(Consultation on Child abuse Prevention)에서 아동학대를 정의했는데,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신뢰관계에 있거나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서적 가혹한 처사, 성학대, 방임 또는 보호의 태만 및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 결과 아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그

러한 가능성을 초래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실제적인 해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

해까지 포괄하는 등,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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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아동을 유혹하여 스스로 학대행위에 동조하게 하는 등의 심리적 

조종을 병행하기도 한다.

➃ 아동방임은 부모 혹은 보호자가 아동 양육을 소홀히 하여 아

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를 포함한다. 물리적, 정서적, 교육적, 성적 방임을 포괄하는데, 대부분 

보호자로서의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서 일어나는 결과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하며, 유

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

2) 부모의 친권과의 충돌문제

일반적으로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민법상 친권의 내용으

로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및 징계권4) 등을 가지는데, 이

러한 친권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약칭)』이 시행되기 전,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나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현장에서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법 제정으로 경찰관 등은 동법 제13조의 긴급임시

조치에 의한 분리권한을 부여받았다. 학대사건에 대한 원가정복귀 결정

이 이루어지면 아동은 학대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나, 이로

서 부모의 학대할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양육 교육권

은 불가침의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에 대응하는 부모의 의

무를 전제로 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즉 부모의 친권은 그 자체가 아동 

4) 최근 민법 제19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논의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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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한계를 내포한다. 

3) 형법상 유기·학대죄와의 비교

현행 아동학대 대응 법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정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특례를 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이 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행한 학대범

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주체에 제한이 없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와 차이가 있다. 한편, 동법 제2조의 제4호에 의해 형법상의 유

기, 학대죄 일부가 준용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분류하는 

유기, 방임의 개념과 혼란이 올 수 있다. 

우선 학대죄와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과 아동복지법상의 학대는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다르므로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5). 형법

상 유기죄는 학대와 달리 보호의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고, 보호받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없는 상태로 옮기는 협의의 유기와 아동을 종

래의 상태로 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수적인 보호를 하지 않는 광의의 

유기를 포함한다(이재상, 2015). 따라서 아동보호전문센터에서 분류하

는 방임과 유기의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부터 전국 아동학

대현황보고서에서는 방임과 유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분류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아동보호전문센터의 학대사건이 형

사사건화 되면 학대피해아동은 참고인,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5) “형법상 학대죄는 생명,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보

호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법익으로 하고(아

동복지법 제1조), 18세 미만인 사람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며(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에서 성

인에 비하여 보호가치가 크므로,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선고 2017노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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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불일치는 복지행정과 사법시스템 사이의 균열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학대피해아동 보호의 틈이 있거나 혹은 한쪽 시스템으로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다학제간 연구를 통해 행정부처간의 소통을 위한 

개념의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2. 장애의 개념

1)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개

전통적으로 장애를 보는 시각은 개인의 손상(impairment)에 초

점을 맞추고 전문가에 의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훈련 등을 강조했다

(이동석, 2004). 이를 “장애의 의료모델”이라고 하는데, 다수의 장

애 활동가들은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의 형식으로부터 의료모델의 상징을 확인

하기도 했다(이지수, 2013). 의료모델에 의하면 장애로 인한 불평등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결핍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도 개

인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장애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인간관의 연장선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존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점, 장애를 야기하는 원인과 관련해서 사회시스템의 미

비와 같은 문제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박남수, 2015). 

이에 대응하여 발생한 “사회모델”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불편

함 혹은 차별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으려 하는 시도이다.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시설과 환경, 사고방식 등이 장애를 만드

는 것이므로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킨다면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은 사라

질 것이라고 한다(조한진, 2006). 이후, 마이클 올리버(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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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에 이르러 장애의 사회모델은 더욱 정교화 되었고, 장애차별금

지 및 이동권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장애 운동에 있어 당사자권이라

는 핵심가치를 널리 알렸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도 장애와 편견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며 비판이 가해졌다. 특히 Shakespeare(1994)는 장애모델이 

‘개인의 경험으로서의 손상(impairment)’이 담고 있는 문화적 이미

지, 문화적 대표성을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장애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

점은 이후 능력접근모델(the capability approach model of 

disability), 문화적 모델(the cultural model of disability)로 발전했

고, 최근에는 다양한 관점을 통합할 수 있는 “인권기반 모델 (A 

Human Rights Model of Disability)”이 주목받고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본다. 

Degener(2016)는 장애의 인권기반 모델이 차별금지법에 초점

을 둔 권리기반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 모델을 사회적 

모델과 구분하여 구체화해야 할 여섯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Degener, 

T., 2016).

첫 번째, 사회적 모델이 단지 장애를 설명한데 반해, 인

권기반 모델은 장애정책이 장애인의 인간존엄을 인식하고 있

는지에 대한 평가적, 가치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적 모델은 반차별적인 시민법의 개정을 주

장하는데 반해, 장애의 인권모델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모두 포괄한다.

세 번째, 사회적 모델은 장애인이 고통, 삶의 질 저하, 

장애로 인한 조기 사망에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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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권기반 모델은 이러한 삶의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정의

가 발전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네 번째, 장애의 사회적 모델은 장애정책의 중요한 요소

인 정체성 정치를 중시하지 않으나, 인권모델은 소수자적, 문

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여지를 남겨둔다. 

다섯 번째, 장애의 사회모델은 장애 예방정책에 비판적

이지만, 인권모델은 예방정책이 주장될 때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여섯 번째, 장애의 사회모델은 지구상의 장애인 중 3분

의 2가 상대적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

만 인권모델은 변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

2) 인권모델의 의의

아동학대를 이해하는 관점에 있어 장애의 사회모델을 견지한다

면, 아동의 발달적 특성 및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즉 

사회모델은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시스템을 변

화시킴으로 장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고 하나, 장애아

동의 경우 사회적인 ‘장벽’이 사라진다고 하여 불편함을 더 이상 겪

지 않는‘성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에게는 사회적

인 제약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의 양육이 필요하고, 아동이 갖는 의존

성은 장애와 무관한 것이다. 장애의 인권모델은 장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각 모델의 다원성을 존중할 수 있다. 따라

서 보다 유연하게 장애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인권모델은 장애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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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나아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를 지원해야 할 국가적 과제도 인권의 측면에서 설명하기 용이하다.

장애아동 학대 연구에 있어 장애의 인권모델을 택한다면, 아동학

대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인 UN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UN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공통적

으로 “인권(Human Right)”이라는 보편적 원리에 근간을 두고 있다

는 점에서 이론적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후술할 생태학적 관점

이 아동학대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통합했다는 점에서 장애에 대

한 여러 관점을 통합한 인권모델과 공통점이 있다. 장애아동학대 연구

를 위한 인권모델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배척하지 않고 아동 최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는 ICIDH 이

후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를 의결하여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 및 참여의 제

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했다. 손상은 신체 기능이나 구

조의 문제이고, 활동제한은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마주할 때 겪게 되

는 어려움, 참여제한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경험에 대한 문제이다. 

ICF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 외에 장애 당사자와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복합적인 현상으로 장애를 정의한 것이다. UN에서 결의한 장

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 작용 결과, 완전하고 유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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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참여의 평등을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

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으로 장애인을 정의한다. 이 협약은 사회모델에

서 주장하는 국가, 사회적 기능을 강조함과 동시에, 인권중심으로 장애

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국내의 『장애인복지법』은 제2조 1항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며, 대통령령에서 세부 장애유형을 정하고 

있다. 2000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전통적인 5대 장애에서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신장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을 추가하였고, 2003년에는 이에 내부기관의 장애 5종을 

추가하여 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분류체계인 15개 영역으로 확대되

었다.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조 제1항에서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ㆍ정

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하며 장애유형의 분류 

없이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동법 제11조, 제14조 등에서 사

용자, 서비스제공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장애의 유형이 고려되어

야 한다. 즉, 장애 유형에 따라 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종류와 내용

이 달라지므로 결국 장애유형에 대한 고려는 차별행위인지 여부를 밝

히기 위해 선행되는 조건이 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유형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크게 

분류한 후 신체적 장애를 내부기관의 장애, 신체 외부기능의 장애로 

구분한다6)(정무성, 2004). 연구결과를 장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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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애의 세부 유형과 장애 정도가 고려된 구체적 연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애아동 보호체계의 방향

성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상 대분류에 따라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구분할 것이다.

6)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제2조 관련) 기초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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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소분류 세분류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
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
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
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
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
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
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
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정신 

장애

지적
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
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
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
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한 사람

정신
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
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
장애인

신장의 기능부전(機能不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
람

호흡기
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
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
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요루
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尿瘻)를 시술하여 일
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
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표 1>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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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애아동학대의 위험요인

1. 이론적 고찰

아동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은 정신병리학적 모델, 발달론

적 모델, 사회적 모델(sociological model),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

(social-interactional model), 생태학적 관점 등이 있다(도미향 외, 

2006). 정신병리학적 모델은 아동학대의 주 원인을 부모의 과거 학대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서 찾으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일종의 정신

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아동학대의 원인을 자녀의 특징에서 

찾는 발달론적 관점은 미숙아, 질병, 원치 않는 출생 혹은 아동의 장애 

등이 학대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사회적 모델은 아동과 가

족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 예를 들면 폭력에 대한 사회적 태도, 사회경

제적 지위, 실업, 가족구조, 사회적 고립 등이 아동학대를 유발한다고 

한다.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은 부모의 잘못된 자녀양육 방법이 자녀에

게 주는 영향에 초점을 두며 부모-자녀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학대

를 이해하려고 한다(도미향 외, 2006). 최근에는 기존 학설이 다양한 

학대원인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주장되며 생태체계 모델(ecological model)이 중요시 되고 있다. 

생태체계 모델은 Bronfenbrenner(1979)가 주창한 아동발달의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분석틀이다(배화옥, 2004). 또한 

인간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며(holistic view) 가치중립적인

(value-free way)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

입지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Grief, 1986, 박명숙 2002에서 재

인용). 따라서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가정폭력, 청소년 문제행동 나아

가 노인에 이르기까지 인간발달이 관계되는 여러 영역에 다양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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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되고 있다(남미애, 2013). Bronfenbrenner(1979)의 구분방

식인 미시체계(micro 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부체계

(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를 아동학대에 적용한 예로는 

박명숙(2002)의 연구가 있다. 먼저 미시체계에서 아동의 건강, 기질, 

부모 자신의 성장 경험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중간체계에서는 가정, 

학교에서 가족과 외부집단간의 상호작용을 보았고, 외부체계에서는 부

모가 아동의 미시체계에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경

제적 지위 혹은 사회적 지지망을, 마지막으로 거시체계에서는 폭력에 

대해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가치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

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아동학대 연구자인 Belsky(1980)는 

Bronfenbrenner의 분류방식을 아동학대에 적용하기 위해 개인적 체

계(ontogenic development-the individual), 가족체계(the 

microsystem-the family), 외적체계(the exosystem-the 

community) 및 거시체계(the culture-the macrosystem)로 구분하

는 방식을 택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개인과 

가족, 친구를 포함하는 미시체계와 체계간의 관계와 연결을 의미하는 

중간체계, 제도나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는 거시체계로 구분하기도 한

다(Umemoto and Baker, 2009, 정혜원, 2014 재인용). 세부적으로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개인을 둘러싼 가족, 친구, 학교요

인을 생태체계적 환경 요인으로 보는 연구가 있다(오승환, 2010; 전

지영, 2010).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연구에 보다 유용한 Belsky(1980)의 생

태체계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체계는 학

대행위자의 성별, 연령과 같은 발생적 특징을 말하고, 아동학대에 있어 

부모가 대부분의 가해자가 된다는 점과,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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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가족체계를 미시체계로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족체계를 강조한 다른 이유는 아동학대에 있어 가

족과의 상호작용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는 양육기술의 부족,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체벌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외적체계는 개인

의 발달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형식적·비형

식적인 사회 구조의 관점이다. 이를 Family와 구별하여 Community라

고 설명하며, 일(work)과 관련한 실업상태, 이웃(neighborhood)을 

예로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체계는 문화적 요소로서 사회적 분위

기나 법, 제도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elsky(1980)의 생태학

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장애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는 개인체계, 가족체

계, 외적체계의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 견해는 아동학

대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복잡성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된다(Garbarino, 1977; Belsky, 

1980). 

다만, ‘장애’아동의 학대라는 특수성을 포착하기 위해 

Belsky(1980)의 생태체계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 가족체계의 상호작

용은 그 의미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자녀에 대

한 지속적이고 무제한의 돌봄 의무가 있음에도 아동발달이 이에 비례

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 죄책감을 느낀다(verdugo, et al., 1995). 

장애아동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로부

터 성취감이나 희열을 얻는 대신 신체적·정신적인 소진을 겪게 되는 

것이다. verdugo 등(1995)은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부모와 아동행동이 유의하게 아동학대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며, 부모와 자녀가 양육관계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지가 중

요한 학대요인이라 언급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영향요인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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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함에 있어 가족체계의 상호작용을 강조함으로써 장애아동 부모의 양

육과정의 어려움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은 그 자체로 다른 변수와 상호

작용을 한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외적체계와의 구분이 용이하

지 않을 때가 많다. 예를 들어, 가족체계에서 강조되는 부모-아동간의 

상호작용이 때로는 부모가 가진 개인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의미하게 

될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지식은 개인체계의 내용인 행위자의 발달

장애 여부와 관련 있고, 행위자의 어릴적 학대경험은 학대행위자의 내

적상태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아동과의 부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학

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lsky(1984)도 생태체계 모

델을 보다 정교화 시킨 과정모델(process model)을 통해 부모의 발

달경험(developmental history)이 부모자녀 관계에 존재하는 광범위

한 맥락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양육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유 비 외, 2018). 과정모델을 토대로 학대행위자의 과거 학

대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유 비 외(2018)의 연구도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경험이 아동귀인과 정신건강수준에 정적인 영향

을 미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개인체계의 요인을 학대행위자 개인의 영역에 존재하는 영향요인으

로 분류하여 분석을 하려고 한다. 체계 간의 상호작용과 이에 의한 영

향요인의 효과와 같은 입체적 분석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기로 한다. 

따라서 학대행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요인과 과거 행위

자의 경험을 개인체계의 요인으로 포함할 것이다. 

생태체계 이론에 의할 때, 각 체계의 상호작용을 인정하는 관점

에서 가족체계와 외적체계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것도 위와 동일하다. 

Belsky가 제시한 외적 체계의 Community 개념을 그 예로 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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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체계인 Family가 경험한 외적체계의 존재, 부존재가 결국 학

대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것이

다. 국내의 연구는 노충래(2002)가 가족 기능적 특성에 폐쇄된 가족

을 포함하고, 사회경제적 특성에 실업, 지역사회, 사회적 자원결여를 

포함한 반면, 박정란(2001)은 가정환경적 요인에 가정폭력, 부부갈등, 

빈곤, 실업과 함께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사회적 고립 등)을 포함하는 

등 아동학대에 생태체계를 택하는 이론 사이에도 각 체계의 요인은 다

양하게 설명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강

조하는 견지에서 외부체계는 가족 외의 요소로 파악할 것이다. 즉 가

족 외의 요소인 실업, 지역사회의 지지 등을 사회적 영향요인으로 파

악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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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Belsky(1980)의 생태체계 모델을 견지하며 개인

적 체계에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 그리고 학대 행위자의 개

인체계의 요소인 어릴 때 학대경험을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행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관련한 알코올 문제 및 행위자의 장애를 개인

체계에서 검토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위자의 장애특성은 

아동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의 결핍을 가져오는 요소로 볼 여지가 없

지 않다. 그러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우울이나 만성질환과 같은 개인적 

건강 요소에 장애를 포함하는 선행연구(Yampolskaya el al., 2009)

에 따라 개인적 특성에서 행위자의 장애를 살펴볼 것이다. 가족체계의 

내용으로는 학대행위자의 양육지식과 기술부족 및 스트레스와 가족갈

등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가족체계를 외적체계와 구분하는 입장에서 

학대행위자가 사회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외적체계의 문제로 

볼 것이다. 그리고 자료의 한계 상 사회 문화적 요인인 거시체계의 변

수는 포함하지 못하였다. 

1) 영향요인

(1) 개인체계

➀ 학대 행위자의 성별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대표적인 아동학대 관련요인이다. 학대유형

별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영역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메

타분석한 안선경 등(2012)에 의하면, 신체학대 및 방임에서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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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별이 부일 경우는 요인의 평균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

타났고, 정서학대의 경우에도 과거 학대경험에 이어 부모의 성별이 두 

번째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외(2018)의 연구는 

에서는 미국 국립 아동학대 및 방임 데이터(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를 활용한 학대행위자 연구를 보여주었는

데, 친모는 여성 학대 행위자의 86%를 차지하고, 학대행위자가 친부

일 경우에는 어린 연령의 아동을 학대하는 비율이 높으며, 방임을 하

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렇듯 행위자의 성별은 학대여부 뿐만 아니

라 학대의 유형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연구하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의 성별 구분은 

곧 친모 혹은 친부의 학대를 의미한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부

담이 주로 친모에게 지워진 현실에서, 장애-비장애 및 장애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성별분포를 통해 장애아동의 부모가 학대 가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➁ 학대행위자의 어릴 적 학대경험

학대 영향요인으로서의 어릴 적 학대경험은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체계에서 구축된 개인적 특성이 현재 아동양육행동에 발현되는 것

으로, 학대의 대물림 현상(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child 

abuse)과 관련하여 연구되는 주제이다. 물리적, 성적 학대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의 1/3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다는 연구결과를 밝힌 

Kaufman, J. 과 Zigler, E.(1987)의 연구 이후로, 다양한 실증연구가 

이를 검증하려 시도했다. 김혜영, 장화정(2002)은 부모의 어린시절 학

대경험이 신체 학대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유 비 등(2018)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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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시절 경험한 학대의 유형 중 정서학대가 현재의 양육태도에 미침을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했다. 그러나 어릴 때 학대경험이 장애아동에 대

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비장

애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의 차별적인 위험요소로서 어릴적 학

대경험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학대의 위험요인이 장애아동의 양육이

라는 현재의 체계 내에 있는지 아니면 학대행위자 개인체계 영역에 있

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개입의 방향이 학대행위자 개인으로 향할지, 가족적, 사회적인 접

근을 요하는지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➂ 학대행위자의 알코올 중독

학대행위자의 중독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알콜 사용 장애와 관

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아동학대행위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유형화를 연구한 김기현 등(2018)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자는 알코

올 의존에 대하여 문제음주 수준을 보였다. 즉,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하여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이로 

인한 금단증상을 보이며 일반 기준의 유병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유병

률(9.4%)을 보였다(김기현 등, 2018). 또한 신체적 학대가 일어난 가

정과 비학대 가정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학대가정에서 알코올이나 마약

을 남용하는 가능성이 대조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다

(Whipple, 1991). 아동 및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예측요인

을 분석한 노충래(2002)의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알코올 문제를 가지

고 있을 경우 심각한 신체학대를 가할 승산은 5.66배, 정서학대의 경

우 3.98배, 방임의 경우 3.22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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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의 알코올 문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요한 학대 위험요인이다.

➃ 학대 행위자의 장애여부

학대행위자에게 장애가 있는지의 여부는 아동학대 연구에서 크

게 다루어지지 않은 주제이다. 대신 행위자의 정신적 건강을 다루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적 우울, 불면 등으로 구성하거나(Miller, 

1999; 변호순, 최정균, 2016; 김기현, 2018), 신체적 건강을 다루며 

장애 및 만성질환을 하위요소로 포함한다(Yampolskaya, 2009). 

Verdugo 등(1995)의 연구에서도 장애아동을 학대한 가족환경의 특

성으로 학대행위자의 장애를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지식의 습득이나 아동행동에 

대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장애아동 학대부모의 25%

가 지적장애 부모임을 보고한다. 특히 학대유형 중에는 방임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Yampolskaya(2009)는 비장애아동 사례를 대상

으로 하여, 잠재유형분석을 통해 심각한 신체학대를 행한 학대행위자

의 프로파일 분석을 하였는데, 건강 문제(Health problems) 및 정신 

건강(Mental health)의 변수는 “학대의 심각성은 크지 않고, 학대피

해자와의 관계가 친모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분류되었다. 즉, “건

강이 좋지 않은 친모가 경한 학대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하나의 유형

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내에서는 범죄백서(2017)의 ‘장애인범죄’ 

하에 정신장애인의 범죄만을 수록하며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으며. 박

창렬(2013)에 의하면 범죄장애인은 심리적 기능이나 가족관계 특성이 

열악하므로 이들의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가 전략적으로 설계되

어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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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학대행위자의 장애여부를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다만, 친부모의 “장애”를 표면적인 학대 영향요인로 보

기보다는 장애당사자 스스로 자녀의 양육함에 있어 국가, 사회로부터 

지지·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고자 함을 일러둔다. 실제로 지

적장애여성은 성폭력에 의해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부모됨의 준

비 없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적으로도 장애여성의 출산

여부, 시기, 횟수에 대한 온전한 선택권을 의미하는 “재생산권

(productive rights)” 및 육아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서해정 외, 2016). 따라서 장애부모가 양육을 위한 기본적

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애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행한 학대행위자의 장애와 관련한 연구결과는 장애인의 부모됨 자체를 

영향요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의 유형 및 학대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함의를 도출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체계 영향요인은 최근의 학대행위자 연구

를 통해 종합적으로 프로파일링 되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의 학대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특성을 유형화 한 연구(김기

현 등, 2018),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설문을 통해 과거 학대

의 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유 비 등, 2018)등

이 그것이다. 또한 Yampolskaya 등(2009)은 신체학대 행위자의 특

성을 중심으로 프로파일을 분석했는데, 학대행위자 개인이 가지고 있

는 고유한 특성인 성별, 친부모 여부, 건강 및 약물남용의 문제 등을 

주요한 변수로 삼았다. 이러한 연구는 학대행위자의 비동일성, 즉 학대

행위자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 혹은 양육과정에서의 갈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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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등이 차별적으로 학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공통적으로 주목

한다. 따라서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다각적 이해를 통한 세분화된 개

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다(유 비 외, 2018). 학대행위자의 지위를 

양육부모의 지위와 분리하지 않고 학대가정을 중층적으로 분석하려는 

본 연구도 이러한 연구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학대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아동, 특히 장애아동은 자신들을 양육하는 

부모와 동일한 생활세계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유 비 외, 2018). 따

라서 행위자의 개인체계를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려는 관점은 학

대예방을 위한 개입지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2) 가족체계

➀ 학대행위자의 양육지식 및 방법 부족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1990년 이후의 국내 외 연구동향을 분석

한 최복천, 김유리(2014)는 장애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 부모특

성이 장애아동의 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부모특성의 하위유

형으로 자녀의 장애발달에 대한 지식부족, 양육태도, 경제적 어려움 등

을 제시했다. 특히 지적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이

나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 부담에 주목한 Verdugo 등의 연구는 부모 

및 아동의 행동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모두 학대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Verdugo et al., 1995).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학대행위자인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측면을 연구하였는데, 장애아동을 학대한 부

모는 장애아동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41%, 

아동의 발달특성이나 필요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이 66%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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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장애인을 포함한 학대행위자가 양육태도 및 방

법부족을 보고하 비율은 2016년 기준, 16,737건으로 전체 학대사례 

18,700건의 89.5%에 이른다7). 아동학대의 재학대 영향요인을 찾기 

위한 이상균 외(2017)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학대유형별 재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에서 가해자의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은 방임형의 재학대 가능성을 

1.3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에

서 양육자의 양육기술 부족을 변수로 투입하여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장애아동 양육에 있어서 그 부모에게 전적인 부담이 가해지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이 감경

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학

대가 다른지 비교하고 각 학대 유형별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변수로 

아동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의 부족 여부를 포함할 것이다. 

➁ 스트레스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아

동학대의 영향요인이다(Whipple, 1991; Roberta A, H. et al., 

2007; 김유리, 2010; 안선경, 2012; 김현주, 2014). Goldson(1998)

은 장애아동이 보호자의 지속적 관심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부담이 양

육자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갖게 함으로써 비장애 아동에 비해 

높은 학대의 위험성에 놓이게 된다고 한다. Svensson 등(2011)은 장

애아동의 양육에는 치료, 재활, 특수교육 등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7)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128쪽 학대행위자 특성 참고하여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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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지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이 스트레스를 높여 학대의 위

험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의 장애아동부

모 스트레스를 연구한 박명숙(2002)에 의하면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학대행위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과 모의 사회활동 여부는 양육스트레스와 학대

행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김현주(2014)는 장애

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에 의해 조절된다고 보았다. 

이렇듯 선행연구는 스트레스를 단독으로 이해하기보다 다른 요인의 관

계 하에서 발생하고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과거 장애아동을 학

대의 유발원인으로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최근에는 양육부모의 스트

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 장애아동에 대한 가족지원이 어떠한 방향으

로 이루어져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오혜경, 

전혜연, 2004; 전귀영, 김수영, 2005; 이은주, 2009).  

➂ 부부 및 가족갈등

가족갈등은 가정폭력의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가족구성원 개

인의 기질에 기인할 수도 있다. 김혜영, 장화정(2002)의 연구는 부부

갈등이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고, 가족 간의 갈

등적 요소가 심화되는 경우 가정폭력이나 친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아동 가정에서는 장애를 가족갈등의 원인으로 보거나, 약자인 장

애아동에 대한 반사회적 갈등해결 방안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아동

의 장애는 반대로 장애아동 양육이라는 고난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가족 응집력을 높이고 가족갈등을 봉합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갈등의 요소가 장애아동 학대의 위험요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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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는 것은 장애가족이 아동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가족체계 속에서 

내면화 하는 방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 가정에 대한 

개입의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외적체계 – 사회적 고립

아동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 생태체계 이론은 아동학대에 영향

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 가족체계 외의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나, 지역사

회의 특성 및 사회·문화적 분위기에까지 상호작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이봉주, 김세원, 2006). 그러나 종래의 연구는 아동과 가족의 문

제에 보다 치중하는 경향이 강하였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된 지

역사회의 영역은 아동학대의 발생 논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현옥, 박해선, 2017). 아동학대 예방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할 국가와 사회가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하는 지점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학대가정에 개입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

의 노력에는 장애아동가정에 대한 관심, 지지자원의 제공 등이 있을 

것이다. 이 중, 사회적 지지는 빈곤이나 가족갈등 같은 학대위험요인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킴으로써 학대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

다(여진주, 2010; Ono, M., Honda, S., 2017). 사회적 고립의 개념

은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반대개념으로, 외부 지지체계나 사회적 지원

의 부재나 결핍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김현옥, 2017). 

Coohey(1996)는 사회적 고립에 대해 정의내리기 어렵고 학대행위자

가 인지하는 상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학대행

위자가 외부 자원과 접촉하고 지지받음을 인지하는 정도의 차이는 장

애아동 양육이 고립되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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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학대예방을 위해 담당할 역할과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 이론의 외

적체계에서 학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으로 행위자의 고립여부를 

변수로 투입하여 그 영향력을 확인해 보겠다. 

2) 아동의 장애

종래 학대발생에 영향을 주는 아동 측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기질 그리고 장애유형 등이 제시되고 있다(Sobsey et al., 1997; 

Sullivan & Knutson, 2000; Nooner, et al., 2010; 김유리, 2010; 

최복천, 김유리, 2014). 장애를 학대 위험요인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

는, 장애아동이 안전, 영양,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육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관심과 보호를 요구한다거나(Goldson, 1998), 스스로를 지

키기 위한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에 취약하다고 설명

한다.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이동 등의 제한적 능력 때문에 양육자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학대 

위험성을 높힌다고 설명하기도 한다(Goldson, 1998; 김현주, 2014). 

다만 의존성과 과잉순응성, 의사소통 기술의 부족은, 장애아동의 고유

한 특성이 아니며 장애의 결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된

다. 즉 아동의 장애 외의 다른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대

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Sobsey et al., 1997). 

선행연구는 학대피해아동의 개별적인 장애유형과 장애특성을 구

분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Sullivan 과 Knutson(2000)은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출현률을 인구통계를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산한 후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학대당할 가능성이 3.4배 높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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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적장애아동, 학습장애 및 행동장애 아동이 학대

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간의 

장애아동 학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체 학대피해 장애아동 중에서 

지적장애 아동의 비중이 약68%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최복천 외, 

2013). 더 나아가 아동의 장애특성과 개별 학대 유형을 동시에 변수

로 활용한 연구로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의 위험이 클 수 

있다는 Knutson 등의 연구(2004)나, 학습장애· 감각장애 및 집중력

에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Kvam, M.(2000)의 연구가 있다. 또한 성학대와 관련해서 청각장애인

은 성적이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고,(Kvam, M., 2004).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은 육체 및 성적 학대의 위험이 두 배에 이른다

는(Crosse et al., 1993) 연구도 있다. 이렇듯, 학대에 취약한 장애특

성과 학대유형을 교차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통해 특정 장애유형이 학

대영향요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다. 특정 장애아동 집단

에 대한 학대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

증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애아동 학대를 예방

하기 위한 거시적인 견지에서는 아동의 장애특성 별로 어떠한 차별적 

위험요인이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대피해아동의 장애는 

보호요인에 의해 완화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에 있어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특성에 따른 아동의 발달 차이에 있다. 아동

의 발달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학대의 유형과 위험요인이 다른(배화옥, 

강지영, 2016) 것처럼 아동의 장애특성에 따른 아동 고유의 발달은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한 신체연령과 같지 않다. 또한 아동의 위험

요인 및 보호요인 중에서 아동발달단계 따라 특정 시기에 두드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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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정익중, 김세원, 2011)이 있다면, 이에 대응하는 특정 시점은 장

애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재조정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의 다양한 장애특성별로 학대 종류 및 영향요인을 분석함이 이상

적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큰 틀에서의 장애아동학대를 비교·연구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상의 대분류 체계에 따라 

신체적 장애아동 및 정신적 장애아동으로 나누어 학대유형과 차별적 

위험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 때, 정신적 장애 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체 장애아동의 

63.85%를 차지하는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 결과 해석에 있어 유의할 

점이 있다. 신체적 장애아동은 외견상 비장애아동과 다름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에 노출되는 정도가 정신적 장애아동보다 

높다. 양육부모는 이러한 시선으로 인해 자신의 부모됨에 대한 자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반해 정신적 장애 아동, 특히 

지적장애 아동은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알지 못하고, 

부모의 돌봄이라는 일련의 과정 하에서 학대를 분리하지 못한다. 경도

의 지적장애 아동은 외부적으로 아동의 장애를 알 수 없고, 오히려 부

모에게 순종하고 남을 잘 따르는 모습으로 비추어 지기 때문에 학대상

황 및 그 결과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지적장애 아동학대가 더 많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동지 

안수영, 2015).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별, 연령, 그리고 학대

행위자의 성별, 연령과 장애여부, 어릴 때 학대경험, 알코올 문제를 개

인체계 요인으로, 양육에의 지식과 기술 부족, 스트레스, 가족갈등의 

요소를 가족체계의 변수로 포함하여 연구하도록 하겠다. 또한 외적체

계의 요인으로 학대행위자가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 여부

를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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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아동학대의 잠재유형화 필요성

1. 중복학대의 의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고하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 신체적, 정

서적, 성적학대 그리고 방임은 단독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이상이 중복적으로 발생한다. 2017년의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

하면 중복학대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전체 18,700건의 학대사

건 중 48%를 차지했다. 중복학대는 단일 유형의 학대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

욱 절실하다.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재분류한 선행연구에서

도 단일유형의 학대에 기반한 연구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Petrenko et al., 2012; Lau et al., 2005). 그러

나 중복학대를 학대의 한 유형으로서 다루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중

복학대를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중복학대가 포함하고 있

는 다양한 학대유형을 차별화하지 못하며, 이에 따른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이미진, 김혜련, 2016). 

2. 학대 유형분류의 다양한 시도

선행연구는 신체적, 정신적, 성학대 및 방임의 학대유형을 간명

하고 명확하게 분류하여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보였다. 

기존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예로는 노인학대의 중첩성을 고려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활용한 이윤경, 김미혜(2008)의 연구가 있다. Lau 등

(2005)의 연구는 적극적, 소극적 학대를 중심으로 하거나, 학대의 빈

도 혹은 단일, 중복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여러 시도를 통해 단일유형

과 결합유형을 구별하는 것이 가장 예측적이라고 한 바 있다.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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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기존의 접근방식을 버리고 적극적 학대 및 소극적 학대로 

대별함으로써 엄격대응 여부를 결정하면 학대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

게 온전히 부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견해도 보인다(이정념, 2018). 

3. 중복학대를 포함한 학대의 잠재유형화

최근에는 기존의 유형을 토대로 각 변수가 유형에 소속될 잠재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의성이라는 제약을 극복하는 연구방

법이 주목받고 있다(Yampolskaya et al., 2009; Nooner et al., 

2010; Petrenko et al., 2012; 이상균 외, 2017; 전혜영, 박재국, 

2018).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활용하면 아동학대 

사례를 잠재유형화 하고, 유형별 학대 영향요인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Nooner 등(2010)은 잠재유형분석을 통해 신체적,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자료를 학대의 경중을 포함하여 재분류하

였다. 또한 이상균 등(2017)은 학대의 잠재유형을 분류한 후 재학대 

발생집단과 비교하여 학대유형별 전환확률과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밝

혀내었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한 학대의 재분류는 평면적인 학대유

형을 나열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복수의 학대유형 혹은 추가적 특

성이 결합된 고유한 특징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장애가정의 비

동일성을 확인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개입방법을 찾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를 분류하는 새로운 연구방식의 

활용은 학대아동에 대한 차별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등적 대응

의 국내 도입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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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문제

연구문제 1에서는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

동에 대하여, 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라 학대의 잠재유형화가 달라지는

지 살펴볼 것이다.(연구문제 1-1).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

동에 대한 학대가 서로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각 학대유형을 특징짓는 영향요인이 있는지 확인할 것

이다(연구문제 1-2). 

연구문제 2번에서는 친부모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의 장애를 신체

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로 대별하여 보다 세분화된 경향성과 학대 영

향요인을 탐구할 것이다. 즉, 정신적 장애 및 신체적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다르게 유형화 되는지 잠재유형화를 통해 살펴본 후(연구문제 

2-1), 각 유형의 특징적인 영향요인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연구문

제 2-2). 

연구문제 1 

1-1. 친부모에 의한 장애, 비장애 아동학대는 다르게 유형화 

되는가? 

1-2. 각 유형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2-1. 친부모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동학대는 다르게 

유형화 되는가?

2-2. 각 유형의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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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모형 1

<그림 2> 연구모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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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자료 및 변수구성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아동의 장애여부 및 장애종류에 따른 학대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했다.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례 데이터를 

수합하여 이를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한 매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작성, 발간하여 일반에 공개하며 

아동학대 현황 및 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2017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건 29,764건 중 사례판단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18,700건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학대사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가족유형을 피해아동 측 요인으로, 동거여부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를 학대행위자 측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친부모와 관련한 학대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동거

하는 친부모”로 사례를 제한했다.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동거가 필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서는 부모의 범위에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를 모두 포함하여 부모에 의한 학대

가 80% 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부모 및 계부

모를 제외한 친부와 친모로 제한하려 한다. 양부모 혹은 계부모에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이자 보호자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부정하거

나,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혼이나 

입양이라는 특수한 가족관계가 가져올 외부효과를 통계적으로 배제하

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학대행위자를 동거하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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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친모로 제한하고 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특성 변수의 결측값을 제

외한 결과 전체 자료의 수는 비장애 아동이 11944건, 장애아동이 

503건 이었다. 

연구를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등이 삭제

된 이차자료 형태로 자료를 제공받아 연구를 수행하였고,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원자료 사용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자체의 IRB심의를 거쳤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활용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정데이터는 학대 사

례를 담당한 상담원이 접수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문항의 자

연적, 사전적 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변수를 구성함에 있

어 사회과학적 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 단계를 거치기 어려운 특징이 

있었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각 변수는 상담원이 학대행위자와의 내담

을 통해 인지하거나, 학대행위자 스스로 보고한 특성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장애 및 비장애, 그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의 유형화 비교를 위해 우선 학대유형을 도출해야 한다. 후술할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 방법에 의한 유형화를 위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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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사건당 중복학대의 형태로 기록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를 각 

학대유형으로 개별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신체정서성학

대”로 표기된 자료를 “신체”+“정서”+“성학대”의 조합으로 해

체한 것이다.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최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집단의 수를 찾은 후 개별 사례에 집단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학대 사례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발견한 후 집단의 

유형을 더미변인으로 하여 연구문제 1, 2의 종속변수를 도출하였다.

2) 독립변수

분석을 위해 생태학적 모델의 각 체계인 개인체계, 가족체계 그

리고 외적체계에 해당하는 각 변수를 포함했다. 개인체계의 영향요인

으로는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과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을 비

롯하여 어릴 때 학대경험, 알코올 문제 및 행위자의 장애여부로 구성

했다. 가족체계의 영향요인으로는 양육지식과 기술의 부족과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갈등으로 구성했고, 외적 체계의 영향요인으로는 아동학

대 행위자가 보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인지한 사회적 

고립을 변수로 투입했다. 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아일 경우 

1, 여아는 0으로 코딩했고, 자료의 기초분석을 위한 아동 연령은 아동

의 발달단계별로 구분했다. 구분의 기준은 아동발달학의 영, 유아기의 

단계인 영아기(0~2), 유아기(3~6), 학령기(7~12), 청소년기

(13~17)를 따랐다. 기초통계를 위한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10년 단위

로 구분하였고, 학대 행위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는 1, 비장애인인 

경우는 0으로 코딩했다. 어릴 때 학대경험이 있는 경우 1로, 경험 없

는 경우는 0으로 코딩했고, 기타 행위자관련 변수인 양육지식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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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알코올 문제, 스트레스, 부부 및 가족갈등, 사회적 고립도 마찬

가지로 있음=1, 없음=0 으로 코딩했다. 이때, 더미코딩된 변수가 기

초분석 결과 나타난 비율은 곧 해당 변수가 보고될 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의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체계분류 변수명 변수측정

개인체계

학대피해아동
성별 남=1, 여=0

연령 연속변수

학대행위자

성별 남=1, 여=0

연령 연속변수

어릴 때 학대경험 경험 있음=1, 없음=0

알코올 문제 있음=1, 없음=0

장애여부(신체적, 정신적 장애) 장애=1, 비장애=0

가족체계 가족요인

양육지식 기술부족 있음=1, 없음=0

스트레스 있음=1, 없음=0

부부 및 가족갈등 있음=1, 없음=0

외적체계 사회적 요인 사회적 고립 있음=1, 없음=0

<표 2> 다집단분석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사용한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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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1. 잠재유형분석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단일한 학대유형 혹은 중복학대로 학대 유

형을 분류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중복학대의 전체 조합을 하나의 

단일체로 구성하는 것은 서로 성격이 다른 자료를 하나로 묶어 분리하

는 결과가 되고, 중복학대를 각 학대 유형으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

은 중복학대가 가진 고유한 특성을 간과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4종

류의 학대유형을 간명하게 분류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하였다. 잠재유형분석은 종래의 변수 중심적

(variable-centered) 연구방법과 달리 대상 중심적

(person-centered) 접근법이다(박지수 외, 2017). 기존의 변수중심

적 접근이 전체 자료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는데 반

해, 대상 중심적 접근은 응답자들의 문항 반응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귀납적으로 집단을 구분함으로써 집단 내의 차이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고 알려져 있다(정익중, 김세원, 2011). 또한 연구자의 가설에 따라 

임의적으로 집단 수와 구분 경계를 결정하는 군집분석과 달리 통계적 

기준치를 통해 집단 수를 결정하고, 집단에 해당할 확률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자료의 선형성, 독립성, 정규성 그리고 분산의 동질성과 같

은 데이터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군집분석과 

달리 그 활용도가 높다(조지용, 박태영, 2013).

본 연구에서는 잠재유형분석을 통해 학대사례를 유형화 한 후, 

각 유형에 따라 학대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중복학대를 연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분류된 유형간의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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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잠재유형분석에 의해 친부모에 의한 비

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학대에는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연구문제 

1-1), 동일한 방식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형화가 아동의 신체

적, 정신적 장애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했다(연구문제 2-1). 

2. 집단간 평균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분류된 각 유형의 학대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ANOVA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였

다. 자료가 등분산 가정을 만족할 경우 Scheffe 방법을 사용했고, 등

분산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Dunnett T3 을 사용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Mplus Version 7.0, SPSS 18 이고, 자료의 정리

를 위해 STATA12를 일부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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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분석결과

제1절 자료의 일반적 특성

1. 비장애 및 장애아동과 학대친부모에 대한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 분석자료로 사용한 2017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

대사례는 총 18,700건 이었으며, 이 중 자료의 입력오류 등으로 활용

할 수 없는 사례를 제외하고 동거하는 친모,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 사

례를 추출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11,944건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 

중 남아, 여아는 각각 5,972건 동수로 나타났고, 장애를 가진 아동은 

503명으로, 전체의 4.04%였다. 이 수치는 장애유형을 기록할 수 있는 

등록 장애아동에 제한한 비율로, 장애의심아동을 제외한 것이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은 남아가 61%, 여아가 38%로 남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학대피해 장애아동 중 남아가 65%임을 보고한 선행

연구(Sobsey et al., 1997)와 유사한 결과이다. 장애 아동 및 비장애 

아동의 성별분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선

행연구(Sobsey et al., 1997)와 일치한다. 비장애아동의 경우 학령기

에 해당하는 7~12세에 가장 높은 학대출현율을 보였으나, 장애아동의 

학대출현율은 학령기와 청소년기에 유사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경우, 비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는 친부일 경우가 

58%로 친모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나, 장애아동의 경우 친모가 

52%로 친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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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비중이 친모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의 

연령과 관련하여 비장애아동의 경우 친부, 친모의 연령은 50대가 

47.5%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러한 점은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50세 

이상인 비중이 14%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비장애 

아동에 대한 고령 학대행위자가 9% 정도인 것에 비해 높은 비중이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이 높아진다는 점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의 기간이 

학대행위라는 결과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의심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장애가 선천적·후천적인지 그리고 장애기간이 

몇 년인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장애아동의 돌봄 기간이 길수록 보호자

에 의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와 관련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행위자에게 어릴 때 학대경험이 있는지의 변수는 학대의 대물림

과 같이 과거 학대를 경험한 개인의 문제에서 학대원인을 찾는 관점에

서 주목한다. 그런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의 경우 유의한 차이는 아

니지만 비장애 아동에 비해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대행위자가 알코

올에 대한 중독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에게 거

의 동일한 비중이 나타났다. 즉 장애아동의 학대 영향요인중 학대행위

자의 알코올 중독여부는 행위자의 어릴 때 학대경험과 마찬가지로 비

장애아동과 구별되는 학대영향요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의 장애여부는 비장애 아동의 경우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가 각각 1.98%, 1.14%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구 비중

이 4.9%(한국장애인개발원, 2017)로 나타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비

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에게 장애가 있는지는 유의미한 수치가 아닐 수 

있다. 다만 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출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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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각각 7.4%, 10.9%에 이른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수치가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한 등록 장애인에 제한한 비율

이라고 할 때, 만성질환이나 우울성향이 있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부모를 포함한다면 그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가 장애아동을 학대할 비율이 25%에 이른다는 

선행연구(Verdugo, 1995)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장애를 가진 친

부모가 장애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학대한다는 연구결과는 복합적이고 

논쟁적인 이슈를 담고 있다. 장애 아동에 대한 돌봄과 학대예방에서 

나아가 장애가정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

이다.

가족체계의 영향요인 중의 부부 및 가족갈등은 여러 선행연구에

서 가족영역에서의 주요한 학대 위험요인이라고 주장된다. 그런데 비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의 경우 부부 및 가족갈등이 있다고 보고되는 

비율이 31.46%인데 반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26.20%로 5%가량 유

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및 가

족 간의 관계가 비장애 아동의 그것에 비해 덜 갈등적임을 의미한다.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

문에 가족 간의 갈등적 요소가 있더라도 간과되거나, 아동의 장애가 

오히려 가족 내부의 결속을 가능케 한 것이 아닌지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가족체계의 요인 중 양육지식과 기술부족

을 보고한 비율은 비장애 아동에게 42.79%로 나타난 반면, 장애아동

의 부모는 53.5%에 이르렀다.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의 학대부모 사

이에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비장애 아동보다 장애아

동을 양육하는데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개인적 스트레스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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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5%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사회적 고립을 보고하는 비율은 비장애 아동의 경

우 3.97%인데 반해, 장애아동은 7%로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학대함에 있어 지역사회의 지지를 비롯한 상호작

용을 겪지 못함을 의미한다. 학대행위자의 사회적 고립은 자녀를 학대

하게 된 원인일 수도 있고, 장애아동 양육의 결과일 수도 있다. 선후관

계가 무엇이든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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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장애아동
(n=11944)

장애아동
　(n=503)

χ2

신체적 장애
(n=148)

정신적 장애
(n=38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아동

성
별

남자 5972 50.00% 310 61.60%
26.117*** 

85 57.4% 239 62.7%

여자 5972 50.00% 193 38.40% 63 42.6% 142 37.3%

연
령

0~2세 1034 8.66% 13 2.58%

　
　
　
　

-8.897***

12 8.1% 1 0.3%

3~6세 2086 17.46% 51 10.14% 26 17.6% 26 6.8%

7~12세 4866 40.74% 218 43.34% 60 40.5% 175 45.9%

13~17세 3958 33.14% 221 43.94% 50 33.8% 179 47%

평균
(표준편차)

9.70세
(4.653)

11.34세
(4.021)

9.99세
(4.76)

11.87세
(3.52)

학대
행위자

성
별

남자 6940 58.10% 242 48.11%
19.749***　

76 51.4% 181 47.5%

여자 5004 41.90% 261 51.89% 72 48.6% 200 52.5%

연
령

~19세 114 0.95% 1 0.2% 　 1 0.7%     

20~19세 889 7.44% 25 5.0% 　 17 11.5% 8 2.1%

30~39세 4183 35.02% 163 32.4% 　 53 35.8% 121 31.8%

40~49세 5673 47.50% 243 48.3% 　 62 41.9% 193 50.7%

50~59세 1021 8.55% 67 13.3% 　 13 8.8% 57 15%

60세 이상 64 0.54% 4 0.8% 　 2 1.4% 2 0.5%

평균
(표준편차)

41.23세
(7.524)

42.71세
(7.743)

-4.304*** 40.34세
(8.6)

43.62세
(7.07)

*p<.05, **p<.01, ***p<.001                                                            

          n=12447

<표 3> 자료의 일반적 특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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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아동과 학대친부모에 대한 기초통계

전체 장애아동의 구체적 장애유형은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가 

132명(24.44%), 내부기관의 장애가 27명(4.95%) 그리고 정신적 장

애가 386명(70.83%)로 나타났다. 외부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아동은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아동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신적 

장애아동 중 지적장애아동이 전체 장애아동의 64% 가량을 차지했다. 

피해아동에게 중복장애가 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동에 각각 해당

하는 자료가 26건 존재했다(n=26). 본 연구는 장애 특성에 따른 학

대의 유형화 및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일한 장애를 

가진 아동으로 제한하는 배타적 연구가 아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신

체적 장애 및 정신적 장애에 각각 배정하였고8), 전체 사례 수는 그만

큼 증가하여 신체적 장애아동 148명, 정신적 장애아동 381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중복장애 아동이 양측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집단비교는 시행하지 않

았다. 

8) 따라서 신체적 장애(n=148) 및 정신적 장애(n=381)의 자료의 합은 전체 장애아동

(n=503)에 중복장애아동 26을 합한 수(n=529)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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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분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

소

분류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요루

장애

뇌전

증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빈도 33 48 11 15 23 2 - - - 1 1 25 348 36 2

비율 6.06% 8.81% 2.02% 2.75% 4.22% 0.37% 0% 0% 0% 0.18% 0.18% 4.59% 63.85% 6.61% 0.37%

합계
132 (24.22%) 27 (4.95%)

386 (70.83%)
159 (29.17%)

중복장애 포함, n= 545

신체적 중복장애 및 정신적 중복장애 사례가 포함되어 분석을 위한 학대사례 수와는 차이가 있음

<표 4> 아동의 장애유형 및 빈도

변수

비장애아동
(n=11944)

장애아동
　(n=503) χ2

　

신체적 장애
(n=148)

정신적 장애
(n=381)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체계　

어릴 때

학대 경험　

유 564 4.70% 17 3.40% 1.954
　

6 4.10% 12 3.10%

무 11380 95.30% 486 96.60% 142 95.90% 369 96.90%

알코올　
유 1947 16.30% 82 16.30%

0
　

26 17.60% 58 15.20%

무 9997 83.70% 421 83.70% 122 82.40% 323 84.80%

장

애

신체적

장애

유 236 1.98% 37 7.40% 66.826
***

　

15 10.10% 26 6.80%

무 11708 98.02% 466 92.60% 133 89.90% 355 93.20%

정신적

장애

유 136 1.14% 55 10.90% 332.95
7***

　

9 6.10% 51 13.40%

무 11808 98.86% 448 89.10% 139 93.90% 330 86.60%

가족체계　

양육지식기술부

족

유 5111 42.79% 269 53.50% 22.467
***

  

75 50.70% 211 55.40%

무 6883 57.21% 234 46.50% 73 49.30% 170 44.60%

스트레스
유 3263 27.30% 163 32.40%

6.260*
　

59 39.90% 117 30.70%

무 8681 72.70% 340 67.60% 89 60.10% 264 69.30%

부부 밎 

가족갈등　

유 3768 31.46% 132 26.20% 6.124*
　

44 29.70% 92 24.10%

무 8176 68.54% 371 73.80% 104 70.30% 289 75.90%

외적체계 사회적 고립
유 474 3.97% 35 6.96% 11.000

***　

10 6.77% 26 6.82%

무 11470 96.03% 468 93.04% 138 93.23% 355 93.18%

*p<.05, **p<.01, ***p<.001 n=12447

비율 : 전체표본에서 해당 변수가 보고된 비율, 중복응답 가능

<표 5> 자료의 일반적 특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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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아동, 신체적 장애아동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신

체적 장애아동의 경우 남아가 57.4%, 여아가 42.6%로 남아의 비중이 

높았고, 정신적 장애아동의 경우 남아가 62.7%, 여아가 37.3%로 더

욱 높은 편차를 보였다. 학대피해 아동의 연령은, 신체적 장애아동의 

평균연령이 9.99세로 나타나 실제적으로는 비장애 아동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정신적 장애아동의 경우 11.87세로 비장애 아동

에 비해 2.17세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정신적 장애아동이 생활연령보

다 낮은 지적연령을 보이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신체적 장애아동

의 연령분포가 비장애 아동과 유사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정신적 장

애아동의 경우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 45.9% 47%로 학대피해연령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신적 장애아동

의 신체연령은 자연히 증가하나, 지적연령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다. 따라서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 배우게 되는 의사소통 기술 혹은 학

대에의 회피방법을 습득하지 못해 발생하는 결과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기에 

양육부모의 학대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양육부모는 장애아동을 특수학교 등으로 진학시키거나 학교생활에 적

응시키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양육과

정에서의 내적 좌절감이 학대의 결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신체적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행위자는 친부의 비율이 51.4%, 친

모의 비율이 48.6%로 나타났으나 정신적 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는 친

모가 52.5%로 친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연령과 관련해

서 신체적 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는 평균연령이 40.34세로 비장애 아

동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신적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43.62세로 신체적 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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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3세가, 비장애 아동의 학대행위자보다는 2.4세가 높게 나타났다. 

50세 이상의 학대행위자의 비율은 15.5%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적 

장애아동의 연령이 학령기 및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 정신적 장애아동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 연령에 이르게 

되어도 이들의 지적연령이 높아짐을 기대할 수는 없다. 때문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인”에 대한 학대가 지속되리라는 우려가 드는 지점

이다. 

학대행위자의 장애 요인은 아동의 장애유형에 따라 더욱 구체적

인 결과를 보여준다. 즉,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13.4%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

한 학대행위자는 10% 이상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양육부모의 지위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이

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재생산권 

및 가족구성권이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것

이다. 장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표면적인 수치로 읽을 것이 아니

라, 장애부모의 부모됨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부재가 자녀에 대

한 학대 결과로 나타난다는 지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을 포함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의 경우에는 신체적 장애보다 정신적 장애

를 가진 아동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보고된다. 정신적 장애아동의 지

적연령이 신체연령과 달리 객관화, 표준화 될 수 없기에 양육부모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스트레스, 가족갈등 

및 알코올 의존여부는 신체적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학대 부모에게서 

더 높게 나왔다.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동이 거의 유사

하게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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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분석결과

1. 비장애 및 장애아동 학대유형의 비교(연구문제 1)

1) 잠재계층분석의 모형적합도

아동학대를 분류하는 최적의 잠재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의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늘려가며 모델을 확인하는 단계적 방법을 사용

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준지수와 Entropy값, 

투입한 모형을 k-1개의 잠재계층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검증하는 방법

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된다. 정보기준지수에는 아카이케 정보기준지수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이하 AIC), 베이지언 정보기준지수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이하 BIC), 수정 베이지언 정보기

준지수(sample-size-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이

하 aBIC)가 있다. 정보기준지수가 적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하나, 

AIC는 계층 수가 많은 모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Entropy값은 0

에서 1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확실성이 좋음을 의미한다

(Jedidi et al., 1993). 0.8 이상이면 분류의 질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나(이상균 외, 2017), 0.7 이상의 모델이라도 최종 분류

모델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선행연구도 있다(Nagin, 2005, 김

수영 외. 2017재인용). 잠재계층모델의 비교검증을 위해 로-멘델루빈 

우도비 검증(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이하 LMR-LRT)과 부트스트랩 우도비 검증(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이하 BLRT)을 사용하였다. LMR-LRT, BLRT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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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면 분석에 투입한 k개 잠재계층모형이 

(k-1)개 잠재계층 모형보다 유의미한 모형개선이 이루어졌으므로 k

개의 계층 모델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적 모델의 선

택을 위해 모형의 실제적 유용성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해야 하는데, 이

는 통계적 기준뿐만 아니라 모형의 간결성, 잠재 집단의 해석 가능성 

그리고 선택된 집단구분이 자료의 현상을 유용하게 설명하며 하위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는지가 고려되어야 한다(Yampolskaya 

et al., 2009; 배화옥, 2016)

본 연구의 경우, 비장애 아동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BIC 및 

aBIC 지수가 가장 작게 나온 것은 4개의 유형화였고, 이때의 

Entropy지수는 0.878로 모형을 비교적 정확히 분류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AIC 지수가 가장 작게 나왔으나 수정된 BIC 지수가 4유형과 크

게 차이나지 않는 5개로 유형화 하는 경우, 신체, 정서 학대를 명확히 

분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4개의 잠재유형을 선택

하였다. 장애아동의 경우, 모형 선정을 위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비교하

여 AIC, BIC 및 aBIC 가 가장 적은 값으로 나오고, LMR-LRT 및 

BLRT값이 유의하게 나온 4유형화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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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잠재유형 

수
AIC BIC aBIC Entropy LMR-LRT 

p-value
BLRT

p-value

2 1813.514 1851.499 1822.932 0.909 <.001 <.001

3 1780.327 1839.415 1794.978 0.775 0.0002 <.001

4 1766.123 1846.315 1786.007 0.914 0.0006 <.001

5 1769.034 1870.328 1794.15 0.969 0.0377 0.0682

<표 7> 전체 장애아동에 대한 모형적합도

2) 비장애 아동의 유형별 영향요인

연구결과 비장애 및 장애아동의 학대사례가 각각 4개의 학대유

형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분류된 양상은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비장애 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신체+정

서의 중복학대가 일부 포함된 유형(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를 중

심으로 신체학대 및 방임이 중복학대 형태로 일부 포함된 유형(정서학

대 우세형), 그리고 단일의 성학대형 및 방임형으로 잠재유형분류 되

비장애아동

잠재유형 수
AIC BIC aBIC Entropy

LMR-LRT 

p-value

BLRT

p-value

2 40956.195 41022.687 40994.086 0.913 <.001 <.001

3 40096.862 40200.294 40155.804 0.893 <.001 <.001

4 39657.524 39797.895 39737.515 0.878 <.001 <.001

5 39656.373 39833.684 39757.415 0.764 0.0015 <.001

6 39666.373 39880.624 39788.466 0.788 <.001 0.5000

<표 6> 비장애 아동에 대한 모형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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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에 대하여 장애아동의 경우, 단일의 신체학대만을 경험한 신체

학대형, 정서학대를 중심으로 하여 정서+신체학대로 구성된 정서학대 

우세형, 그리고 중복학대의 종류가 가장 많이 포함된 성학대 우세 고

위험형 및 방임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의 경우 

성학대가 발생할 때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가 잠재확률 약 0.5의 비율

로 동반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면 비장애 및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의 

잠재유형분류 차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그림3>, <그림4>). 

비장애, 장애아동에 대한 잠재유형분류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진 것이

기 때문에 분류된 잠재유형을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형별 중심이 

되는 학대유형을 같은 색으로 표시해 보았다.

비장애아동 학대유형
학대 
종류

장애아동 학대유형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형 방임형 신체학대

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
방임형

1 0.652 0 0.09 신체적
학대 1 0.617 0.545 0.064

0.218 1 0 0.142
정서적
학대 0.145 1 0.455 0.06

0.005 0.013 1 0 성학대 0 0 1 0

0 0.092 0.048 1 방임 0 0.094 0.273 1

1675 7629 63 2577 빈도 82 220 11 190

14.02% 63.87% 0.53% 21.58% 비율 16.30% 43.74% 2.19% 37.77%

a
ac

b
bc
ab
abc
abcd
abd
bcd

c
d
ad
bd

잠재

유형별 

중복학

대 양상

a
ab
abd
b

c
ac
acd
abc
abcd
bc

d
ad

a=신체학대, b=정서학대, c=성학대, d=방임  

<표 8> 비장애·장애아동의 학대유형별 소속확률 및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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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장애 아동의 학대유형 

<그림 4> 전체 장애아동의 학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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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번의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학대영향요인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집단간 비교를 해 보았

다. 다항로짓 회귀분석을 위한 기준집단은 중복학대 유형이 가작 적게 

포함되어 있어 유형 간 위험요인을 파악함에 있어 결과의 해석이 가장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방임형을 기준으로 삼았다.

비장애아동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신체학대 우

세형,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친부가 학대행위를 학 승산이 방임에 비해 

각각 2.94, 2.5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형의 경우 방임에 비

해 친부가 해당유형의 학대행위를 할 승산이 10.71배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성학대 피해아동이 남아일 승산이 0.287로 나오는 결

과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성학대형의 경우 양육지식과 기술의 부족을 

보고하는 승산이 방임의 0.43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다른 학대유형과 

성학대형의 차별화된 개입필요성을 보여준다. 

학대행위자에게 부부 및 가족갈등 및 알코올 남용의 문제가 있

을 때의 신체학대 우세형의 승산비는 0.66, 0.33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정서학대 우세형의 경우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될 승산이 방임

형에 비해 1.80, 1.38로짓 높게 나온다. 즉 정서학대 우세형, 방임형, 

신체학대 우세형의 순서로 부부 및 가족갈등 및 알코올 남용의 문제가 

더 많이 보고됨을 의미한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여 가족갈등 및 알코

올 남용의 결과로 학대유형의 순위가 매겨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

만, 신체학대가 방임에 비해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나타나는 학대

유형이라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

겠다.

방임형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성

학대 형보다 2.9%높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신체학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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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형,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보다 각각 2.6%, 2.2%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학대행위자 자신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다른 학대유형보다 

방임의 형태로 학대가 일어남을 보여준다. 학대행위자가 어릴 때 학대

를 경험했는지에 대하여 신체학대 우세형이 방임형보다 1.7% 높게, 

정서학대 우세형이 3.5% 높게 나타났고, 성학대형은 방임형보다 

2.3% 낮게 나타났다. 즉 친자녀를 학대한 양육부모에게 과거 학대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된 비율은 학대 유형별로 정서학대 우세형, 신체학

대 우세형, 방임형, 성학대형의 순서이다. 선행연구가 어릴적 학대경험

이 신체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김혜영, 장화정, 2002)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다만 비장애아동의 잠재유형화 결과 정서학대 

우세형은 중복학대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잠재유형이라는 점에서 해석

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표8>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신체학대 우

세형이 신체학대를 중심으로 분류된 반면, 정서학대 우세형은 신체학

대와의 중복학대를 포함하며, 정서학대가 사실상 신체학대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비추어 볼 때, 선행연구와 본 연구가 전혀 다

른 결과를 보였다고는 볼 수 없다. 방임형의 학대행위자는 다른 학대 

잠재유형의 행위자에 비해 5% 이상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을 보고

한다. 방임형의 학대가 다른 학대유형과 달리 부작위에 의해서도 이루

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정상적 양육에는 최소한의 사회활

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립된 양육부모에게 지역사회 단위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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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형 기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형

평균차 표준오차 평균차 표준오차 평균차 표준오차

개인체계

아동
성별 -.030 .016 .027 .011 .292*** .054

연령
-3.054**

* .139 -3.000*** .104 -4.113*** .488

학대
행위
자 

성별 -.271*** .015 -.268*** .011 -.519*** .041

연령
-3.355**

* .237 -4.192*** .185 -6.303*** .665

어릴때학대경험 -.017* .006 -.035** .004 .023*** .003

알코올 문제 .067*** .008 -.086*** .008 -.025 .045

신체적 장애 .011 .005 .010* .004 .029*** .004

정신적 장애 .026*** .004 .022*** .003 .029*** .003

가족체계

양육지식 기술부족 .064*** .015 .016 .011 .226*** .054

스트레스 -.013 .013 -.109*** .010 .171*** .024

부부 및 가족갈등 .090*** .012 -.126*** .010 .121* .043

외적체계 사회적 고립 .057*** .007 .052*** .006 .065** .017

*p<.05, **p<.01, ***p<.001

평균차이=기준값(방임)-각 유형별 위험요인의 평균

<표 9>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평균비교 - 비장애 아동 

방임형 기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형

B Exp(B) B Exp(B) B Exp(B)

절편 -1.929 　 -1.428 　 -6.645 　

개인체계

아동
성별 .211** 1.235 -.002 .998 -1.250*** .287

연령 .137*** 1.146 .126*** 1.135 .135*** 1.144

학대
행위자

성별 1.080*** 2.944 .952*** 2.592 2.372*** 10.714

연령 -.005 .995 .014** 1.014 .025 1.025

알코올문제 -1.096*** .334 .325*** 1.384 -.127 .881

가족체계

양육지식 기술부족 -.221** .802 -.118* .889 -.838** .433

스트레스 .427*** 1.533 .722*** 2.058 -1.352t .259

부부 및 가족갈등 -.419*** .658 .591*** 1.806 -.531 .588

최종 모형적합도 2LL=15586.837

*p<.05, **p<.01, ***p<.001; 준거집단=방임형

학대유형별 행위자의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 어릴 때 학대경험, 사회적 고립의 빈도가 0을 

포함하는 유형이 존재해 회귀분석에서 제외

<표 10>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로짓비교 - 비장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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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장애아동의 학대유형별 영향요인

장애아동에 대한 4개의 학대유형에 대하여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지 방임형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았다. 신체학대형은 학대행위자애

게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고되는 확률이 방임형보다 20% 높게 나타났

다. 이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내부적 외부적 스트레스 수준이 신체적 

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방임형과 정서학

대 우세형 간에는 친부가 학대행위자일 확률이 방임형보다 13.8% 높

게 나왔다. 학대의 잠재유형이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인 경우 행위자가 

친부일 확률은 방임형보다 61% 유의하게 높았다. 눈에 띄는 점은 성

학대 우세 고위험형의 경우 행위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을 확률이 방임

형보다 15%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아동의 양육하는 부모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이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의미를 갖는 부분이라 하겠다. 

정서학대 우세형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어릴 때 학대경험이 있

다고 보고된 확률은 방임형에 비해 6.8% 높았고, 학대행위자의 스트

레스 및 가족갈등 정도가 14%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

형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행위자의 개인적 특성 변수들, 즉 

어릴 때 학대경험, 스트레스 및 가족갈등의 위험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사회적 고립의 경우 방임형의 잠재유형이 타 유

형보다 10% 높은 보고율을 보였는데 이는 비장애 아동에 대한 방임

과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장애, 비장애 아동을 불문하고 친부모에 

의한 방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부모교육 및 참여 독려 등

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잠재유형화 결과 소속된 사례수가 적어서 회귀



62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성학대우세 고위험형을 제외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12>와 같다. 방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행위자의 스트레

스상태가 보고될 승산은 신체학대 우세형 및 정서학대 우세형의 경우 

3.04, 2.50 로짓 만큼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행위자에게 알콜이나 가족

갈등의 문제가 보고될 승산은 정서학대 우세형이 방임보다 1.83, 

1.95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도 비장애 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향성을 보인다. 학대행위자의 성별과 관련하여, 친부가 학대를 할 승

산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1.887, 1.817 높게 나타

났다. 

학대행위자의 사회적 고립의 경우, 신체 학대 우세형이 0.18로

짓, 정서학대 우세형이 0.097로짓으로 나타나(<표12>), 방임형과 정

서적 학대 우세형에서 사회적 고립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방임행위자의 사회적 고립이 비장애 아동의 부모에게도 5% 

이상의 평균 차이를 보였으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평균

차이를 보였고, 로짓회귀분석에 의한 승산비로는 더욱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 지점이다. 

전체적으로 비장애아동에 비해 학대 유형간 영향요인의 유의도

가 적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가 비장애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비장애아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에 용이

하게 변수가 선정된 것이 아닌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진 후 이를 

고려한 변수선정을 통한 요인분석을 재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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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형 기준
신체학대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

평균차 표준오차 평균차 표준오차 평균차 표준오차

개인
체계

아동
성별 .013 .064 .052 .048 .284 .151

연령 -.436 .528 -1.071 .396 -2.344 1.239

학대
행위자

성별 -.111 .066 -.138* .049 -.611*** .035

연령 -.016 1.021 -.861 .765 -5.057 2.395

어릴 때 학대경험 -.024 .017 -.068** .017 .000 .000

알코올 문제 .022 .043 -.082 .037 .041 .094

정신적 장애 .079 .039 .053 .034 .153*** .026

신체적 장애 .015 .039 .041 .030 .009 .094

가족
체계

양육지식 기술부족 .006 .066 .019 .050 -.094 .156

스트레스 -.195* .063 -.141* .045 .050 .126

부부 및 가족갈등 .035 .051 -.145** .044 .023 .125

외적 
체계

사회적 고립 .100* .033 .110*** .027 .137*** .025

*p<.05, **p<.01, ***p<.001 ; 준거집단 방임형

<표 11>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평균비교 - 전체 장애아동

방임형 기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B　 Exp(B) B　 Exp(B)

절편 -.940 -.503 　

개인체계

아동
성별 -.038 .963 -.210 .810

연령 .053 1.054 .099** 1.104

학대
행위자

성별 .635* 1.887 .597* 1.817

연령 -.019 .981 -.023 .978

알코올 문제 -.114 .892 .602* 1.826

정신적 장애 -.431 .650 .107 1.113

신체적 장애 -.143 .866 -.524 .592

가족체계

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 -.024 .977 -.027 .974

스트레스 1.112*** 3.040 .917*** 2.502

부부 및 가족갈등 -.318 .727 .668** 1.949

외적체계 사회적 고립 -1.709** .181 -2.328*** .097

최종 모형적합도 2LL=910.531

*p<.05, **p<.01, ***p<.001; 준거집단=방임형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 제외

방임형의 빈도가 0으로 나온 어릴때 학대경험을 회귀분석에서 제외함 

<표 12>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로짓비교 – 전체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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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아동의 비교(연구문제 2)

1) 잠재유형분석의 모형적합도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아동 본인의 장애특성

에 따라 학대의 잠재유형화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잠재유형

분석을 한 결과,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Entropy지

수가 0.7 이상이지만 AIC, BIC 및 aBIC의 지수가 가장 낮고 

LMR-LRTB, LRT가 유의하게 나온 3개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의 AIC 및 aBIC 가 가장 작게나온 4개

의 잠재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타나났다(<표

13>, <표14>). 

모형의 수 AIC BIC aBIC Entropy LMR-LRT 
p-value

BLRT
p-value

2 551.397 578.372 549.891 0.919 p<.0001 p<.0001

3 540.446 582.407 538.102 0.794 p<.0001 p<.0001

4 548.541 605.488 545.36 0.889 0.3577 0.25

5 557.495 654.414 562.64 0.795 1 1

<표 13> 신체적 장애아동에 대한 모형적합도

모형의 수 AIC BIC aBIC Entropy LMR-LRT 
p-value

BLRT
p-value

2 1372.812 1408.297 1379.742 0.927 <.001 <.001

3 1348.045 1403.244 1358.824 0.792 0.0004 <.001

4 1336.688 1411.601 1351.318 0.984 0.0026 <.001

5 1340.383 1435.01 1358.862 0.879 0.1524 0.2069

<표 14>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모형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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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장애아동은 성학대의 빈도가 높지 않아 독립된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방임형의 3유형을 선택했다. 정신적 장애아동의 경우, 신체학대형, 정

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우세형 및 방임형의 4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 때 신체학대형은 주로 신체학대의 단일학대의 형태가 이에 포함되

는데 반해, 정서학대 우세형에는 신체적 학대가 중복학대로 수반되는 

비율이 64%로 나타났다. 

신체적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아동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방임형 신체학대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우세형 방임형

1 0.421 0.104
신체적 
학대 1 0.644 0.333 0

0.5 1 0.074 정서적 
학대 0 1 0 0.042

0 0.061 0 성학대 0 0.017 1 0

0 0.127 1 방임 0.083 0.107 0.167 1

65 36 47 빈도 72 178 6 125

43.92% 24.32% 31.76% 비율 18.90% 46.72% 1.57% 32.81%

a
ab

b
bc
bd
abc
abcd
abd

d
ad

유형별 

중복학대 

양상

a
ad

b
ab
bd
abc
abcd
abc

c
ac
acd

d

합계 100%
n=148

합계 100%
n=381

a=신체학대, b=정서학대, c=성학대, d=방임

<표 15> 신체적·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유형별 소속확률 및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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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신적 장애아동의 학대유형

<그림 6> 신체적 장애아동의 학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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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적 장애아동의 학대유형별 영향요인

신체적 장애아동의 경우 사례의 수가 적기 때문에 로짓회귀 분

석 결과 학대유형간에 명확한 위험요인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

적 장애아동에 대한 방임형의 잠재유형은 정서학대 우세형에 비해 

14.9% 사회적 고립을 보고하는 확률이 높다. 이는 비장애, 장애아동

에 대한 방임과 유사한 결과이다. 

방임형 기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평균차 표준오차 평균차 표준오차

개인체계

아동
성별 .115 .095 .055 .110

연령 -2.656* .890 -2.174 1.030

학대 
행위자

성별 -.076 .096 -.137 .111

연령 -5.679** 1.743 -4.868* 1.777

어릴 때 학대경험 -.031 .022 -.111 .053

알코올 문제 -.146 .067 -.109 .079

신체적 장애 .014 .058 -.005 .068

정신적 장애 -.028 .053 .036 .062

가족체계

양육지식및 기술부족 -.043 .096 .094 .111

스트레스 -.158 .093 -.042 .106

부부및가족갈등 .052 .086 -.091 .106

외적체계 사회적고립 .103 .059 .149* .052

*p<.05, **p<.01, ***p<.001 ; 준거집단 = 방임형

<표 16>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평균비교 – 신체적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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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형 기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B Exp(B) B Exp(B)

절편 -2.553 　 -2.391 　

개인체계

아동
성별 -.357 .700 -.224 .800

연령 .062 1.064 .047 1.048

학대 행위자

성별 -.301 .740 .112 1.119

연령 .056 1.058 .042 1.043

알코올 문제 1.083 2.955 .535 1.707

가족체계

양육지식 기술부족 .230 1.259 -.197 .821

스트레스 .587 1.798 .177 1.194

부부 및 가족갈등 -.452 .636 .260 1.297

최종 모형적합도 2LL=289.385
*p<.05, **p<.01, ***p<.001; 준거집단=방임형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 제외

학대 행위자의 정신적 장애 및 신체적 장애, 어릴 때 학대경험, 및 사회적 고립은 빈도가 0인 

경우가 존재해 회귀분석에서 제외

<표 17>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로짓비교 – 신체적 장애아동

3) 정신적 장애아동의 학대유형별 영향요인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형간 위험요인의 차이를 발견하

기 위한 평균비교 결과, 정서학대 우세형 및 성학대 우세형의 경우 학

대행위자가 친부라고 보고될 확률이 방임형에 비해 각각 15.7%,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어릴 때 학대경험을 

비롯하여 스트레스 및 부부가족 갈등이 보고되는 확률이 방임형보다 

5.6%, 17.3%, 20.4% 가량 높게 나오는데 이 결과는 정신적 장애아

동에 대한 잠재유형분석 결과 정서학대 우세형이 중복학대를 가장 넓

게 포괄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정신적 장애

아동에 대한 방임형을 성학대 우세형과 평균비교 할 경우, 학대행위자

에게 정신장애가 있을 확률이 19.2%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사회

적 고립, 부부갈등, 알코올 남용의 각 위험요인에서 10% 이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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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율을 보였다.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성학대유형에 대한 위험요

인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보다 정교한 변수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방임형 기준
신체학대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우세형

평균차 표준오차 평균차 표준오차 평균차 표준오차

개인체계

아동
성별 .003 .071 .044　 .056 .489 .201

연령 .358 .531 -.212　 .421 -1.184 1.334

학대 
행위자

성별 -.168 .073 -.157t .057 -.640* .206

연령 1.609 1.041 .428　 .821 -5.627 2.939

어릴 때 
학대경험

-.028 .020 -.056** .017 .000 .000

알코올 문제 .025 .048 -.049　 .042 .136*** .031

정신적 장애 .123 .046 .057　 .045 .192*** .035

신체적 장애 .013 .044 .034　 .034 .096 .123

가족체계

양육지식 기술부족 -.033 .074 -.026　 .058 .036 .209

스트레스 -.197t .068 -.173** .051 .192*** .035

부부 및 가족갈등 -.023 .054 -.204*** .048 .144*** .032

외적체계 사회적 고립 .078 .038 .075　 .033 .120*** .029

†p<.01, *p<.05, **p<.01, ***p<.001 

준거집단=방임형

<표 18>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평균비교 - 정신적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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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형 기준
신체학대형 정서학대 우세형

B Exp(B) B Exp(B)

절편 1.246 　 .705 　

개인체계

아동
성별 -.044 .957 -.226 .798

연령 .002 1.002 .038 1.039

학대 
행위자

성별 1.104** 3.017 .850** 2.339

연령 -.057* .945 -.034 .966

알코올 문제 -.113 .893 .402 1.494

정신적 장애 -.786 .456 .143 1.154

신체적 장애 .083 1.087 -.371 .690

가족체계

양육지식 기술부족 .129 1.137 .036 1.037

스트레스 1.019** 2.770 .971** 2.641

부부 및 가족갈등 .032 1.033 1.062** 2.892

외적체계 사회적 고립 -1.313 .269 -1.697** .183

최종 모형적합도 2LL=697.644
*p<.05, **p<.01, ***p<.001; 준거집단=방임형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 제외

빈도가 0으로 나온 어릴 때 학대경험은 회귀분석에서 제외

<표 19> 학대유형별 영향요인의 로짓비교 - 정신적 장애아동

집단 별 사례의 수가 회귀분석에 적당하지 않은 성학대 우세형

을 제외하고 다항로짓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대행위자가 친부일 승산

이 신체학대형은 3.01배, 정서학대 우세형은 2.33배 높게 나왔다. 또

한 학대행위자에게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고될 승산은 방임형에 비해 

신체학대형이 2.77, 정서학대 우세형이 2.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 및 가족갈등을 보고할 승산은 정서학대 우세형이 2.89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의 사회적 고립은 정서학대 우세형의 경우 0.18

의 승산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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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제1절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장애, 비장애 아동의 

학대 유형화의 차이를 확인하고, 각 유형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또

한 신체적·정신적 장애유형별로 학대의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각 유

형의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먼저 잠재유형분석(LCA) 결과 비장애아

동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형’ 및 

‘방임형’의 4유형으로 분류되는 반면, 장애아동은 ‘신체학대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 및 ‘방임형’의 4유

형으로 각각 다르게 유형화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장애아동

의 경우 고위험의 중복학대가 포함된 성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성학대 우세 고위험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장애·비장애 아동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체 피해장애아동의 성별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 남아일 비율이 

높고 학대 당시의 연령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

아동의 경우 친모가 학대행위자가 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비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양상은 학대행위자의 성별에도 차이가 

났다. 아동학대의 영향요인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주요

한 개인체계 요인인 알코올 의존성 및 어릴 적 학대경험은 장애·비장

애 아동의 학대행위자에게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대

행위자에게 장애가 있는 비율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모두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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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체계 요인인 학대행위자의 양육지

식 및 기술부족 및 스트레스는 장애아동 사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 및 가족갈등의 요소는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에게서 

가족갈등을 보고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이 특징적이다. 외적

체계 요인인 사회적 고립은 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에게 두 배 가량 높

게 보고되었다.  

비장애 아동에 대해 분류된 4개의 유형을 방임형을 기준으로 로

짓회귀분석한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친부가 학

대행위자가 될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에게 과거 학

대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된 비율은 학대 유형별로 정서학대 우세형-

신체학대 우세형-방임형-성학대형의 순서이다. 또한 학대행위자에게 

알코올 남용 및 가족갈등의 문제가 보고되는 순서는 정서학대 우세형

-방임형-신체학대 우세형의 차례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자신에게 

장애가 있을 경우, 다른 유형보다 방임의 형태로 학대가 일어났고, 방

임형의 학대행위자는 다른 잠재유형의 학대행위자에 비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아동에 대해 방임형을 기준으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

과, 비장애아동과 마찬가지로 신체학대 우세형 및 정서학대 우세형에

서 친부가 학대행위자가 될 승산이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 우세 고위

험형의 경우 친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 우세형 및 정서학대 우

세형에서 행위자의 스트레스가 더 많이 보고되었고, 정서학대 우세형

에서 알콜이나 가족갈등의 문제가 더 많이 보고되었다. 학대행위자가 

사회적 고립을 보고하는 정도는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방임형에서 매

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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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번의 결과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유

형도 다르게 분류되었다. 신체적 장애아동은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방임형’의 3개의 잠재유형으로 나타난데 반

해, 정신적 장애아동은 ‘신체학대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

대 우세형’ 및 ‘방임형’의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연구문제 1

과 달리 명백히 차이나는 유형화 결과를 보여주었다. 

신체적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 평균연령은 정신적 장애아

동의 학대행위자보다 낮고, 알코올 문제, 스트레스, 그리고 부부 및 가

족갈등이 정신적 장애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정신적 

장애아동의 학대행위자는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을 호소하고 고령이며 

친모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신체적 장애아동에 대하여 방임형을 기준으로 영향요인을 비교

한 결과, 아동의 연령은 신체학대 우세형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대행위

자의 연령도 신체학대 우세형 및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장애아동의 경우, 방임형이 정서학대 우세형보다 높은 사회적 

고립을 보고했다.

방임형을 기준으로 한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로짓회귀분석 결

과, 신체학대형 및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학대행위자가 친부일 승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대행위자의 부부 및 가족갈등은 정서학대 우

세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위자의 사회적 고립이 보고될 

승산은 정서학대 우세형보다 방임형에서 높게 나타나 사회적 고립에 

의한 방임형의 아동학대 경향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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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논의

먼저, 본 연구는 비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유형화 및 유형간 영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고, 기존연구에서 추후 

과제로 제시한 학대 유형간의 정교한 차이 등을 확인했다는 성과를 가

진다. 

어릴 때 학대경험이 신체학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김혜영, 장화정

의 연구(2002)와 같이 방임형에 비해 신체학대 우세형에서 어릴 때 

학대경험을 보고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정서학대 우세형은 이보

다 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대의 유형에 따라 어릴 적 학대

경험 보고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또한 동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아동의 정서학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했는데(김혜영, 

장화정, 2002), 부부 및 가족갈등의 요소는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높은 

승산을 보였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체학대 우세형에서는 방임형보다 

낮은 승산을 보여, 부부갈등이 각 학대유형에서 보고되는 상대적 비중

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대행위자의 성별차이와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대행위자 특성을 

프로파일화 하여 연구한 김기현(2018)의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성별차이가 후속연구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친부는 소극적 학대인 방임형 보다는 적극

적 학대에 포함되는 신체, 정서 학대의 행위자로 나타난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장애, 비장애 및 정신적 장애아동의 유형간 영향요인 

결과가 일관적으로 이러한 경향성을 지지하고 있는데, 비장애아동의 

경우 신체학대형, 정서학대 우세형의 학대행위자가 친부일 승산이 방

임형보다 높았고, 이는 전체 장애아동 및 정신적 장애아동에서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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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별의 요인효과 크기를 메타분석한 안선경

(2012)의 결과를 보다 정교화 시켜, 학대유형간의 성별차이를 확인한 

성과이다. 

둘째, 학대 유형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비장애 아동에 이어 장애

아동, 그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일관적

인 경향성을 보였다.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방임형의 학대

에 비해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의 보고율이 2배 가량 높게 나타난 것

이다. 이는 신체학대형 및 정서학대형 간의 관계에서 일관적인 대소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과 차이가 있다. 방임과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각각 고유한 학대 유형이기 때문에, 학대행위가 부작위에서 작위의 형

태로, 혹은 소극적 행위에서 적극적 형태로 점진적 변화를 보이는 것

으로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 후속연구를 통해 학대행위자의 스트레

스 증가에 따라 학대 유형이 변화하는지와 같은 유형간의 관계가 검증

되길 기대해본다. 

셋째,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아동에게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유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체장애아동의 이동성 

및 사회적 접근성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 및 내부 기관의 장애를 포함하나 주로 지체장애, 뇌병

변 장애와 같은 이동성 장애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모에 의한 신체

적 학대가 발생할 때, 신체적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과 달리 학대현

장을 회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학대가 발생할 것 같은 위기상황에서

는 장애아동이 피신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나 신체적 

장애아동은 접근성(Accessibility)의 문제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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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다.“가정 밖의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비장애 아동에게도 해당하는 사실이나 신체적 장애아동에게는 공

간이나 시설의 접근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신체적 장

애아동의 경우,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되고, 양육부모와의 갈

등이 사회적인 자극에 의해 해소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장

애인에 대한 사회적 접근성 문제는 장애아동이 성장하여 성인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생활을 통해 자립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장애아동, 장애가정을 비롯한 장애인 정책 전체에서 이러한 접

근성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정신적 장애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 분포를 

통해 장애가정의 역할부담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장

애아동의 연령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 학령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신체적 장애아동의 경우 비장애 아동과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전체 장애아동의 연령 차이가 유의한 이유는 정신적 장애아

동이 이러한 차이를 유인하였다. 학령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학대를 경

험하는 비중은 비장애 아동의 경우 40%대에서 33%에서 줄어드는데 

반해, 정신적 장애아동은 46%에서 47%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비장애 아동의 경우, 아동이 성장

함에 따라 겪게 되는 사회화의 공간은 가정에서 학교나 또래 혹은 지

역사회로 분화되고, 사회화의 역할분담 또한 다원화된다. 그런데 장애

아동의 경우, 아동 개인의 지적 발달이 신체연령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적 연령에 적합한 특수교육 및 사회적 적응

의 기회는 오롯이 양육부모에게 부담 지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자신의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특수학교를 찾아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장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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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사회화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기관 등을 찾는 일도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 있다. 그러한 노력 또한 의식주가 어느 정도 보장된, 안

정된 직업의 부모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못한 부모에게 이러한 2

차 사회화의 역할까지 기대하기란 어쩌면 가혹한 일일 수 있다. 이러

한 장애아동에 대한 가중된 양육부담이 장애아동 학대의 결과로 이어

지게 됨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적 장애아동에 대한 가중된 돌봄 부담은 학대행위자인 부모

의 성별 및 연령을 통해 더욱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비장애 아

동의 경우 친부가 친모보다 16%가량 높은 비중인데 반해 장애아동은 

친모가 절반이상 학대행위자가 된다. 정신적 장애아동의 경우 그 편차

는 더욱 커져서 친모가 친부보다 5% 이상 학대행위자가 된다. 자녀에 

대한 학대가 곧 양육의 결과물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아동에 

대한 학대를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연장선에서 볼 때(유 비 외, 2018), 

비장애 아동에 비해 장애아동 친모의 학대비중이 높다는 점은, 양육자

인 친모에 대한 양육부담이 학대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흐름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다. 즉, 양육 및 보육 과정에 보호자의 추가적인 관

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장애아동의 발달적 특성상, 돌봄부담의 강도가 

학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대행위자의 평균연령이 비장애 아

동의 경우 41.23세인데 반해, 장애아동은  42.71세, 정신적 장애아동

은 43.62세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적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50대 이상

의 고령 학대행위자가 15% 이상 분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적 장애아동의 학대피해 연령이 학령기, 청소년기에 증가

하는 것과 일맥상통 하는데, 학대 행위자의 연령이 장애아동의 연령의 

증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은 영, 유아기, 

학령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부모에게 정신적, 육체적 소진을 경험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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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고, 타성화된 

돌봄 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학대의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본 연구는 종래 연구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연장

선상에서 언급하던 “장애”를 변수로 넣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고, 

행위자의 장애여부와 학대 유형간의 관계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비장애 아동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는, 

다른 학대유형보다 방임형에서의 비율이 높았다. 양육부모 스스로에게 

장애로 인한 이동성의 제약 혹은 의사소통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작

위적 행위인 방임의 형태로 학대가 나타나는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장애아동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구분한 <연구문제 2>에서는 

행위자의 장애로 인한 유형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행위자와 장애

아동의 장애유형이 교차되며 각 사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갖기에-지적

장애 부모에 의한 청각장애 아동학대, 혹은 언어장애 부모에 의한 자

폐성 장애아동학대와 같이- 유의한 일반화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대하여는 특화된 집단연구 혹은 질적연구를 통해 학대영향요

인과 개입지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학대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을 비율은 정신적 장애아동의 

사례에서는 1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신적 장애아동

의 특성을 설명하며, 지적 장애아동은 부모의 양육과정과 학대행위를 

분리하지 못하고, 경도장애인 경우 부모에게 순종적인 외관을 보이므

로 외부적으로 학대여부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서술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적장애 “부모”에게서도 동일하게 기술될 수 있다. 

즉, 지적장애가 있는 양육부모는 스스로 양육행위와 학대행위를 분리



79

하지 못하고,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무엇인지 자

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녀 양육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지속적

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양육에 있어 이러한 양육방법의 무지

는 더욱 강한 부모기능의 결핍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모로서의 보호, 

교육의무를 행사하지 않는 결과 학대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학대행위자의 사회적 고립과 학대 유형과

의 관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장애 아동의 경우 방

임형의 학대행위자에게 높은 사회적 고립이 보고되었고, 장애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구체적인 승산비를 알아보기 위한 로짓회귀분석 

결과, 장애아동의 경우 사회적 고립은 신체학대 우세형이 .181, 정서

학대 우세형이 .097의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신체적, 정신

적 장애아동에 대한 결과에도 이어져, 신체적 장애아동의 방임형 사례

는 정서학대 우세형보다 높은 사회적 고립을 보고했고, 정신적 장애아

동의 정서학대 우세형의 사회적 고립은 방임형의 0.183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는 친모의 아동학대 위험성이 낮은 사회적 지지와 관련되

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Ono, M., Honda, S., 2017)에서 한발 더 나

아가 부모의 사회적 고립이 방임형의 학대와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주

었다.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강한 경향성을 보임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장애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아동에 대한 교육, 사회화

의 책임을 오롯이 지고 있는 부모가 비장애 아동보다 강한 사회적 고

립을 호소한다는 것은 장애아동과 그 부모 모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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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 고위험의 

중복학대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받아

야 할 아동의 가정에서, 더구나 아동의 친부, 친모에게서 이러한 학대

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동인권 및 장애인 인권의 차원에서도 경시해

서는 안 될 일이다.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장애아동인 자녀를 자신이 

책임져야 할 객체 정도로 대상화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인권차원에

서 이중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아동을 부모의 책임이라는 포장으로 

국가가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생태체계 이론 중 행위자 요인 및 양육과정의 상호작

용 방식에 주목하였고, 기존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변수인 사회적 

고립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장애아동 학대 영향요인은 학

대행위자 개인의 과거 학대경험이나, 알코올의 문제가 아니었다. 장애

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어려움, 즉 양육지식

과 기술의 부족,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가족체계 내의 상호작용 문제였

다. 장애아동의 개인적 장애특성과 이에 대응하는 부모의 양육행동, 그

리고 비장애아동과 달리 투입한 노력에 따른 성과를 얻기 어려운 자녀

의 장애상태. 이렇게 순환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장애아동의 양육부모

는 극단적 양육행위를 통해 학대행위자가 되는 것이다. 장애아동과 학

대부모간의 상호작용 문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부부갈등 

및 가족갈등이 비장애 아동에 비해 오히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결과

이다. 비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가 생태체계 이론의 다층적 체계 중, 가



81

족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제시한 선행연구(김혜영, 장화정, 

2002)를 장애아동의 학대사례에 변용하며 더욱 구체화된 결과를 확인

한 것이다. 

기존의 아동학대 논의에서는 생태체계의 개인적 차원, 가족적 

차원을 강조하며 보다 넓은 차원인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간과한 경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의 학대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외적체

계 요인으로 가족 외부에서 가족에게 영향 주는 요인을 구성했다. 장

애아동의 학대행위자가 사회적 고립을 두 배 가까이 높게 보고한다는 

점, 학대 유형 중 방임형과 사회적 고립의 관련성이라는 본 연구의 성

과는 장애아동학대에 최적화한 Belsky(1980) 생태학적 모델의 타당

성을 검증했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논지로 학대행위자 측의 학대영향요인을 설명하는 과정

모델(process model)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릴 때 겪은 학대경험과 같은 행위자 내적인 요

인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에 있어 비장애 아동과 차별화된 결과를 보

여주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는 행위자 개인의 프로파일링 작업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개인화 하며, 개인적 특성의 유형화를 통해 아동학대 방

지를 위한 개입의 근거로 삼고자 한다(유 비 외, 2018; 박기현, 

2018; Yampolskaya, 2009). 그런데 학대행위자의 내적 측면을 강조

하는 이러한 흐름은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에는 주효하게 적용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장애아동의 양육과정과 관

련한 변수가 추가된 장애아동 학대행위자의 프로파일 연구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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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천적 함의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를 통해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아동보호체계에

서 장애아동의 보호는 어떠한 접근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을 양육하는 친부모에 의

한 학대를 연구 범위로 하여 장애가정 개입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근

거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학대 영향요인 분석을 통해 학대행위

자의 양육기술 및 지식부족이 대표적인 장애아동의 학대 원인으로 제

시되었고,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절반이상이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신체적 장

애아동 보다 정신적 장애아동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경험적 결과를 통해 장애아동을 학대한 친부모에게 장애아동양육의 

과업이 그들의 삶을 억압하는 수준을 엿볼 수 있다. 장애아동의 학대

방지를 위한 가족개입은 돌봄 전반에 대한 확장적인 접근방식을 취해

야 할 것이다. 이에는 장애아동의 보육에 한하지 않고 교육, 사회화까

지 아우르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장애아동의 부모가 장애아동의 

일생을 책임지고 있었다면, 현장에서의 개입은 부모가 가진 자녀에 대

한 이해도를 충분히 활용하며 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는 개인, 가족체계와 상호작용하며 장애

가족의 지지자원으로 기능하도록 함으로써 학대행위자의 고립감을 낮

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

다”는 속담과 같이, 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지역사회 

실천현장의 역할을 더욱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에서 부모교

육 및 사회적 지원은 더욱 강조된다. 이는 장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책임”을 장애가 있는 부모에게 오롯이 지울 수 있느냐의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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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일맥상통 한다. 최근까지도 장애여성에 대한 낙태가 우생학적 이유

로 인정되고, 장애인의 부모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보호하지 않았던 

사회 환경이 장애부모와 장애아동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

져온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재생산권 논의가 아직 초기단계이고, 장애

인 자립의 연장선장에서 스스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적 

지지기반도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스스로 

주도적인 부모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은 재활과 회복의 과정을 경함할 수 있게 될 

것이다(서해정 외, 2016). 구체적으로 장애가정의 지원에는 장애아동

을 양육하는 보호자에 대한 부모교육이 포함될 것이고, 아동의 장애특

성에 맞는 그리고 양육부모의 개인적 인지적 특성에 맞는 전문적 프로

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자녀의 장애 상황과 정도에 대

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양육부모의 지위를 존중하는 견지에서 장애가정

에 대한 개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엄벌주의, 

이에 의한 가족분리, 그리고 가정의 해체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최선

의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아동을 건강하게 양육

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 사회가 함께 찾는다면, 학대행위자에게 범죄

인이 되는 대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또

한 장애아동의 양육부담을 사회화함으로써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를 예

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의 전환은 아동정책, 가족정책 뿐만 아니라 

장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다양한 함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84

제4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가 다르게 유형화

됨을 확인하고, 장애·비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영향요인을 확인함으로

써 장애아동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입  법 및 개입 방향에 경험적인 근

거를 제시하였다는 성과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방법 및 

변수 선정과 측정수준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연구방법상의 한계로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양육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동거”하는 

부모로 자료를 한정하였다. 그러나 동거 여부를 통해 실제로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며 양육을 담당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교한 연구를 위해서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학대행

위에 이르게 된 양육 부모에 대한 질적연구가 후속연구로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기간 및 돌봄 기간의 관계와 학대와의 관계는 자

료의 한계로 인해 포착하지 못한 채, 장애아동의 연령을 통해서만 추

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한 문제의식이었던 장애아동 양육과 

학대라는 관계에서 아동의 장애가 선천적 장애인지 여부, 그리고 장애

기간과 돌봄기간은 의미 있는 변수 이므로, 추후 장애가정의 경험을 

담은 질적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방임형을 중심으로 유형간 비교분석을 수행했음에도, 평균비교 

결과 기준이 된 유형이 아닌 타 유형간의 유의미한 차이도 일부 발견

되었다. 따라서 타 유형간의 차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대영향요인만을 변수로 고려하였는데, 보호요인을 

함께 고찰하지 못한 점이 변수선정상의 한계로 지적된다. 보호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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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가족,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이 가족응집력, 부모-자녀의 긍정적 관계, 부부생활만족, 

긍정적 양육태도와 같은(안선경, 2012) 보호요인으로부터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학대영향요인 중에서 부부갈등 및 가

족갈등의 변수는 비장애 아동에 비해 오히려 낮은 보고를 보였는데, 

이러한 특성이 아동의 장애에 기인하는지, 즉 아동의 장애 자체가 가

족갈등을 낮춤으로서 학대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학대발생의 영향

을 낮추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동거하는 

친부모로 부모의 범위를 제한함에 있어, 아동의 가족형태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연구의 한계이다. 한부모 가정인지, 재혼가정인지의 문제

는 가족구성의 변화가 아동 양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중

요한 변수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

과,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돌봄의 문제는 장애, 비장애 가정을 불

문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의 문제와 아동의 양육,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신체적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유형화 이후의 영향요인이 유의하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먼저, 자료의 수가 제한적어서 

유형의 분류가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장

애 범주 안에 이동, 감각장애를 포함한 신체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유형화를 통해 특징적인 영향요인을 발견

하기에는 장애가정의 문제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아동의 가정은 장애의 종류, 장애의 정도 및 장애기간을 비롯하여 

장애아동이 자신의 장애를 어느 만큼 내면화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서 친부모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따라 학대 영향요인이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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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범주의 신체적 장애를 하나로 묶어 학대를 유

형화 하고 특징적인 영향요인을 찾겠다는 시도가 어쩌면 무리한 과제

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로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와 

장애 당사자와 장애가족이 장애를 내면화 한 정도를 고려한 학대 영향

요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사례 기록 자료를 사용했다

는 점에서 자료의 고유성이 있다. 그럼에도 상담원의 기록지에 의존함

으로써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정교한 방법론 수행이 어려웠다는 점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상담원 기록지를 이용한 연구의 한계로는 

김기현 외(2016)에서 전국의 해바라기 센터 및 성폭력상담소의 기록

지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언급했듯, 입력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통제

할 수 없고, 이분형의 응답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예를 들어 학대행위자의 스트레스의 경우, 양육에의 어려움으로 인

한 스트레스인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스트레스의 정도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장애아동의 양육과정에서 학대

행위자가 경험하는 양육의 어려움 혹은 경제적 어려움 등이 스트레스

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와 같은 변수간의 관계와 방향성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은 정교한 설문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보고된 학대사례만을 분석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례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지적장

애 아동의 경우 외관상 순종적인 아동으로 비추어져 외부에 의한 학대

신고가 저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선택편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정도의 사례만이 학대신고자에 의해 신고된다는 점에서 

학대보고서에는 극단적인 사례만이 반영된다는 제한점이 있다(김세원, 

2016). 이를 위해 장애와 관련한 다양한 변수를 담은 전국적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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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대피해아동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설문지 개발, 더 나아가 장애아동에 적합한 설

문지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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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buse and Neglec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by Biological Parents:

Types and Influence Factors 

Jin Ho,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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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child abuse 

by parents is categorized according to whether children have 

disabilities and the type of their disabilities, and what the 

influence factors are for each category.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explores the influential factors from the viewpoint of 

recognizing the dual status of 'caregiver' in addition to the status 

of 'abuser’ to the parents who abused their children. According 

to the ecological framework of abusive risk factors, each factor 

of the external system (or environmental factor)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system and the family system affects child abuse 

in a complex way. Therefore, for the individual syste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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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uses (a) gender and age as the child related 

variables (b) gender, age, experience being abused, alcohol 

problem, and disability as abuser related variables. The factors 

of the family system include the lack of knowledge and skills of 

care, stress, couples and family conflicts. Also, social isolation is 

used as an external system variabl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 utilize governmental data from 

2016 from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limiting the 

scope of parent to ‘biological parents’, and extracting cases of 

‘living together’ which is essential for childcare. Because most 

child abuse cases occur in the form of duplicate abuse, the 

Latent Class Analysis method is used to classify various 

combination of child abuse. Among the classified abuse types, 

‘Neglect’ type is set as reference group and influence factors 

for each type are identified by ANOVA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or the first question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categorization and comparison 

between disabled children and non-disabled children, there are 

four abuse types for non-disabled children: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sexual abuse type’, and ‘neglect type’, while abuse cases 

for disabled children are differently categorized into four types 

such as: ‘physical abuse type’,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high risk on sexual-abuse predominant typ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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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ect type’. In other words, there is a tendency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more exposed to sexual abuse 

including high-risk complex abuse. After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analyze the influence factors of each type, 

setting ‘neglect type’ as a reference group, it is found that 

the chance that non-disabled children are abused by their 

biological father is higher in the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and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The 

proportion of abusers who were victims of past abuse is higher 

in the following order: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neglect  type’ and 

‘sexual abuse type’. Further, alcohol problems and family 

conflicts are frequently found in the following order: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neglect type’ and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Abusers are more likely to 

abuse in ‘neglect type’ than other types of abuse when they 

were disabled, and abusers in ‘neglect type’ are more socially 

isolated than other types of abus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abuse cases 

for disabled children comparing the ‘neglect type’, it is found, 

in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and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the chance that biological father would be an 

abuser is higher, similar to the results from non-disabled 

children abuse cases. In ‘high risk on sexual-abuse 

predominant type’, it shows that biological fathers as ab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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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superior in number and abusers have mental disease in 

higher chance. Abusers’ stress is more frequently reported in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and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and alcohol problem and family conflicts are 

more frequently reported in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The ratio of social isolation is significantly higher in 

‘neglect type’. 

For the second question in this study, the types of abuse for 

children with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are also categorized 

differently as well. Abuses on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and 'neglect type', 

whereas the abuses on mentally disabled children are classified 

as 'physical abuse type',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sexual-abuse predominant type’ and ‘neglect type’.

This shows explicitly distinguishable categorization results, unlike 

the results from the first question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ributable factors in abuse cases on physically 

disabled children comparing to ‘neglect type’, the age factor of 

the child is higher in the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and 

the age factor of the abuser is higher in the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and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In 

cases of the physically disabled children, the ‘neglect type’ 

shows social isolation more frequently than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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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mentally disabled children shows that the chance of paternity 

abuser is higher in physical-abuse predominant type and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and couples and family 

conflicts are more frequently reported in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In addition, the social isolation is more 

frequently reported in ‘neglect type’ than in emotional-abuse 

predominant type, showing the consistent tendency of ‘neglect 

type’ abuse caused by social isolation. 

As for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of all, this verifies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by categorizing the types of 

abuse on non-disabled children and identifying the influence 

factors in each type of abuse, and finding out the sophisticated 

differences between types of abuse, that were suggested as 

following study in previous researches. Second, this shows that 

the relation between stress and abuse types is consistent in 

cases of non-disabled, disabled, physically disabled as well as 

mentally disabled children. Third, it shows that physical abuse is 

the most common type in cases of physically disabled children, 

meaning mobility and social accessibility is important for those 

children. Fourth, based on the gender and age of children with 

mental disabilities and abusers, this study shows that the role in 

the family with disabled children is concentrated in the mothers, 

and also shows the difficulty of the secondary socializ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ifth, this study is discriminative in that 

it consider the "disabilities of abusers” as in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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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were merely considered as a part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variables in the past researches. Finally,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isolation and abuse typ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risk factors and parenting process in ecological 

frameworks is focused, and social isolation is highlighted, which 

was not heavily considered in the past researches. Recent 

researches try to categorize the abusers by profiling individual 

abuse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arenting process 

as an additional variable in profiling study on abusers in the 

abuse ca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re is a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n that this suggests what 

approach should be taken for the protection of disabled children 

in the existing children protection system built considering 

non-disabled children. Parent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will 

be more emphasized in cases of abuse by parents with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Despite the above achievements, this study has following 

limitations. First, because it is a quantitative research, it is 

considered that cohabitation is regarded as a parenting proces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ility period (or care 

period) and the abuse is not captured due to the lack of the 

data. In addition,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selection of 

variables that couple and family conflicts are not considere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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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factor for abuse. Although the data are unique in that 

this abuse cases data came from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sophisticated methodology 

because this study relies on the records by counselors. There 

may also be bias because only reported cases are analyzed. It is 

suggested to develop questionnaires to listen to abused 

children’s own voices and regularly conduct a nationwide 

survey of child abuse with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disability. 

Key words: Child abuse, Disabled children, biological parents, 

LCA (Latent Class Analysis), influence factors, 

Social isolation, Human rights model in disability, 

Ecological syst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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