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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관한 실증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윤  수  경

아동복지에 있어 최우선 원칙은 아동이 부모의 보호아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정외보호된 아

동일지라도 적절한 지원을 통해 되도록이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돕는 것

은 아동보호체계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 보호와 관련한 

업무 중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을 지원

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했으며, 이는 아동학대보호체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증적인 국내 선행연구는 현재까

지 부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밝히고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며, 각각 두 가지의 하위

문제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현

상은 어떠한가?’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하위 연구문제는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

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무엇인가?’이며 두 번째 하위 연구문제는 ‘시간에 따른 가족재

결합 확률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가정외보호된 이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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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 현상은 어떠한가?’이다. 앞서 제시한 첫 번

째 연구문제와 병렬적으로 설정된 하위 연구문제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

다. 이에 따른 두 가지 하위 연구문제는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은 무엇인가?’,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 확률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

는 국가행정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의 분석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

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사례로 판정된 

아동 중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 7,895명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의 분

석대상은 앞서 제시한 가정외보호 아동의 일부로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 2,879명이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까지의 시간(event time)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며 다수의 우측절단(right-censoring)된 관측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자료의 특성과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분석모형의 추정을 위해 다변량 사건사분

석 방법 중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모수적 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가족재결합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먼저 첫 번째 하위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 가족재결합은 생태체계 내 다양

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특성으로 기초생활 수급가구 또는 한부모 가정에 해당할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

성이 낮았다. 사례특성으로는 정서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성학대, 방임 또는 중복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또한 빈번한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정외보호 특성으

로 가정외 보호 시 아동의 시설전원 횟수가 많을 수록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사례관리 기관특성으로는 상담원 1인당 사례수가 많을수록 가족재결

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이상의 요인들은 모두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

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가족재결합의 보호요인을 살펴본 결과 공식적 지지에 해당되는 

특성들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과 부모에 대한 사례

관리 기간이 길수록, 사례종결 이후 부모가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

성이 높았다. 한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모의 알코올 남용, 배우자 폭력은 예측

과는 반대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두 번째 하위 연구문제인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의 변화추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은 가정외보호된 이후 8개월까지 매우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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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개월 이후로

는 가족재결합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시점에서의 가족재결합 확률을 추정한 결과 가

정외보호된 아동의 약 34%가 가족과 재결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하위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 결과 재분리보호 역시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특성으로 아동이 장애가 있거나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특성으로는 기

초생활수급, 한부모 가정에 해당 할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사례특성으로는 성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정서학대를 받은 아동에 비해 재분리

보호 가능성이 높았다. 가정외보호 특성으로는 가정외보호시 양육시설 전원횟수가 많을

수록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았다. 이상의 요인들은 모두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

는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반면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 기간은 6개월 

미만의 단기의 가정외보호기간에 비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확

인되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하위 연구문제인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의 발생 추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재결합 이후 10개월 전후까지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는 재분리보

호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3개월 이후로는 재분리보호가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시점에서의 재분리보호 확률을 추정한 결과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의 약 6.4%가 재분리보호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위험요인과 보호요

인에 대한 정보는 가족재결합 평가지표 및 가족재결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실

증적인 근거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가족과 재결합 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될 가

능성 또한 높은 고위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성공적인 가족재

결합을 위해서는 가족재결합 이전과 이후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적

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문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치료중심의 

가정위탁서비스 제공이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외보호

시 잦은 양육시설 전원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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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설전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안정적

인 가정외보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중장기 보호형 학대피해아

동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상담원 1인당 사례수가 많을수록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지

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 1인당 사례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짧은 가정외보호 기간에 비해 충분한 가정외보호 기

간을 가질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낮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재결합 

이전에 아동과 가족이 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여섯

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가 활발히 일어나는 주요시점을 확인함에 따라 중점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정보는 사례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곱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재

결합의 가능성이 높고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낮은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시점을 유추

할 수 있다. 이른바 가족재결합의 ‘골든타임(golden time)’은 가정외보호 이후 6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내이다. 골든타임의 제시는 정책적, 실천적으로 가정외보호 학대피해

아동의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근거가 될 것이다. 여덟째, 가족

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된 아동의 다수는 재학대와 관계없이 재분리보호 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이후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재분리보호가 단지 재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며 가족재결합 이후 개선되지 

않은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문제행동 등 가족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하면 재

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가족단위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

결합과 재분리보호를 주제로 한 국내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국내현실을 반영하여 학

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에 대해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후속연

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간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 관련된 국외 선

행연구가 주로 영향요인 검증에만 초점을 둔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한단계 더 나아가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주요시점 및 최종적인 사건발생 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관리 

기관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록 분석 자료의 한계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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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인 사례관리 기관요인을 다양하게 포함하지는 못하였으나 사례기관 간을 차이를 

분석함에 따라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사례관리 기관의 고유한 특성에 의

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 

주요어: 아동학대, 가정외보호 아동, 가족재결합, 재분리보호, 사건사 분석, 분리보호, 

원가정 복귀, 아동보호체계

학  번: 2014-3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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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학대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

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결정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핵심기능에 해당되나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기능은 정상적으로 작

동하지 못하였다. 특히 개입에 대한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가정외보호된 학대

피해아동과 가족의 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아동학

대보호체계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18년도

를 기준으로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약 76.3%가 원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그러나 아동복지에 있어 최우선 원칙은 아

동이 부모의 보호아래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정외보호된 아동일지라도 적절한 지원을 통해 되도

록 가족에게 영구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아동보호체계가 추구해야 할 중

요한 과업이다.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실천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러한 목적 하에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증하고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이 바람직한 선택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

하다. 가족재결합을 최선의 선택으로 보는 시각은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될 때 가장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믿음에 기반을 둔다(송민경, 2006; 이경은 외, 

2014, Gelles, 2000, Noonan and Burke, 2005; Vanderfaeillie et al., 2017). 이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로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결과와 가정외보호시설 간 

전원으로 인한 보호의 불안전성 등 대안양육의 한계를 강조한다(석주영 외, 2003; 윤수

경 외, 2019; 한지현, 이진숙, 2007; Aarons et al., 2010; Akin et al., 2015; Cheung 

and Buchanan, 1997; Ford et al., 2007; Herrenkohl et al., 2003; Humphrey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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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5; Konijn et al., 2019; Vinnerljung and Sallnas, 2008). 또한 가족재결합의 

비용효과성을 이점으로 제시하기도 한다(Johnson-Motoyama et al., 2013; Michiga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6). 그러나 이와는 대치되는 시각

도 존재한다.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

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동 및 부모와 관련된 다양한 학대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불완전한 환경으로 되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회

의적인 입장을 취한다(Connell et al., 2009;  Fuller, 2005;  Jonson-Reid, 2003; Lau 

et al., 2003; Taussig et al., 2001). 이상을 종합하면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

족재결합은 명백한 이점과 단점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영역에서 가장 민감하고 

판단이 어려운 사안 중 하나 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판

단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합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아

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영구적인 보호방안이며 이

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다(노혜련, 조소연, 2016; Uni

te Nations, 2010). 또한 앞서 제시한 가족재결합에 대한 우려는 가족재결합을 위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개선 될 가능성이 있다(Wade et al., 2010).

우리나라는 최근에서야 비로소 아동복지정책의 전면개편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포

함한 가정외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해 온 신고·조사 업무가 공공으로 이

관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변경되었다(류정희, 2019; 관계

부처합동, 2019). 이에 따라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주목받지 못해 온 가정외보호된 아

동의 가족재결합은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

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국내연구는 정책적, 학문적 소외 하에 전무한 실정이며 신속히 수행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

보는 것은 가족재결합 지원방안 마련에 있어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가족재결합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가족재결합 이후의 실패요인, 즉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재분리보호는 가족재결합의 전제 하에 발생

하는 현상으로 사실상 가족재결합에 대한 관심조차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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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주목받지 못한 사안이다. 그러나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가족재결합 결

정시 적절한 판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족재결합 

이후 아동과 가족의 적응을 돕기 위한 사후사례관리 방안 마련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재분리보호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

동보호체계가 추구하는 목표인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하다. 

그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

에 대한 연구는 영향요인 검증을 위주로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Cheng 2010; Connell 

et al., 2006; Courtney, 1995; Hayward and DePanfilis, 2007; Lloyd and Akin, 2

014; McBeath and Meezan, 2008; Noonan and Burke, 2005; Barth, et al., 200

8; Lutman and Farmer, 2013; Jones, 1998; Shaw and Webster, 2011; Wells and 

Guo, 1999; Wulczyn, 2003). 하지만 해당연구들은 이론적인 분석틀을 제시하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선정한 관련요인들을 검증하였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다수

의 선행연구가 주로 아동 및 부모, 가족요인의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례관리 

기관 및 지역사회 특성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한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

보호 발생의 주요시점과 확률이 정책적, 실천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Courtney, 1995; Courtney and Wong, 19

96; Goering and Shaw, 2017). 또한 이상에서 제시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지역단위의 행정데이터 혹은 소수의 샘플로부터 조사된 자료

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별로 관찰기간이 상이하고 분석자료가 모집단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는 공통적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다음

과 같이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다. 먼저 이론적인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

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또한 지

금까지 선행연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례관리 기관 요인과 지역사회 요인의 영향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 확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봄으로 사건 발생 확률이 높은 시점을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점의 확률을 확인함으로 최종적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확률을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수행을 위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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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데이터를 활용한다. 해당 자료는 국내에 신고접수 된 모든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대표성 있는 행정자료로 상대적으로 조사자료에 비해 측정오류가 적

고 사례종결 시까지 사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일반화가 가능하고 신뢰도가 높아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가정외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를 주제로 한 실증적인 국내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후속연

구를 위한 토대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성공적

인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이론적 근거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현재까지 실증적인 근거의 부재로 가족재결합의 가능

성을 판단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혼란을 겪어온 아동학대보호체계의 실무자들에게 유용

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 및 재분리보호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며, 각각 두 가지의 하위문제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은 어떠한가?’이

다. 이에 대한 첫 번째 하위 연구문제는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국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재결합은 다양

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국내의 현실을 반영하여 가족재결합에 영향

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두 번째 하위 연구문

제는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이다. 이를 통해 가족재

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과 낮은 시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가족재결합 확률은 어

느 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추정 시점에 의한 

편향(bias)을 배제한 최종적인 가족재결합 확률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가정외보호된 이후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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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어떠한가?’이다. 앞서 제시한 첫 번째 연구문제와 병렬적으로 설정된 하위 연구

문제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 이에 따른 하위연구문제는 ‘재분리보호에 영

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 확률의 변화 

추이는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연구 문제를 통해 상반되는 현상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을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가족재결합의 결정 및 성공적인 가족재

결합을 지원하는데 있어 중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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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이해

1. 가족재결합의 정의와 과정

전통적인 가족재결합 연구에서 가족재결합은 보편적으로 가정외보호 된 아동이 그

들이 살았던 환경으로 물리적으로 복귀해 부모와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Co

urtney, 1994; Courtney and Wong, 1996; Wells and Guo, 1999). 한편에서는 

가족재결합을 원가정 복귀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주기적인 연락이나 방문 등을 통해 

가족과 최적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며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여 친척

이나 지역사회내의 지인 및 그 가족 등에게 돌아가는 것을 가족재결합의 하나의 형태

로 보기도 한다(Maluccio et al., 1994; Mapp and Steinberg, 2007; Pecora et a

l., 2000). 본 연구에서의 가족재결합은 전통적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의에 따라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들이 원가정에 물리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

한다.  

학대피해아동의 가정외보호(out-of-home care)에서 가족재결합(family reunifica

tion)까지의 과정은 아동보호체계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족재결합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체계의 보호조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다

음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 아동보호체계인 아동보호전문기관1)의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하여 가정외보호에서부터 가족재결합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정외보호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낯선 환경,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적응해야 하는 부

담을 안겨주는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외보호 조치는 아동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한정하여 취해지

1) 우리나라의 공적아동보호체계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하는 전국 67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지원

하는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

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에서 학대피해아동과 가족,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

스 제공,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아동학대예방 사업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의 업무

를 관장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 7 -

는 일시보호 조치로 가정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목표로 한다. 가정외보호는 가정 내에

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의 위험성이 높고 주양육자의 보호능력이 부족하거

나 의사가 부재한 경우, 아동이나 보호자가 분리의사를 표현한 경우, 유해한 환경에 지

속될 가능성이 높고 아동이 성인보호자 없이 생활하거나 유기된 경우 자의적 혹은 강

제적으로 아동을 종래 양육되던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

다.2) 2018년도 최종조치를 기준으로 분리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은 3,287명으로 전체 

학대피해아동의 약 13.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2019).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 조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에 의거해 이루어지며 분리보호 조치 시 적용한 법에 따라 집행방법이나 보호기간, 

원가정 복귀요건 등이 상이하다.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한 보호조치는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판단과 아동 및 친권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

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 법에 의거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은 만 18세 미만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친권자의 요청 시 가정복귀절차가 이루어진다. 응급조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거해 현장조사 시 즉시 분리가 필요한 위급한 상

황에 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의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분리조치를 의미하며 7

2시간 이내로 분리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후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 절

차를 거쳐야 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의거한 분리보호조치로 학대의 위험성으로 인해 분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청구권자의 요청을 받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분리

보호 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호기간 연장 필요시 학대피해아동 본인 

혹은 대리인에 의해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보

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3). 

2) 2018년도를 기준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76.9%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3) 2018년도를 기준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4호 및 6호에 의한 강제 분리보호 결정 건수는 246건으

로 대다수의 분리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

문기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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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보호조치

법적근거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아동복지법 제15조

목 적 학대발생현장에서 긴급히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제정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내에서 아동보호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위

해 제정

관 련 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청구권자, 가정법원 판사 지방자치단체장, 

보호자

집행방법 권한자가 직권으로 결정 청구권자가 청구시,

법원에서 심리 후 결정

보호자의뢰 또는 지방자

치단체장의 직권으로 판

단 후 승인

조치종류 · 행위자의 범죄행위 제지

· 행위자를 아동으로부터 

격리

· 아동학대 관련 보호

시설 인도

· 의료기관 인도

· 행위자 퇴거 등 격리

· 행위자 접근금지

·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 피해아동 시설보호위탁

· 피해아동 치료보호위탁

· 피해아동 가정위탁

· 행위자 친권제한 및 정지

· 후견권한 제한 및 정지

· 의사표시 갈음 결정

· 연고자에게 대리양육

· 보호시설 입소

· 가정위탁 등

결정기한 즉시 - -

보호기간 72시간이내 법원결정시 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연장가능4)

법적 아동연령(만 18세 

미만)까지 보호가능하며, 

기간이 한정되지는 않음

특이사항 필요적임시조치가 법원에 

청구된 경우, 결정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임시

조치 청구 기각 시 피해

아동 가정복귀

취소･변경･연장이 가능함

연장은 피해아동 및 대리인만 

할 수 있음

친권자인 보호자 요청 시, 

가정복귀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2019).

<표 2-1> 가정외보호 조치 시 적용되는 법률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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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외보호 유형은 아동이 위탁되는 환경에 따라 친족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

정위탁, 응급 및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으로 구분된다. 친족보호는 친인척이나 

배우자에 의한 보호를 의미하며 분리보호 결정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형태이

다. 연고자에 의한 보호는 아동을 보호·양육할 권한은 없으나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확인된 이웃, 친구의 부모 등의 연고자를 통해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위탁은 피

해아동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위탁양육자가 있을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지방자

치단체로부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아동을 위탁 양육하는 형태로 아동이 장기간의 보

호가 필요한 경우 고려되는 조치이다. 응급 및 일시보호는 일시적인 보호조치 형태로 

분리보호가 필요하나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

어 임시보호 시설에 일시적으로 보호조치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보호는 일시적으

로 보호된 피해아동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단기간에 원가정으로 복귀가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해아동을 학대보호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장기보호 

시설로 위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시보호 및 장기보호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통해 입소하게 되며 학대피해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5)’으로 아동복

지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병원입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치료를 위해 피

해아동의 병원에 입원하여 분리보호 된 경우이다. 

가족재결합은 가정외보호된 아동이 분리되기 이전에 거주하던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최종조치결과를 기준으로 가정외보호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은 1,020명으로 이는 전체 가정외보호 아동 4,307명의 약 23.7%에 해당된다(보

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가족재결합의 과정은 우선 가족재결합이 적절

한지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결정은 재학대

와 재분리보호의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체계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보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마련을 위해 최근 구체화된 가족재결합 평가도구가 마련되었으며 아동보호체계의 현장

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봉주 외, 2017). 해당 평가도구는 아동과 가족, 실무자를 대상으

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돕는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족재

4) 최근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1년 이상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의한 가정외보호가 필요할 경우 

6개월 단위로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아동학대처벌법 제 51조, 

2020.3.14.개정).
5) 아동복지법 제3조 4항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

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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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평가척도 결과를 기반으로 학대피해아동과 보호자의 가족재결합 의사, 그 외 중

요 관련인의 의견,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및 기관내부 사례회의 의견, 지역사회 및 

인적 자원의 연계여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판단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이상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부모의 가족재결합을 준비하기 위해 개발

된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족재결합을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아동용, 

주양육자용, 가족재결합 전환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봉주 외, 2017). 이

러한 지원과정에서 학대행위자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고  재학대의 가능성이 낮다

고 판단 될 경우 가족재결합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진다. 가정외보호 아

동의 원가정 복귀에 대한 최종결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가정복귀 가능여부,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환경의 적절성 등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 검토한 후 귀가 조

치 여부를 판단한다. 가족재결합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일정기간 동안 재학대 여부

를 모니터링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6). 

이상을 종합하면 가정외보호부터 가족재결합까지의 과정에는 아동 및 부모, 아동보

호전문기관, 가정외보호기관, 사법기관,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연관되

어 있으며 다차원적인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재결합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기 위해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들

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족재결합의 경우 가정외보호로 이어질 

만큼 상대적으로 학대정도가 심각한 사례에 대한 결정임을 고려하면 사후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가족재결합 이후 사례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은 부재하며 특히 재분리보호 발생과 관련한 지침은 현재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는 아동보호체계의 한계점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가정외보호에서부터 가족재결합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가족재결

합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가족재결합 이후의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봄

으로 가족재결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6) 가족재결합 이후 1개월 간 주1회, 3개월간 월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등의 방법으로 피

해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가족, 주변관계자들을 통해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보건복

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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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재결합에 대한 국가의 정책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국가의 관점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가족보존과 아동의 안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의 우선순위 조정과 함께 변화해 왔

다. 다음에서는 자유주의적 접근의 아동보호체계(Liberal approach to child protect

ion)를 기반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 온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의 가정외보호아동 

정책의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국가의 

관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미국과 영국의 가족재결합 정책의 변화와 관점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의 흐름 하에서 1974년에 제정된 아동학대예방법(Child Abus

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 P.L. 93–247)을 근간으로 한 초기 미국

의 가정외보호아동 정책은 아동의 안전을 중요시하여 부모 및 가족환경이 아동에게 위

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의 분리를 우선시 하였다(류정희, 2018).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학대피해아동의 증가와 맞물려 장기 위탁보호아동7)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80년에 입양지원 

및 아동복지법(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AACWA, P.L. 96–2

72)이 제정 되었으며 법제정과 함께 가정외보호된 아동과 관련한 정책의 대대적인 전

환이 이루어졌다(Krugman, 1999). P.L. 96–272는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양육이 최

선의 대안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가족보존과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정부가 

이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P.L. 96–272는 가족재결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례계획, 주기적인 재검토, 자문회의의 개최, 아동과 가족에 대

한 서비스의 제공, 가족과 인접한 위탁양육시설로의 배치 등 주정부가 실현해야 할 책

임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세계법제정보센터, 2020a; Pine et al., 2009). 이에 

따라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영구적인 보호방안 수립에 있어 아동보호서비스(Ch

7) 미국의 경우 가정외보호(out-of-home care)의 하위분류로 위탁보호(foster care), 친족양육

(kinship care), 치료적위탁보호(treatment foster care), 그룹홈보호(group home care)가 있

다. 위탁보호(foster care)는 가정외보호의 하위분류이나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탁보호를 가정

외보호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 way, 2020). 

본 연구에서는 위탁보호는 가정외보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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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d Protective Services : CPS)의 기조 또한 가족재결합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으며 

가족재결합이 불가능 할 경우에만 입양과 같은 대체 보호수단을 고려하게 되었다(Wul

czyn, 2004). 그러나 재결합을 강조하는 정책적인 흐름에 의해 충분한 준비 없이 아

동이 불안정한 부모 및 가족으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재학대의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

용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정책의 흐름은 다

시 아동의 안전에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Roberts, 1999). 이와 같은 

흐름 하에 1997년에는 입양 및 가족안전에 대한 법(Adoption and Safe Families A

ct: ASFA, P.L. 105-89)이 통과되었으며 미국의 아동보호정책에 또다시 극적인 변화

가 일어났다(Roberts, 1999). P.L. 105-89는 아동의 안전과 가족보존의 가치를 모두 

강조하며 가정외보호 아동이 신속하게 영구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

적을 두었다(Lau et al., 2003; Taussig et al., 2001). P.L. 105-89는 서두에 가족

보존과 가족재결합에 지원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노력

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입양과 같은 대안적인 배치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족보존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P.L. 96–272와 유사하나 학

대나 방임 등과 같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의해 분

리보호 된 아동에 대해서는 가족재결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조항

을 포함하여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호의적인 견해를 담고 

있다(Krugman, 1999; Roberts, 1999). 또한 P.L. 96–272는 가정외보호아동의 영구

적인 보호방안으로 가족재결합을 장려한 반면 P.L. 105-89는 신속한 입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P.L. 105-89는 위탁보호 이후 15개월 이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판단하고 가족재결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의 친권

을 신속하게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을 두어 친권유지와 가족재결합

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예외조항은 아동이 친인척 보호를 받는 경우, 위탁보호

기관에서 친권박탈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국가가 가

족재결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연방정부는 P.L. 105-8

9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제시한 기본건수 이상의 입양 건에 대해서 재정

적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체 입양건수가 1995년의 25,639건에서 199

9년에는 46,072건으로 증가하였다(박세경 외, 2015).

 P.L. 105-89의 제정은 주정부의 가정외보호아동 보호정책 수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를 적용하는 방식에는 주(state)마다의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뉴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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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P.L. 105-89 제정 후 위탁아동의 영구적인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가족재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일리노이의 경우 입양에 중점을 두었다. 뉴욕은 P.L. 105-89가 

제시한 위탁보호 이후 15개월 이내의 친권박탈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기한을 가족

재결합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한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가족재결합을 위한 

주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였다(Hort, 2000). 이와는 반대로 일리노이의 주8)의 경우 

P.L. 105-89에 명시되어있는 친권박탈 조항과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입양을 장려하였고 그 결과 P.L. 105-89가 통과된 이래로 일리노이 주의 위

탁아동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Hort, 2000). 일리노이 주의 경우 가족보존 프로그램

의 효과성 또한 다른 주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프로그

램 자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일리노이 주의 아동보호정책에서 가족재결합이 우선순위

가 낮은 대안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의한 결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H

ort, 2000). 

이상을 종합하면 미국의 가정외보호아동에 대한 정책은 가족보존과 아동의 안전이

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의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되어 왔으며 이러한 

상충되는 가치를 상호보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가변적인 상황에

도 불구하고 가족재결합은 미국의 가정외보호아동 정책의 중심 가치임에 틀림없다. 수

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합은 여전히 연방법에 의해 가장 우선적으로 권

고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이라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은 미국아동복지 정책의 주요 목표이다(노충래 외, 2015, 송민

경, 2006). 다만 P.L. 105-89제정 이후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영구적보호 방안으로 입

양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의 가정외보호 아동 정책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입양 역시 부모의 양육권이 영구적으로 박탈된 다음의 대안이며 

위탁보호(foster care)나 공동생활 가정 형태의 보호(group care)는 앞서 두 가지의 

대안이 불가능할 경우의 대안이다(Bellamy, 2008; Katz et al., 2018). 

영국은 1946년에 발표된 커티스위원회(The Curtis Committee)의 보고서를 기반

으로 1948년에 아동법(Children Act)을 제정하였다(정옥분 외, 2016: 97; Lynch, 2

020). 커티스위원회 보고서는 집단양육시설에 의한 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정옥분 외, 2016: 97; 

8) 일리노이 주의 경우 P.L. 96–272의 제정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인 가족보존프로그램인 Family 

First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P.L. 105-89의 제정과 함께 가정외보호아동 정책

적 방향이 극적으로 변화하였다(김혜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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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ch, 2020). 이에 따라 아동법은 부모에 의한 아동의 양육을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으며 불가피하게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경우 시설보호보다는 가정위탁보호를 장려하

였다(Lynch, 2020). 그러나 의붓아버지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를 계기로 1975년에 아동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법은 부모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아동을 격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친권을 제한하도록 하였다(박세경 외, 20

15; 서영민, 김승영, 2019). 이에 따라 가정외보호 아동보호정책 또한 가족보존 보다

는 아동의 안전을 중시하여 입양과 가정위탁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박세경 

외, 2015; 서영민, 김승영, 2019). 그러나 가정외보호를 우선시하는 기조의 부작용으

로 인해 불필요하게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1

989년도에 다시 부모에 의한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아동법(Children A

ct)이 개정되었으며 현재까지 영국의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 통용

되고 있다(박세경 외, 2015; 정웅석, 문영희, 2012). 해당법은 자녀 양육의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가족보존의 원칙을 중요

시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가정외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

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같은 국가의 의무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세계법제정보

센터, 2020b). 

이상과 같이 영국의 가정외보호아동에 대한 정책은 미국과 같이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가족보존의 우선순위가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그

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보존을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 보고 가정외보호 된 아동의 

영구적인 보호방안으로 부모에 의한 양육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영국의 

경우 한발 더 나아가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외보호시 해당 시설은 아동과 부모 지속

적으로 접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아동법에 명시되어있다(박세경 외, 201

5). 또한 부모가 아동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적인 절차 

없이 신속하게 가족재결합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재결합을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박세경 외, 2015; 노충래 외, 2015; Murphy and Fairtloug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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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 가족재결합 정책의 변화와 관점

우리나라의 초기 아동보호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발생한 전쟁고아를 보호하

기 위한 목적 하에 대규모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후 성장을 우선시 하

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시설보호 아동에 대한 국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탈시설화를 강조하는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이혜경, 1993). 유사한 맥락에서 해외입

양을 장려하는 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받아 1960년대 후반

부터 시설 수와 시설보호아동의 수가 감소하기 하였다(이혜경, 1993). 이후 1981년에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변경되고 전문이 개정되었으나 아동복지법 역시 여전히 

시설보호와 관련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김현용, 1998). 

이후 2000년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는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대폭 반영

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이 가족과 함께 살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9조)’, 즉 가정외

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의 중요성이 처음으로 부각되었고 아동복지법 제18조가 신설

되었다(문영희, 2016). 아동복지법 제18조(현 아동복지법 제57조)에 의하면 아동복지

시설장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친권자가 있는 경우 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

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8조의 제정은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원가정복귀를 위한 노력을 법제화 하였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었으나 구체

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해당법의 실효성은 없었다(문영희, 2016). 

이에 따라 가정외보호아동은 여전히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추후 2004

년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공동생활가정이 제도화 되었고, 2005년의 법 개정을 통

해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가정외보호된 아동에게 가정과 유사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이러한 수차례의 아동복지법 재개정

에도 불구하고 가족보존 및 가족재결합과 관련한 뚜렷한 사법적, 정책적인 변화는 없

었다(문영희, 2016). 이후 울산과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학대피해아동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면서 2014년도에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아

동학대 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부모에 의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발

생함에 따라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은 위험한 선택이라는 인식

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하에 가족보존 및 가족재결합을 위한 국가차원의 구체

적인 노력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아동보호정책의 가장 취약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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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적되어 왔다(류정희, 2018).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2016년도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3월 

시행된 이래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의 신설이다.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최대한 태어난 환경에서의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불가피하게 분리보호되는 경우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

고 신속한 가정복귀를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조항은 가족보존의 가

치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법에 의해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 가정외보호 아동이 

건전한 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영희, 2016, 정선욱, 2018). 또한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원가정복귀에 대해 국가적

인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3 또

한 가정외보호 아동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유엔 아동

권리협약과 유엔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

ildren)에서 강조하는 대안양육의 타당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노혜련, 조소연, 2016; 정선욱, 2018). 아동복지법 제15조 3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1년마다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취를 취해야 한다. 이로써 가족재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판단하는 제

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상에서 제시한 아동복지법의 변화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수립

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관리주체와 지원방안

의 모호함으로 인해 사실상 아동이 가정외보호시설에 장기보호 될 경우 가족재결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류정희, 2018). 그러나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보호

대상아동의 가족재결합이 정책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가정외보호 아동의 영구적 보호조

치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는 모든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가족재결합에 대한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

다. 또한 주기적으로 아동과 원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함으로 가족재결합을 지원하도

록 해야 한다(관계부처합동, 2019).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은 향후 가족재결합의 가능성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외보호 결정, 관리, 가족재결합

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시행하도록 공적보호체계를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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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편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외보호아동의 정책의 변화

는 우리나라의 학대피해 아동보호체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그간 우리나라

의 아동보호체계는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에 치중되어 옴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보존 및 가족재결합과 관련한 서비스 기능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이

봉주 외, 2015).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신고접수 및 조사 업무가 공적 영역으로 옮겨

짐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

대피해 아동과 가족의 회복을 돕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까지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은 주

요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사회적, 정책적으로도 소외되어 온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과는 

다를지라도 우리나라 역시 아동이 부모 및 가족에 의해 양육되는 것을 가장 최선의 안

으로 보며 가족보존을 아동복지의 주요가치로 삼고 있다. 최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

체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아동보호체계에서 소외되어 온 가

정외보호된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가족재결합의 가

능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미국과 영국, 우리나라 모두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받은 아동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가족재결합은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이와는 반대로 선별적으로 지양해야 되는 위험한 선택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시대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지방정부 간 정책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하

였다. 양자를 오가는 이러한 결과는 본질적으로 모순되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두 가지 

목표인 가족보존과 아동의 안전이라는 가치가 상충함에 의함이다(Roberts, 1999). 그

럼에도 불구하고 여느 국가를 막론하고 가정외분리보호 아동의 영구적 보호 방안에 대

한 사법적, 정책적 기조는 가족재결합에 있으며 학대와 같이 불가피하게 가정외분리 

된 아동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되도록이면 부모 및 가족에게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아울러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재결합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국

가가 추구해야 할 당위적인 가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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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재결합에 대한 논쟁

가족재결합이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에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가족재결합을 최선의 안으로 보는 시각은 아동이 부모 및 가족에 의

해 양육될 때 가장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믿음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치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이유로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 시 재학대의 위험성을 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차원적인 

학대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을 불완전한 환경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와 같은 상반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가족재결합에 대한 긍정적 견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외보호 아동의 영구적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 변화를 거

듭해 왔음에도 가족재결합이 여전히 우선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단위는 가족이며, 아동의 발달에 있어 가장 최선의 환경은 부모에 의한 

양육이라는 사회적인 합의에 기반한다(송민경, 2006; 이경은 외, 2014, Gelles, 2000, 

Noonan and Burke, 2005; Vanderfaeillie et al., 2017).

이러한 합의는 유엔(United Nation)이 제시하는 아동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인 아

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도 반영되어있다(Unite 

Nations, 1989). 아동권리협약은 제9조, 제20조를 통해 가정외보호를 아동에게 최상

의 이익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25조를 통해 불가

피한 이유로 인해 아동이 가정외보호된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정기적으로 재평가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엔이 2009년에 제시한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을 재강조한다.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의 2장 A항의 5조는 대안양육의 제공은 국가의 

적적절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양육이 불가능한 가족에 대한 조치로 대안양육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2장 B항의 14조는 아동

과 가족의 분리가 타당한지 지속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으며 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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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해결되거나 사라진 경우 가족재결합이 실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Unite 

Nations, 2010). 즉,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은 부모와 같이 살 

권리를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보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외보호 아동의 영구적 보호에 있어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편적인 견해는 아동의 의사와도 일치한다.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아동들이 가족재결합을 희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주 외(2017)의 연구결과 약 70%의 학대피해아동이 원가정

으로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현정(2008)의 연구에서도 그룹홈에 거

주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의 약 68%가 가족재결합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또한 윤수경 외(2019)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다수가 가족재결합을 희망하였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결합에 있어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 제시하

는 아동의 의사 존중 원칙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무엇보다 중요시 되

어야 할 사안 중 하나이다. 

둘째, 대안양육 한계는 부모 및 가족에 의한 아동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안양

육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우려는 1900년대 초중반부터 논의되기 시작했다. 1906년

의 요보호 아동(Look after children)의 복지 증진을 위한 미국의 백악관 회의(The 

White House Conference for dependent Children)와 1946년 영국의 커티스위원

회(Curtis Committee)의 보고서는 아동 발달에 있어 시설보호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가정 중심의 보호를 강조하였다(김현용, 1998). 이후 대안양육시설 보호가 아동의 발달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결

과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박미

경, 문혁준, 2009; Heath et al., 1994),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석주영 외, 2003; 한지현, 이진숙, 2007; Cheung and Buchanan, 1

997; Ford et al., 2007; Vinnerljung and Sallnas, 2008). 특히 Lawrence et al.

(2006)은 위탁보호아동, 학대를 경험하였으나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 학대의 

경험 없이 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으로 구분하여 세 집단의 문제행동을 비교 

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탁보호아동이 학대피해아동, 친가정보호아동 보다 문제행동 수준

이 높았으며 추적조사 결과 위탁보호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문제행동 수준이 여전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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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loyd와 Barth(2011)의 연구에서도 가정외보호된 아동이 

입양 혹은 가정외보호 이후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보다 인지발달 및 사회기술, 문제행

동에서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위탁보호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위탁보호의 한계

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정외보호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성인기까지 이어져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외보호 된 경

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의 위험성이 높

고 실업자나 노숙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ixon et al., 200

6; Pecora et al., 2006, Viner and Taylor, 2005; Vinnerljung and Sallnas, 20

08; Wade and Dixon, 2006). 

다음으로 잦은 양육시설 전원으로 인한 아동의 배치 불안정성(placement instabili

ty) 또한 가정외보호의 한계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시설전원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기존 보호시설의 대리양육자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며 새

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생애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시설전원은 가족과 

분리된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추가적인 혼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동의 

정서 및 행동문제, 학교생활부적응 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Aarons e

t al., 2010; Akin et al., 2015; Herrenkohl et al., 2003; Humphreys et al., 20

15; Konijn et al., 2019). 학대피해아동의 가정외보호 경험에 대해 연구한 윤수경 외

(2019)의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시설전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원 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원래 있

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거나 가출로 아동보호체계를 이탈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전원을 경험한 청소년의 삶에 대해 연구한 홍나미 외(2018)의 연구결과에서도 연

구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시설전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며 새로운 시설에 적응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재결합이 비용 효과적(cost effective)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가정외보호 비용과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의 비용을 비교해 가족재결합의 비용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Johnson-Motoyama et al.(2013)는 부모

의 약물중독으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을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해당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은 가정외보호 기간을 단축시키며 이로 인해 아동 1인당 16,340달러의 비용이 절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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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시간 주는 다양한 가족보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보고하

였는데 가족재결합 서비스를 받은 가정의 85%가 가족재결합 이후 12개월 이상 안정적

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재결합 서비스 비용은 가정외보호서비스 비

용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Michiga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

an Services, 2016)9). 

2) 가족재결합에 대한 부정적 견해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재결합을 지지하는 견해와는 정반대로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회의적인 시각을 뒷받침

하는 가장 큰 근거는 재학대발생의 위험이다.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를 경험한 아동

의 비율은 분석자료 및 추적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예를 들면 Fuller(2005)의 연구에

서는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의 약 1.2%가 60일 이내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Jonson-Reid(2003)의 연구에서는 원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을 4년 반 동안 추적 조

사한 결과 약 14%가 재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nell et al.(2009)의 연구

에서는 약 30%의 아동이 가족재결합 이후 3년 이내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의 경우 기타 이유로 가정외보호된 후 아동에 비

해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방

임에 의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경우 재학대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부정적인 발달 결과는 가족재결합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공적보호체계에 의한 체계적인 돌봄보다 불안정한 생물학적 부모에 

의한 돌봄이 아동의 발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Taussi

g(2001)은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6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가정외보호를 지속한 아

동과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간의 정서 및 행동문제를 비교했는데 가정외보호를 지속한 

아동의 결과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의 경우 정서문제, 

자해행동, 물질남용, 위험행동이 높았다. 또한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학교를 그만

두거나 학업성취도가 낮았고 문제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원인이 

9) 가족재결합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가족 당 연간 6,756달러가 소요되었으나 위탁보호의 아동의 

경우 아동 1인당 27,085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ichigan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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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해결되지 않은 채 가정으로 복귀하였거나 가족재결합 이후 아동과 부모의 부적

응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Taussig, 2001). Lau et al.(2003)은 위탁보호아동과 

위탁보호 후 가족재결합 된 아동의 발달결과를 비교했는데 연구결과 가족재결합이 직

접적으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가족재결합 이후의 불

안정한 양육환경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가족재결합은 아동의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다(Lau et al., 2003).

이상을 종합하면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

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논쟁의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가족회복의 전제 하에 아동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동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다(노혜

련, 조소연, 2016).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면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은 아동보호체계가 추구해야 할 당위적인 목표이다. 

제2절 재분리보호에 대한 이해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지원에 있어 아동보호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분리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

동의 재분리보호는 학대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가족재결합이 이

루어졌거나 가정외보호를 경험한 아동과 부모가 가족재결합 이후 환경의 변화에 적응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가족재결합 결정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며 사후 

사례관리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 하에 그간 가족재결합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Farmer and Wijedasa, 2012; Lutman and Farmer, 2013; Miller et al., 2006; 

Shaw, 2006; Wells and Guo, 1999).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분리보호의 영향

요인을 검증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 제

3절의 선행연구 검토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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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이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될 확률은 추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Shaw(2006)의 연구

에 따르면 원가정으로 복귀한 학대피해아동의 13.3%가 12개월 이내에 재결합에 실패

하고 양육시설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Terling(1999)의 연구에서는 학대로 인

해 분리보호 된 후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37%가 1년 6개월 이내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utman and Farmer(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과 재결합 한 방임아

동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65%가 가족재결합에 실패하고 대안양육시설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나 

재분리보호의 원인 중 하나인 재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재분리보

호된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Richardson et al., 200

8). 또한 배치 불안정(placement instability)이 아동에게 미치는 선행연구결과 시설 

간 이동을 자주 경험한 아동은 불안정 애착 형성, 내현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낮은 학

업성취도 등의 부정적인 발달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Lewis et al., 2007; Ne

wton et al., 2000; Rubin et al., 2007). 이상에서 제시된 재분리보호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가족재결합 결정 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신중히 이루

어져야 한다. 또한 가족재결합 이후 일정기간의 추적관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재분리보호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

재까지 가정외보호 이후 재분리보호 되는 아동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분석자료 형태로 

가공하여 우리나라의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현상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재결합 현상의 연장선상에서 가족재결합 이후 발생하는 재분

리보호 현상을 살펴보고 아동보호체계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지원

하기 위한 이론적, 학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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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영향요인

1. 이론적 분석틀

 

1) 생태학적 모델

아동학대와 관련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주요 이론은 정신병리 패러다임, 사회적 

모델, 발달론적 모델, 사회적 상호작용 모델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주로 아동학대

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활용되었다(김세원, 2008 여진주, 2008). 그러

나 해당 모델들은 아동학대를 단편적으로 개인이나 사회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려하

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론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학대

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단선적인 접근이 아닌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Multim

odel Approach’의 필요성을 제기되었으며, 생태학적 모델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김세

원, 2008, 박명숙, 2000; Milner and Chilamkurti, 1991).

아동학대 연구에 널리 쓰이고 있는 생태학적 모델은 Belsky(1980)에 의해 개념화 

되었다. Belsky(1980)는 아동학대를 아동과 부모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

호관계에서 기인한 현상으로 보았으며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델을 수정하여 

아동학대를 설명하기 위한 생태학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Belsky의 생태학적 모델에 의

하면 아동학대는 개체발생적 수준(Ontogenic development level), 미시체계(Micros

ystem), 외적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에 속한 다양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Belsky, 1980, Sidebotham, 2001). Belsky의 생태학적 

모델에서 개체발생적 수준은 학대행위자 부모가 발달과정을 통해 형성한 개인적 특성

을 의미한다. 미시체계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즉각적인 맥락에 해당되며 아동이 속해 

있는 직접적인 환경에 해당된다. 외적체계는 아동과 부모,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을 의미하는데 미시체계와는 다르게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역이다. 거시체계는 앞서 제시한 수준들과 포괄적으로 맞물려 있는 사회문화적

인 요인들을 의미한다(Belsky, 1980, Sidebotham, 2001).

Belsky의 생태학적 모델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상에서 제시한 4가지 영역별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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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각 영역별 세부 요인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체발생적 수준 해당되는 부모 요인으로는 부모의 

성격과 기질, 물질남용(substance abuse), 정신병력, 아동기의 경험, 성별, 나이, 교육

수준 등이 있다. 미시체계의 요인에 해당되는 아동과 가족의 특성으로는 아동의 건강, 

행동문제, 성격, 장애,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인 고립 등이 있다. 외적체계의 요인으로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주거환경,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인 지원,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환경 등이 해당된다. 마지

막으로 거시체계 요인으로는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인

식, 아동과 아동학대, 폭력에 대한 인식, 사회적인 규범 등이 해당된다(김세원, 2008; 

김형모, 2002; 노충래, 2002; 여진주, 2008; 배화옥, 2004; Grauerholz, 2000; Ra

mírez et al., 2011; Sidebotham, 2001; Williamson et al., 1991). 이상에서 제시

한 요인들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2-2>와 같다. 각 체계별 요인의 구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요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체계에 중복적으로 포함되기도 한다(Sideboth

am, 2001). 

개체발생적 수준
(Ontogenic

development level)

미시체계
(Microsystem)

외적체계
(Exosystem)

거시체계
(Macrosystem)

개
념

부모의 성장 및 
발달 배경

아동 및 가족의 
특성

가족이 속한 
사회시스템

문화적인 
믿음과 가치

요
인

· 부모의 나이 · 인종 ·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 가족의 역할에 대
한 인식

· 부모의 교육수준 · 건강 · 주거 환경 ·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인식

· 사회적 지위 · 행동문제 · 사회적 연결망 · 아동 및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와 인식

· 아동기(학대) 경험 · 성격(기질) · 학교, 직장, 이웃 · 폭력에 대한 인식

· 성격(기질) · 장애 · 지역사회 환경 · 사회적 규범

· 정신병력 · 부부간의 관계

· 알코올 및 약물남용 · 가정폭력

· 부모의 양육태도

· 사회적인 고립

자료: Sidebotham(2001)을 토대로 수정 보완함.

<표 2-2> Belsky의 생태학적 모델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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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elsky의 생태학적 모델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요인들을 단

편적, 직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족재

결합 및 재분리보호 요인 역시 개인, 가족, 사회, 문화에 걸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Belsky의 생태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가족

재결합 및 재분리요인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Belsky의 생태학적 모델이 

주로 아동학대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사용되어왔으나 아동학대라는 특수한 현상을 설명

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온 이론적 모델이며 본 연구의 주제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

보호 요인 또한 다양한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이론

적 분석틀로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Belsky의 생태학적 모델은 학대행위자인 부모를 기준으로 한 모델로 개체발

생적 수준에 해당되는 요인으로 부모의 특성만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뿐만 

아니라 아동 또한 주요한 개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은 다소 혼동을 야기한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체발생적 수준을 개인체계로 재정의하고 개인체계 요

인으로 부모와 아동의 특성을 포함하였다. 이상을 정리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생

태학적 모델을 재구성하였다. 개인체계 요인은 부모와 아동 특성으로 구성되며 미시체

계 요인으로는 가족 특성과 사례 특성, 가정외보호 특성이 해당된다. 외적체계 요인은 

공식적 지지와 사례관리 기관의 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 구성된다.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거시체계의 특성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회현상에 대한 예측요인을 특정 범주로 구분하여 개념화 하는 것은 해당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에 따라 다르다. 사회복지영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예측요인

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개념화하는 것이다.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보호

요인을 증진시킴으로써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개념은 적응유연성(resilience)이라는 아동복지 이론에서 제

시된 개념이나 현재는 대상자를 아동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박혜란, 전귀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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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정의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

적인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험요인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

를 가져오거나 부정적인 상태를 악화 혹은 유지시키는 요인으로 정의된다(Luthar et a

l., 2000; Masten, 2001). 위험요인은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며 크게 개인적, 가족적, 

환경적 특성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개인적 위험요인으로는 다루기 힘든 기질, 만성

질환, 장애 등이 있으며 가족 및 환경적인 위험요인으로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서비스 접근에 대한 취약성 등이 해당된다(Fraser et al.,1

999; Luthar et al., 2000). 보호요인은 위협의 상황 속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도록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의미한다. 보호요인 또한 위험요인과 마찬가지로 다

차원적으로 존재한다. 개인적 보호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긍정적인 사고, 신체적 건강 

등이 있으며 가족과 관련한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와의 긍정적인 애착관계, 부모의 적절

한 감독 등이 있다. 환경적인 보호요인으로는 공식적 지지, 외부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

이 제시되고 있다(박현선, 이상균, 2008; Fraser et al., 1999; Luthar et al., 2000).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로 구분되는데 이는 이상에서 

제시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개념 및 구성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험요인’으로,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호요인’으로 각각 개념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이론적 근거를 종합하여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 

요인의 검증을 위해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한 분석틀

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틀은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방

안마련에 있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근거를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하여 선행연구에서 제

시되고 있는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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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경우 가정외보호 아동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 적용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외보호의 원인을 살펴보면 방임을 포함한 부모

의 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

rvices, 2018)10) 이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가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로 학대유형 및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 제시하는 선행연구의 결과

를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함에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Courtney a

nd Wong, 1996; Connell et al., 2006; Delfabbro et al., 2003; Harris and Co

urtney, 2003; Noonan and Burke, 2005; Wells and Guo, 1999).

(1) 개인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본 연구에서 개인체계에 해당하는 요인은 앞서 제시한바와 같이 가족재결합에 영향

을 미치는 부모와 아동의 특성이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의와 측정기준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문제행동이 가족재결합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적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좋

지 않은 경우, 우울, 비행, 학교부적응, 공격성 등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가정

외보호 기간이 길어지며 가족과 재결합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kin, 201

1; Becker et al., 2007; Courtney, 1994; Connell et al., 2006; Davis et al., 1

997; Harris and Courtney, 2003; McMurtry and Lie, 1992). 이상에서 제시한 

아동요인들은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가

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는데,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

동의 경우 가정외보호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Hayward and DePanfilis, 2007). 

다음으로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물

질남용(substance abuse)은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Brook et al., 2010; Hines et al., 2007; McWey and Mullins, 2004, Marsh et 

10) 미국 위탁양육 아동의 가정외보호 사유를 살펴보면 방임이 62%로 가장 높았고 부모의 물질남용

이 36%, 주양육자의 무능력 14%, 신체학대 13% 순으로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8). 중복된 수치임을 감안하더라도 가정외보호 아동의 다수

가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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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6; Shaw, 2010; Smith, 2003). 그러나 일부연구에서는 물질남용이 가족재결

합과 상관관계가 없거나 물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C

onnell et al., 2006; Cheng, 2010; Hayward and DePanfilis 2007; Lloyd and 

Akin, 2014; McBeath and Meezan, 2008; Noonan and Burke, 2005). 예를 들

면 Lloyd and Akin(2014)의 연구에서 알코올 남용은 가족재결합과 관련이 없으나 약

물 남용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시체계(Microsystem)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미시체계는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즉각적인 맥락으로 아동이 속한 환경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특성, 사례특성, 가정외보호 특성이 미시체계 요인에 해당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미시체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가족특성으로 가족구조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한부모 

가정은 양부모가정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urtney, 1

994; Harris and Courtney, 2003; Hines et al., 2007; McDonald et al., 2007; 

Wells and Guo, 1999).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정외보호 아동의 재결합 가능

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결과 AFDC(Aid to Families with De

pendent Children), Medicaid,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등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가족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ourt

ney, 1994, Courtney and Wong, 1996; Hayward et al., 2009; Noonan and B

urke, 2005; Wulczyn, 2003; Wulczyn et al., 2009). 이 외 가족특성으로 가정폭력

과 부적절한 양육방식 또한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Choi and 

Ryan, 2007; Hess et al., 1992; Marsh et al., 2006; Miller et al., 2006). 이상

에서 제시된 가족특성들은 모두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학대사례의 특성으로는 학대유형과 빈도가 있다. 먼저 학대 

유형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방임으로 인해 가정외

보호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Courtney and Wo

ng, 1996; Connell et al., 2006; Delfabbro et al., 2003; Wells and Guo, 199

9). 학대 빈도의 경우 빈번하게 학대를 당한 아동 일수록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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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Barth and Berry, 1987). 즉 학대사례 특성으로 방임과 빈번한 학대

는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가정외보호의 특성을 

살펴보면 양육시설전원으로 인한 배치 불안정성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Connell et al., 2006; Davis et al., 1997; Goerge, 1990). Go

erge(1990)연구에 의하면 처음 배치된 시설에서 위탁보호 아동의 약 3분의 1이 부모

와 재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배치된 시설에서는 13%, 세 번째 배치된 시

설에서는 5%의 아동이 부모와 재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외보호 시 아동

과 부모의 주기적인 접촉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제시되었다(D

avis et al., 1996; Leathers, 2002; McMurtry and Lie, 1992; Potter and Klein

-Rothschild, 2002). 이에 대해 Barber and Delfabbro(2003), Biehal(2007)은 아

동과 부모의 정기적인 접촉은 부모와 자녀의 강한 애착관계나 변화의지를 의미하는데 

접촉 자체보다는 이러한 요인을 가족재결합의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형제

자매가 동일 시설에서 보호되는 것은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제시

되었다(Akin 2011; Albert and King, 2008; Webster et al., 2005).

(3) 외적체계(Exosystem)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외적체계는 개인체계와 미시체계를 포괄하는 상위 체계로 아동과 가족에게 간접적

인 영향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외적체계는 공식적 지지 수준, 사례관리 기관의 특

성, 지역사회 특성으로 구분되며 가족재결합과 관련된 외적체계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식적 지지는 대표적인 외적체계로 정부, 민간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가족재결합요인을 검증하고자 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공식적 지지는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 알코올 및 약물중독치료, 상담서비스, 경제적인 지원, 주거지원, 양육지

원 등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지원될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Cheng, 2010; Cheng and Li, 2012; Choi and Ryan, 2007; Ea

mon and Kopels, 2004; Grella et al., 2009). 이러한 개별적인 서비스 이외에 가

족재결합을 목적으로 개발된 집중적인 가족재결합서비스(Intensive Family Reunif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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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Services: IFRS) 또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

었다(Walton, 1998, Lewis et al., 1995).  

선행연구 결과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재결합은 사례관리자나 사례관리 기관의 특

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사례관리자의 특성에 주목한 선행연

구 결과에 의하면 사례관리자의 집중적인 관여 및 정서적 지지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

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분석되었다(Cheng, 2010; Cole and Caron, 2010; Lietz e

t al., 2011; Yatchmenoff, 2005).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석사(Master of Soci

al Work: MSW)인 사례관리자에 의해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원의 고학력 수준이 보호요인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Ryan et 

al., 2006). 다음으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특성 또한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

재결합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ulczyn et al.(2009)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의 통제 후에도 특정 사관리 기관 여부는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인해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주체가 다양화

됨에 따른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Wulczyn et al., 2009). 이와 같이 기관 간의 편차

가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특성을 세부적으

로 구분하여 검증한 선행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Ryan et al.(2006)은 가족재결합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례관리자의 교체횟수를 살펴보았는데 사례관리자의 빈번한 교

체로 인한 불안정성은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Ryan et. 

al., 2006; Davis et al., 1996). 또한 사례관리자의 1인당 과도한 사례 수는 가족재

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Chambers et al., 2016; Jedwab et 

al., 2018). 한편 Wulczyn et al.(2000)은 뉴욕의 43개의 가정외보호 시설을 대상으

로 재결합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아동과 가족의 특성, 시설 유형 등을 통제 한 후

에도 가정외보호 시설 간 가족재결합 확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를 각 가정외보호 시설의 내부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외적체계 요인 중 지역사회의 특성이 가족재결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본 연구는 매우 희소하다. Wulczyn et al.(2011)은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가족재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는데 지역사회의 높은 흑인거주 비율은 가족재

결합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재결합은 다양한 수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아동학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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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기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을 중심으로 가족

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며 선행연구

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일부 변인에 대해서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재분리보호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분리보호가 가족재결합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대변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가족재결합 요인에 근거하여 재분리보호 

요인을 검증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은 재분리

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에 해당되며 이와는 반대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은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는 보호요인에 해당된다. 재분리보호 요

인을 검증한 선행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계에 해당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문제가 있거나 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Barth et al., 2008; 

Courtney, 1995;  Jones, 1998; Lutman and Farmer, 2013; Shaw and Webste

r, 2011), 부모가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문제가 있는 경우(Brook and McDonald, 2

007; Farmer and Wijedasa, 2013; Frame et al., 2000; Miller et al., 2006; Sh

aw, 2006; Shaw and Webster, 2011; Terling, 1999)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요인들은 개인체계의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체계 요인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에 해

당되거나(Fuller, 2005),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경우(Courtney, 1995; Jones, 

1998; Jonson-Reid, 2003; Shaw, 2006),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DePanfilis and Z

uravin, 1999), 부모의 양육기술이 부족한 경우(Festinger, 1996; Lutman and Far

mer, 2013; Miller et al., 2006; Terling, 1999), 방임 아동의 경우(Berrick et al., 

1998; Shaw, 2006; Terling, 1999; Wells and Correia, 2012; Wells and Guo, 

1999), 가정외보호 시설전원 횟수가 많고(Courtney, 1995; Courtney et al., 1997; 

Jonson-Reid, 2003; Lutman and Farmer, 2013, Wells and Guo, 1999) 가정외

보호 기간이 짧은 경우(Berrick et al., 1998; Courtney et al., 1997; Fuller,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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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Jonson-Reid, 2003; McDonald et al., 2006; Shaw, 2006; Shaw and Webst

er, 2011; Wells and Correia, 2012; Wells and Guo, 1999)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요인들은 미시체계의 위험요인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체계에 해당하는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아동과 가족이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DePanfilis and Zuravin, 1999; 

Festinger, 1996; Terling, 1999), 지역사회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범죄율이 높은 

경우(Miller et al., 2006)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적합한 

서비스나 집중적인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요인들은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Biehal et al., 2015; Carnoc

han et al., 2013; Chambers et al., 2016; Price and Wichterman, 2003). 

이상을 종합하면 재분리보호와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유사하며 

그 영향력은 일관적으로 반대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앞서 제

시한 가족재결합 요인을 중심으로 재분리보호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다만 재분리보호

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가정외보호 기간을 분석에 포함하였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가정외보호 기간은 재분리보호 요인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요 예측변인이다. 가정외보호 기간과 재분리보호 간의 관

계는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3개월 미만 혹

은 6개월 미만의 단기적인 가정외보호가 재분리보호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Berrick et al., 1998; Courtney et al., 1997; Fuller, 2005; Jonson-Reid, 2

003; McDonald et al., 2006; Shaw, 2006; Shaw and Webster, 2011; Wells an

d Correia, 2012; Wells and Guo, 1999). 따라서 본 연구에는 재분리보호에 영향

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가정외보호 기간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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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확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을 살펴봄에 있어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의 

확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실천적, 정책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족재결합은 가정외보호 후 초기 몇 개월 간 활발하게 일어나며 

그 이후로는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urt

ney and Wong(1996)은 3년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가정외보호 아동의 가족재결합 확

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분석결과 약50%가 가정외보호 이후 5-6개월 이내 원

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6개월 이후로는 가족재결합 확률이 급격하게 줄

어들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orge(1990)의 연구

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학대아동에게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재결합은 아동과 

부모의 특성, 사회적 개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가정외

보호 기간의 증가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Gorge, 

1990; Biehal, 2007). Biehal(2007)은 오히려 신속한 복귀를 강조함에 따라 간혹 준

비되지 않은 채 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

하였다. 실제로 McDonald et al.(2006)의 분석결과 가정외보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아동의 경우 그 이상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에 비해 가족재결합에 실패하고 위탁양

육시설로 재진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onson-Reid(2003)의 연구결과에

서도 가정외보호기간이 3개월 미만인 아동의 경우 그 이상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

에 비해 가족재결합 이후 학대나 재분리보호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와 같은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하면 가정외보호 이후 5-6개월 이내라는 가족재결합의 주

요 시점을 실천현장에서 적용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

합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특정 하는 것은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초기개입

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의 확률을 살펴봄에 있어 가족재결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시점을 

밝히는 것 또한 실천 현장에서 중요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Courtney and Won

g(1996)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외보호된 후 약 36개월 이후에는 가족재결합이 거의 발

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사례관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시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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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족재결합이 일어나지 않는 시점에서의 최종적인 가족재결합 확률을 추정하는 

것은 가족재결합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재결합 이후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점

적인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Goering과 Shaw(20

17)의 연구에 따르면 원가정으로 복귀한 학대아동의 13.3%가 12개월 이내에 재결합에 

실패하고 양육시설로 돌아온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분리보호까지 걸린 시간의 평균은 

약 6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Barth et al.(2008)의 연구에서는 36개월 이내에 재결

합한 아동의 16.3%가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분리보호까지 기간은 평균 

약 7개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Courtney(1995)의 연구결과에서도 약 50% 이상의 아

동이 8개월 이내 재분리보호되며 이러한 가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특정

시점 이후에는 재분리보호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

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 또한 가족재결합 이후 초반에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낮

아지며 특정시점 이후에는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한 선행연구 결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 6-8개월 전후로 재분리보호가 활발하게 일

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 확률의 변화추이를 살

펴보는 것은 가족재결합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시점과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

기 위한 중점적인 사후 사례관리 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더 

이상 재분리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을 파악함으로 사후 사례관리의 종료시점을 

구체화함에 따라 사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당시점에서의 

재분리보호 확률 추정을 통해 재분리보호가 발생하지 않은 최종 가족재결합 확률을 추

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논의에 근거하여,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 시점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행정데이터를 활용

해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 발생 확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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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 및 가설

제1절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는 이하의 연구모형을 통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생태학적 모델에 근거해 위험요

인과 보호요인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에 따른 사건 발생 확률의 추이를 살펴봄

에 따라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특정하고 최종적인 사

건발생 확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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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위 연구문제인 <연구문제 1-1>은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재

결합 요인은 다차원에 걸쳐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생태학적 모델에 따라 위험요인

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1>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

인가?

<연구문제 1-1-1>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주는 개인체계

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가설 1-1-1> (개인특성 위험요인) 아동의 문제행동(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

이 높은 경우 혹은 애착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가 알코올 및 약물 남

용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1-1-2>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주는 미시체계

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가설 1-1-2-1> (가족특성 위험요인)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가정, 양육기술 부족, 

배우자 폭력에 해당되는 가정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1-1-2-2> (사례특성 위험요인)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방임 일 경우, 학대빈도

가 높은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1-1-2-3> (가정외보호특성 위험요인) 가정외보호 시 시설전원 횟수가 많으면 가

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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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1-3> 가정외보호 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주는 외적체계

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가설 1-1-3-1> (공식적지지 보호요인) 아동 및 행위자의 사례관리 서비스 기간이 

긴 경우,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 사례관리 기관과의 접근성이 높은 

경우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1-1-3-2> (기관특성 위험요인) 상담원 1인당 사례수와 관할지역 아동수가 많

으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1-1-3-3> (지역특성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과 

범죄지수가 높으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고 지역아동센터수가 

많으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은 가정외보

호 초기에 매우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며 특정시점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가 국내의 현실과도 부합하

는지 검증하기 하고자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1-2>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2>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확률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가설 1-2-1>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확률은 가정외보호 초기에 

높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이다.

  <가설 1-2-2>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확률은 어느 시점 이후로 

변화가 없으며 특정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는 가족과 재결합 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하위 연구문제로 <연구문제 2-1>는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

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결과 재분리보호 영향요인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생태학적 모델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 39 -

<연구문제 2> 가정외보호된 이후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 현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1> 가정외보호 이후 가족과 재결합 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1-1>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주는 개인체

계의 위험요인은 무엇인가?  

  <가설 2-1-1> (개인특성 위험요인) 아동의 문제행동(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

이 높은 경우 혹은 애착문제가 있는 경우, 부모가 알코올 및 약물 남

용에 해당하는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1-2>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주는 미시체

계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영향력은 무엇인가? 

  <가설 2-1-2-1> (가족특성 위험요인)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가정, 양육기술 부족, 

배우자 폭력에 해당되는 가족의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1-2-2> (사례특성 위험요인)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방임 일 경우, 학대빈도

가 높은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1-2-3> (가정외보호특성 위험요인) 가정외보호 시설전원 횟수가 많을 경우, 

가정외보호 기간이 짧을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 2-1-3>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주는 외적체

계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무엇인가? 

  <가설 2-1-3-1> (공식적지지 보호요인) 아동 및 행위자의 사례관리 서비스 기간 긴 

경우, 사후관리를 받은 경우, 사례관리 기관과의 접근성이 높은 경

우 재분리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가설 2-1-3-2> (기관특성 위험요인) 상담원 1인당 사례수, 관할지역 아동수가 많으

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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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 2-1-3-3> (지역특성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과 

범죄지수가 높으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고 지역아동센터수가 

많으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 또한 가족재결합 초

반에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감소하며 특정시점 이

후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가 국내의 현실과도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 확률의 변

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 2-2>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2>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 확률은 시간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가? 

  <가설 2-2-1>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 확률은 가족재결합 초기

에 높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할 것이다.

  <가설 2-2-2>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 확률은 어느 시점 이후

로 변화가 없으며 특정 값으로 수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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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방법

제1절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우리나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정보이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복지법 제28조에 의해 구축 및 운영되

고 있는 행정데이터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과정에서 수집

한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해당 분석자료는 다음과 같은 이점에 의해 우리나라

의 아동학대 연구에 주요 분석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먼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2012년 이후 신고 된 전국의 모든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기록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으로부터 얻은 표본은 모집단과 거의 유사한 대표성을 지닌다. 

또한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에 대한 기록이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

호조치의 변경과 같은 주요 사건에 대한 변화를 일(day)단위로 정밀하게 기록되어 있

다. 다음으로 해당자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관찰에 의해 측정된 자료로 아

동학대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대상자에게 직접조사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류

를 최소화 한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된다. 반면 아동의 애착문제와 같이 관찰로 

측정하기 어려운 대상자의 내재적인 특성의 경우 상담원의 판단에 의해 ‘해당 여부’로 

조사됨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조사자료와 같이 다양한 변

인들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들은 본질적으로 해당자료가 연구

목적이 아닌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록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료는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행정데이터로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있고 수집 기간에 대한 제

약이 없으며 조사자료가 가지는 다양한 측정오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강력한 장점

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의 정보를 종단자료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가정외보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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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정외보호 시점

과 가족재결합 시점, 재분리보호시점에 대한 정보와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 관련

된 다양한 예측변인이 필요하다. 해당자료는 아동이 신고접수 된 이후 보호조치에 변

화가 있을 경우 그 시점과 형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이외 다양한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적합하다.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

보호와 관련된 예측변인 중 사례관리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요인들은 공개된 자료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이상의 자료들을 결합하여 최종 분석자료

로 활용하였다. 

2. 분석대상

1) 가족재결합 현상 분석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 되어 학대사례로 판정된 아동 중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 

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2015년 시점 이전에 관측된 사례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

는 다음과 같다. 2015년 이전의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결정과 절차

는 보호시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에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5년 이전에 신고 접수된 사례의 경우 가족재

결합 혹은 재분리보호 여부와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15

년 6월 이후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된 학대피해아동의 퇴소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 중앙정부 지침11)에 따라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

11)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상의 없이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에게 보호 대상

아동을 인계함으로써 아동이 귀가 후 학대행위자에 의해 심각한 신체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함에 따라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귀가조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침이 마련되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 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귀가 신청을 받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초 피해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를 의뢰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도 소견서를 제출받아 아동의 귀가 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

  - 또한,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사유가 아동학대인 아동에 대한 보호유형이 변경(시설 

간 전원, 가정위탁에서 아동복지시설 입소로 변경,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으로 변경)되는 경

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초 피해아동의 가정위탁 또는 시설 입소를 

의뢰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도 소견서를 제출받아 보호유형 변경 여부를 판단할 것

(아동권리과-3891/20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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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여부와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관찰 시작시점을 2015년 1월 1일

로 할 경우 2015년 6월 이전에 신고 접수된 사례의 일부는 가족재결합이 이루어졌으

나 관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아동이 가족재결합 혹은 재분리보호 될 경우 해당 사건은 데이터

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식적인 지침이 공표되기 이전에도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판단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관례가 있었

던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도 말까지 신고접수 된 사례를 분석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본 분석자료에서 관측되는 가족재결합 주기(spell)의 종류를 제시하면 다음 [그림 4

-1]과 같다. 

[그림 4-1] 자료에서 관찰되는 주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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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A는 관찰종료 시점12)인 2019년 7월 15일 이전에 가족재결합이 일어난 사례

의 주기에 해당된다. B는 관찰종료 시점 이전에 아동이 사망하거나 만 18세가 되어 

중도 탈락된 사례의 주기이다. C는 관찰종료 시점까지 가족재결합이 관찰되지 않은 사

례의 주기를 의미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5년 6월 이전 신고접수 된 사

례 중 일부는 가정외보호 상태로 사례종결 후 가족재결합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관측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례는 D에 해당된다. 

생존분석에서 B, C, D에 해당되는 사례는 우측절단(right-censored)된 사례로 정

의된다. 이러한 우측 절단의 문제는 생존분석 방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정확한 가

족재결합 여부와 발생 시점은 알 수 없으나 관측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사건이 발생하

지 않았다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6월 이전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가정외보호 상태로 사례종

결 된 D에 해당하는 사례는 사례종결일을 우측절단 시점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신고접수 이전까지 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던 아동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존분석에서 정의하는 주기의 시작시점이 관찰시작 시점 이전인 좌측트런케이션(left-t

runcated)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분리보호 현상 분석

재분리보호 현상의 분석대상은 가정외보호아동 중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으로 앞서 

제시한 가족재결합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대상의 일부 표본(subsample)이다. 

자료에서 관측되는 주기의 종류는 앞서 제시한 [그림 4-1]과 유사하다. A는 가족재

결합 이후 관찰종료 시점 이전에 재분리보호가 일어난 사례의 주기이며 B는 관찰종료 

시점 이전에 아동이 사망하거나 만 18세가 되어 중도 탈락된 사례의 주기에 해당된다. 

C는 관찰종료 시점까지 재분리보호가 관찰되지 않은 사례의 주기를 의미한다. D는 재

분리보호 되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의 주기에 해당된다. 앞서 

제시한 바와 동일하게 B, C, D에 해당되는 사례를 우측절단 사례로 정의하며 가족재

결합 상태로 종결된 사례 중 사례종결일이 관찰종료시점 보다 앞선 경우 사례종결일을 

우측절단시점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12) 본 연구의 관찰종료시점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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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이다. 가족재결합은 가정외보호된 이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사건을 의미하며 재분리보호는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이 다시 

가정외보호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각 종속변수는 생존분석 시 활용되는 사건 발생까지

의 기간과 사건발생 여부로 측정된다. 사건 발생 기간은 ‘일(day)’단위로 연속시간으로 

측정하며 사건발생은 사건발생시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측정하였다.   

2. 독립변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앞서 제시한 이론과 선행연

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체계의 위험요인

먼저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체계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아동특성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포함하였다(Akin, 2011; Becker et al., 2007; 

Barth et al., 2008; Courtney, 1994; Connell et al., 2006; Davis et al., 1997; 

Harris and Courtney, 2003; Lutman and Farmer, 2013). 애착문제의 경우 이를 

검증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나 가족재결합을 저해하는 아동의 특성으로 탐색적으로 살펴

보고자 분석에 포함하였다. 아동의 문제행동과 애착문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의해 관찰된 특성에 해당한다. 문제행동은 한국형 아동행동평가척도(K-CBCL)에 근거

해 내재화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

m)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되는 문항의 합산점수로 측정하였다(신윤희 외, 2007). 본 

연구에서 내재화 문제행동은 과잉 통제된 행동으로 우울, 불안, 무력감, 위축 등의 심

리적인 부적응을 의미하며 외현화 문제행동은 과소 통제된 행동으로 공격성, 비행 등 

겉으로 표출되는 문제행동에 해당된다. 애착문제는 해당여부로 조사된 이분변수로 비해

당을 기준범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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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부모특성으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연구에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알코올 남용과 약물남용을 포함하였다(Barth, et al., 2008; Cheng, 2010; Con

nell et al., 2006; Courtney, 1995; Hayward and DePanfilis, 2007; Jones, 199

8; Lloyd and Akin, 2014; Lutman and Farmer, 2013; McBeath and Meezan, 

2008; Noonan and Burke, 2005; Shaw and Webster, 2011). 부모의 알코올 남

용여부는 이분변수로 측정되었으며 비해당을 기준범주로 한다. 

2) 미시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요인은 가족특성, 사례특성, 가정외보

호 특성으로 구분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 특성과 관련

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영향요인으로 한부모 가정(Courtney, 1994; Fuller, 

2005; Harris and Courtney, 2003; Hines et al., 2007;  McDonald et al., 200

7; Wells and Guo, 1999), 기초생활보장 수급(Courtney, 1994, Courtney, 1995; 

Courtney and Wong, 1996; Jones, 1998; Jonson-Reid, 2003; Hayward et al., 

2009; Noonan and Burke, 2005; Shaw, 2006; Wulczyn, 2003; Wulczyn et a

l., 2009), 배우자 폭력 및 양육기술 부족(Choi and Ryan, 2007; DePanfilis and Z

uravin, 1999; Festinger, 1996; Hess et al., 1992; Lutman and Farmer, 2013; 

Marsh et al., 2006; Miller et al., 2006; Terling, 1999)을 위험요인으로 포함하였

다. 해당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부모 가정 여부는 한부모 가정, 

그 외 유형으로 구분된 이분변수로 측정하였으며 기준범주는 그 외 유형이다. 기초생

활보장 수급, 배우자폭력, 양육기술부족은 해당 여부로 구분된 이분변수로 비해당을 기

준범주로 하였다. 

다음으로 사례특성과 관련한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학대

유형 중 방임과 학대빈도를 위험요인으로 포함하였다(Barth and Berry, 1987; Berri

ck et al., 1998; Connell et al., 2006; Courtney and Wong, 1996; Delfabbro 

et al., 2003; Shaw, 2006; Terling, 1999; Wells and Guo, 1999; Wells and Co

rreia, 2012) 해당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학대 유형은 정서학대를 기

준범주로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중복학대로 구분하였다13). 학대빈도는 범주형 변수

13) 본 연구에서 중복학대 이외의 모든 학대 유형은 단일유형의 학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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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회성을 기준범주로 6개월에 1-2회, 1개월에 1-2회, 1주일에 1-3회, 거의 매일로 

구분하였다. 

가정외보호 특성으로는 선행연구에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정외보호 시 

시설전원 횟수(Connell et al., 2006; Courtney et al., 1997; Courtney, 1995; D

avis et al., 1997; Goerge, 1990; Jonson-Reid, 2003; Lutman and Farmer, 20

13; Wells and Guo, 1999)와 가정외보호기간14)(Berrick et al., 1998; Courtney e

t al., 1997; Fuller, 2005; Jonson-Reid, 2003; McDonald et al., 2006; Shaw, 

2006; Shaw and Webster, 2011; Wells and Correia, 2012; Wells and Guo, 1

999)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해당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외보호 시 

시설전원 횟수는 아동이 가정외보호 기간 동안 보호시설을 전원한 횟수로 연속변수이

다. 가정외보호기간은 가정외보호된 이후 가족재결합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범주형 변수

이며 1달 이내를 기준범주로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외보호 시 아동과 부모의 접촉빈

도, 형제자매의 동일 시설 분리 여부 등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보호요인이나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3) 외적체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본 연구에서 외적체계는 공식적 지지, 사례관리기관 요인,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

된다. 먼저 공식적 지지는 선행연구에서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의 보호요인으로 제시

되고 있는 요인으로 아동 및 행위자 부모가 제공받은 사례관리 서비스 의미한다(Bieha

l et al., 2015; Cheng, 2010; Cheng and Li, 2012; Choi and Ryan, 2007; Ea

mon and Kopels, 2004; Grella et al., 2009). 본 연구에서 공식적 지지는 사례관

리를 받은 기간과 사례종결 이후 사례관리 수혜여부, 사례관리 기관과의 근접성으로 

정의하였다. 사례관리기간은 일(day)단위로 측정되었으며 사후 사례관리 수혜여부는 이

분변수로 비해당을 기준범주로 하였다. 사례관리 기관 간의 근접성의 경우 선행연구에

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탐색적

으로 살펴보고자 분석에 포함하였다. 해당변수는 이분변수로 아동과 사례관리기관이 동

일 시군구에 위치하는지 여부로 측정하였으며 기준범주는 비해당으로 설정하였다. 

14) 해당 변수는 재분리보호 현상 분석 시에만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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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리 기관 특성으로는 상담원 1인당 사례수와 관할지역의 아동수를 위험요인

으로 포함하였다. 상담원 1인당 사례 수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이다(Chambers et al., 2016; Jedwab et al., 2018). 그러나 재분리보호 요

인으로 해당요인을 검증한 선행연구는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원 1인당 사례수

가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위험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

다. 상담원 1인당 관할지역 아동수의 경우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 관련된 선행연

구에서 검증되지 않은 요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담원이 담당해야 하는 지역

아동 수에 대한 부담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

고자 위험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사례관리 기관 특성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상담원 1인당 사례수는 아동이 신고 접수된 년도의 기관별 

아동학대사례 수를 상담원 인원으로 나눈 수치이다. 상담원 1인당 관할지역 아동수의 

경우 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 아동 수를 상담원 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15). 이상의 변수들은 연속변수에 해당된다. 사례관리기관 특성에 해당하는 

자료는 매년 발간되는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와 통계청의 지역별 아동인구 수 자료

를 활용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사례관리기관 정보의 경우 당해 연도 말

을 기준으로 조사된다. 따라서 종속변수와의 역인과관계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동이 

신고 접수된 년도(2015년-2017년)의 이전 년도(2014년-2016년)의 자료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2017, 각년도).

앞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 특성과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

학대 연구에서 지역사회와 관련한 위험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비율, 

범죄지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변인들이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

향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김세원, 2016; 이봉주, 김세원, 2005; 정선영, 20

16; Coulton et al., 2007; Garbarino et al., 2005; Molnar et al., 2003). 또한 

아동학대 연구에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수의 영향력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보호요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지역사

회요인은 시군구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해당 변수들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

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전체 가구대비 교육,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중 한 가지 이상 수

15) 2015년도 53개, 2016년 56개, 2017년 58개의 기관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조사전담

기관의 경우 연계되어 있는 사례전담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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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로 10,000을 곱하여 만 가구당 비율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사회보장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년도의 1월에 집계 된 

자료를 활용하였다(사회보장정보원, 2020). 지역사회의 범죄발생과 관련한 지표는 행정

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지역안전지수의 범죄지수를 활용하였다. 해당변수는 5대 범죄(절

도, 살인 및 살인미수, 강도, 폭력, 강간)발생을 증감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에 대

한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5등급으로 계량화한 지표이다. 등급이 높을수록 범죄위험도

가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20). 범죄지수의 경우의 조사시점이 당해 연

도 말을 기준으로 조사되는 자료로 종속변수와의 역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아동이 신고

접수된 해의 이전 년도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및 교육, 여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의미하며 각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수를 지역의 아동인구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하여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수 또한 당해 연도 말에 조사되는 자료로 아동이 신고 접수된 해의 이전 년도의 자료

를 활용하였으며 전국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의 각 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보건

복지부, 2015-2017, 각년도).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개인체계 특성으로 부모와 아동의 성별과 연령, 장애여부는 통제변수

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범주로 하며 아동의 연령과 행위자 부모의 연령은 

연속변수이다. 장애여부는 이분변수로 비해당을 기준범주로 한다. 다음으로 미시체계 

특성으로 가정외보호 유형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가정외보호 유형은 장기보호를 기

준범주로 일시보호, 친족보호, 기타(입양, 가정위탁, 병원입원)로 구분하였다.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유형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대도시를 

기준범주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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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정의

개인체계: 아동특성
     내재화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행동수(개)

     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수(개)

     애착문제 비해당(ref.), 해당

개인체계: 행위자(부모)특성

     알코올 남용 비해당(ref.), 해당

     약물 남용 비해당(ref.), 해당

미시체계: 가족특성

     가족구조 한부모 가정, 그 외 유형(ref.)

     기초생활보장 수급 비해당(ref.), 해당

     배우자 폭력 비해당(ref.), 해당

     양육기술 부족 비해당(ref.), 해당

미시체계: 사례특성

     학대유형 정서학대(ref.),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중복학대

     학대빈도 일회성(ref.), 6개월에1-2회, 1개월에1-2회, 
1주일에1-3회, 거의 매일

미시체계: 가정외보호 특성

     시설전원 시설전원 횟수(회)

     가정외보호 기간 1달 이내(ref.),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외적체계: 공식적 지지

     사례관리 기간 아동/행위자(부모) 사례관리 기간(일)

     사례종결 후 사례관리 아동/행위자(부모) 비수혜(ref.), 수혜

     사례관리기관의 근접성 비근접(ref.), 근접

외적체계: 사례관리기관 특성

     상담원 1인당 사례수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수(건)

     상담원 1인당 관할지역 아동수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지역의 아동 수(천명)

외적체계: 지역사회 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 비율 만 가구당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수(가구)

     범죄지수 1-5, 높을수록 범죄위험이 높음(등급)

     아동복지시설 수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 수(개)

주: ref.는 기준범주

<표 4-1> 독립변수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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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방법

1. 분석전략의 선택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관찰대상을 일정시간 추적하여 얻은 자료를 활용하

여 사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 생존함수 를 추정하여 모집단의 생

존시간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생존분석에 활용되는 분석

자료는 종속변수가 사건의 발생 여부(binary outcome), 사건발생까지의 시간(surviva

l time)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도절단된 관찰(censored observation)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Allison, 2010). 이와 같은 생존자료는 기존의 일반적인 통계방법으로 분

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생존자료를 활용하여 선형 회귀분석 혹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할 경우 종속변수로 사건발생까지의 시간과 사건 발생여부를 모두 고려할 수 없으며 

중도절단된(censoring) 자료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못한다(송경일, 최종수, 2013: 42). 

생존분석은 이상의 분석방법들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으로 생존시간과 여부, 중도절단 

자료를 분석에 모두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다. 생존분석은 사용되는 용어에서 알 수 있

듯이 의학 분야에서 사망 혹은 질병의 재발과 같은 사건의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나 실업, 결혼, 출산 등의 다양한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화과학분야에

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회과학계에서는 생존분석을 사건사분석(event history an

alysi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Allison,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이하의 설명에

서는 사건사분석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가족재결합 혹은 재분리보호까지의 시간(event time)과 사건

발생 여부(event outcom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수의 우측절단(right-censorin

g)된 관측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

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영향요인의 검증과 시간에 따른 사건발생 확률을 분석

하기 위하여 사건사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해 사건사분석 중 다변량 분

석방법을 활용한다. 다변량 사건사분석방법은 준모수적(semi-parametric)모형과 모수

적(parametric)모형을 통한 분석방법으로 구분된다. 준모수적 모형은 생존함수의 분포

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Cox 비례해저드(C

ox Proportional Hazard)모형이 이에 해당된다.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경우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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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는 비모수적(nonparametric) 모형이

지만 회귀계수에 대한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준모수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모수적모형은 생존함수의 분포를 특정 분포 가정하는 분석방법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다변량 사건사분석 방법인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모수적 모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모집단의 생존함수의 분포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

문에 다변량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Cox 비례해저드 모형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ox 비례해저도 모형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변량의 효과가 시간의 변화와 관계

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비례해저드가정을 충족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또한 Cox 비

례해저드 모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존함수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시점에서의 

생존확률을 추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경우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할 때 주로 쓰이는 분석방법이다. 반면, 모수형 모형의 경

우 가정한 생존함수의 분포를 기반으로 모든 시점에서의 모집단의 생존함수 와 

해저드함수 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존함수의 추정으로 시간이 무한대

로 갈 때의 사건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건발생 확률에 대해서

도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모수적 모형의 경우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기본전제

인 비례위험가정에 대해 자유롭다. 그러나 모수적 모형의 경우 생존시간의 분포를 알

아야 한다는 강력한 제약이 있다. 또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공변량(time-varying c

ovariance: tvc)을 포함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박재빈, 2007: 305). 즉, Cox 비

례해저드 모형의 경우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모수적 모형의 

경우 시간에 따른 모집단의 위험확률 혹은 생존확률의 변화를 추정하는데 초점을 둔

다. 이상을 고려하면 다변량 사건사 분석모형의 선택은 분석자료의 특성과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생존함수를 추정하여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 발생 

확률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모수적 모형을 상호보완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존함수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은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모수형 모형을 통해 생존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검증은 생존함수의 분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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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또한 시간의존(time-depe

ndent)효과를 고려하는 비비례 해저드(Non proportional hazard) 모형을 통해 비례

해저드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추정이 불가한 생존함수 추정을 위해 모수

형 모형을 활용하고자 한다. 모수형 모형은 주로 이론적 혹은 경험적으로 모집단의 생

존함수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 활용되나 대부분의 경우 생존함수의 분포를 정

확히 알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건(event)에 해당하는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는 

초기 특정 기간 내에 활발히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사건발생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정보만으로는 생존함수의 분포를 예측 할 수 없다. 이러

한 경우 다양한 모수적 분포를 적용한 후 분포를 가정하지 않은 Cox 비례모형과의 모

형적합도 비교를 통해 실제 분석자료와 가장 적합한 모수적 모형을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Ali et al., 2015; Grover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사건

사 분석방법에서 활용되고 있는 모수적 모형으로 지수분포, 와이불분포, 곰베르츠분포, 

로그정규분포, 로그로지스틱분포를 적용한 분석을 실시 한 후 모형간의 비교를 통해 

가장 적합한 모수적 모형을 선택하고 해당 모형을 통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다양한 모수적 모형을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추정하

고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유사한 추정치를 나타내는 모형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모

형간의 적합도 비교를 위해 Cox-snell 잔차 분석을 실시하고 모수적 모형 중 Cox 비

례해저드 모형과 유사한 모형을 확인한다. 이어서 아카이케 정보기준량(Akaike Infor

mation Criterion: AIC)을 활용하여 모수적 모형 내에서 모형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모형을 확인하고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모수적모형을 선택한다(Ali et al., 201

5; Grover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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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먼저 사건사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함수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

존함수(Survival function) 는 특정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즉 가족재결합 혹

은 재분리보호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r 

이에 반하여  특정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할 누적확률로 본 연구에서 는 

시점이내에 가족재결합 혹은 재분리보호 될 확률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Pr≤ 

다음으로 는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다. 본 연구에서 는 시점에

서 가족재결합 혹은 재분리보호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lim

→


Pr≤ 

 

해저드함수(Hazard function, 는 앞서 제시한 와 같이 시점에서의 사건

발생률을 의미하지만 가 모든 대상에 대한 사건의 발생률을 의미하는 반면 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시점에서의 사건발생률을 의미한다. 즉, 어떤 상태

가 시점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조건부 순간 

사건발생률이다. 본 연구에서 는 가정외보호된 후 시점이 된 대상들 중 시점에 

가족재결합 혹은 재분리보호 될 확률을 의미한다. 




 lim
→


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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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모수적(Semi-parametric)모형 : Cox 비례해저드 모형

Cox 비례해저드 모형은 모집단의 생존시간 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 준모수

형 모형이다. 해당 모형에서 개체 의 시점에서의 해저드함수 와 이에 영향을 미

치는 독립변수 에 대한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는 기저선(baseli

ne)해저드로 모든 독립변수 에 대한 값이 0일 경우의 시점에서의 해저드를 의미한다. 

  
                               

이상의 식에서 살펴보면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종속변수는 해저드이다. 따라서 

추정된 회귀계수 는 기저선 해저드에 대한 의 해저드비(위험비, hazard ratio)를 

의미한다. 즉 일반회귀분석에서 는 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증감을 의미하지만 

해저드 모형에서는 기저선 해저드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증감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식은 다음과 같이 전환이 가능하다. 




 

  

이상의 식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해저드 자체는 시간에 따라 복잡하게 변화가 가능

하지만 기저선 해저드 와 의 시점에서 해저드 의 비(Hazard ratio)는 [그

림 4-2]와 같이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인 해저

드에 미치는 영향력은 항상 일정하다. 해당 모형을 비례해저드 모형이라고 부르는 이

유는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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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비례해저드 간의 차이

자료: 박재빈(2007: 185)

                      

이상의 식을 회귀계수의 직관적인 해석을 위해 변환하면 다음의 식과 같으며 Cox 

비례해저드 모형에서 종속변수의 값인 해저드는 확률 값이 아닌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는 log해저드비 만큼의 변동을 의미한다.

                     log


   ⋯

Cox 비례해저드 모형에서 생존함수 는 와 의 관계를 통해 다음과 같

이 표현할 수 있다.

 


해당 식을 살펴보면  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저선 해저드  를 알아야 하는

데 Cox 비례해저드 모형에서  는 임의의 함수로 그 분포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저선 생존함수 역시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Cox 비례해저드 모형에

서 생존함수 의 추정은 불가능하다16). 이에 따라 Cox 비례해저드 모형은 독립변

16) Breslow method를 활용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할 수 있으나 특정 가정을 충족해야 하며 이 때 

추정된 생존함수는 모집단이 아닌 표본에 대한 생존함수이다(송경일, 최종수, 2013: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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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영향력 검증이 주요 목적일 때 활용된다.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경우 앞서 제시한 비례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수추

정치를 신뢰할 수 없고 통계적 검정력이 감소한다(Box-Steffensmeier and Zorn, 20

01).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현실적으로 공변수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비례가정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공변수의 값은 변화하지 않

지만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향력이 변화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시

간에 따라 공변수의 관찰값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시간의존 변수를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분석할 경우 적절하지 않은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시간의존 변수의 효과를 고려한 분석모형을 적용하여야 

한다. Cox 비례해저드 기반으로 시간의존 변수의 효과를 반영하여 분석하는 방법에는 

층화해저드(Stratified hazard)모형과 비비례해저드(Non proportional hazard)모형

이 있다. 층화해저드 모형의 경우 비례해저드 가정을 위반한 공변수가 있을 때 해당변

수 층화하여 기저선 해저드의 시간의존 효과를 모형화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층화해저

드 모형의 경우 층화한 공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도출할 수 없고 범주형 변수에만 적용

이 가능하며 시간의존 공변수가 다수일 경우 적용에 한계가 있다. 한편 비비례해저드 

모형의 경우 시간의존 공변량의 효과를 공변량과 시간의 상호작용항을 통해 모형화하

는 방법이다. 비비례해저드 모형의 경우 시간의존 공변수에 대한 모형화가 쉽고 다양

한 시간의존 공변수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비례해저드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의존 변수가 라고 할 때 의 총효과는 주효과인 와 와 시간함수의 곱으

로 만들어진 상호작용항인  의 효과로 구성된다. 시간의 함수 는 시간의존 

효과의 시간에 따른 형태에 의하여 결정된다. 시간종속효과가 시간에 대하여 선형이면 

   로그시간에 대하여 선형이면   log이다.

본 연구모형의 경우 일부 시간의존 공변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에서 제시

한 비비례해저드 모형을 적용하여 시간의존 공변수의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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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수적(Parametric)모형

다변량 사건사 분석방법 중 모수적 모형은 앞서 제시한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는 

달리 생존함수가 어떤 특정한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수분포의 가정에 따

라 지수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 와이불분포(Weibull distribution), 곰베르츠 

분포(Gompertz distribution), 로그정규분포(Log normal distribution), 로그로지스

틱분포(Log-logistic distribution) 등을 가정한 모형으로 구분된다. 지수분포는 해저

드가 상수로 해저드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는 형태다. 와이블분포는 해저드가 

시간에 따라 단조감소 혹은 단조증가 하는 분포로 해저드가 초기에는 높았으나 점차 

감소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해저드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곰베

르츠분포는 해저드가 시간과 더불어 선형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로그정규분포는 왼편이 볼록한 우편향(right skewed)한 분포에 해당되며 해저드가 초

반에는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로그로지스틱분포

는 정규분포와 비슷한 형태지만 첨도가 정규분포곡선 보다 높다(김경숙 외, 2014; 박

재빈, 2007: 307-315).

모수적 모형은 앞서 제시한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같은 비례해저드(Proportional 

Hazard: PH)모형과 가속화실패시간(Accelerated Failure Time: AFT)모형으로 구분

된다. 비례해저드 모형은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매우 유사하다. 종속변수가 해저드로 

회귀계수 는 기저선해저드에 대한 의 해저드비를 의미하며 해저드비는 시간에 따

라 일정하다. 모수적 비례해저드 모형에는 와이블분포, 지수분포, 곰베르츠분포 모형이 

있다. 반면 가속화실패시간모형의 종속변수는 사건발생까지의 시간 으로  자체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를 모형화하기 때문에 회귀계수 는 기저선 생존시간에 대한 

의 영향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비례해저드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가속화실패시간모형

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log   ⋯ 

이상에서 제시한 모수적 모형의 생존함수는 다음 <표 4-2>에 제시된 공식에 의해 

추정된다.



- 59 -

분포 구분   모수

지수 PH exp    exp

AFT exp    exp 

와이블 PH exp 
    exp 

AFT exp 
    exp  

곰베르츠 PH exp 
  

     exp 

로그정규 AFT  

ln      

로그로지스틱 AFT  


    exp  

자료: Statacorp(2013: 227-229)을 토대로 정리

<표 4-2> 모수적 모형의 생존함수 추정

앞서 제시한 모형 중 지수분포, 와이블분포, 곰베르츠분포 모형은 Cox 비례해저드 모

형과 같이 각 시점의 해저드가 비례성을 가진다. 따라서 해저드 함수가 [그림 4-3]의 

(b)형태를 따른다. 반면, 로그정규분포 및 로그로지스틱분포는 시간에 따른 해저드의 

크기가 다른 AFT모형에 해당된다. [그림 4-3]에 (C)형태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5가지의 모수형 모형을 추정하고 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최종모형을 선택하고자 한다.

[그림 4-3] PH모형과 AFT모형의 해저드함수

자료: 박재빈(2007: 304)을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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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생태학적 모델 하에 개인체계 및 미시체계, 외적체계의 다양한 특성

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수의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경우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4-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위계적인 연구모형을 설정

하고 모형간의 비교를 통해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모형은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구성된 기본모형인 제1모

형, 1모형에 사례관리 기관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제2모형, 2모형에 지역사회 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제3모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례관리 기관간의 차이가 가족재결

합 및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추가적으로 사례관리 기

관을 범주형 변수로 포함한 제4모형에 대한 실시하고자 한다.

구분 제1모형 제2모형 제3모형 제4모형

     종속변수 

독립변수

가족

재결합

재분리

보호

가족

재결합

재분리

보호

가족

재결합

재분리

보호

가족

재결합

재분리

보호

기본 모형

사례관리 

기관 특성

사례관리 기관간 

차이

지역사회 특성

<표 4-3>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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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측치 분석

결측은 발생 메커니즘에 따라 결측이 다른 변수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작위로 발생

하는 완전무작위 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 결측이 특정 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인 무작위 결측(missing at random: MAR), 결측이 결측된 

변수의 자체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인 비무작위 결측(missing at not ran

dom: MNAR)으로 구분된다(고길곤, 탁현우, 2016).

이상에서 제시한 결측치의 발생 메커니즘은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완전제거법(list wise deletion)과 단일

대체법(single imputation)은 완전무작위 결측의 가정 하에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

에 비해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은 보다 완화된 

무작위 결측의 가정에서 불편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된다(Baraldi and En

ders, 2010). 그러나 실제 자료에서는 결측치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무

작위 결측과 무작위 결측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McKnight et 

al., 2007: 45-50; 고길곤, 탁현우, 2016에서 재인용). 또한 최근 실제데이터를 통한 

연구결과 다중대체법의 경우 결측이 발생한 매커니즘과 관련 없이 결측률이 약 30%미

만인 경우 모수추정치의 통계적 편의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길곤, 탁현

우, 2016).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를 완전무작위 결측으로 가

정하고 완전제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무작위 결측으로 가정하고 다중대체법을 통

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통계적 분석은 Stata14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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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가족재결합 현상에 대한 분석

제1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국아동보호전

문기관에 신고접수 된 아동 중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 7,895명이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범주형 변수로 측정된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 <표 5-1>과 같다. 먼저 아동의 특성으로 성비를 살펴보면 여자아동이 54.25%, 남

자아동이 45.75%로 나타나 여자아동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연령의 경우 

0-2세가 10.49%, 3-6세가 17.35%, 7-12세가 38.25%, 13-18세가 33.91%로 학령기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연령은 9.52세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의 

3.31%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문제가 있는 아동은 5.5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위자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45.27%, 남성이 54.

73%로 아버지에 의한 학대로 가정외보호된 경우가 더 많은 것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대가 46.4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9.62%로 가장 적었으며 평균연령은 40.66세

로 나타났다. 행위자 부모 중 알코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17.64%, 약물남용에 해

당하는 경우는 0.72%로 나타났다. 

가족특성으로는 분석에 포함된 전체 가정 중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23.57%, 

한부모 가정이 39.2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기술부족에 해당하는 가정이 39.1

9%, 배우자 폭력이 관찰된 가정이 12.86%로 나타났다. 

학대사례특성으로는 중복학대가 57.37%로 가장 많았으며 성학대는 1.53%로 가장 

적었다. 학대빈도의 경우 거의 매일이 29.60%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1-3회가 25.

28%로 나타나 과반수의 아동이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외보호의 특성을 살펴보면 분리보호 유형 중 일시보호가 50.84%로 가장 많았

고 친족보호 27.42%, 장기보호 15.76% 순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지지에 해당되는 특성으로는 아동의 7.61%, 행위자 부모의 3.96%가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사례관리 기관과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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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50.2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특성으로 아동의 거주지역 유형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36.30%, 중

소도시가 54.88%, 농어촌이 8.82%로 나타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가장 많았다.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개인체계: 아동특성
     아동성별 여자 4,283 54.25

남자 3,612 45.75

     아동연령 0세-2세 828 10.49
3세-6세 1,370 17.35
7세-12세 3,020 38.25
13세-18세 2,677 33.91

평균(표준편차)     9.52(4.75)

     아동장애 비해당 7,634 96.69
해당 261 3.31

     아동애착문제 비해당 7,459 94.48 
해당  436   5.52

개인체계: 행위자(부모)특성

     행위자성별 여자 3,574 45.27
남자 4,321 54.73

     행위자연령 20대 735 9.62
30대 2,425 31.74
40대 3,550 46.47
50대 이상 930 12.17

평균(표준편차)     40.66(8.18)

     알코올 남용 비해당 6,502 82.36
해당 1,393 17.64

     약물 남용 비해당 7,838 99.28
해당 57 0.72

미시체계: 가족특성

     기초생활수급 비해당 5,334 76.43
해당 1,645 23.57

     가족구조 한부모가정 3,101 39.28
그 외 유형 4,794 60.72

     양육기술 부족 비해당 4,801 60.81
해당 3,094 39.19

     배우자 폭력 비해당 6,880 87.14
해당 1,015 12.86

<표 5-1> 가정외보호 아동의 특성(범주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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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연속변수로 측정된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먼저 아동특성으로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수는 평균 0.42이며 0-7개의 분포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평균 0.76개이며 0-13개의 분포로 나타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내면화 문제행동 수준에 비해 다소 높았다. 

가정외보호 특성으로 시설전원 횟수는 평균 0.54회이며 0-11회의 분포로 나타났

다. 즉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경우 평균적으로는 시설전원을 1회 이하로 경험하나 일부

아동의 경우 최대 11회의 잦은 시설전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지지요인으로 아동의 사례관리 기간은 평균 131.08일이며 0-735일의 분포

로 나타났다. 행위자 부모의 사례관리 기간의 평균은 53.48일이며 0-547일의 분포로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미시체계: 사례특성
     학대유형 신체 743 9.41

정서 1,067 13.51
성 121 1.53
방임 1,435 18.18
중복 4,529 57.37

     학대빈도 일회성 1,263 16.00
6개월에 1-2회 972 12.31
1개월에 1-2회 1,327 16.81
1주일에 1-3회 1,996 25.28
거의 매일 2,337 29.60

미시체계: 가정외보호 특성

     분리보호 유형 장기보호 1,244 15.76
일시보호 4,014 50.84
친족보호 2,165 27.42
기타 472 5.98

외적체계: 공식적 지지

     아동 사후사례관리 비해당 7,294 92.39
해당 601 7.61

     행위자 사후사례관리 비해당 7,582 96.04
해당 313 3.96

     사례관리기관 근접성 비근접 3,927 49.74
근접 3,968 50.26

외적체계: 지역사회 특성

     거주지역 유형 대도시 2,866 36.30
중소도시 4,333 54.88
농어촌 696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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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사례관리 기간의 분포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사례관리 기간의 개인 간 편

차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례관리 기관 특성으로 상담원 1인당 사례수는 평균 31.25개17)로 나타났으며 6-5

8.5개 분포로 나타났다. 상담원 1인당 지역아동수의 경우 평균 16,120명으로 나타났

으며 2,590명-86,105명의 분포로 나타났다. 이상의 사례관리 기관지표의 경우 기관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특성으로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는 평균 5.45개로 나타났으며 0-5

7.53개의 분포로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만가구당 기초생활활 수급가

구는 평균 579.90가구로 127.68-1497.90가구의 분포로 나타나 지역 간의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지수의 경우 평균 2.74등급으로 1-5등급의 분포로 나타났다.

17) 선행연구 연구에 따르면 상담원1인당 사례수는 2016년도 기준으로 약 62.4건에 달한다(이봉주 

외, 2018).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담원1인당 평균 사례수의 경우 매년 신규 설립된 아동보호전

문기관의 상담원1인당 사례수를 포함하여 구하였다. 신규 설립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수의 

경우 1년간의 사례수가 아닌 설립일로부터 12월까지 일부기간 동안 누적된 사례수로 측정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담원1인당 사례수의 평균은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어 있어 해

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변수(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인체계: 아동특성 0.42 0.86 0 7

     내재화 문제행동수(개) 0.42 0.86 0 7

     외현화 문제행동수(개) 0.76 1.55 0 13

미시체계: 가정외보호 특성

     시설전원 횟수(회) 0.54 0.90 0 11

외적체계: 공식적 지지

     아동 사례관리 기간(일) 131.08 97.39 0 735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일) 53.48 80.68 0 547

외적체계: 사례관리기관 특성

     상담원1인당 사례수(개) 31.25 10.02 6 58.5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천명) 16.12 9.70 2.59 86.10

외적체계: 지역사회 특성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개) 5.45 4.20 0 57.53

     만 가구당 기초생활수급가구수(가구) 578.90 242.21 127.68 1497.9

     범죄지수(등급) 2.74 1.18 1 5

<표 5-2> 가정외보호 아동의 특성(연속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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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재결합 발생의 추이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가정외보호된 아동 7,895명을 관찰시작 시점인 2015년 1월 1

일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 추적한 결과 가정외보호 아동의 35.64%인 2,879명이 

가족과 재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재결합 발생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은 94.73일, 

중앙값은 37일이며 최소 0일에서 최대 1,58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찰기간에 따른 가족재결합의 발생 추이를 살펴보고자 관찰단위를 월단

위로 하여 생명표 분석19)을 실시한 결과는 <표 5-4>와 같다. 분석결과 가정외보호 이

후 6개월까지 27.29%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개월까지는 3

2.30%, 18개월까지는 34.47%, 24개월까지 35.43%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 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재결합의 순간 발생확률을 추정한 위험비율(hazard rate)을 통해 가족재

결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살펴본 결과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는 

가정외보호 이후 1개월 이내로 확인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재결합 가능

성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며 8개월 이후로는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매

우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5개월 이후에는 가족재결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본 연구의 주요분석 모형인 제3모형에 대해 당일 분리보호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를 제외

한 분석결과와 포함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일 분리보호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76사례를 가정외보호 사례로 간주하였다.
19) 생명표 분석은 비모수적 사건사분석 중 하나로 사건발생과 우측절단을 고려하여 각 관찰시간 단

위에 해당되는 위험함수 및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분석방법이다. 

가족재결합여부 빈도(명) 비율(%)

비해당 5,016  64.36  

해당 2,879 35.64

합계 7,895  100.00

가족재결합 
발생까지의 기간(일)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18) 최댓값

 93.73  144.19 37.00 0 1,582

<표 5-3> 가족재결합 발생 빈도 및 가족재결합 발생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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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기간

전체
사례수

발생
건수

우측
절단

누적
사건발생율

누적
생존비율

위험비율
(hazard rate)

위험비의 
표준오차

0 7895 0 0 0 1.000 0 0

1 7895 1224 14 0.1552 0.8448 0.1682 0.0048

2 6657 362 14 0.2012 0.7988 0.0560 0.0029

3 6281 314 13 0.2411 0.7589 0.0513 0.0029

4 5954 142 9 0.2593 0.7407 0.0242 0.0020

5 5803 107 14 0.2729 0.7271 0.0186 0.0018

6 5682 113 20 0.2874 0.7126 0.0201 0.0019

7 5549 88 19 0.2987 0.7013 0.0160 0.0017

8 5442 66 7 0.3072 0.6928 0.0122 0.0015

9 5369 51 16 0.3138 0.6862 0.0096 0.0013

10 5302 45 16 0.3197 0.6803 0.0085 0.0013

11 5241 26 7 0.3230 0.6770 0.0050 0.0010

12 5208 41 17 0.3284 0.6716 0.0079 0.0012

13 5150 32 20 0.3326 0.6674 0.0062 0.0011

14 5098 31 13 0.3366 0.6634 0.0061 0.0011

15 5054 21 20 0.3394 0.6606 0.0042 0.0009

16 5013 20 17 0.3420 0.6580 0.0040 0.0009

17 4976 20 28 0.3447 0.6553 0.0040 0.0009

18 4928 15 32 0.3467 0.6533 0.0031 0.0008

19 4881 6 44 0.3475 0.6525 0.0012 0.0005

20 4831 19 112 0.3501 0.6499 0.0040 0.0009

21 4700 10 163 0.3515 0.6485 0.0022 0.0007

22 4527 7 175 0.3525 0.6475 0.0016 0.0006

23 4345 12 136 0.3543 0.6457 0.0028 0.0008

24 4197 6 209 0.3553 0.6447 0.0015 0.0006

25 3982 6 190 0.3563 0.6437 0.0015 0.0006

26 3786 2 171 0.3566 0.6434 0.0005 0.0004

27 3613 1 179 0.3568 0.6432 0.0003 0.0003

28 3433 7 130 0.3581 0.6419 0.0021 0.0008

29 3296 1 144 0.3583 0.6417 0.0003 0.0003

30 3151 0 131 0.3583 0.6417 0.0000 .

31 3020 2 161 0.3588 0.6412 0.0007 0.0005

32 2857 5 158 0.3599 0.6401 0.0018 0.0008

33 2694 2 158 0.3604 0.6396 0.0008 0.0005

34 2534 1 157 0.3607 0.6393 0.0004 0.0004

35 2376 0 129 0.3607 0.6393 0.0000 .

<표 5-4> 생명표 분석결과: 가족재결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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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재결합 사례의 특성 

주요 변수별로 가족재결합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5>와 같다. 

먼저 아동의 특성으로 성별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

생집단의 비율(56.68%)이 미발생집단의 비율(52.90%)보다 높았으나 남자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 집단의 비율(43.32%)이 미발생집단의 비율(47.1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연령의 경우 0-2세, 3-6세, 7-12세 연령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

의 비율이 미발생집단에 비해 낮았으나 13-18세 아동비율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

단(39.67%)이 미발생집단(30.74%)보다 높았다. 아동장애 여부에 따른 가족재결합 발생

집단과 미발생집단간의 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내재화 문제행동

관찰
기간

전체
사례수

발생
건수

우측
절단

누적
사건발생율

누적
생존비율

위험비율
(hazard rate)

위험비의 
표준오차

36 2247 0 180 0.3607 0.6393 0.0000 .

37 2067 1 161 0.3610 0.6390 0.0005 0.0005

38 1905 2 197 0.3617 0.6383 0.0011 0.0008

39 1706 0 157 0.3617 0.6383 0.0000 .

40 1549 3 129 0.3630 0.6370 0.0020 0.0012

41 1417 0 237 0.3630 0.6370 0.0000 .

42 1180 0 114 0.3630 0.6370 0.0000 .

43 1066 0 110 0.3630 0.6370 0.0000 .

44 956 0 109 0.3630 0.6370 0.0000 .

45 847 0 68 0.3630 0.6370 0.0000 .

46 779 0 95 0.3630 0.6370 0.0000 .

47 684 1 100 0.3640 0.6360 0.0016 0.0016

48 583 0 118 0.3640 0.6360 0.0000 .

49 465 1 109 0.3656 0.6344 0.0024 0.0024

50 355 0 96 0.3656 0.6344 0.0000 .

51 259 0 71 0.3656 0.6344 0.0000 .

52 188 0 81 0.3656 0.6344 0.0000 .

53 107 1 88 0.3756 0.6244 0.0160 0.0160

54 18 0 18 0.3756 0.6244 0.0000 .

주: 관찰기간의 단위는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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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0.50개, 미발생집단이 0.37개로 나타나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평균이 높았다. 외현화 문제행동 또한 가족재결합 발생

집단의 평균이 0.94개, 미발생집단이 0.66개로 나타나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이 높았다. 애착문제 보이는 아동의 비율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

(6.33%)이 미발생집단(5.08%)보다 높았다. 

행위자 부모의 특성으로 성별의 경우 가족재결합 집단과 미발생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연령의 경우 20대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6.2

7%)의 비율이 미발생집단(11.47%)비율보다 낮았다. 30대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

(31.80%)과 미발생집단(31.68%)의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40대의 경우 가족재결

합 발생집단(49.35%)의 비율이 미발생집단(44.88%)보다 높았으며 50대의 경우 가족재

결합 발생집단(12.75%)의 비율이 미발생집단(11.85%)보다 다소 높았다. 행위자 부모의 

알코올 남용의 비율은 가족재결합 발생집단(20.65%)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15.9

8%)보다 높았다. 약물남용 비율은 가족재결합 발생집단(0.57%)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

단(1.00%)보다 낮았다. 

가족특성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은 가족재결합 발생집단(21.34%)이 가족재결

합 미발생집단(24.84%)보다 낮았다. 한부모 가정 비율 또한 가족재결합 발생집단(33.7

6%)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42.33%)보다 낮았다. 양육기술 부족에 해당되는 가구의 

비율은 가족재결합 발생집단(41.04%)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38.16%)보다 높았다. 

배우자폭력이 관찰 된 가구의 비율 또한 가족재결합 발생집단(14.85%)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11.75%)보다 높았다. 

학대사례 특성으로 학대유형의 경우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중복학대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비율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의 비율보다 높거나 유사했으나 

방임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비율(14.85%)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의 비율(2

0.02%)보다 낮았다. 학대빈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비율이 가족

재결합 미발생집단의 비율보다 높았으나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한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

집단의 비율(26.15%)이 미발생집단의 비율(31.51%)보다 낮았다. 

가정외보호 특성으로 분리보호유형의 경우 아동이 장기보호 된 경우 가족재결합 발

생집단의 비율(11.76%)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의 비율(17.97%)보다 낮았고 일시보

호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비율(62.62%)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의 비율(44.3

2%)보다 높았다. 친족보호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비율(18.84%)이 가족재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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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집단의 비율(32.12%)보다 낮았다. 시설전원 횟수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0.35개, 미발생집단이 0.53개로 나타나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낮았다.

공식적 지지 요인으로 아동 사례관리 기간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1

49.70일, 미발생집단이 120.76일로 나타나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높았다. 행

위자 사례관리 기간의 경우에도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64.39일, 미발생집단이 

47.43일로 나타나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높았다. 아동 사후 사례관리 비율은 

가족재결합 발생집단(5.26%)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8.92%)보다 낮았고 행위자 부모

의 사후 사례관리 비율은 가족재결합 발생집단(4.23%)과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3.8

2%)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례관리 기관과의 접근성이 높은 아동의 비율은 

가족재결합 발생집단(51.95%)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49.32%)보다 높았다. 

사례관리 기관 특성으로 상담원 1인당 사례수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

이 30.31개, 미발생집단이 31.36개로 나타나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다소 낮

았다.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16,610명, 미발

생집단이 15,850명으로 나타나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높았다. 

지역사회요인으로 아동 만명당 지역아동센터수의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

이 5.20개, 미발생집단이 5.58개로 나타나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다소 낮았

다. 만 가구당 수급가구수는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558.46가구, 미발생집단이 

590.21가구로 나타나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다소 낮았다. 범죄지수의 경우 가

족재결합 발생집단의 평균이 2.72등급, 미발생집단이 2.74등급으로 가족재결합 미발생

집단의 평균이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이 거주하

고 있는 지역사회의 유형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비율

(37.63%)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의 비율(35.56%)보다 낮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비율(55.01%)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의 비율(54.81%)

과 거의 유사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재결합 발생집단의 비율(7.36 %)

이 가족재결합 미발생집단의 비율(9.62%)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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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단위) 구분
가족재결합 발생 가족재결합 미발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개인체계: 아동특성

    아동성별 여자 1,595 56.68 2,688 52.90 10.41***
남자 1,219 43.32 2,393 47.10

    아동연령 0세-2세 238 8.46 590 11.61 74.14 ***
3세-6세 426 15.14 944 18.58 
7세-12세 1,035 36.78 1,985 39.07 
13세-18세 1,115 39.62 1,562 30.74 
평균(표준편차) 10.17(.088) 9.17(0.66) 9.03***

    아동장애 비해당 2,713 96.41 4,921 96.85 1.10 
해당 101 3.59 160 3.15

    내재화 문제행동수(개) 평균(표준편차) 0.50(0.017) 0.37(0.011) 6.49***

    외현화 문제행동수(개) 평균(표준편차)  0.94(0.03)  0.66(0.02) 7.74***

    애착문제 없음 2,636 93.67 4,823 94.92 5.40 **
있음 178 6.33 258 5.08 

개인체계: 행위자(부모)특성

    행위자성별 여자 1,272 45.20 2,302 45.31 0.01 
남자 1,542 54.80 2,779 54.69

    행위자연령 20대 170 6.27 565 11.47 57.94***
30대 858 31.63 1,567 31.80 
40대 1,339 49.35 2,211 44.88 
50대 이상 346 12.75 584 11.85 
평균(표준편차) 41.47(0.14) 40.22(0.12) 6.40***

    알코올 남용 비해당 2,233 79.35 4,269 84.02 27.13***
해당 581 20.65 812 15.98

    약물 남용 비해당 2,786 99.00 5,052 99.43 4.55**
해당 28 1.00 29 0.57 

미시체계: 가족특성

    기초생활수급 비해당 1,994 78.66 3,340 75.16 10.98 ***
해당 541 21.34 1,104 24.84

    가족구조 한부모 가정 950 33.76 2,151 42.33  55.83***
그 외 유형 1,864 66.24 2,930 57.67

    양육기술 부족 비해당 1,659 58.96 3,142 61.84 6.32**
해당 1,155 41.04 1,939 38.16

    배우자 폭력 비해당 2,396 85.15 4,484 88.25 15.58***
해당 418 14.85 597 11.75 

<표 5-5> 주요변수의 가족재결합 발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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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단위) 구분
가족재결합 발생 가족재결합 미발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미시체계: 사례특성

    학대유형 신체 297 10.55 446 8.78 38.10 ***
정서 414 14.71 653 12.85 
성 42 1.49 79 1.55 
방임 418 14.85 1,017 20.02 
중복 1,643 58.39 2,886 56.80

    학대빈도 일회성 482 17.13 781 15.37 30.83 ***
6개월에1-2회 391 13.89 581 11.43 
1개월에1-2회 489 17.38 838 16.49 
1주일에1-3회 716 25.44 1,280 25.19 
거의 매일 736 26.15 1,601 31.51 

미시체계: 가정외보호 특성

    분리보호 유형 장기보호 331 11.76 913 17.97 281.78 ***
일시보호 1,762 62.62 2,252 44.32 
친족보호 533 18.94 1,632 32.12 
기타 188 6.68 284 5.59

    시설전원 횟수(회) 평균(표준편차) 0.35(0.04) 0.54(0.01) 3.62**

외적체계: 공식적 지지

    아동 사례관리 기간(일) 평균(표준편차) 149.70(1.81) 120.76(1.35) 12.77***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일) 평균(표준편차) 64.39(1.63) 47.43(1.07) 8.99*

    아동 사후사례관리 비해당 2,666 94.74 4,628 91.08 34.42 ***
해당 148 5.26 453 8.92

    행위자 사후사례관리 비해당 2,695 95.77 4,887 96.18 0.80 
해당 119 4.23 194 3.82

    사례관리기관 근접성 비근접 1,352 48.05 2,575 50.68 5.02**
근접 1,462 51.95 2,506 49.32 

외적체계: 사례관리기관 특성

    상담원1인당 사례수(명) 평균(표준편차) 30.13(0.18)  31.86(0.14) 7.38***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천명) 평균(표준편차) 16.61(0.16) 15.85(0.141) 3.33**

외적체계: 지역사회 특성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개) 평균(표준편차) 5.20(0.07)  5.58(0.06) 3.87**

    만 가구당 수급가구수(가구) 평균(표준편차) 558.46(4.52) 590.21(3.403) 5.58***

    범죄지수(등급) 2.72(0.02) 2.74(0.01) 0.71

    거주지역 유형 대도시 1,059 37.63 1,807 35.56 12.72 ***
중소도시 1,548 55.01 2,785 54.81 
농어촌 207 7.36 489 9.62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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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1.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비례성 가정의 검증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연구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분석 자료

가 비례해저드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중하여야 한다. 분석모형에 투입된 변수가 비례가

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통계적인 검증방법과 그래프를 통한 검증

방법이 있다(Allison, 2010).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전반적인 비례해저드 가정의 검증을 

위해 Grambsch and Therneau(1994)가 제안한 Shoenfeld 잔차를 활용한 통계적 

검증방법인 global test를 실시하였다. global test는 Shoenfeld 잔차를 공변량으로 

시간함수에 대해 선형회귀분석 후 기울기 값을 통해 비례해저드 가정을 검증하는데 기

울기가 0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면 비례해저드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다. 해당방법을 통해 전반적인 개별변수의 비례해저드 가정의 충족 여부를 검증 할 수 

있으며 시각적인 방법으로 비례성 가정 검증 방법이 불가능한 연속형 변수에 대한 비

례성 가정 검증에 특히 유용하다. <표 5-6>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연령, 분리보

호유형, 시설전원 횟수, 거주지역의 유형은 비례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다음으로 그래프를 이용한 검증방법으로 LML(Log minus log) Survival Plot을 통

해 비례성해저드 가정이 위반된 범주형 변수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례해저드 

가정을 충족한 변수의 경우 생존확률의 LML곡선은 대체적으로 평행상태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LML Survival Plot분석 결과 [그림 5-1]과 

같이 분리보호유형과 거주지역 유형의 경우 중첩되는 부분이 나타나 해당변수들의 비

례해저드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Shoe

nfeld잔차를 활용한 비례해저드 가정 검증결과와 동일하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비

례가정을 충족하지 못한 아동연령, 분리보호유형, 시설전원 횟수, 거주지역의 유형에 

대해 시간과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비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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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아동성별 -0.0232 1.36
아동연령 -0.0466 5.39**
아동장애 -0.0157 0.62
내재화 문제행동 -0.0232 1.37
외현화 문제행동 -0.0353 2.94
아동 애착문제 -0.0050 0.06
행위자성별 -0.0260 1.69
행위자연령 0.0038 0.04
알코올남용 -0.0256 1.67
약물남용 0.0233 1.35
기초생활수급 여부 0.0382 3.73
한부모 가정 여부 0.0043 0.05
양육기술 부족 여부 0.0327 2.68
배우자 폭력 여부 0.0382 3.75 
학대유형 0.0101 0.26
학대빈도 0.0225 1.25
분리보호 유형 -0.0735 13.35**
시설전원 횟수 0.1892 145.06***
아동 사례관리 기간 0.0386 3.29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 0.0343 2.98
아동 사후사례관리 여부 -0.0197 1.02
행위자 사후사례관리 여부 -0.0281 1.80
상담원1인당 사례수 -0.0192 0.90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 -0.0047 0.04
사례관리기관 근접성 -0.0117 0.34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 -0.0336 2.43
만 가구당 기초생활수급가구 비율 0.0082 0.18
범죄지수 -0.0192 0.93
거주지역 유형 -0.0485 6.12**
# p＜0.1, * p＜0.05, ** p＜0.01, *** p＜0.001

<표 5-6> 가족재결합 분석모형의 비례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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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LML Survival Plot을 통한 비례성 가정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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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결과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5-7>과 같다20). 

먼저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우도(likelihood)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표 5-7>에서 

제시된 모든 모형의 경우 독립변수 투입전과 후의 –2LL(Log Likelihood)의 변화량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가 모형의 설명력을 유의

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분석에서 포함되는 독립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개인 및 가족수준

의 요인을 투입한 모형(제1모형), 제1모형에 사례관리 기관수준을 추가한 모형(제2모

형), 제2모형에 지역사회 수준(제3모형)으로 구분하고 모형 간의 우도비 검정(Likeliho

od Ratio Test)을 시행한 결과 사례관리 기관 수준 및 지역사회 수준의 요인 투입은 

통계적으로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모형과 이전모형의 회

귀계수 값과 유의도를 비교한 결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례관리 기관을 범

주형 변수로 투입한 모형(제4모형)의 회귀계수 추정치와도 유사했다. 따라서 분석에 포

함된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가족재결합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수준의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제3모형에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

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여 집단 간 이질성(between-group he

terogeneity)을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 수준의 회귀계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집단 간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해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한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성 중 아동특성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가

족재결합 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당요인

을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으로 예측한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20) 본 연구자료는 독립변수 중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여부와 행위자 연령에 대한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여부의 경우 전체 7,895사례의 11.60%인 916사례, 행위자 연령의 경우 

3.23%인 255사례가 미관측된 사례로 나타났다. 본문에 제시된 분석결과들은 완전제거법을 통

해 분석한 결과로 실제 분석에 활용된 사례수는 6,772사례이다. 다중대체법을 통해 최종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이상에서 제시한 완전제거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와 거

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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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제1모형 제2모형 제3모형 4모형 최종모형

     Haz. Ratio

아동성별(ref.여성) -0.0392   -0.0377   -0.0389   -0.0531   -0.0389 0.9618  
(0.0418) (0.0419) (0.0419) (0.0370) (0.0370) (0.0355)

아동연령 0.0264 *** 0.0245 * 0.0261 * 0.0278 * 0.0261 1.0265*
(0.0104) (0.0104) (0.0104) (0.0122) (0.0118) (0.0121)

아동장애(ref.비장애) 0.0085   -0.0097   -0.0072   0.0145   -0.0073 0.9927  
(0.1090)  (0.1100)  (0.1100)  (0.1230)  (0.1181) (0.1173)  

내재화 문제행동 0.0548 * 0.0535 * 0.0534 * 0.0498   0.0534 1.0548  
(0.0257)  (0.0258)  (0.0258)  (0.0282)  (0.0303) (0.0320)  

외현화 문제행동 0.0374 ** 0.0398 ** 0.0384 ** 0.0319 * 0.0384 1.0391**
(0.0123)  (0.0123)  (0.0124)  (0.0146)  (0.0136) (0.0141)  

애착문제 0.0290   0.0350   0.0431   -0.0106   0.0431 1.0441  
(0.0953)  (0.0952)  (0.0954)  (0.1340)  (0.1273) (0.1329)  

행위자성별(ref.여성) -0.0201   -0.0137   -0.0130   -0.0276   -0.013 0.9871  
(0.0464)  (0.0464)  (0.0465)  (0.0506)  (0.0547) (0.0540)  

행위자연령 0.0038   0.0038   0.0040   0.0051   0.004 1.004  
(0.0032)  (0.0032)  (0.0032)  (0.0045)  (0.0045) (0.0045)  

알코올 남용(ref.비남용) 0.2530 *** 0.2310 *** 0.2340 *** 0.2560 *** 0.2337 1.2632***
(0.0530)  (0.0531)  (0.0532)  (0.0700)  (0.0707) (0.0893)  

약물 남용(ref.비남용) 0.3470   0.3840   0.3840   0.3060   0.3838 1.4679  
(0.2000)  (0.2000)  (0.2010)  (0.2420)  (0.2652) (0.3893)  

기초생활수급(ref.비수급) -0.1660 ** -0.1550 ** -0.1460 ** -0.1090   -0.1458 0.8643*
(0.0521)  (0.0521)  (0.0527)  (0.0649)  (0.0618) (0.0534)  

한부모 가정(ref.그 외 유형) -0.2330 *** -0.2410 *** -0.2420 *** -0.2180 *** -0.2418 0.7852***
(0.0449)  (0.0450)  (0.0450)  (0.0593)  (0.0567) (0.0445)  

양육기술 부족(ref.비해당) 0.0235   0.0052   0.0026   -0.0229   0.0027 1.0027  
(0.0436)  (0.0438)  (0.0439)  (0.0561)  (0.0499) (0.0501)  

배우자 폭력(ref.비해당) 0.1870 ** 0.1840 ** 0.1810 ** 0.1220   0.181 1.1984*
(0.0604)  (0.0604)  (0.0604)  (0.0645)  (0.0812) (0.0973)  

신체학대(ref.정서학대) -0.0372   -0.0891   -0.0841   -0.0227   -0.0841 0.9193  
(0.0857)  (0.0864)  (0.0865)  (0.0853)  (0.0879) (0.0808)  

성학대(ref.정서학대) -0.3280   -0.3610 * -0.3620 * -0.3220   -0.3621 0.6962*
(0.1790)  (0.1790)  (0.1790)  (0.1790)  (0.1844) (0.1284)  

방임(ref.정서학대) -0.1820 * -0.2120 * -0.2090 * -0.1930 * -0.2093 0.8111**
(0.0832)  (0.0834)  (0.0835)  (0.0803)  (0.0784) (0.0636)  

중복학대(ref.정서학대) -0.1360 * -0.1390 * -0.1360 * -0.1360 * -0.1361 0.8727*
(0.0606)  (0.0606)  (0.0608)  (0.0629)  (0.0615) (0.0536)  

6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0055   0.0046   0.0128   0.0424   0.0128 1.0128  
(0.0745)  (0.0744)  (0.0745)  (0.0756)  (0.0777) (0.0787)  

1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0807   -0.0796   -0.0845   -0.0899   -0.0845 0.919  
(0.0707)  (0.0707)  (0.0708)  (0.0809)  (0.0754) (0.0693)  

1주일에 1-3회 학대(ref.일회성) -0.1430 * -0.1470 * -0.1480 * -0.1420 * -0.148 0.8624*
(0.0658)  (0.0657)  (0.0659)  (0.0621)  (0.0614) (0.0530)  

거의 매일(ref.일회성) -0.2410 *** -0.2370 *** -0.2300 *** -0.2580 ** -0.2299 0.7946**
(0.0680)  (0.0679)  (0.0680)  (0.0792)  (0.0745) (0.0592)  

일시보호(ref.장기보호) 1.7630 *** 1.7220 *** 1.7370 *** 1.7090 *** 1.7369 5.6800***
(0.1810)  (0.1810)  (0.1820)  (0.3530)  (0.3450) (1.9598)  

친족보호(ref.장기보호) 1.2380 *** 1.2060 *** 1.2100 *** 1.1900 *** 1.2103 3.3546***
(0.1970)  (0.1970)  (0.1970)  (0.3530)  (0.3560) (1.1943)  

기타(ref.장기보호) 1.5140 *** 1.4660 *** 1.4660 *** 1.4670 *** 1.4655 4.3299***
(0.2410)  (0.2410)  (0.2410)  (0.3810)  (0.3899) (1.6883)  

<표 5-7>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결과



- 77 -

21) 사례기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변수
제1모형 제2모형 제3모형 4모형 최종모형

     Haz. Ratio

시설전원 횟수 -1.9230 *** -1.9360 *** -1.9420 *** -1.9270 *** -1.9418 0.1435***
(0.1060)  (0.1060)  (0.1060)  (0.1300)  (0.1343) (0.0193)  

아동 사례관리 기간 0.0021 *** 0.0021 *** 0.0021 *** 0.0021 *** 0.0021 1.0021***
(0.0002)  (0.0002)  (0.0002)  (0.0003)  (0.0003) (0.0003)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 0.0008 *** 0.0008 *** 0.0008 *** 0.0004   0.0008 1.0008*
(0.0002)  (0.0002)  (0.0002)  (0.0003)  (0.0004) (0.0004)  

아동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3190 ** -0.3290 *** -0.3300 *** -0.3610 ** -0.3299 0.7190**
(0.0988)  (0.0990)  (0.0989)  (0.1240)  (0.1179) (0.0847)  

행위자 사후사례관리(ref 비수혜) 0.2400 * 0.2280 * 0.2160   0.2630 ** 0.2161 1.2412*
(0.1100)  (0.1110)  (0.1110)  (0.0955)  (0.0892) (0.1108)  

사례관리기관 근접성(ref.비근접) 0.0723 * 0.0831 * 0.0236   0.0276   0.0236 1.0239  
(0.0412)  (0.0413)  (0.0469)  (0.0633)  (0.0670) (0.0686)  

상담원1인당 사례수     -0.0136 *** -0.0137 ***     -0.0137 0.9860**
    (0.0021)  (0.0021)      (0.0051) (0.0051)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     0.0048 ** 0.0038       0.0038 1.0039  
    (0.0018)  (0.0021)      (0.0085) (0.0085)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         0.0074   -0.0007   0.0075 1.0075  
        (0.0067)  (0.0138)  (0.0121) (0.0122)  

만 가구당 수급가구 수         -0.0002   -0.0005   -0.0002 0.9998  
        (0.0001)  (0.0003)  (0.0003) (0.0003)  

범죄지수         -0.0195   -0.0580   -0.0195 0.9807  
        (0.0186)  (0.0393)  (0.0381) (0.0374)  

중소도시(ref.대도시)         0.2950 ** 0.1140   0.2949 1.3430  
        (0.0986)  (0.3320)  (0.1829) (0.2456)  

농어촌(ref.대도시)         0.4030 * 0.1530   0.4027 1.4959  
        (0.1750)  (0.4760)  (0.3528) (0.5278)  

기관변수(58개 기관)21)             0.3040 ***       
            (0.0523)        

아동연령×log(t) 0.0016   0.0017   0.0014   0.0016   0.0015 1.0015  
(0.0025)  (0.0025)  (0.0025)  (0.0032)  (0.0033) (0.0033)  

일시보호×log(t) -0.2500 *** -0.2460 *** -0.2510 *** -0.2380 ** -0.2515 0.7777***
(0.0410)  (0.0410)  (0.0410)  (0.0736)  (0.0733) (0.0570)  

친족보호×log(t) -0.3480 *** -0.3470 *** -0.3500 *** -0.3480 *** -0.3490 0.7049***
(0.0463)  (0.0463)  (0.0463)  (0.0812)  (0.0814) (0.0573)  

기타×log(t) -0.2410 *** -0.2360 *** -0.2350 *** -0.2310 ** -0.2346 0.7909**
(0.0582)  (0.0583)  (0.0584)  (0.0827)  (0.0844) (0.0668)  

시설전원 횟수×log(t) 0.3040 *** 0.3040 *** 0.3060 *** 0.2960 *** 0.3058 1.3577***
(0.0208)  (0.0209)  (0.0209)  (0.0240)  (0.0233) (0.0316)  

중소도시×log(t)         -0.0687 ** -0.0681   -0.0687 0.9336  
        (0.0240)  (0.0448)  (0.0441) (0.0411)  

농어촌×log(t)         -0.1520 *** -0.1430   -0.1524 0.8586  
        (0.0442)  (0.0890)  (0.0870) (0.0747)  

∆ (∆df) 51.53(2)*** 23.72(7)**

-2 Log Likelihood 40741.68 40690.15 40666.42 40436.38 40666.42

주: N= 6,772명, 괄호 안은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 (∆df)는 제1모형과 제2모형간,  
 제2모형과 제3모형간의 우도비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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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가 1개 증가하면 가족재결합 확률22)이 1.0391배 혹

은 3.91%([1.0391-1]*100, 이하 계산 생략)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대 

행위자인 부모의 특성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행위자 부모

가 알코올 남용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재결합 확률이 1.2632배 혹은 26.32%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부모의 알코올 남용을 위험요인을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가족특성의 경우 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족

재결합 확률이 0.8643배, 13.37%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족

재결합 확률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0.7852배, 22.4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해당요인들은 본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가족특성 중 배우자 폭력이 관찰된 가정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가

정에 비해 아동의 가족재결합 확률이 1.1984배, 19.84%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 

폭력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반대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 특성이 가족재결합에 미치는 영향으로 학대 유형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

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서학대 대비 성학대의 경우 가족재결합 확률이 0.6962배로 약 

21.38%낮고, 방임의 경우 0.8111배, 19.89%, 중복학대의 경우 0.8727배, 12.63% 

가족재결합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동일하게 방임은 정서학대 

대비 가족재결합의 확률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대빈도의 경우 일회성에 

학대에 비해 1주일에 1-3번 이내의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가족재결합 확률이 0.8624

배, 13.76% 낮았으며 학대가 매일 일어나는 경우 가족재결합 확률이 0.7946배, 20.5

4%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잦은 학대를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

로 제시한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한다.

가정외보호 특성을 살펴보면 가정외보호시 시설전원 횟수가 1회 증가할수록 가족재

결합 확률이 0.1435배, 85.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시설전원 횟수의 경우 시간과의 상호작용 항의 

회귀계수가 영향력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전원 횟수 증가에 

의한 가족재결합 확률의 감소는 시간에 따라 완화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2)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경우 회귀계수 값을 지수화 하면 해저드비(Hazard ratio)로 전환할 

수 있다. 해저드비는 t시점에서의 사건 발생확률을 의미하는데 정확히는 t시점까지 생존하였다

는 조건 하에 기저선 해저드 대비 t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해저드비를 가족재결합 확률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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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지지 요인 중 아동 사례관리 기간의 경우 1일 증가하면 가족재결합 확률이 

1.0021배, 0.21%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서비스에 대한 사례관리 기간 또한 

1일 증가하면 가족재결합 확률이 1.0008배, 0.08%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향력은 

미미하지만 사례관리 기간의 연장은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아동이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가족재결합 확률이 0.719

0배, 28.10%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요인을 가족재결합의 보호요인으로 예측한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자가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가

족재결합 확률이 1.2412배, 24.12%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외적체계의 요인 중 사례관리 기관요인으로 상담원 1인당 사례수가 1개 증가하면 

가족재결합 확률이 0.9860배, 1.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요인은 위험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요인

으로 투입한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례관리 기관 간의 가족재결합 확률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58개 사례

관리 기관을 범주형 변수로 투입한 모형의 분석결과 개인 및 지역사회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사례관리 기관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관리기 기관을 

통제한 모형(제4모형)과 최종모형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난 개인수준의 요인의 

영향력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례관리 기관의 영향력과 개인수준 요인의 

영향력은 순효과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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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가족재결합 확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

다변량 사건사분석 방법을 활용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을 살펴본 연구들

은 주로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영향요인을 검증하고 있으며(Barth et al., 200

8; Courtney, 1994; Courtney and Wong, 1996; Connell et al., 2006; Hines e

t al., 2007; Smith, 1993; Terling et al., 1999; Wulczyn et al., 2009) 모수적 

사건사분석 모형을 분석에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적 모

형의 적용을 통해 생존함수를 도출하여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의 발생 추이를 살펴봄

으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주요시점 및 생존확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전략에 따라 가족재결합에 적합한 모수적 모형을 선

정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수적 모형을 적용한 회귀

계수 추정치와 생존함수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Cox 비례해저드 모형으로 추정한 회

귀계수 추정치를 비교하였다23). <표 5-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수분포 가정에 따

라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유사한 회귀계수 

추정치가 확인되었다. 특히 곰베르츠 모형의 경우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분석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Cox-Snell 잔차를 활용하여 모수적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였다. 해당 

방법을 통해 모형 적합성을 추정한 그래프는 다음 [그림 5-2]와 같다. Cox-Snell 잔

차를 활용하여 모수적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회귀진단시 모형적합도를 검

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하며 Cox-Snell 잔차와 카플란마이어 방법으로 추

정된 누적위험함수를 비교하여 45도의 직선 형태로 나타나면 해당모형이 분석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송경일, 최종수 2013: 177; Ali et al., 2015; Grover et a

l., 2013). [그림 5-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곰베르츠 분포 모형이 다른 모수적 모형

에 비해 기준선과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도 가장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23) 분석결과는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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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례해저드 모형 가속화실패 모형24)

Cox 곰베르츠 와이블 지수 로그정규 로그 
로지스틱

아동성별(ref.여성) -0.0366   -0.0343   -0.0459   -0.0751   0.0754   0.0940   
(0.0373)   (0.0401)   (0.0409)   (0.0577)   (0.0938)   (0.1060)   

아동연령_7세-12세(ref.0세-6세) -0.3190 *** -0.3310 *** -0.3540 *** -0.4690 *** 0.9490 *** 0.9770 ***
(0.0617)   (0.0653)   (0.0644)   (0.0804)   (0.1880)   (0.1890)   

아동연령_13세-18세(ref.0세-6세) -0.2110 *** -0.2160 *** -0.2440 *** -0.3380 *** 0.5710 *** 0.6230 ***
(0.0524)   (0.0561)   (0.0546)   (0.0691)   (0.1510)   (0.1610)   

아동장애(ref.비장애) 0.0660   0.0901   0.0670   0.0967   -0.1170   -0.1680   
(0.1190)   (0.1320)   (0.1260)   (0.1730)   (0.3270)   (0.3440)   

내재화 문제행동 0.0568   0.0588   0.0585   0.0660   -0.2091*  -0.2121*  
(0.0316)   (0.0349)   (0.0338)   (0.0466)   (0.0819)   (0.0897)   

외현화 문제행동 0.0491 *** 0.0538 *** 0.0485 ** 0.0569 * -0.1380 *** -0.1500 ***
(0.0140)   (0.0155)   (0.0154)   (0.0230)   (0.0364)   (0.0379)   

애착문제 0.0238   0.0130   0.0232   -0.0026   -0.1410   -0.1460   
(0.1300)   (0.1440)   (0.1340)   (0.1630)   (0.3660)   (0.3960)   

행위자성별(ref.여성) -0.0210   -0.0139   -0.0310   -0.0475   0.0886   0.0961   
(0.0568)   (0.0602)   (0.0615)   (0.0812)   (0.1540)   (0.1620)   

행위자연령 0.0064   0.0064   0.0065   0.0067   -0.0207   -0.0212   
(0.0047)   (0.0049)   (0.0049)   (0.0061)   (0.0132)   (0.0139)   

알코올 남용(ref.비남용) 0.2400 *** 0.2650 *** 0.2300 ** 0.2450 * -0.6360 ** -0.6700 **
(0.0724)   (0.0794)   (0.0781)   (0.1050)   (0.1940)   (0.2110)   

약물 남용(ref.비남용) 0.4200   0.4340   0.4790   0.6350   -1.1350   -1.1930   
(0.2890)   (0.3090)   (0.3130)   (0.4320)   (0.9000)   (0.8940)   

기초생활수급(ref.비수급) -0.1400 * -0.1490 * -0.1440 * -0.1690   0.4500 * 0.4470 *
(0.0653)   (0.0698)   (0.0700)   (0.0917)   (0.1830)   (0.1920)   

한부모 가정(ref.그 외 유형) -0.2420 *** -0.2610 *** -0.2530 *** -0.3040 *** 0.6580 *** 0.7100 ***
(0.0574)   (0.0611)   (0.0591)   (0.0717)   (0.1760)   (0.1810)   

양육기술 부족(ref.비해당) 0.0029   -0.0023   -0.0057   -0.0317   0.0432   0.0729   
(0.0502)   (0.0534)   (0.0532)   (0.0690)   (0.1420)   (0.1530)   

배우자 폭력(ref.비해당) 0.1720 * 0.1950 * 0.1580   0.1340   -0.6480 ** -0.6000 *
(0.0846)   (0.0931)   (0.0919)   (0.1230)   (0.2360)   (0.2560)   

신체학대(ref.정서학대) -0.0560   -0.0640   -0.0406   -0.0287   0.1800   0.1990   
(0.0903)   (0.0973)   (0.0952)   (0.1260)   (0.2680)   (0.2760)   

성학대(ref.정서학대) -0.3390   -0.3790   -0.3300   -0.3910   1.1290 * 0.9850   
(0.1880)   (0.2000)   (0.2020)   (0.2650)   (0.4960)   (0.5230)   

방임(ref.정서학대) -0.1840 * -0.1970 * -0.1840 * -0.2100 * 0.5010 * 0.5360 *
(0.0777)   (0.0813)   (0.0829)   (0.1050)   (0.2220)   (0.2330)   

중복학대(ref.정서학대) -0.1140   -0.1250   -0.1010   -0.0898   0.3430   0.3560   
(0.0625)   (0.0669)   (0.0660)   (0.0844)   (0.1940)   (0.2020)   

6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0240   0.0386   0.0359   0.0755   0.1240   0.0573   
(0.0798)   (0.0865)   (0.0853)   (0.1170)   (0.2280)   (0.2270)   

<표 5-8> Cox 비례해저드 모형 및 모수적 모형의 분석결과: 가족재결합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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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속화실패 모형의 회귀계수의 경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생존시간에 대한 영향력을 의미하기 

변수
비례해저드 모형 가속화실패 모형24)

Cox 곰베르츠 와이블 지수 로그정규 로그 
로지스틱

1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0829   -0.0841   -0.0872   -0.1120   0.3120   0.2680   
(0.0767)   (0.0849)   (0.0803)   (0.1040)   (0.2140)   (0.2230)   

1주일에 1-3회 학대(ref.일회성) -0.1380 * -0.1350 * -0.1360 * -0.1420   0.5980 *** 0.5730 **
(0.0622)   (0.0678)   (0.0642)   (0.0818)   (0.1780)   (0.1900)   

거의 매일(ref.일회성) -0.2160 ** -0.2220 ** -0.2170 ** -0.2450 ** 0.8700 *** 0.8360 ***
(0.0735)   (0.0801)   (0.0755)   (0.0909)   (0.1980)   (0.2110)   

일시보호(ref.비해당) 0.7540 *** 0.8050 *** 0.7840 *** 0.9460 *** -1.9910 *** -2.1470 ***
(0.0688)   (0.0759)   (0.0723)   (0.0913)   (0.1980)   (0.2200)   

시설전원_1회(ref.0회) -0.8400 *** -0.8950 *** -0.8930 *** -1.1290 *** 2.5380 *** 2.5310 ***
(0.0866)   (0.0921)   (0.0934)   (0.1200)   (0.2220)   (0.2400)   

시설전원_2회 이상(ref.0회) -1.5370 *** -1.6140 *** -1.6210 *** -1.9560 *** 4.4320 *** 4.5060 ***
(0.1190)   (0.1210)   (0.1310)   (0.1690)   (0.2660)   (0.2910)   

아동 사례관리 기간 0.0022 *** 0.0024 *** 0.0022 *** 0.0025 *** -0.0056 *** -0.0060 ***
(0.0003)   (0.0003)   (0.0003)   (0.0004)   (0.0009)   (0.0010)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 0.0008 * 0.0008 * 0.0011 * 0.0015 ** -0.0025 * -0.0029 *
(0.0003)   (0.0004)   (0.0004)   (0.0005)   (0.0011)   (0.0012)   

아동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2900 * -0.2570 * -0.3270 * -0.3750 * 1.0200 ** 1.0100 **
(0.1230)   (0.1300)   (0.1290)   (0.1590)   (0.3210)   (0.3370)   

행위자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2240 * 0.2390 * 0.2360 * 0.2860 * -0.7310 ** -0.7010 **
(0.0917)   (0.1030)   (0.0996)   (0.1430)   (0.2600)   (0.2640)   

사례관리기관 근접성(ref.비근접) 0.0310   0.0303   0.0376   0.0576   -0.0986   -0.0837   
(0.0688)   (0.0738)   (0.0733)   (0.0973)   (0.1770)   (0.1910)   

상담원1인당 사례수 -0.0148 ** -0.0161 ** -0.0153 ** -0.0183 ** 0.0321 * 0.0384 *
(0.0052)   (0.0055)   (0.0054)   (0.0067)   (0.0147)   (0.0157)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 0.0039   0.0047   0.0031   0.0018   -0.0067   -0.0078   
(0.0086)   (0.0092)   (0.0087)   (0.0098)   (0.0251)   (0.0263)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 0.0064   0.0062   0.0044   -0.0006   -0.0250   -0.0248   
(0.0127)   (0.0135)   (0.0133)   (0.0169)   (0.0334)   (0.0377)   

만 가구당 수급가구 수 -0.0002   -0.0002   -0.0001   -0.0001   0.0004   0.0005   
(0.0003)   (0.0003)   (0.0003)   (0.0004)   (0.0008)   (0.0009)   

범죄지수 -0.0158   -0.0159   -0.0128   -0.0013   0.0442   0.0482   
(0.0390)   (0.0412)   (0.0420)   (0.0553)   (0.1030)   (0.1120)   

중소도시(ref.대도시) 0.0534   0.0706   0.0514   0.0690   -0.1260   -0.1470   
(0.1150)   (0.1240)   (0.1250)   (0.1650)   (0.3020)   (0.3340)   

농어촌(ref.대도시) -0.0998   -0.0873   -0.1000   -0.0843   0.2820   0.3480   
(0.1590)   (0.1700)   (0.1730)   (0.2370)   (0.4390)   (0.4540)   

AIC 41260.22 18181.32 18537.19 23274.46 18488.04 18334.45

-2 Log Likelihood 40934.71 17837.72 18222.94 22909.93 18159.84 18013.64

주: N= 6,772명, 괄호 안은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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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Cox-Snell 잔차를 통한 모형적합도 분석: 가족재결합 분석모형

때문에 비례해저드 모형의 회귀계수와 부호가 반대로 나타남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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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적인 확인 방법 이외에 아카이케 정보기준량(Akaike Information Crit

erion: AIC)의 비교를 통해서도 모형 적합성의 비교가 가능하다. 모수적 사건사 분석

에서 AIC를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박재빈, 2007: 316). 

                             AIC= -2LL+2(k+c)

여기에서 k는 모형에 포함된 공변수의 수이며 c는 분포에 따라 주어지는 모수값으

로 지수분포의 경우 1, 와이블, 곰베르츠, 로그정규, 로그로지스틱 분포의 경우 2의 값

을 갖는다. <표 5-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모형의 AIC값 또한 곰베르츠 모형이 가

장 낮은 값으로 제시되어 해당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을 

결과를 종합하면 다양한 모수적 모형 중 곰베르츠 분포를 가정한 모수적 모형이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가장 유사하며 다른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형적합도가 가장 우

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분석자료의 생존함수의 분포가 모수형 모형 중 곰베

르츠 분포와 유사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자료의 특

성 상 분석표본이 모집단과 거의 유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상의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생존함수 분포를 추정한 결과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곰베르츠 분포의 경우 위험함수가 시간과 더불어 선형 혹은 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김경숙 외, 2014). 따라서 곰베르츠 분포를 가정할 경우 가

족재결합 확률은 시간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양상은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의 변화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 Courtney and Wong(1996)은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가정외

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 확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가족재결합 확률

은 가정외보호된 초기시점에 매우 높고 이후 약 5-6개월 까지 매우 급격하게 감소하

며 그 이후에는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험

적인 연구결과는 곰베르츠 모형이 적절성을 뒷받침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모수

적 모형 중 곰베르츠 분포가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분석모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을 살펴보기 위해 곰베르츠 모형을 적용하

여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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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베르츠 모형의 경우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동일하게 비례위험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비례위험 가정을 위반하는 변수의 경우 해당 변수의 모수추정치는 신뢰

할 수 없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재결합 영향요인을 검증한 분석모형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수는 비례위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동연령, 분리보호유

형, 시설전원 횟수, 거주지역의 유형은 비례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아동연령의 경우 global test결과 비례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

비례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시간과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났다. 이

러한 결과는 global test의 결과가 매우 엄격한 비례가정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Statacorp, 2013: 163). 본 연구에서는 비례성 가정을 충족하지 않는 

변구인 아동연령, 분리보호 유형, 시설전원 횟수, 거주지역 유형에 대한 LML Survival 

Plot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그림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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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LML Survival Plot을 통한 곰베르츠 모형의 비례성 가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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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연령을 0-6세, 7-12세, 13세-18세로 범주화 

할 경우 비례성 가정이 충족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곰베르츠 모형을 적용한 

분석에서는 아동연령을 범주화 한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분리보호유형의 경우 

범주를 일시보호 여부로 재구분할 경우 [그림 5-3]에서 제시된 결과와 같이 비례위험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리보호 유형을 일시보호 여부로 구분한 변수를 분석

에 포함하였다. 시설 전원 횟수 또한 연속변수를 0회, 1회, 2회 이상으로 범주형 변수

로 전환하여 LML Survival Plot을 살펴본 결과 중첩되는 부분이 없어 비례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범주형 변수로 전환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거주지역의 유

형의 경우 LML Survival Plot을 살펴본 결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비례해저드 모형 분석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이며 시간과의 상호작용항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대로 분석에 포함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곰베르츠 분석모형으로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평균일 때의 생존함

수와 위험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 [그림 5-4]와 같다. 분석결과 생존함수는 관찰시

작 시점 이후로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나 이후 감소속도가 둔화되며 특정시점 이후로 변

화가 없는 매우 특징적인 분포로 나타났다. 위험함수의 또한 유사하게 초반에 위험률

이 가장 높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

험률의 감소 속도가 둔화되며 특정시점에 이르러 위험률이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비모수추정 방법인 카플란 마이어 추정법으로 추정한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의 

형태 또한 [그림 5-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곰베르츠 분석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와 매

우 유사하였다. 이는 곰베르츠 분포를 적용한 본 연구모형의 적절성을 지지하는 결과

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해석하면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경우 가정외보호 초반에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가능성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특정 시

점이 후로는 가족재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

정외보호 이후 150일 전후에 약 25%, 250일 전후에 약 30%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 

하며 600일 이후에는 가족재결합이 일어날 확률이 0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0일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약 34%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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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 가족재결합 분석모형

모수적 방법으로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추정할 경우 특정 조건 하의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음에서는 Cox 비비례해저드 모형 분석

결과 가족재결합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범주형 변수에 대한 생존함수를 추정하였으

며 [그림 5-5]와 같다. 생존함수 추정을 통한 생존확률의 비교는 독립변수가 실제 재

분리보호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 생

존함수는 특정 독립변수 이외에 다른 독립변수의 값이 평균일 때의 추정치이다. 본 연

구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13-18세의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생존함수를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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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범주형 독립변수에 따른 생존함수 추정: 가족재결합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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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가 알코올을 남용하는 경우 

약 45%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약 36%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

합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알코올 남용여부에 따라 가족재결합 확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의 경우 가정외보호 

이후 39%가 가족과 재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초생활비수급을 받는 가구의 경우 

가정외보호 이후 34%가 가족과 재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의 

경 약 34%가 가족과 재결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가정의 경우 41%가 가

족과 재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 폭력이 관찰된 가구의 경우 44%의 아

동이 가족과 재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37%의 아동이 가족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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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대유형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의 차이를 살펴보

면 정서학대의 경우 43%, 신체학대의 경우 40%, 중복학대의 경우 37%, 방임의 경우 

35%, 성학대의 31%가 가족과 재결합한 것으로 나타나 성학대의 경우 가족재결합 가

능성이 가장 낮았다. 학대빈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학대빈도가 적을수록 가족재결합

의 가능성이 높았다. 6개월에 1-2회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43%, 일회성 학대를 받

은 아동의 경우 42%, 1개월에 1-2회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39%, 1주일에 1-3회 

학대받은 아동의 경우 37%, 거의 매일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35%만이 가족과 재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외보호 이후 보호시설 전원을 경험한 경우 가족재

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전원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의 54%가 가

족과 재결합 하는 반면 1회 시설 전원을 하는 경우 26%, 2회 이상 시설전원을 하는 

경우 14%가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종결 이후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가족재결합 확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행위자 부모가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47%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39%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종결 이후 아동이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에 오히려 가족재결합 확률이 낮았으며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32%, 받지 않은 

경우 39%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소결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검증하고 가족재결합의 주요 시점과 가족재결합 확률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을 개인 및 가족수준, 사례관리 

기관 수준, 지역사회 수준으로 구분하고 단계적인 모형 분석을 통해 각 수준의 요인들

이 모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각 수준의 변인들은 모형의 설명력을 유의미

하게 증가시키며 다른 수준의 요인들에 대해 독립적인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로 확인되

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체계의 요인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문제행동의 수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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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현화 문

제행동을 위험요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되는 결과이며 다수의 선행연구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도 차이가 있다(Akin, 2011; Becker et al., 2007; Courtne

y, 1994; Connell et al., 2006; Davis et al., 1997; Harris and Courtney 2003; 

McMurtry and Lie, 1992).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 결과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문제행동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는데 문제행동을 있는 아동의 경우 대안양육 시설에서의 부적

응 문제로 인해 부득이 하게 가족과 재결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Hay

ward and DePanfilis, 2007).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

는 아동의 경우 가정외보호 이후 변화된 삶에 적응하지 못해 가족과 재결합 되었을 가

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적절한 사유로 가족재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재학대 및 재분리

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현화 문제행

동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정외보호 시

설에서의 생활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 기

관의 개입뿐만 아니라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외보호 시설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

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개인체계 요인 중 부모특성에 해당되는 알코올 남용은 가족재결합의 가능

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예측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며 본 연구

의 가설과도 반대된다. 알코올 남용을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는 국외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알코올 남용과 약물남용을 모두 포함하는 물질남용(substance  abus

e)에 대한 검증을 통해 물질남용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

다(Brook et al., 2010; Hines et al., 2007; McWey and Mullins, 2004, Marsh 

et al., 2006; Shaw, 2010; Smith, 2003).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물질의 종류

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남용의 경우 가족재결합과 관련이 없

는 것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Cheng, 2010; Courtney and Hook, 2012). Lloyd a

nd Akin(2014)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부모가 알코올 남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 물질남

용 문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알코올 남용 상태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부모의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

함을 고려해 일시적인 가정외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다. 일시적인 가정외보호 조치 이후 아동과 부모가 가족재결합을 희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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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추후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재학대 및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사례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면 비록 행위자 

부모의 알코올 남용이 예측과는 상반되는 결과로 제시되었으나 가족재결합 결정 시에

는 부모의 알코올 남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미시체계 특성으로 가족특성 중 기초생활수급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

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가구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Courtney, 1994, Cou

rtney and Wong, 1996;  Hayward et al., 2009; Noonan and Burke, 2005; W

ulczyn, 2003; Wulczyn et al., 2009).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우 아동

을 적절히 돌보기 위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근

본적인 원인이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초수급가구의 가족재결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 뿐 만 아니라 가정

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가족특성 중 한부모 가족구조 또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을 

확인되었다. 이는 가족재결합 요인을 검증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바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Courtney, 1994; Harris and Courtney, 2003; Hines et al., 2007; McDo

nald et al., 2007; Wells and Guo, 1999). 경제적 부양과 자녀양육을 동시에 책임

져야 하는 한부모의 경우 물질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녀양육

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무엇보다도 자원부족에 의해 가족재결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한 사례관리 기관 및 지역사회로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가족특성 중 배우자폭력이 관찰된 가정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한 선행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가설과도 반대되는 결과이다(Ch

oi and Ryan, 2007; Hess et al., 1992; Marsh et al., 2006; Miller et al., 200

6).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먼저 배우자 폭력 발생 

시 피해자 부모가 아동과 함께 가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이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한 결과 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매우 주의가 필요

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원인을 막론하고 분석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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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바는 배우자 폭력이라는 가정 내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족과 재결

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재결합 판단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

며 해당 가정의 경우 가족재결합 이후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셋째, 미시체계 특성으로 학대사례 특성이 가족재결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대유형은 가족재결합 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정서학대 대

비 성학대, 방임 및 중복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학대 유형에 해당되는 정서학대에 비

해 다른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는 학대

유형이 방임에 해당할 경우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다(Courtney and Wong, 19

96; Connell et al., 2006; Delfabbro et al., 2003; Wells and Guo, 1999). 또한 

일회성 학대에 비해 빈번하게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잦은 학대 경험을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Barth and Berry, 1987). 학대사례 특성과 가

족재결합의 가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실제 현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미시체계 요인으로 가정외보호시 시설전원 횟수는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전원 횟수를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Connell et al., 2006; Davis et al., 1997; Goer

ge, 1990). 이와 같은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설전원 원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시설전원을 경험한 대다수의 아동은 일시보호 이후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보호시설로 전원한 아동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유로 시설전원이 

된 경우에는 시설전원이 가족재결합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외보호 시설의 규율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래 및 보육교사와

의 갈등 혹은 문제행동으로 인해 전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정에서도 다루기 힘든 기질의 아동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Wulczyn, 2004). 이를 고

려하면 가정외보호 시 아동의 정서적인 안정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이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 아동의 문제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시설

전원 횟수가 가족재결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전원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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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가정외보호아동의 보호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할 경우 우선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하게 

된다. 학대피해아동쉽터는 학대후유증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제한된 기

간(3-9개월) 동안 머무르는 일시보호 성격의 시설이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후에도 보

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은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보호 시설로 

전원하도록 되어있다(보건복지부, 2020: 203-204)25). 아동이 일반 가정외보호 시설로 

전원한 이후에는 사실상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연속성이 약화되며 이에 따

라 가족 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개입의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 결

과 시설전원 시 새로운 시설생활에의 적응을 위한 내부 규칙에 의해 아동과 부모와 접

촉을 제한하기도 함에 따라 가족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수경 

외, 2019). 이상을 고려하면 가정외보호된 이후 되도록이면 시설전원 없이 한 곳에서 안

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의 가정외보호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가

정외보호된 이후에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외적체계요인 중 공식적 지지 요인에 해당되는 사례관리 기간과 사후 사례

관리 수혜여부는 가족재결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 아동 및 행

위자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기간이 길수록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행위

자 부모가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상의 요인들은 가족재결합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Cheng, 2010; Cheng and Li, 2012; Choi and Ryan, 2007; E

amon and Kopels, 2004; Grella et al., 2009). 이상의 결과에 근거하면 가족재결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과 행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

공이 필요하며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후 사례관리 또한 중요하다. 반면 아동이 사

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사례에 해당되어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외적체계 요인 중 사례관리 기관요인에 해당하는 상담원 1인당 사례수는 

25) 학대휴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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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상담원 1인당 사례수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이다(Chambers et al., 2016; Jedwa

b et al., 2018). 상담원 1인당 사례수가 많은 사례관리 기관에 속한 아동의 경우 가

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상담원 1인당 사례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밀접한 관련

이 있다. 따라서 상담원 1인당 사례수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적절한 사례관리를 제

공 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기관 차원의 요인을 개선하는 것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에 대한 사례관리 기관간의 차이를 좀 더 명확

하게 검증하기 위해 사례관리 기관을 범주형 범수로 포함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례관리 기관 간 가족재결합 확률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례관리 기관의 고유특성이 가족재결

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관 간 가족재결합 가능성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Wulczyn et al., 2000; Wulczy

n et al., 2009). 한편 사례관리 기관의 특성을 통제 한 이후에도 그 외 변인들의 영

향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에 포함된 다양한 변인들이 사례관

리 기관의 고유 특성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생존함수 추정을 통해 가족재결합의 시점 및 최종재결합 확률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재결합의 생존함수와 위험함수 추정결과 가족재결합은 가

정외보호 이후 급격히 발생하여 약 8개월 전후 까지 약 30%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과 재결합한 전체 아동의 약 88.23%에 해당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

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점차 감소하여 약 20개월 전후 

시점 이후로는 가족재결합 발생확률이 0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시점

의 생존확률을 추정한 결과 약 66%의 가정외보호 아동이 결국 가족과 재결합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13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주요 범주형 변인별 가족재결합 확률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가 알

코올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약 9%p가족재결합 가

능성이 높았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아동이 가족과 재

결합 확률이 5%p 낮았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가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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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확률이 7%p 낮았다. 배우자 폭력이 관찰된 가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가구에 

비해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7%p 높았다. 학대유형의 경우 정서학대에 비해 성학대의 

경우 10%p, 방임의 경우 6%p, 중복학대의 경우 4%p 가족재결합 확률이 낮았다. 다

음으로 학대빈도의 경우 일회성 학대를 받은 아동에 비해 거의 매일 학대를 받은 아동

의 경우 가족재결합 확률이 7%p 낮았고 1주일에 1-3회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일

회성 학대를 받은 아동에 비해 가족재결합 확률이 5%p 낮았다. 가정외보호 이후 시설

전원이 가족재결합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설전원을 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1회 시설전원을 한 아동의 경우 가족재결합 확률이 28%p 낮았고 2회 이상 시설전원

을 한 아동의 경우에는 시설전원을 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가족과 재결합 할 확률이 4

0%p 낮았다. 마지막으로 사례종결 이후 행위자가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8%p 높았으나 아동의 경우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가족재결합 확률이 7%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요인들의 효과를 고

려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시설전원 횟수 및 사후 사례관리

서비스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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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분리보호 현상에 대한 분석  

제1절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1. 연구대상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앞서 제시한 가족재결합 연구대상의 일부인 가정외보호 이후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 2,879명이다. 범주형 변수로 측정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 <표 6-1>과 같다. 먼저 아동의 성별로는 여자아동 56.51%, 남자아동이 43.

49%로 여자아동이 많았다. 아동의 연령은 13세-18세 아동이 41.26%로 가장 많았고 

7세-12세가 36.33%, 3세-6세가 15.21%, 0-2세가 7.19%로 나타났다. 아동 중 3.4

4%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비장애 아동(96.56%)에 해당되었다. 

애착문제가 있는 아동은 6.32%, 애착문제가 없는 아동은 93.6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45.05%, 남성이 54.95%

로 나타났으며 연령의 경우 40대가 50.27%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94%로 가장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행위자 부모 중 알코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20.42%, 

약물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0.94%로 나타났다. 

가족특성으로 전체가구 대비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비율은 21.3%, 한부모 가정의 

비율은 33.94%로 나타났으며 양육기술부족에 해당하는 가정의 비율은 41.02%, 배우

자 폭력이 관찰된 가정의 비율은 14.97%로 나타났다. 

학대사례특성으로는 중복학대가 58.11%로 가장 많았고 방임 14.90%, 정서학대 1

4.80%, 신체학대 10.70%, 성학대 1.49%순으로 나타났다. 학대빈도의 경우 거의 매일

이 25.60%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3번 이내가 25.36%로 과반수의 아동이 상습적

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보호유형으로는 일시보호가 63.01%로 가장 많

았고 친족보호 18.90%, 장기보호 11.5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외보호 특성으로 가정외보호기간의 경우 1개월 이내가 47.69%로 가장 많았고 

1개월 이상-3개월 미만이 2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10.35%, 6개월 이상-18개

월 미만이 11.36%, 18개월 이상이 1.60%로 나타났다. 시설전원 횟수는 0회가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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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로 가장 많았고 1회 17.78%, 2회 이상이 4.93%로 확인되었다.

공식적 지지의 특성으로 전체 아동의 5.35%, 전체 행위자 부모의 4.24%가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기관과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는 아동은 5

1.93%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특성으로 거주지역 유형은 중소도시가 54.98%로 가장 많고 대도시가 37.

44%, 농어촌이 7.57%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개인체계: 아동특성
     아동성별 여자 1,627 56.51

남자 1,252 43.49

     아동연령 0세-2세 207 7.19
3세-6세 438 15.21
7세-12세 1,046 36.33
13세-18세 1,188 41.26

평균(표준편차)         10.48(4.75)

     아동장애 비해당 2,780 96.56
해당 99 3.44

     애착문제 없음 2,697 93.68
있음 182 6.32

개인체계: 행위자(부모)특성

     행위자성별 여자  1,297  45.05
남자  1,582   54.95

     행위자연령 20대 165 5.94
30대 838 30.18
40대 1,396 50.27
50대 이상 378 13.61

평균(표준편차)           41.77(7.57)

     알코올 남용 비해당 2,291 79.58
해당 588 20.42

     약물 남용 비해당 2,852 99.06
해당 27 0.94

미시체계: 가족특성

     기초생활수급 비해당 2,043 78.70
해당 553 21.30

     가족구조 한부모 977 33.94
그 외 유형 1,902 66.06

<표 6-1> 가족재결합 아동의 특성(범주형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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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양육기술 부족 비해당 1,698 58.98
해당 1,181 41.02

     배우자 폭력 비해당 2,448 85.03
해당 431 14.97

미시체계: 사례특성

     학대유형 신체 308 10.70
정서 426 14.80
성 43 1.49
방임 429 14.90
중복 1,673 58.11

     학대빈도 일회성 502 17.44
6개월에 2번 이내 403 14.00
1개월에 2번 이내 507 17.61
1주일에 3번 이내 730 25.36
거의 매일 737 25.60

미시체계: 가정외보호 특성

     분리보호 유형 장기보호 331 11.50
일시보호 1,814 63.01
친족보호 544 18.90
기타 190 6.60

     가정외보호 기간 1개월 이내 1,373 47.69
1개월이상-3개월 미만 835 29.00
3개월이상-6개월 미만 298 10.35
6개월이상-18개월미만 327 11.36
18개월 이상 46 1.60

     시설전원 횟수 없음 2,225 77.28
1회 512 17.78
2회 이상 142 4.93

외적체계: 공식적 지지

     아동 사후사례관리 비수혜 2,725 94.65
수혜 154 5.35

     행위자 사후사례관리 비수혜 2,757 95.76
수혜 122 4.24

     사례관리기관 근접성 비근접 1,384 48.07
근접 1,495 51.93

외적체계: 지역사회 특성

     거주지역 유형 대도시 1,078 37.44
중소도시 1,583 54.98
농어촌 218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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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연속변수로 측정된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6-2>와 같다. 

아동특성으로 내재화문제행동 수의 평균은 0.51개이며 0-6개의 분포로 나타났다. 외현

화 문제합의 경우 평균 0.94개이며 0-13개의 분포로 나타났다. 가정외보호 특성으로 

시설전원 횟수는 평균 0.39회이며 0-11회의 분포로 나타났다. 공식적 지지요인으로 

아동의 사례관리 기간은 평균 148.33일이며 0-447일의 분포로 나타났다. 행위자 부모

의 사례관리 기간은 평균은 63.89일이며 0-352일의 분포로 나타났다. 사례관리 기관 

특성으로 상담원 1인당 사례수는 평균 30.13개26)로 나타났으며 6-58.5개 분포로 나

타났다. 상담원 1인당 지역아동수의 경우 평균 16,590명으로 나타났으며 2,600명-86,

110명의 분포로 나타났다.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는 평균 5.21개로 나타났으며 

0-57.53개의 분포로 나타났다. 만가구당 기초생활활 수급가구는 평균 577.85가구이며 

127.68-1497.90가구의 분포로 나타났다. 범죄지수의 경우 평균 2.73등급이며 1-5등

급의 분포로 나타났다.

변수(단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개인체계: 아동특성
     내재화 문제행동수(개) 0.51 0.95 0.00 6.00

     외현화 문제행동수(개) 0.94 1.71 0.00 13.00

미시체계: 가정외보호 특성
     시설전원 횟수(회) 0.39 0.73 0.00 11.00

     가정외보호 기간(회) 89.03 132.9  0.00 960.00

외적체계: 공식적 지지
     아동 사례관리 기간(일) 148.33 96.45 0.00 447.00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일) 63.89 86.54 0.00 352.00

외적체계: 사례관리기관 특성

     상담원1인당 사례수(개) 30.13 9.65 6.00 58.50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천명) 16.59 9.04 2.60 86.11

외적체계: 지역사회 특성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개) 5.21 3.81 0.19 57.53

     만 가구당 기초생활수급가구수(가구) 557.85 239.81 127.68 1497.90

     범죄지수(등급) 2.73 1.19 1.00 5.00

<표 6-2> 가족재결합 아동의 특성(연속형 변수)

26) 본문 65p의 각주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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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분리보호 발생의 추이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가족재결합 아동 2,879명을 관찰시작 시점인 2015년 1월 1일

부터 2019년 7월 15일까지 추적한 결과 11.05%인 318명이 가족과 재결합 이후 재분

리보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리보호 발생 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은 160.66일, 중

앙값은 92.50일이며 최소 0일에서 최대 909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리보호여부 빈도(명) 비율(%)

비해당 2,561  88.95  
해당 318 11.05 
합계 2,879 100.00

재분리보호까지의 
기간(일)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최솟값 최댓값

 160.66 189.96 92.50 0  909

<표 6-3> 재분리보호 발생 빈도 및 재분리보호 발생까지의 기간

관찰 기간에 따른 재분리보호 발생의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월단위로 생명

표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6-4>와 같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재결합 이후 6개월까지 전체 가족재결합 아동

의 7.47%가 재분리보호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2개월까지 9.68%, 18개월까지 10.

57%, 24개월 까지 10.98%가 재분리보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전 관찰구

간에서 재분리보호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해당 관찰구간에서의 순간 사건발

생율을 의미하는 위험비율(hazard rate)을 살펴보면 재분리보호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

으로 가족재결합 이후 3개월 까지 매우 높고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30개월 이후에는 

재분리보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
기간

전체
사례수

발생
건수

우측
절단

누적
위험비율

누적
생존비율

위험비율
(hazard rate)

위험비의 
표준오차

0 2778 0 0 0 1.000 0 0
1 2778 38 5 0.0449 0.9551 0.0138 0.0022
2 2735 28 1 0.0547 0.9453 0.0103 0.0019
3 2706 32 8 0.0659 0.9341 0.0119 0.0021
4 2666 14 10 0.0708 0.9292 0.0053 0.0014
5 2642 11 15 0.0747 0.9253 0.0042 0.0013

<표 6-4> 생명표 분석결과: 재분리보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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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분리보호 사례의 특성

주요변수별로 재분리보호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6-5>와 같다. 먼저 아동특성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재분리보호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장애 비율의 경우 재분리보

호 발생집단(5.66%)이 미발생집단(3.16%)보다 높았다. 내재화 문제행동은 재분리보호 

발생집단의 평균 0.62개, 미발생집단이 0.49개로 나타나 재분리보호 발생집단의 내재

화 문제행동의 평균이 높았다. 외현화 문제행동 또한 재분리보호 발생집단의 평균이 1.

43개, 미발생집단이 0.87개로 나타나 재분리보호 발생집단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평균

이 높았다. 애착문제에 해당하는 아동의 비율의 경우 재분리보호 발생집단(9.75%)이 

관찰
기간

전체
사례수

발생
건수

우측
절단

누적
위험비율

누적
생존비율

위험비율
(hazard rate)

위험비의 
표준오차

6 2616 20 9 0.0818 0.9182 0.0077 0.0017
7 2587 9 10 0.085 0.915 0.0035 0.0012
8 2568 9 9 0.0882 0.9118 0.0035 0.0012
9 2550 9 13 0.0914 0.9086 0.0035 0.0012
10 2528 7 12 0.0939 0.9061 0.0028 0.0011
11 2509 8 23 0.0968 0.9032 0.0032 0.0011
12 2478 12 10 0.1012 0.8988 0.0049 0.0014
13 2456 3 16 0.1023 0.8977 0.0012 0.0007
14 2437 3 22 0.1034 0.8966 0.0012 0.0007
15 2412 3 17 0.1046 0.8954 0.0012 0.0007
16 2392 1 29 0.1049 0.8951 0.0004 0.0004
17 2362 2 37 0.1057 0.8943 0.0009 0.0006
18 2323 2 41 0.1065 0.8935 0.0009 0.0006
19 2280 3 53 0.1077 0.8923 0.0013 0.0008
20 2224 2 64 0.1085 0.8915 0.0009 0.0006
21 2158 2 68 0.1093 0.8907 0.0009 0.0007
22 2088 0 56 0.1093 0.8907 0 .
23 2032 1 59 0.1098 0.8902 0.0005 0.0005
24 1972 1 53 0.1102 0.8898 0.0005 0.0005
25 1918 0 43 0.1102 0.8898 0 .
26 1875 2 57 0.1112 0.8888 0.0011 0.0008
27 1816 0 35 0.1112 0.8888 0 .
28 1781 1 31 0.1117 0.8883 0.0006 0.0006
29 1749 4 44 0.1137 0.8863 0.0023 0.0012
30 1701 0 62 0.1137 0.8863 0 .
31 1639 0 89 0.1137 0.8863 0 .

⦙ ⦙ ⦙ ⦙ ⦙ ⦙ ⦙ ⦙
54 31 0 31 0.1137 0.8863 0 .

주: 관찰기간의 단위는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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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생집단(5.90%)보다 높았다. 

행위자 부모특성으로 성별과 연령의 경우 재분리보호 집단과 미발생집단 간의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다. 행위자 부모의 알코올 남용의 비율은 재분리보호 발생집단(26.1

0%)이 재분리보호 미발생집단(19.72%)보다 높았다. 약물남용 비율은 재분리보호 발생

집단과 미발생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특성으로 기초생활수급 가구 비율은 재분리보호 발생집단(28.37%)이 재분리보

호 미발생집단(20.42%)보다 높았으며 한부모 가정 비율 또한 재분리보호 발생집단(43.

40%)이 재분리보호 미발생집단(32.76%)보다 높았다. 양육기술 부족 및 배우자폭력이 

관찰 된 가구의 비율의 경우 재분리보호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대사례 특성으로 학대유형 및 학대빈도에 따른 재분리보호 발생집단과 미발생집

단 간의 비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정외보호 특성 중 가정외보호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재분리보호발생 집단의 

비율(56.60%)이 재분리보호 미발생집단의 비율(46.58%)보다 높았으며 6개월 이상-18

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재분리보호발생 집단의 비율(5.66%)이 재분리보호 미발생

집단의 비율(12.07%)보다 낮았다. 18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분리보호발생 

집단의 비율(0.31%)이 재분리보호 미발생집단의 비율(1.76%)보다 낮았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의 경우 재분리보호 발생집단의 비율과 재분리보호 

미발생집단의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전원 횟수의 경우 재분리보호 발생

집단과 미발생집단 간의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공식적 지지 요인으로 아동의 사례관리 기간의 경우 재분리보호 발생집단의 평균이 

159.59일, 미발생집단이 146.94일로 나타나 재분리보호 발생집단의 평균이 높았다.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과 아동 및 행위자부모의 사후 사례관리 여부에 따른 재분리보호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 간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례관리 기관 특성으로 상담원 1인당 사례수의 경우 재분리보호 발생집단의 평균

이 28.78개, 미발생집단이 30.30개로 나타나 재분리보호 발생집단의 평균이 낮았다.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의 경우 재분리보호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 간의 비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요인인의 경우 재분리보호 발생집단과 재분리보호 미발생집단의 비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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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재분리보호 발생 재분리보호 미발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개인체계: 아동특성

     아동성별 여자 179 56.29  1,448 56.54 0.01

남자 139 43.71 1,113 43.46

     아동연령 0세-2세 25 7.86 182 7.11 3.18

3세-6세 39 12.26 399 15.58 

7세-12세 125 39.31 921 35.96 

13세-18세 129 40.57 1,059 41.35 

평균(표준편차) 10.39(0.25) 10.49(0.09) 0.33

     아동장애 비해당 300 94.34 2,480 96.84 5.31**

해당 18 5.66 81 3.16 

     내재화 문제행동수(개) 평균(표준편차) 0.62 0.05 0.49 0.01 2.32**

     외현화 문제행동수(개) 평균(표준편차) 1.43 0.11  0.87 0.03 5.49***

     애착문제 없음 287 90.25 2,410 94.10 7.09**

있음 31 9.75 151 5.90 

개인체계: 행위자(부모)특성

     행위자성별 여자 143 44.97 1,154 45.06 0.01 

남자 175 55.03 1,407 54.94 

     행위자연령 20대 16 5.16  149 6.04 1.19

30대 99 31.94  739 29.96 

40대 157 50.65 1,239 50.22 

50대 이상 38 12.26 340 13.78 

평균(표준편차) 41.64(0.41)  41.78(0.15) 0.31

     알코올 남용 비해당 235 73.90 2,056 80.28 7.09**

해당 83 26.10 505 19.72 

     약물 남용 비해당 314 98.74 2,538 99.10 0.39

해당 4 1.26 23 0.90 

미시체계: 가족특성

     기초생활수급 비해당 207 71.63 1,836 79.58 9.70**

해당 82 28.37 471 20.42 

     가족구조 한부모 138 43.40 839 32.76 14.27***

그 외 유형 180 56.60 1,722 67.24 

     양육기술 부족 비해당 175 55.03 1,523 59.47 2.30 

해당 143 44.97 1,038 40.53 

     배우자 폭력 비해당 262 82.39 2,186 85.36 1.95

해당 56 17.61 375 14.64 

미시체계: 사례특성

     학대 유형 신체 29 9.12 279 10.89 6.67

정서 48 15.09 378 14.76 

성 8 2.52 35 1.37 

방임 37 11.64 392 15.31 

중복 196 61.64 1,477 57.67 

<표 6-5> 주요변수의 재분리보호 발생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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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재분리보호 발생 재분리보호 미발생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대빈도 일회성 62 19.50 440 17.18 4.15
6개월에1-2회 35 11.01 368 14.37 

1개월에1-2회 51 16.04 456 17.81 

1주일에1-3회 86 27.04 644 25.15 

거의 매일 84 26.42 653 25.50 

미시체계: 가정외보호 특성

     분리보호 유형 장기보호 26 8.18 305 11.91 4.95

일시보호 206 64.78 1,608 62.79 

친족보호 60 18.87 484 18.90 

기타 26 8.18 164 6.40 

     가정외보호 기간 1개월 이내 180 56.60 1,193 46.58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0 28.30 745 29.0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9 9.12 269 10.50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 5.66 309 12.07 20.44***

18개월 이상 1 0.31 45 1.76 

     가정외보호 기간(일) 평균(표준편차) 74.07(6.89) 110.60(3.28)

     시설전원 횟수(회) 없음 244 76.73 1,981 77.35 0.85

1회 55 17.30 457 17.84 

2회 이상 19 5.97 123 4.80 

평균(표준편차) 1.34(0.04) 1.30(0.01) 0.94

외적체계: 공식적 지지

     아동 사례관리기간(일) 평균(표준편차) 159.50(5.36)  146.94(1.90) 2.19**

     행위자 사례관리기간 평균(표준편차) 66.15(4.76) 63.60(1.71) 0.49

     아동 사후사례관리 비수혜 298 93.71 2,427 94.77 0.62

수혜 20 6.29 134 5.23 

     행위자 사후사례관리 비수혜 305 95.91 2,452 95.74 0.02

수혜 13 4.09 109 4.26 

     사례관리 기관 근접성 비근접 160 50.31 1,224 47.79 0.72

근접 158 49.69 1,337 52.21 

외적체계: 사례관리기관 특성

     상담원1인당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28.78(0.53) 30.30(0.19)  2.65**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천명) 평균(표준편차) 17.59(0.52) 16.46(0.17) 2.09

외적체계: 지역사회 특성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개) 평균(표준편차)  5.17(0.21)  5.21(0.07) 0.17

     만 가구당 수급가구수(가구) 평균(표준편차) 553.41(12.78) 558.40(4.76) 0.36

     범죄지수(등급) 평균(표준편차) 2.74(0.06) 2.72(0.02) 0.27

     거주지역 유형 대도시 112 35.22 966 37.72 0.81 

중소도시 180 56.60 1,403 54.78 

농어촌 26 8.18 192 7.50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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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1.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비례성 가정의 검증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앞서 실행한 바와 같이 global test를 통해 비례성 가정

을 검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6-6>과 같다. 분석결과 유의수준 10%의 수준에

서 비례가정을 위반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재분리보호의 위험요

인과 보호요인의 검증은 Cox 비례해저드 모형을 통해 실시하였다. 

변수  

아동성별 -0.0361 0.36
아동연령 -0.0741 1.46
아동장애 0.0136 0.06
내재화 문제행동 0.0545 0.82
외현화 문제행동 -0.0622 0.90
아동 애착문제 -0.0171 0.10
행위자성별 0.0431 0.55
행위자연령 -0.0160 0.07
알코올 남용 -0.1087 3.16
약물 남용 0.0731 1.54
기초생활수급 여부 -0.0948 2.85
한부모 가정 여부 0.0901 2.37
양육기술 부족 여부 -0.1053 3.29
배우자 폭력 여부 -0.0412 0.50
학대유형 -0.0725 3.43
학대빈도 0.1057 3.32
분리보호 유형 0.0787 1.75
시설전원 횟수 -0.0244 0.20
아동 사례관리기간 -0.1092 3.31
행위자 사례관리기간 0.0620 3.58
아동 사후사례관리 여부 -0.0946 3.05
행위자 사후사례관리 여부 -0.0779 2.05
상담원1인당 사례수 -0.0513 0.83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 0.0824 1.83
사례관리기관 근접성 0.0250 0.18
아동 만 명당지역아동센터수 -0.0549 2.98
만 가구당 기초생활수급 가구비율 0.0899 2.56
범죄지수 -0.0787 1.79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6> 재분리보호 분석모형의 비례성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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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분석결과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6-7>과 같다27). 

먼저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우도(liklihood)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표 6-7>에서 

제시된 모든 모형의 경우 독립변수 투입전과 후의 –2LL(Log Likelihood)의 변화량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수가 모형의 설명력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에서 포함되는 독립변수의 수준을 개인 및 가족수준, 사례관리 기관수준, 지

역사회수준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투입한 후 각 모형간의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 한 결과 개인 및 가족수준 검증모형(제1모형)에 사례관리 기관수

준의 변인을 투입(제2모형)할 경우 5%의 유의수준에서 모형의 설명력이 증가하며 일부 

사례관리 기관요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다. 그러나 제2모형에 지역사회수준의 변인을 

투입할 경우(제3모형)에는 우도비 검정결과와 추가로 투입한 지역사회요인이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계적인 변수 투입 이후에도 독립변

수의 회귀계수 추정치와 유의도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관리 기

관을 범주형 변수로 투입 한 제4모형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치 역시 다른 모형에

서 제시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각 수준의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은 순효과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변수를 투입한 제3모형을 군집화에 강

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하여 집단 간 이질성(between

-group heterogeneity)을 통제한 결과 사례관리 기관요인과 지역사회요인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이질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종모

형은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를 적용한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최종모형을 중심으로 재분리보호에 유의미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분석한 결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특성으로 아동장애 여부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재분

리보호 확률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아동이 장애가 있는 경우 재분리보

호 될 확률은 1.6694배, 66.9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 문제행동 또한 재분리

27) 본 연구 자료는 독립변수 중 기초생활수급 여부와 행위자 연령에 대한 결측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여부의 경우 전체 2,879사례의 9.83%인 283사례, 행위자 연령의 경우 3.54%인 

192사례가 미관측된 사례로 나타났다. 본문에 제시된 분석결과는 완전제거법을 통해 결측치를 

제거한 뒤 분석한 결과로 분석에 활용된 사례수는 2,509사례이다. 다중대체법을 통해 최종모형

을 분석한 결과는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완전제거법에 의한 분석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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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외현화문제행동이 1개 증가하면 재분

리보호될 확률이 1.1620배, 16.20%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재분리보

호의 가능성이 1.4885배, 48.8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수급요인은 위험요인

으로 확인되었다. 한부모 가정 또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나타

났다. 한부모 가정인 경우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재분리보호가능성이 1.5770배, 5

7.7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사례 특성으로 학대유형의 경우 정서학대에 비해 성학대의 경우 재분리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1765배, 217.65% 높았다. 

가정외보호 특성으로 시설전원 횟수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시설전원 횟수가 1회 증가하면 재분리보호 확률이 1.1

820배, 18.20%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외보호 기간의 경우 1개월 미만의 단기

의 보호를 받은 아동에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보호를 받은 아동의 경우 재분리보

호의 확률이 0.3053배, 69.4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8개월 이상 가정외

보호를 받은 아동의 경우 10%의 유의수준에서 1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

에 비해 재분리보호 확률이 0.1156배, 약 88.44%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외보호 

기간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6개월에서 18개월의 가정외보호 기간

을 기준범주로 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28) 6개월 이상에서 18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기간에 비해 1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 기간에 비해 재분리보호 확률이 3.27

56배, 227.56% 높았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 기간은 2.4958배, 149.

58%,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가정외보호 기간은 2.3350배, 133.50% 재분리보호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사례관리 기관을 범주형 변수로 투입한 제4모형의 분석결과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의 크기 및 유의도가 최종모형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관리 기관 간

의 재분리보호 확률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가정외보호 기간의 기준범주를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외보호 기간 Haz. Ratio(Cluster-Robust S.E)

1개월 미만(ref. 6개월 이상-18개월 미만) 3.2756(1.1775)**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2.4958(0.8709)**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3350(0.9812)*

18개월 이상 0.3787(0.4499)
주: ref.는 기준범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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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모형 제2모형 제3모형 4모형 최종모형

변수      Haz.Ratio

아동성별(ref.여성) -0.0146   -0.0065   -0.0046   -0.0308   -0.0046 0.9954  
(0.1250)   (0.1250)   (0.1260)   (0.1200)   (0.1122) (0.1117)   

아동연령 -0.0299   -0.0316   -0.0293   -0.0419*  -0.0293 0.9712  
(0.0175)   (0.0176)   (0.0177)   (0.0199)   (0.0174) (0.0169)   

아동장애(ref.비장애) 0.5560 * 0.500#  0.512#  0.698#  0.5125 1.6694#
(0.2610)   (0.2620)   (0.2630)   (0.3640)   -0.3133 -0.5231   

내재화 문제행동 0.0547   0.0452   0.0488   0.0412   0.0488 1.0500  
(0.0701)   (0.0705)   (0.0705)   (0.0795)   (0.0712) (0.0747)   

외현화 문제행동 0.1470 *** 0.1510 *** 0.1500 *** 0.1630 *** 0.1502 1.1620***
(0.0297)   (0.0298)   (0.0300)   (0.0340)   (0.0346) (0.0402)   

애착문제 0.2470   0.2550   0.2620   0.1780   0.2618 1.2993  
(0.2400)   (0.2420)   (0.2420)   (0.2990)   (0.3019) (0.3923)   

행위자성별(ref.여성) -0.0538   -0.0606   -0.0507   -0.0950   -0.0507 0.9505  
(0.1380)   (0.1380)   (0.1380)   (0.1760)   (0.1541) (0.1465)   

행위자연령 -0.0064   -0.0058   -0.0062   -0.0042   -0.0062 0.9939  
(0.0098)   (0.0099)   (0.0099)   (0.0133)   (0.0119) (0.0118)   

알코올 남용(ref.비남용) 0.1730   0.1440   0.1570   0.1540   0.1575 1.1706  
(0.1460)   (0.1470)   (0.1480)   (0.1940)   (0.1835) (0.2148)   

약물 남용(ref.비남용) 0.3780   0.3510   0.2940   0.2340   0.2941 1.3419  
(0.5160)   (0.5170)   (0.5200)   (0.6520)   (0.6634) (0.8902)   

기초생활수급(ref.비수급) 0.3710 ** 0.3600 * 0.3980 ** 0.4330 * 0.3978 1.4885*
(0.1430)   (0.1430)   (0.1450)   (0.1850)   (0.1907) (0.2839)   

한부모 가정(ref.그 외 유형) 0.4380 *** 0.4390 *** 0.4560 *** 0.4550 * 0.4555 1.5770**
(0.1280)   (0.1280)   (0.1290)   (0.1860)   (0.1701) (0.2682)   

양육기술 부족(ref.비해당) -0.0943   -0.1120   -0.1320   -0.0275   -0.1325 0.8759  
(0.1300)   (0.1300)   (0.1310)   (0.1570)   (0.1767) (0.1548)   

배우자 폭력(ref.비해당) 0.1510   0.1480   0.1480   0.1520   0.1478 1.1593  
(0.1640)   (0.1640)   (0.1640)   (0.2440)   (0.2264) (0.2625)   

신체학대(ref.정서학대) -0.0044   -0.0742   -0.0742   -0.0393   -0.0742 0.9284  
(0.2610)   (0.2630)   (0.2630)   (0.2880)   (0.2698) (0.2505)   

성학대(ref.정서학대) 1.1730 ** 1.1440 ** 1.1560 ** 1.3150 * 1.1558 3.1765*
(0.4390)   (0.4390)   (0.4400)   (0.5450)   (0.4946) (1.5709)   

방임(ref.정서학대) -0.2360   -0.2500   -0.2320   -0.1080   -0.2325 0.7926  
(0.2560)   (0.2550)   (0.2550)   (0.2990)   (0.3132) (0.2483)   

중복학대(ref.정서학대) 0.1640   0.1530   0.1520   0.2560   0.1517 1.1638  
(0.1800)   (0.1810)   (0.1810)   (0.2430)   (0.2293) (0.2668)   

6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4680   -0.4690   -0.4690   -0.4960   -0.4691 0.6255
(0.2340)   (0.2340)   (0.2340)   (0.2170)   (0.2037) (0.1274)   

1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3200   -0.3160   -0.3070   -0.2250   -0.3068 0.7358  
(0.2060)   (0.2060)   (0.2060)   (0.2190)   (0.1917) (0.1410)   

1주일에 1-3회 학대(ref.일회성) -0.1870   -0.2010   -0.2000   -0.1850   -0.2002 0.8186  
(0.1880)   (0.1880)   (0.1880)   (0.2070)   (0.1849) (0.1514)   

거의 매일(ref.일회성) 0.0049   0.0126   0.0122   0.0144   0.0122 1.0122  
(0.1930)   (0.1930)   (0.1930)   (0.2070)   (0.2103) (0.2129)   

일시보호(ref.장기보호) 0.0818   0.0244   0.0082   0.0604   0.0082 1.0082  
(0.2230)   (0.2250)   (0.2250)   (0.2170)   (0.2352) (0.2371)   

친족보호(ref.장기보호) 0.2100   0.1550   0.1230   0.1570   0.1231 1.1310  
(0.2530)   (0.2540)   (0.2550)   (0.2230)   (0.2497) (0.2824)   

<표 6-7>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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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례관리 기관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제1모형 제2모형 제3모형 4모형 최종모형

변수      Haz.Ratio

기타(ref.장기보호) 0.2860   0.2330   0.2230   0.2100   0.2231 1.2500  
(0.2990)   (0.3010)   (0.3010)   (0.2970)   (0.2737) (0.3421)   

시설전원 횟수 0.1660 * 0.1720 * 0.1670 * 0.1550 # 0.1672 1.1820#
(0.0799)   (0.0808)   (0.0816)   (0.0883)   (0.0911) (0.1076)   

가정외보호 기간_1(ref.1달 이내) -0.2510   -0.2630   -0.2720   -0.3040   -0.2719 0.7619  
(0.1460)   (0.1470)   (0.1470)   (0.2100)   (0.1904) (0.1451)   

가정외보호 기간_2(ref.1달 이내) -0.3130   -0.3260   -0.3390   -0.3200   -0.3385 0.7128  
(0.2160)   (0.2160)   (0.2170)   (0.3450)   (0.2868) (0.2045)   

가정외보호 기간_3(ref.1달 이내) -1.2010 *** -1.2110 *** -1.1870 *** -1.1490 ** -1.1865 0.3053***
(0.2980)   (0.2980)   (0.2980)   (0.3520)   (0.3595) (0.1097)   

가정외보호 기간_4(ref.1달 이내) -2.0940 * -2.1760 * -2.1570 * -2.4330 * -2.1574 0.1156#
(1.0530)   (1.0610)   (1.0510)   (1.2030)   (1.1629) (0.1345)   

아동 사례관리 기간 0.0012   0.0012   0.0011   0.0008   0.0011 1.0011  
(0.0007)   (0.0007)   (0.0007)   (0.0011)   (0.0010) (0.0010)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 -0.0007   -0.0007   -0.0006   -0.0013   -0.0006 0.9994  
(0.0008)   (0.0008)   (0.0008)   (0.0012)   (0.0009) (0.0009)   

아동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3610   0.4050   0.4140   0.3720   0.4136 1.5122  
(0.2760)   (0.2780)   (0.2810)   (0.4490)   (0.3986) (0.6028)   

행위자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2840   -0.3360   -0.3450   -0.1560   -0.3448 0.7083  
(0.3500)   (0.3520)   (0.3540)   (0.5910)   (0.5810) (0.4115)   

사례관리기관 근접성(ref.비근접) -0.0754   -0.0896   -0.1690   -0.1700   -0.1694 0.8442  
(0.1201)   (0.1230)   (0.1400)   (0.1670)   (0.1626) (0.1373)   

상담원1인당 사례수     -0.0156 * -0.0154 *     -0.0154 0.9847  
    (0.0066)   (0.0067)       (0.0112) (0.0110)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     0.0078   0.0094       0.0094 1.0094  
    (0.0063)   (0.0072)       (0.0074) (0.0075)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         -0.0261   -0.0199   -0.0261 0.9742  
        (0.0239)   (0.0415)   (0.0341) (0.0333)   

만 가구당 수급가구 수         0.0000   0.0002   0.0001 1.0000  
        (0.0004)   (0.0009)   (0.0006) (0.0006)   

범죄지수         -0.0313   0.0134   -0.0313 0.9692  
        (0.0564)   (0.1100)   (0.0792) (0.0768)   

중소도시(ref.대도시)         0.2200   -2.2900 *** 0.2197 1.2457  
        (0.1470)   (0.4170)   (0.1893) (0.2358)   

농어촌(ref.대도시)         0.3750   -1.8030 *** 0.3746 1.4544  
        (0.2720)   (0.5420)   (0.2659) (0.3867)   

기관변수(58개 기관)29)             -0.8460 ***       
(0.2230)

∆ (∆df)  8.16(2)*  4.45(5)

-2 Log Likelihood 4231.15 4223.01 4218.54 4218.54 4218.54

주: N= 2,509명, 괄호 안은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가정외보호 기간_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가정외보호 기간_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가정외보호 기간_3= 6개월 이상-18개월 미만, 가정외보

호 기간_4=18개월 이상, ∆  (∆df)는 제1모형과 제2모형간, 제2모형과 제3모형간의 우도비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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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재분리보호 확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 확률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

합한 모수적 모형을 선정하였다. 먼저 생존함수의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Cox 비례해

저드 모형과 모수적 모형의 분석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6-8>과 같다30).

분석결과 모수분포 가정에 따라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Cox 비례

해저드 모형과 유사한 회귀계수 추정치가 확인되었다. 특히 곰베르츠 모형의 경우 Co

x 비례해저드 모형과 분석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Cox-Snell 잔차를 활용하여 이상에서 제시한 모형들의 적합도 비교한 결

과는 다음 [그림 6-1]과 같다31). 분석결과 곰베르츠 모형과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기준선과 근접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수적 모형의 AIC를 비교한 결과 

<표 6-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곰베르츠 모형의 AIC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를 통해 곰베르츠 분포를 가정한 모수적 모형이 Cox 비례해저드 모형과 가

장 유사하며 다른 모형에 비해 모형적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곰베르츠 모형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저드가 지속적

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분포로 나타난다. 사건사분석을 통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재분리보호의 시점에 대해 분석한 Courtney(199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약 50% 

이상의 아동이 8개월 이내 재분리보호되며 재분리보호 확률(hazard)은 가족재결합 이

후 1년 까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 이후에는 재분리보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재분리보호 생존

함수의 분포는 경험적으로도 곰베르츠 분포와 매우 유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 확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곰베르츠 모

형을 통한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추정하였다.

30) 분석결과는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cluster-robust standard errors)를 적용한 결과이다.
31) 해당 그래프에서 평행한 구간은 카플란 마이어 추정법을 통해 추정한 누적위험함수가 변화하지 

않는 구간, 즉 재분리보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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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비례해저드 모형 가속화실패 모형32)

Cox 곰베르츠 와이블 지수 로그정규
로그

로지스틱

아동성별(ref. 여성) -0.0046   -0.0030   0.0004   0.0072   0.0112   0.0192   
(0.1120)   (0.1130)   (0.1140)   (0.1210)   (0.3120)  (0.3120)  

아동연령 -0.0293   -0.0294   -0.0262   -0.0207   0.0788   0.0762   
(0.0174)   (0.0175)   (0.0177)   (0.0189)   (0.0490)  (0.0490)  

아동장애(ref.비장애) 0.5130 # 0.5200 # 0.5070 # 0.5160   -1.6120 # -1.4640 #
(0.3130)   (0.3170)   (0.3200)   (0.3450)   (0.9070)  (0.9280)  

내재화 문제행동 0.0488   0.0510   0.0450   0.0414   -0.0450   -0.1150   
(0.0712)   (0.0724)   (0.0724)   (0.0784)   (0.1980)  (0.1950)  

외현화문제합 0.1500 *** 0.1530 *** 0.1460 *** 0.1420 *** -0.4400 *** -0.4190 ***
(0.0346)   (0.0349)   (0.0350)   (0.0375)   (0.1120)  (0.1100)  

애착문제 0.2620   0.2600   0.2990   0.3760   -0.8400   -0.7900   
(0.3020)   (0.3050)   (0.3130)   (0.3480)   (0.7580)  (0.8070)  

행위자성별(ref.여성) -0.0507   -0.0470   -0.0661   -0.0984   0.3230   0.1880   
(0.1540)   (0.1560)   (0.1560)   (0.1660)   (0.4120)  (0.4240)  

행위자연령 -0.0062   -0.0062   -0.0068   -0.0078   0.0130   0.0178   
(0.0119)   (0.0119)   (0.0120)   (0.0127)   (0.0337)  (0.0327)  

알코올 남용(ref.비남용) 0.1570   0.1650   0.1340   0.0943   -0.4870   -0.3930   
(0.1830)   (0.1860)   (0.1850)   (0.1950)   (0.5140)  (0.5070)  

약물 남용(ref.비남용) 0.2940   0.2950   0.2880   0.2770   -0.3390   -0.6740   
(0.6630)   (0.6760)   (0.6940)   (0.7680)   (1.7170)  (1.7700)  

기초생활수급(ref.비수급) 0.3980 * 0.4030 * 0.3920 * 0.3990   -1.1750 * -1.1210 *
(0.1910)   (0.1940)   (0.1930)   (0.2050)   (0.4910)  (0.5180)  

한부모가정(ref.그 외 유형) 0.4560 ** 0.4570 ** 0.4740 ** 0.5190 ** -1.1870 ** -1.2620 **
(0.1700)   (0.1710)   (0.1730)   (0.1840)   (0.4050)  (0.4400)  

양육기술 부족(ref.비해당) -0.1320   -0.1330   -0.1480   -0.1850   0.2780   0.3700   
(0.1770)   (0.1790)   (0.1800)   (0.1930)   (0.4780)  (0.4790)  

배우자 폭력(ref.비해당) 0.1480   0.1520   0.1410   0.1230   -0.4320   -0.3950   
(0.2260)   (0.2290)   (0.2320)   (0.2530)   (0.5920)  (0.6190)  

신체학대(ref.정서학대) -0.0742   -0.0706   -0.0731   -0.0631   0.4340   0.2270   
(0.2700)   (0.2740)   (0.2700)   (0.2810)   (0.6800)  (0.7300)  

성학대(ref.정서학대) 1.1560 * 1.1780 * 1.1330 * 1.1490 * -3.4790 ** -3.3430 *
(0.4950)   (0.5120)   (0.4980)   (0.5590)   (1.2730)  (1.4050)  

방임(ref.정서학대) -0.2320   -0.2170   -0.2410   -0.2390   0.9900   0.7070   
(0.3130)   (0.3160)   (0.3150)   (0.3330)   (0.8020)  (0.8320)  

중복학대(ref.정서학대) 0.1520   0.1550   0.1610   0.1880   -0.2390   -0.4280   
(0.2290)   (0.2310)   (0.2320)   (0.2420)   (0.6010)  (0.6250)  

6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4690   -0.4750   -0.4700   -0.4830   1.4110   1.2900   
(0.2040)   (0.2070)   (0.2090)   (0.2270)   (0.5540)  (0.5610)  

1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3070   -0.3110   -0.3050   -0.3110   0.9630   0.8640   
(0.1920)   (0.1940)   (0.1940)   (0.2040)   (0.5040)  (0.5340)  

1주일에 1-3회 학대(ref.일회성) -0.2000   -0.2010   -0.2150   -0.2460   0.6160   0.6090   
(0.1850)   (0.1870)   (0.1870)   (0.1980)   (0.5010)  (0.5070)  

거의 매일(ref.일회성) 0.0122   0.0073   0.0071   -0.0089   0.1370   -0.0105   
(0.2100)   (0.2130)   (0.2130)   (0.2240)   (0.5670)  (0.5740)  

일시보호(ref.장기보호) 0.0082   0.0170   -0.0346   -0.1200   0.4000   0.1650   
(0.2350)   (0.2390)   (0.2430)   (0.2640)   (0.6220)  (0.6530)  

친족보호(ref.장기보호) 0.1230   0.1380   0.0715   -0.0179   0.1870   -0.1180   
(0.2500)   (0.2540)   (0.2560)   (0.2750)   (0.6600)  (0.6870)  

<표 6-8> Cox 비례해저드 모형 및 모수적 모형의 분석결과: 재분리보호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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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속화실패 모형에서 제시된 계수는 생존시간에 대한 증감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례해저드 모

형에서 제시되는 해저드의 증감비와는 일반적으로 반대의 부호로 나타난다.

변수
비례해저드 모형 가속화실패 모형32)

Cox 곰베르츠 와이블 지수 로그정규
로그

로지스틱

기타(ref.장기보호) 0.2230   0.2320   0.1950   0.1460   -0.0119   -0.3750   
(0.2740)   (0.2770)   (0.2780)   (0.2950)   (0.7620)  (0.7590)  

시설전원 횟수 0.1670 # 0.1720 # 0.1640 # 0.1750   -0.3430 # -0.3990 #
(0.0911)   (0.0938)   (0.0900)   (0.0983)   (0.2220)  (0.2270)  

가정외보호 기간_1(ref.1달 이내) -0.2720   -0.2780   -0.2490   -0.2180   0.7350   0.7050   
(0.1900)   (0.1920)   (0.1930)   (0.2030)   (0.4970)  (0.5210)  

가정외보호 기간_2(ref.1달 이내) -0.3390   -0.3480   -0.2890   -0.2180   0.9170   0.8140   
(0.2870)   (0.2900)   (0.2940)   (0.3180)   (0.7430)  (0.7770)  

가정외보호기간_3(ref.1달 이내) -1.1870 *** -1.2050 *** -1.0900 ** -0.9350 * 2.8380 *** 2.9070 **
(0.3590)   (0.3630)   (0.3640)   (0.3910)   (0.7950)  (0.9400)  

가정외보호 기간_4(ref.1달 이내) -2.1577 # -2.2017 # -1.9627 # -1.5947 # 4.6030 * 5.0197 #
(1.1630)   (1.1770)   (1.1640)   (1.2610)   (2.1280)  (2.8530)  

아동 사례관리 기간 0.0012   0.0012   0.0009   0.0006   -0.0029   -0.0028   
(0.0010)   (0.0010)   (0.0011)   (0.0012)   (0.0026)  (0.0028)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 -0.0006   -0.0006   -0.0006   -0.0008   0.0024   0.0019   
(0.0009)   (0.0009)   (0.0009)   (0.0009)   (0.0026)  (0.0025)  

아동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4140   0.4350   0.3810   0.3520   -1.2860   -1.0620   
(0.3990)   (0.4120)   (0.4060)   (0.4420)   (1.0440)  (1.0930)  

행위자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3450   -0.3490   -0.3840   -0.4680   0.9630   0.9520   
(0.5810)   (0.5930)   (0.5880)   (0.6260)   (1.4410)  (1.5870)  

사례관리기관 근접성(ref.비근접) -0.1690   -0.1700   -0.1700   -0.1770   0.4620   0.4900   
(0.1630)   (0.1640)   (0.1670)   (0.1800)   (0.4610)  (0.4640)  

상담원1인당 사례수 -0.0154   -0.0156   -0.0137   -0.0105   0.0354   0.0379   
(0.0112)   (0.0113)   (0.0113)   (0.0118)   (0.0281)  (0.0296)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 0.0094   0.0096   0.0071   0.0025   -0.0167   -0.0200   
(0.0074)   (0.0075)   (0.0077)   (0.0088)   (0.0212)  (0.0208)  

아동 만 명당 지역아동센터수 -0.0261   -0.0264   -0.0300   -0.0382   0.0616   0.0748   
(0.0341)   (0.0344)   (0.0354)   (0.0391)   (0.0812)  (0.0919)  

만 가구당 수급가구 수 0.0000   0.0000   0.0001   0.0002   -0.0001   -0.0003   
(0.0006)   (0.0006)   (0.0006)   (0.0007)   (0.0015)  (0.0016)  

범죄지수 -0.0313   -0.0316   -0.0279   -0.0218   0.1020   0.0827   
(0.0792)   (0.0799)   (0.0803)   (0.0854)   (0.1940)  (0.2130)  

중소도시(ref.대도시) 0.2200   0.2290   0.2050   0.1810   -0.4380   -0.5540   
(0.1890)   (0.1910)   (0.1940)   (0.2090)   (0.5110)  (0.5180)  

농어촌(ref.대도시) 0.3750   0.3820   0.3590   0.3220   -0.9820   -0.9570   
(0.2660)   (0.2700)   (0.2690)   (0.2860)   (0.7210)  (0.7410)  

AIC 4295.20 2757.89 2836.05 3242.26 2798.69 3037.63

-2 Log Likelihood 4218.55 2677.23 2755.03 3162.52 2718.75 2745.54

주: N= 2,509명, 괄호 안은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가정외보호 기간_1= 1개월 이상-3개
월 미만, 가정외보호 기간_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가정외보호 기간_3= 6개월 이상-18개월 미만, 가정
외보호 기간_4= 18개월 이상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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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Cox-Snell 잔차를 통한 모형적합도 분석: 재분리보호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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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베르츠 모형을 통해 재분리보호의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그림 6

-2]와 같다. 분석결과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는 관찰시작 직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며 

이후 감소추세가 둔화되고 특정 시점 이후에는 변화율이 ‘0’으로 수렴되는 매우 특징

적인 분포로 나타났다. 이는 카플란 마이어 추정법으로 비모수적 추정을 통해 추정한 

결과와 유사하다. 재분리보호 확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분리보호는 가족재결합 이후 초기에 급격히 발생하며 100일 전후까지 약 3.0%, 15

0일 전후까지 약 4.0%, 300일 전후까지 약 5.5%의 아동이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00일 전후까지 재분리보호된 아동은 전체 재분리보호 아동의 85.93%로 대다

수에 해당된다. 그 이후에는 재분리보호의 발생 속도와 확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9

00일 이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고 최종적으로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약 6.4%의 아동

이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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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생존함수 및 위험함수: 재분리보호 분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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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앞서 Cox 비례해저드 모형의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범주형 변수에 대한 생존함수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 [그림 6-3]과 같다. 

생존함수 추정을 통한 생존확률의 비교는 독립변수가 실제 재분리보호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존함수는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

리보호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7세에서 13세 아동연령 집단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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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범주형 독립변수에 따른 생존함수 추정: 재분리보호 분석모형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 약 7.9%의 아동이 재분리보호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경우 약 5.0%의 아동이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33) 생존함수는 특정한 독립변수의 영향력 이외의 다른 독립변수의 값이 평균일 때의 추정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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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재분리보의 가능성이 높았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재분리보호 확률이 약 7.2%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 4.9%의 아

동이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의 경우 성학대 일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약 16.6%, 중복학대의 경우 약 6.0%, 정서학대의 경우 약 4.8%, 신체학대의 

경우 약 4.5%, 방임의 경우 약 4.1%로 성학대의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외보호 기간이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펴보면 단기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에 비해 6개월 이상에서 18개월 미만의 가정외

보호를 받은 아동의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개월 

이내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의 약 7.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 아

동의 약 5.5%,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의 약 5.4%가 재분리

보호 되는 것에 비해 6개월 이상에서 18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의 경우 

약 2.2%가 재분리보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소결 

가정외보호 이후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해아동의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고 재분리보호의 주요시점과 최종 재분리보호 확률을 확인한 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및 가족수준, 사례관

리 기관수준, 지역사회수준으로 구분하고 각 수준의 독립변수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사례관리 기관수준의 변수를 투입한 제2모형의 경우 제1모형에 비해 모형의 설명

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례관리 기관수준의 요인이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사회 수준의 변

인을 투입한 제3모형과 제2모형의 모형 설명력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단계별로 변수를 투입한 이후에도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추정치의 영향력 및 유의도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례관리 기관

을 범주형 변수로 투입한 제4모형의 경우에도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다른 모형과 유사

하게 나타났다. 이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다른 변수들과 독립적으로 재분

리보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임을 의미한다.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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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체계의 위험요인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재분리보

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

과이다(Barth, et al., 2008; Lutman and Farmer, 2013).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이 

공격성, 비행 등 겉으로 표출되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가족재결합 이후 부모와 갈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재분리보호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외현화 문제행동이 재학대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음

을 고려하면(김세원 외, 2019)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재학대 발

생에 의해 재분리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경

우 가족재결합 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족재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대피해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은 학대에 의한 부정적인 발달결과 일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

동에 의해 학대가 발생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호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가족재

결합 이전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개인체계요인 중 아동의 장애여부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여부가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영

향을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신체 및 정신건강의 문제가 재

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로 볼 수 있다(Courtney, 199

5; Jones, 1998; Yampolskaya et al., 2011). 이상의 결과는 가족과 재결합 한 장

애아동의 경우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장애 아동에 비해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분리

된 이후 공적보호체계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장기 돌봄처를 찾지 못해 피치 못하게 

가족에게 돌려보내 졌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장애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외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 

둘째, 미시체계의 요인 중 가족특성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은 재분리보호의 가능

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과 재분리보호의 관계를 

검증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Courtney, 1995; Jones, 1998; Jonson-Reid, 2

003; Shaw,2006).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경우 아동 양육을 위한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재분리보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의 



- 119 -

근본적인 원인이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재분리보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 뿐 만 아니

라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지원방안 마

련이 필요하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재학

대의 위험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김세원, 2008) 재학대로 인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가족재결합 결

정 시 재학대와 이로 인한 재분리보호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특성 중 한부모 가정 또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Fuller, 2005). 한부모의 경

우 아동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외보호가 이러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아동이 재분리보호 된 경우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지원을 통해 재분

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재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된 선행연구결과(Drake at el., 2006)를 고려하여 가족재결합 이전에 

재학대 및 재분리보호의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가족재결합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미시체계 특성 중 사례특성 요인으로 성학대의 경우 정서학대에 비해 재분리

보호의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대유형과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는 대체적으로 방임을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Berric

k et al., 1998; Shaw, 2006; Terling, 1999; Wells and Correia, 2012; Wells a

nd Guo, 1999) 이와는 상반되는 결과도 제시되고 있어(Lee et al., 2012; Yampols

kaya et al., 2011) 학대유형과 재분리보호의 관계는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정서학대와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정서학대에 비해 성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회복의 어려움

으로 인해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학대유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미시체계 특성 중 가정외보호 특성은 재분리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외보호 특성 중 시설전원 횟수의 증가는 10%의 유의수준

에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가정외보



- 120 -

호 이후 시설전원이 잦을수록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빈번한 시설전원을 주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의

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가족재결합 이후에도 이러한 아동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재분

리보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Courtney, 1995; Courtney et al., 199

7; Jonson-Reid, 2003; Wells and Guo, 1999). 그러나 Courtney(1995)는 이런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며 아동의 문제행동과는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부모의 양육의사 부재 등이 시설전원과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고 하였다. 이상을 고려하면 시설전원과 재분리보호와의 관계는 직접적이기 보다는 아

동 및 부모와 관련된 요인이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외보호 

특성 중 단기간의 가정외보호기간은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재분리보호 요인을 검증한 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Berrick et al., 1998; Courtney et al., 1997; Fuller, 2005; Jonso

n-Reid, 2003; McDonald et al., 2006; Shaw, 2006; Shaw and Webster, 2011; 

Wells and Correia, 2012; Wells and Guo, 1999). 본 연구의 분석결과 6개월 미

만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은 6개월에서 18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에 

비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4). 이러한 상황은 가정외보호된 이

후 가족재결합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보호자의 가족재결합 

의사가 완고하여 성급하게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가족의 

상황개선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않은 채 재결합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

다. 이상을 종합하면 가족재결합의 결정 이전에 충분한 변화의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아동의 경우 가정외보호 초기에 낯선 환

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불안정한 가정으로 돌아가

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외보호 이후 초기 적응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정외보호 기간 동안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이 적절한 상황 하에 재결

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외적체계 요인으로 공식적 지지, 사례관리 기관 특성, 지역사회 특성이 재

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례관리 기관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58개 기관을 범주형 변수로 투입한 제4모형의 분석결과에

서는 사례관리 기관간 재분리보호의 확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례

34) 본문 108p의 각주 27)의 분석결과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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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기관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개인체계 및 미시체계 요인의 영향력은 다른 모형

에서 제시된 결과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요인들의 영향력이 다

수의 변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강건한(robust)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모수적 모형을 통해 생존함수를 추정하여 재분리보호의 주요시점과 최종적

인 재분리보호의 확률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분리보호의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재분리보호는 가족재결합 이후 

초반에 급격하게 발생하여 약 10개월 전후 까지 가족과 재결합 한 아동의 5.5%가 재

분리보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분리보호 된 아동의 85.93%에 해당된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점진적 감소하여 약 23개월 이후로는 재분리

보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면 재분리보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초기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23개월 이후의 생존확

률 추정결과 가족재결합 이후 6.4%의 아동이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

정외보호된 아동의 약 27.6%만이 재분리보호 없이 성공적으로 가족과 재결합 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둘째, 생존함수 추정을 통해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비율이 가장 높은 7세에

서 13세 아동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 별 재분리보호 확률의 차이를 살펴보았

다. 분석결과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재분리보호 확률이 2.9%p 

높았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재분리보호 확률이 2.3%p 

높았다. 학대유형 간 재분리보호 확률의 차이를 보면 성학대의 경우 정서학대에 비해 

재분리보호 확률이 12%p 높았다. 가정외보호기간의 경우 6개월에서 18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에 비해 1개월 이내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은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5%p,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은 3.3%p, 3개월 이

상 6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 받은 아동은 3.2%p 높았다. 이상 종합하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가족재결합 결정 및 사례관리 시 해당요인들의 효과를 고려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요인에 해당되는 학대유형, 가정외보호 기간에 대해서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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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및 논의  

제1절 연구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가족재결합 현상과 가

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

저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검

증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확률의 추이를 살펴봄

으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를 추정하고 최종적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확률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변인에 따른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확률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논의는 제5

장 및 제6장의 소결에서 제시하였으며 본 절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인 가족재결합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먼저 <연구문제 1-1>로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체

계의 영향요인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행위자 부모의 알코올 남용은 가족재결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요인을 위험요인으로 설정한 본 연

구의 가설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 및 행위자 부모의 약물남용

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시체계 요인 중 가족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한부모 가정

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배우자 폭력

의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반대로 나

타났다. 양육기술 부족과 가족재결합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시체

계 요인 중 사례특성을 살펴보면 학대유형 중 방임, 성학대, 중복학대의 경우 정서학대

에 비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 빈도가 높을 경우 

가족재결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요인들은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미시

체계 요인 중 가정외보호 특성으로 시설전원 횟수의 경우 많을수록 가족재결합 가능성

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요인 역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123 -

한편 외적체계 요인이 가족재결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식적 

지지 요인의 분석결과 아동 및 행위자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기간이 길고 행위자가 사

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요인들은 보

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아동이 사후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가족재결합 가

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외적체계 요

인 중 사례관리 기관특성을 살펴보면 상담원 1인당 사례수의 경우 많을수록 가족재결

합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요인은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원 1

인당 관할지역 아동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외적체계 

요인 중 지역특성과 가족재결합의 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7-1>과 같다. 

35) 기타에 해당되는 요인들은 분석결과가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가설에서 제시된 바와 반대로 나

타난 요인들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요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제5장의 소결에 제

시하였다.

구분 위험요인 보호요인 기타35)

아동특성 · 외현화 문제행동

행위자특성 · 알코올 남용

가족특성 · 기초생활수급 · 배우자 폭력

· 한부모 가정

사례특성 · 성, 방임, 중복학대
 (ref.정서학대)

· 빈번한 학대

가정외보호특성 · 잦은 양육시설 전원

공식적지지 · 충분한 사례관리 기간

· 행위자 사후 사례관리 · 아동 사후 사례관리

사례관리
기관특성

· 상담원 1인당 
 과도한 사례수

주: ref.는 기준범주

<표 7-1> 가족재결합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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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연구문제 1-2>로 시간에 따른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확

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88.23%(전체 가

정외보호아동의 약 30%)가 8개월 전후까지 재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가능성은 점차 낮아져 20개월 전후로는 가족재결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최종적으

로 약 66%의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로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현상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2-1>인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결과, 개인체계 요인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은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행위자 부모의 알코올 및 약물 남

용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시체계 요인으로 가족특성 중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경

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요인들은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외 양육기술부족, 배우자 폭력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시체계 

요인 중 사례특성을 살펴보면 학대유형 중 성학대는 정서학대에 비해 재분리보호의 위

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임을 위험요인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

하지 않는 결과이다. 학대빈도가 가족재결합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 요인 중 가정외보호 특성으로 시설전원 횟수의 경우 

많을수록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요인은 위험요인으로 확인되

었다. 아울러 가정외보호 특성 중 가정외보호 기간이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1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 기간을 기준범주로 분석 할 경우 6개월 이상 1

8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의 경우 1개월 미만의 재분리보호를 받은 아동에 

비해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가정외보호 기간을 기준범주로 분석 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의 

재분리보호 가능성은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에 비해 높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단기의 가정외보호 기간은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으로, 충

분한 가정외보호 기간은 재분리보호의 보호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적체계요인의 경우 재분리보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7-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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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험요인 보호요인

아동특성 · 장애

· 외현화 문제행동

가족특성 · 기초생활수급

· 한부모 가정

사례특성 · 성학대(ref.정서학대)

가정외보호 특성 · 잦은 양육시설 전원

· 단기의 가정외보호 기간 · 충분한 가정외보호 기간

주: ref.는 기준범주

<표 7-2>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이어서 <연구문제 2-2>인 시간에 따른 재분리보호의 확률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분리보호는 가족재결합 이후 약 10개월 전후까지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시기까지 재분리보호된 아동의 85.93%(가족과 재결합한 아동의 5.

5%)가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후 재분리보호 가능성은 점진적으로 

낮아져 약 23개월 이후에는 재분리보호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 가족과 

재결합 한 학대피해아동의 약 6.4%가 재분리보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연구

에 이론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체계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은 학문적으로도 관심을 받지 못해 온 대상이다.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를 주제로 한 국내연구가 전무

한 상황에서 국내현실을 반영하여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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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 향후 관련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가정외보호아동의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 관련한 국외 선행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한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우 가

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영향요인 검증에 있어 이론적인 근거보다는 경험적인 근거

에 의존하여 영향요인을 검증해 왔다. 본 연구의 경우 생태학적 모델을 기반으로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검증함에 따라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연

구에 있어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제한적인 표본을 

통해 실시된 연구들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경우 국가행

정데이터를 사용하여 모집단과 유사한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

과의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관련 연구분야에서 중요한 실증적 근거로 활용 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한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 국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

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국내 현실에서도 유사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해당 요인들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강건한 요

인임을 재확인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일부 요인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와 반대

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해당요인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넷째, 모수적 사건사분석 방법을 통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주요시점 및 최

종적인 사건발생 확률을 도출하였다. 일부 선행연구에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과 함께 시간에 따른 사건발생확률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주요시

점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Courtney, 1995; Courtney and Wong, 1996), 해당 연

구들의 경우 비모수적 방법으로 생존확률을 추정함에 따라 모집단의 생존확률 추정에

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건사분석 방법 중 모수적 모형을 적용하여 생존함

수를 추정함으로 다양한 영향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모집단의 시간에 따른 생존확

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족재결합의 주요시점을 제시하였으며 관찰

종료 시점 이후의 최종적인 생존확률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발생확률을 연구함에 모수적 사건사분석방법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사례관리 기관요인의 영향

력을 검증하였다. 분석자료의 한계로 다양한 사례관리 기관요인을 포함하지는 못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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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례관리 기관을 범주형 변수로 포함한 분석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가족

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사례관리 기관 고유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밝

혔다.

2. 실천적·정책적 함의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 업무를 관장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간 아동학대의 신

고접수 및 사례판단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아동복지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로 인해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또한 최근 아동복지법 개

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하에 1년 마다 가정외보호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법

제화 되었다. 이상의 변화를 고려하면 가족재결합을 위한 적절한 판단과 지원은 아동

보호전문기관 주요 업무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보호

체계의 실무자 및 관리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가족재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 가족재결합 평가지표 및 가족재결합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실증적인 근

거기반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가족재결합에 대한 국내 현실을 반영한 실증적인 학술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가족재결합에 대한 결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은 사실

상 실천현장에서 경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른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객관성을 지닌 가족재결합 평가도구와 가족재결합 지원 프로

그램을 구축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최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이봉주 외, 

2017; 유서구 외, 2019). 그러나 해당 도구와 프로그램은 국외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내의 현실을 반영

한 가족재결합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둘째,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정외보호된 아동이 원가족에게 돌

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위적이며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가족재결합은 반드시 적절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가정외보호되는 일

이 발생한다면 가족재결합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재분

리보호의 위험요인들은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판단할 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가족재결합 판단 시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들이 확인되는 경우 보다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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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

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경우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모두 높이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즉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아동의 

경우 가족과 재결합 할 가능성이 높고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 될 가능성 또한 높

은 고위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하면 자칫 학대피해아동의 외

현화 문제가 가족재결결합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

서 학대피해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의 관계를 심도 있

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학대피해 아동의 문제행동은 Bowlby의 애착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부모의 

학대는 Bowlby의 애착이론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불안정한 애착을 유발하는 상황과 매

우 유사하다(이주연, 2006). 따라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애착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i

nternal working model)36)에 의해 생애전반에 걸쳐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장휘숙, 2004; Ainsworth et al., 2015; Bolwby, 2008: 128-1

29). 실제 학대피해아동의 애착유형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학대피해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

라 비행이나 폭력문제, 사회부적응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Beeghly and Cicchetti, 1994; Baer and Martinez, 2006, Cicchet

ti and Barnett, 1991; Finzi et al., 2001; Sousa et al., 2011). 즉 학대피해아동

의 문제행동은 학대로 인한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형성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

다. 한편, 가정외보호조치로 인한 주양육자와의 애착관계 단절 및 애착대상의 변화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

성이 있다.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재애착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로부터의 분

리 혹은 재결합으로 인한 애착관계의 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시 애착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Ponciano, 2010; Stovall et al., 2000).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가정외

보호 시 잦은 시설전원 또한 아동의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외현화 문제행동 

36)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타인과 환경에 대한 인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인지도식으로 영아기의 애착대상과 형성된 애착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장휘숙, 2004; 

Ainsworth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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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Pasalich et al., 2016). 

이상을 고려하면 학대로 인해 가정외보호된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가족재결합을 돕기 위한 아동에 

대한 개입은 심리상담 및 트라우마의 감소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봉주 외, 201

7). 이러한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

으나 이와 더불어 직접적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반

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가족재결합 이전과 이후 특히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료중심의 가정위탁서비스의 제공이 이에 대한 하나

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위탁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돌

봄중심의 가정위탁서비스와 치료중심의 가족위탁서비스로 구분하여 아동의 상황에 맞

는 가정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상무, 2018). 유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또한 장

애나 학대 등으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자 전문가정위탁보호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원

하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의 부재로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학대피해아

동은 단순 돌봄 중심의 시설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최근 들어 학대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정위탁제도의 효과성이 검증

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모형이 개발되었다(정익중 외, 2019). 해당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문가정위탁에 의해 돌봄을 받은 아동의 경우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전문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위험

요인으로 제시된 가정외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문제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요

인들에 대한 중점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한부모 가정은 가

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위험요인임과 동시에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의 가능

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가족의 불리한 사회경제적 조

건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는 주요 위험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러한 가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실상 이러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재결합 판단 시 신중

을 기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정외보호시 시설전원 또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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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정 복귀의 가능성을 높이는 고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시설전원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면 적어도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적인 

원인에 의한 시설전원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정

외보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안정적인 가정외보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장기 

보호형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경우 필요시 중장기 보호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단기보호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는 시설전원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되어있다. 아동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사례관리 기관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상담원 1인당 사례수가 많을수

록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낮았다.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가족재결합을 위한 

사례관리의 질과 양은 상담원의 업무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따라서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외보호된 아동과 가족에 대해

서도 가족회복을 위한 적절한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 1인당 사례수를 적

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6개월 미만의 단기의 가정외보호보다 6-18개월의 가정외보호가 재분리보호

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임을 밝혔다. 이와 같은 다소 의외의 결과는 가정외보호기간

을 무조건적으로 단축시키는 것 보다 가족재결합 이전에 아동과 가족이 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가정외보호 이후 단기간 내에 일어나는 

가족재결합은 학대의 원인이 미처 해결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재결합 결정 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가

졌는지 고려하는 것 또한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중요하다.

일곱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가 활발히 일어나는 주요시점을 확인함에 따라 중

점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가족재결합의 경우 가정

외보호 이후 약 8개월, 재분리보호의 경우 가족재결합 이후 약 10개월까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외보호 및 가족재결합 이후 초기 사례관리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은 급격하

게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외보호 이후 20개월 이후에서는 가족재결합이 이

루어지지 않으며 가족재결합 이후 23개월 이후에는 재분리보호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위해 중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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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가 필요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따라 사례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덟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고 재분리보호 가능성이 

낮은 성공적인 가족재결합 시점인 이른바 ‘골든타임(Golden Time)’의 제시가 가능하

다. 앞서 제시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가정외보호 

이후 8개월 이내이다. 한편, 6개월 이상 18개월 미만의 가정외보호를 받은 아동의 경

우 가족재결합 이후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의 골든타임은 가정외보호 이후 6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내이다. 골든타임

은 가정외보호 아동의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유용한 근거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경우 최근 신설된 아동복지

법 제15조 3에 따라 가정외보호의 적절성을 1년 마다 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면 아동이 가정외보호된 첫해의 경우 가정외보호 이후 6-

8개월이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점검의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골든타임은 실천현장에서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위한 중점적인 사례관리가 필요

한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시기는 가족재결합에 대한 안정적인 판단이 가

능한 시기이며 동시에 사례관리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

당 시기를 고려한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외보호된 학대피해아동의 성공적인 가

족재결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홉째, 가족재결합 이후 재학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3.64%(100명)의 아동이 

재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90%(90명)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아동의 경우 

재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보호를 유지하였고 10%(10명)의 아동이 재학대 

발생 이후 재분리보호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재분리보호된 아동의 다수가 재

학대와 관계없이 재분리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과 재결합한 학대피

해아동의 재학대와 재분리보호가 다소 별개의 사건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학대 여부

를 통제한 이후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함으로 재분리보호 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재학대 여부를 통제한 이후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37). 분석결

과 재학대는 10%의 유의수준에서 재분리보호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재학대 여부를 통제한 이후에도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37) 분석결과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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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해당 요인들과 재학대가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분리보호가 단지 재학대로 인해 발

생하는 것만은 아니며 가족재결합 이후 개선되지 않은 부적절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

동의 문제행동 등 가족의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가족단위의 적

극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아

동보호체계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가족재결합 이후의 재학대 여부가 과소 측정되었

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학대와 재분리보호 간의 관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석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질적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몇 가지 요인들은 분석자료의 부재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먼저 아동과 부

모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의사가 고려되지 못하였다. 실제 아동과 부모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의사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나 이를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사례

관리 기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집할 수 있는 사례관리 기관의 

정보가 한정되어 실제로 어떤 요인에 의한 차이인지 면밀히 분석하지 못하였다. 

둘째, 분석자료에 포함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의 영향요인 중 아동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정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이후 초기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에 해당된다. 

분석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정외보호 이후 사례관리나 상황적인 변화를 통해 일어난 아

동과 부모,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활용된 아동이나 부모의 내재적인 특성의 경우 사례관

리자의 관찰에 의해 측정된 변수로 사례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한 측정오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다수의 관련 변수들이 이분변수로 측정됨에 따라 변

인에 대한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당 변수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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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재분리보호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사례로 한정된다. 

따라서 재분리보호 사례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모수적 분포를 가정한 사건사분석 방법을 통해 생존함수와 

위험함수를 도출하였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수적 분포를 가정한 분석방법은 다

양한 이점이 있으나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해당 자료의 분포가 본 분석에서 제시하는 

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는 사실상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결과

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재결합과 재분리보호는 다양한 주체들의 판단과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

나는 사건에 해당된다. 따라서 양적연구로는 밝히기 힘든 주요 영향요인들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부모나 아동의 애착수준, 가족재결합에 대한 당사자의 의지, 

사례관리자의 성향 등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들지만 가족 재결합과 재분리보호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 추후 질적연구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력

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가정외보호된 사례에 대해 가족재결합의 준비도(readiness for reunificatio

n)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제시한 가정외보호의 적절성을 1년 

마다 평가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과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통

해 가족재결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복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와 관련된 후속연구 수행 시 가정외보호 이후의 아동, 부모 및 가족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부모에 의한 학대라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이룬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연구는 아동보호체계 실천현장에서 강점관점의 사례관

리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재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인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는 사회적인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가족재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실증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넷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기의 가정외보호에 비해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가정외보호를 받는 아동의 경우 재분리보호의 가능성이 낮았다. 이러한 가정외보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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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후속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주요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사례관리 기관간 가

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확률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사례관리 

기관 운영법인에 따른 차이 혹은 사례관리 기관의 고유특성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나 질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성공적인 가족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대안마련에 있어 중요한 정보

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 기관수준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조사가 선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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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다중대체법을 통한 최종모형 분석결과

변수  Haz. Ratio tvc
 Haz. Ratio

아동성별(ref.여성) -0.0413 0.9594     
(0.0371) (0.0356)     

아동연령 0.0222 1.0221 * 0.0028 1.0032 
(0.0110) (0.0113) (0.0031) (0.0031)

아동장애(ref.비장애) 0.0257 1.0260     
(0.1150) (0.1181)     

내재화 문제행동 0.0460 1.0475     
(0.0292) (0.0306)     

외현화 문제행동 0.0391 1.0439 **     
(0.0120) (0.0125)     

애착문제 0.0527 1.0541     
(0.1210) (0.1271)     

행위자성별(ref.여성) -0.0279 0.9734     
(0.0556) (0.0541)     

행위자연령 0.0025 1.0029     
(0.0039) (0.0039)     

알코올남용(ref.비남용) 0.2540 1.2879 ***     
(0.0671) (0.0865)     

약물남용(ref.비남용) 0.3510 1.4200     
(0.2610) (0.3713)     

기초생활수급(ref.비수급) -0.1540 0.8581 *     
(0.0608) (0.0521)     

한부모가정(ref.그 외 유형) -0.2440 0.7844 ***     
(0.0555) (0.0435)     

양육기술부족 (ref.비해당) -0.0112 0.9891     
(0.0475) (0.0469)     

배우자폭력(ref.비해당) 0.1780 1.1945 *     
(0.0791) (0.0944)     

신체학대(ref.정서학대) -0.0826 0.9210     
(0.0845) (0.0778)     

성 학대(ref.정서학대) -0.3310 0.7179 *     
(0.1660) (0.1190)     

방임(ref.정서학대) -0.1960 0.8219 **     
(0.0733) (0.0602)     

중복학대(ref.정서학대) -0.1410 0.8694 *     
(0.0562) (0.0488)     

6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0150 0.9853     
(0.0735) (0.0724)     

1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1440 0.8662     
(0.0767) (0.0664)     

<부표 1> 다중대체법을 통한 최종모형 분석결과: 가족재결합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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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Haz. Ratio tvc
 Haz. Ratio

1주일에 1-3회 학대(ref.일회성) -0.1740 0.8411 **     
(0.0645) (0.0542)     

거의 매일 -0.2290 0.7959 **     
(0.0697) (0.0555)     

일시보호(ref.장기보호) 1.6450 5.1790 *** -0.2369 0.7891 ***
(0.3260) (1.6901) (0.0695) (0.0548)

친족보호(ref.장기보호) 1.0560 2.8742 ** -0.3243 0.7229 ***
(0.3360) (0.9651) (0.0750) (0.0542)

기타(ref.장기보호) 1.3870 4.0029 *** -0.2460 0.7820 **
(0.3640) (1.4570) (0.0792) (0.0619)

시설전원 횟수 -1.9810 0.1381 *** 0.3122 1.3663 ***
(0.1320) (0.0182) (0.0237) (0.0323)

아동 사례관리 기간 0.0021 1.0020 ***     
(0.0003) (0.0003)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 0.0008 1.0011 *     
(0.0004) (0.0004)     

아동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3420 0.7101 **     
(0.1130) (0.0802)     

행위자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2880 1.3339 **     
(0.0922) (0.1234)     

상담원1인당사례수 -0.0141 0.9860 **     
(0.0049) (0.0048)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 0.0041 1.0041     
(0.0083) (0.0083)     

사례관리기관 근접성(ref.비근접) 0.0329 1.0330     
(0.0667) (0.0689)     

아동 만명당 지역아동센터수 0.0053 1.0049     
(0.0113) (0.0114)     

만가구당 수급가구 수 -0.0002 1.0000     
(0.0003) (0.0003)     

범죄지수 -0.0164 0.9841     
(0.0358) (0.0352)     

중소도시(ref.대도시) 0.2630 1.3009 -0.0631 0.9389 
(0.1780) (0.2321) (0.0433) (0.0407)

농어촌(ref.대도시) 0.3590 1.4322 -0.1390 0.8701 
(0.3460) (0.4954) (0.0832) (0.0724)

N 7,895

주: 괄호 안은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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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례관리 기관의 영향력 분석

변수  Haz. Ratio

아동성별(ref.여성) 0.0037 1.0039   
(0.1150) (0.1148)   

아동연령 -0.0345 0.9661 
(0.0173) (0.0167)   

아동장애(ref.비장애) 0.5060 1.6591   
(0.2860) (0.4749)   

내재화 문제행동 0.0304 1.0310   
(0.0666) (0.0687)   

외현화 문제행동 0.1560 1.1689 ***
(0.0341) (0.0399)   

애착문제 0.2470 1.2801   
(0.2930) (0.3752)   

행위자성별(ref.여성) -0.0752 0.9283   
(0.1460) (0.1362)   

행위자연령 -0.0047 0.9949   
(0.0108) (0.0107)   

알코올남용(ref.비남용) 0.2020 1.2242   
(0.1650) (0.2021)   

약물남용(ref.비남용) 0.0626 1.0659   
(0.6780) (0.7226)   

기초생활수급(ref.비수급) 0.3520 1.4229 *
(0.1730) (0.2457)   

한부모가정(ref.그 외 유형) 0.4560 1.5781 **
(0.1500) (0.2362)   

양육기술부족(ref.비해당) -0.0669 0.9348   
(0.1600) (0.1507)   

배우자폭력(ref.비해당) 0.0182 1.0189   
(0.2220) (0.2266)   

신체학대(ref.정서학대) -0.2100 0.8101   
(0.2400) (0.1941)   

성학대(ref.정서학대) 1.0120 2.7519 *
(0.4740) (1.3038)   

방임(ref.정서학대) -0.3110 0.7323   
(0.3100) (0.2274)   

중복학대(ref.정서학대) 0.0789 1.0827   
(0.2170) (0.2358)   

6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3610 0.6971   
(0.1950) (0.1363)   

1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2220 0.8012   
(0.1750) (0.1405)   

1주일에 1-3회 학대(ref.일회성) -0.0804 0.9234   
(0.1860) (0.1721)   

거의 매일(ref.일회성) 0.0076 1.0081   
(0.1830) (0.1840)   

<부표 2> 다중대체법을 통한 최종모형 분석결과: 재분리보호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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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Haz. Ratio

일시보호(ref.장기보호) 0.0830 1.0871   
(0.2380) (0.2582)   

친족보호(ref.장기보호) 0.1660 1.1803   
(0.2440) (0.2884)   

기타 0.2310 1.2590   
(0.2870) (0.3611)   

시설전원 횟수 0.1720 1.1881 #
(0.0882) (0.1051)   

가정외보호기간_1(ref.1달 이내) -0.2820 0.7548   
(0.1810) (0.1379)   

가정외보호기간_2(ref.1달 이내) -0.5090 0.6019 #
(0.2830) (0.1708)   

가정외보호기간_3(ref.1달 이내) -1.0870 0.3371 ***
(0.3070) (0.1040)   

가정외보호기간_4(ref.1달 이내) -2.2710 0.1034 #
(1.1590) (0.1208)   

아동 사례관리 기간 0.0011 1.0010   
(0.0010) (0.0013)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 -0.0002 1.0001   
(0.0009) (0.0009)   

아동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2680 1.3084   
(0.3440) (0.4502)   

행위자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3060 0.7371   
(0.5020) (0.3704)   

상담원1인당사례수 -0.0136 0.9863   
(0.0102) (0.0101)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 0.0133 1.0137 
(0.0064) (0.0069)   

사례관리기관 근접성(ref.비근접) -0.0959 0.9091   
(0.1560) (0.1423)   

만명당 지역아동센터수 -0.0103 0.9902   
(0.0324) (0.0321)   

만가구당 수급가구 수 0.0001 1.0001   
(0.0006) (0.0006)   

범죄지수 -0.0003 1.0000   
(0.0714) (0.0713)   

중소도시(ref.대도시) 0.2070 1.2296   
(0.1700) (0.2095)   

농어촌(ref.대도시) 0.2870 1.3332   
(0.2610) (0.3473)   

N 2,879

주: 괄호 안은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가정외보호기간_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가정외보호기간_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가정외보호기간_3= 6개월 이상-18개월 미
만, 가정외보호기간_4 =18개월 이상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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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번호
(ref. 1)

가족재결합 재분리보호

 Haz. Ratio  Haz. Ratio

2 0.2954 1.3437 -2.4287 0.0882***
(0.2537) (0.3410) (0.5818) (0.0513)

3 0.5992 1.8207* -3.1753 0.0418***
(0.2387) (0.4346) (0.7168) (0.0299)

4 0.0017 1.0017 -3.4524 0.0317***
(0.2394) (0.2398) (0.5665) (0.0179)

5 0.6994 2.0125** -2.3757 0.0930***
(0.2703) (0.5440) (0.6427) (0.0597)

6 0.4075 1.5030 -1.6238 0.1972*
(0.2391) (0.3594) (0.6927) (0.1366)

7 0.1930 1.2129 -4.0761 0.0170***
(0.2732) (0.3314) (0.6373) (0.0108)

8 -0.6257 0.5349* -1.9093 0.1482**
(0.2700) (0.1444) (0.6496) (0.0963)

9 0.5629 1.7557* -1.7753 0.1694**
(0.2527) (0.4436) (0.5427) (0.0920)

10 0.5925 1.8086* -1.9076 0.1484**
(0.2364) (0.4275) (0.5994) (0.0890)

11 0.4723 1.6037 -3.3218 0.0361***
(0.2443) (0.3918) (0.5023) (0.0181)

12 0.9108 2.4863*** -2.2274 0.1078***
(0.2511) (0.6242) (0.5509) (0.0594)

13 0.0579 1.0596 -3.6642 0.0256***
(0.2341) (0.2481) (0.6130) (0.0157)

14 0.4737 1.6060* -37.1032 0.0001***
(0.2412) (0.3874) (1.1506) (0.0000)

15 0.8165 2.2626*** -2.7987 0.0609***
(0.2397) (0.5423) (0.5728) (0.0349)

16 1.0179 2.7674*** -1.8336 0.1598*
(0.2349) (0.6500) (0.7445) (0.1190)

17 0.5926 1.8086** -1.9861 0.1372**
(0.2119) (0.3833) (0.6180) (0.0848)

18 0.8877 2.4295*** -2.0655 0.1268***
(0.2283) (0.5547) (0.4714) (0.0598)

19 0.7747 2.1699** -1.6126 0.1994**
(0.2581) (0.5601) (0.6050) (0.1206)

20 0.3669 1.4433 -4.3061 0.0135***
(0.2381) (0.3437) (0.6083) (0.0082)

21 0.4439 1.5587 -3.1003 0.0450***
(0.2512) (0.3915) (0.6938) (0.0312)

22 1.0045 2.7307*** -2.7895 0.0614***
(0.2770) (0.7563) (0.6501) (0.0399)

23 0.7999 2.2254*** 0.0641 1.0662
(0.1625) (0.3617) (0.5058) (0.5393)

24 0.1626 1.1766 1.3726 3.9457***
(0.0911) (0.1072) (0.3713) (1.4650)

25 0.6486 1.9129*** 0.8236 2.2787
(0.1341) (0.2564) (0.5532) (1.2606)

26 0.4711 1.6018*** 0.2888 1.3348
(0.1352) (0.2166) (0.5427) (0.7244)

27 0.9235 2.5180*** -0.7297 0.4820
(0.1325) (0.3336) (0.3960) (0.1909)

28 0.3852 1.4700* -1.0250 0.3588*
(0.1503) (0.2209) (0.5006) (0.1796)

29 0.3127 1.3671* -1.2168 0.2962**
(0.1330) (0.1818) (0.4485) (0.1328)

30 0.2330 1.2624* 0.1612 1.1750
(0.1117) (0.1410) (0.4001) (0.4701)

<부표 3> 가족재결합 및 재분리보호 분석결과 : 사례관리 기관의 영향력 분석



- 154 -

기관번호
(ref. 1)

가족재결합 재분리보호

 Haz. Ratio  Haz. Ratio

31 0.7778 2.1768*** 0.1673 1.1821
(0.1785) (0.3885) (0.6284) (0.7429)

32 0.3020 1.3526* -0.3426 0.7099
(0.1353) (0.1830) (0.4622) (0.3281)

33 0.2638 1.3018* 0.2226 1.2493
(0.1112) (0.1447) (0.4164) (0.5202)

34 0.6056 1.8324*** -0.6487 0.5227
(0.1654) (0.3030) (0.4589) (0.2399)

35 0.3809 1.4635*** -0.3103 0.7332
(0.0946) (0.1384) (0.3110) (0.2281)

36 0.7122 2.0384*** -0.2984 0.7420
(0.0928) (0.1892) (0.3532) (0.2621)

37 0.9261 2.5247*** 0.1464 1.1576
(0.0814) (0.2056) (0.3446) (0.3990)

38 0.6181 1.8555*** -34.7243 0.0000***
(0.0720) (0.1336) (1.0353) (0.0000)

39 0.7573 2.1326*** -1.7264 0.1779***
(0.1046) (0.2230) (0.3249) (0.0578)

40 0.0500 1.0513 0.0295 1.0299
(0.0783) (0.0823) (0.3555) (0.3661)

41 1.3877 4.0057*** -0.0115 0.9886
(0.2240) (0.8973) (0.3716) (0.3674)

42 0.5564 1.7444*** -0.0373 0.9633
(0.1258) (0.2195) (0.4665) (0.4494)

43 1.0146 2.7584*** -1.7561 0.1727***
(0.1614) (0.4452) (0.3504) (0.0605)

44 0.6020 1.8258*** -1.8545 0.1565***
(0.1477) (0.2697) (0.5178) (0.0811)

45 -0.1943 0.8234* -1.3717 0.2537***
(0.0974) (0.0802) (0.3222) (0.0817)

46 1.0417 2.8340*** -1.0520 0.3492**
(0.1057) (0.2994) (0.3436) (0.1200)

47 0.2514 1.2858 -0.8397 0.4318
(0.1962) (0.2523) (0.4543) (0.1962)

48 1.1995 3.3184*** 0.3944 1.4835
(0.0741) (0.2458) (0.3208) (0.4759)

49 0.9517 2.5901*** -0.6771 0.5081**
(0.0779) (0.2019) (0.2442) (0.1241)

50 1.1400 3.1267*** -0.9046 0.4047**
(0.1382) (0.4321) (0.3308) (0.1339)

51 0.6909 1.9955*** 0.0606 1.0625
(0.0893) (0.1782) (0.3516) (0.3736)

52 0.1448 1.1558 -35.6064 0.0000***
(0.1751) (0.2024) (1.0826) (0.0000)

53 1.0001 2.7187*** -0.1501 0.8606
(0.0954) (0.2593) (0.3888) (0.3346)

54 0.1479 1.1594 0.3346 1.3974
(0.1186) (0.1375) (0.3254) (0.4547)

55 1.0411 2.8324*** 0.1458 1.1569
(0.1224) (0.3468) (0.3725) (0.4310)

56 1.0670 2.9066*** 0.4144 1.5135
(0.1210) (0.3518) (0.3768) (0.5702)

57 0.6384 1.8934*** 0.0681 1.0704
(0.1132) (0.2144) (0.4541) (0.4860)

58 -0.0354 0.9652 -0.3527 0.7028
(0.0824) (0.0795) (0.3564) (0.2505)

N 6,772 2,509

주: 괄호 안은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 ref.1는 기준범주로 임의로 선정된 기관에 해당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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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재학대 통제모형

변수  Haz. Ratio

아동성별(ref. 여성) -0.0056 0.9944  
(0.1113) (0.1107)   

아동연령 -0.0289 0.9715  
(0.0175) (0.0170)   

아동장애(ref.비장애) 0.5037 1.6549  
(0.3115) (0.5155)   

내재화 문제행동 0.052 1.0533  
(0.0717) (0.0755)   

외현화문제합 0.1484 1.1599***
(0.0345) (0.0400)   

애착문제 0.253 1.2879  
(0.3010) (0.3876)   

행위자성별(ref.여성) -0.0464 0.9547  
(0.1555) (0.1485)   

행위자연령 -0.0061 0.9939  
(0.0120) (0.0119)   

알코올남용(ref.비남용) 0.1484 1.1599  
(0.1826) (0.2119)   

약물남용(ref.비남용) 0.3186 1.3752  
(0.6652) (0.9147)   

기초생활수급(ref.비수급) 0.3831 1.4668*
(0.1899) (0.2786)   

한부모가정(ref.그 외 유형) 0.4527 1.5726**
(0.1708) (0.2685)   

양육기술부족 (ref.비해당) -0.1349 0.8738  
(0.1779) (0.1555)   

배우자폭력(ref.비해당) 0.1436 1.1544  
(0.2274) (0.2625)   

신체학대(ref.정서학대) -0.0801 0.9231  
(0.2713) (0.2505)   

성학대(ref.정서학대) 1.1626 3.1981*
(0.4948) (1.5825)   

방임(ref.정서학대) -0.2439 0.7835  
(0.3119) (0.2444)   

중복학대(ref.정서학대) 0.1476 1.1591  
(0.2289) (0.2653)   

6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4760 0.6212*
(0.2068) (0.1285)   

1개월에 1-2회 학대(ref.일회성) -0.3123 0.7318  
(0.1899) (0.1390)   

1주일에 1-3회 학대(ref.일회성) -0.1978 0.8205  
(0.1847) (0.1515)   

거의 매일(ref.일회성) 0.0308 1.0313  
(0.2094) (0.2159)   

<부표 4> 재분리보호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재학대 통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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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Haz. Ratio

일시보호(ref.장기보호) 0.0037 1.0037  
(0.2355) (0.2364)   

친족보호(ref.장기보호) 0.1126 1.1192  
(0.2488) (0.2785)   

기타(ref.장기보호) 0.2369 1.2673  
(0.2752) (0.3488)   

시설전원 횟수 0.1705 1.1859#
(0.0896) (0.1063)   

가정외보호기간_1(ref.1달 이내) -0.2642 0.7679  
(0.1893) (0.1454)   

가정외보호기간_2(ref.1달 이내) -0.3309 0.7183  
(0.2896) (0.2080)   

가정외보호기간_3(ref.1달 이내) -1.1758 0.3086**
(0.3599) (0.1111)   

가정외보호기간_4(ref.1달 이내) -2.1528 0.1162#
(1.1686) (0.1357)   

아동 사례관리 기간 0.0012 1.0012  
(0.0010) (0.0010)   

행위자 사례관리 기간 -0.0006 0.9994  
(0.0009) (0.0009)   

아동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4219 1.5248  
(0.3942) (0.6010)   

행위자 사후사례관리(ref.비수혜) -0.3566 0.7001  
(0.5788) (0.4052)   

사례관리기관근접성(ref.비근접) -0.1726 0.8415  
(0.1635) (0.1376)   

상담원1인당사례수 -0.0152 0.9849  
(0.0112) (0.0111)   

상담원1인당 지역아동수 0.0096 1.0097  
(0.0074) (0.0074)   

만명당 지역아동센터수 -0.0278 0.9726  
(0.0343) (0.0334)   

만가구당 수급가구 수 0.0001 1.0001  
(0.0006) (0.0006)   

범죄지수 -0.0326 0.9679  
(0.0794) (0.0768)   

중소도시(ref.대도시) 0.2131 1.2375  
(0.1891) (0.2340)   

농어촌(ref.대도시) 0.3693 1.4467  
(0.2645) (0.3827)   

재학대 0.3286 1.3890#
(0.1823) (0.2532)   

-2 Log Likelihood 4216.98

 N 2,509

주: 괄호 안은 군집화에 강건한 표준오차, ref.는 기준범주, 가정외보호기간_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가정외보호기간_2=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가정외보호기간_3= 6개월 이상-18개월 미
만, 가정외보호기간_4= 18개월 이상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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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pirical Study of Reunification and Re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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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Sookyung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principle in child welfare is to help children grow properly 

under the protection of their parents. According to this principle, the public 

child protection system must pursue family reunification under appropriate 

support and follow-up care for children who are inevitably protected in 

out-of-home placement due to parental maltreatment. However, among the 

task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maltreated children, the support for family 

reunification of maltreated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was very 

insufficient because it is a relatively less urgent task. This has been pointed 

out as the weakest part of the child abuse protection system. To suggest 

policy and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of 

maltreated children placed in out-of-home placement comprehensively.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to no empirical domestic research to support this 

issu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of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due to 

maltreatment.

To this end, there are two research questions, and each question cons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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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wo sub-research question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is, “What is the 

family reunification of maltreated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like?” 

The sub-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1) “What are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family reunification?”; and (2) “How does the 

proba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change over tim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s, “What is the reentry into out-of-home placement after a child 

has been reunified with their family like?' The sub-research questions are 

set parallel to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e sub-research questions are 

addressed: (1) “What are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reentry into 

out-of-home placement”; and (2) “How does the probability of reentry change 

over time?”

This study used the national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National Child 

Maltreatment Information System collected by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NCPA) in South Korea. The analytic sample of the first research 

questions is 7,895 children who were protected outside the home due to 

parental maltreatment from January 1, 2015 to December 31, 2017. The 

analytic sample of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ncludes 2,879 children who 

wer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The analytic data of this study provides 

information on the duration of time until the family reunification or until the 

reentry point and includes right-censored observation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nalytic data and the purpose of the study, a 

multivariate event histor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and parametric models. 

The findings of the first research question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first sub-research question, family reunification was 

affected by variou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ecological system. In 

terms of family characteristics, the eligibility for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single-parent families were found to be associated with a lower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As for case characteristics, children who experienced 

sexual abuse, neglect or multiple maltreatment had a lower possibil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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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reunification compared to those who experienced emotional abuse. 

Also, children who were frequently maltreated were less likely to have family 

reunification. As for the characteristic of out-of-home placement, decreased 

probability of reunification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number of 

changing placements while children were in out-of-home care. In terms of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protection agency, the higher the number of 

cases per workers, the lower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The 

above factors are risk factors that lower the possibility of re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characteristics of official support appeared to be the 

protective factor for family reunification. The longer the case management 

period for children and parents,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family 

reunification. Also,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when 

parents received case management after the case management was 

terminated.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parents' alcohol 

abuse, and spousal violence were found to be factor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family reunion as opposed to the study hypothesis. First,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second sub-research questio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over time are as follows.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was very high until about 8 months 

after children were protected in out-of-home placement, and this possibility 

decreased over time. Family reunification does not occur after 20 months 

and 34% of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reunified with their families.

The findings of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analysis of the first sub-research question, reentry was also found to be 

affected by various protective and risk factors. As a characteristic of the 

child,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reentry when children have disabilities 

or high levels of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In terms of family 

characteristics, families supported by national basic livelihood and 

single-parent families had a higher possibility of reentry. As a case 

characteristic, the possibility of reentry was higher for children who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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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ually abused than those who were emotionally abused.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out-of-home placement, the higher the number of changing 

out-of-home placement while children were in out-of-home car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reentry. The above factors are risk factors that raise the  

possibility of reentry. On the other hand, the out-of-home placement period 

of 6 months to 18 months was identified as a protective factor that lowers 

the possibility of reentry compared to the short-term out-of-home placement 

period of fewer than 6 months.

Nex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occurrence of reentry over time, the 

probability of reentry was high until about 10 months after the family 

reunification. Reentry does not occur after 23 months and 6.4% of children 

who reunified with their families reentered.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formation on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at have been shown to affect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will 

provide an empirical basis for developing family reunification evaluation 

index and family reunification programs. Seco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of children has been found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both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In other words, children with higher levels 

of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are more likely to reunite with their 

families, but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reentry; thus, they can be 

considered as a high-risk group. Based on the above results, for successful 

family reunification of children with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proactive efforts to reduce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ur before and after 

family reunification are necessary. Providing treatment-oriented foster care 

services through the specialized foster care system can be one of the 

alternatives strategies. Third, frequent change in out-of-home placement was 

found as a high-risk factor that lowers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reentry.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stable out-of-home care service. For exampl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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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install specialized shelter for the maltreated child which can 

provide medium to long-term protection. Fourth, the higher the number of 

cases per counsellor,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number of cases per counsellor to an appropriate 

level so that sufficient case management can be provided for the recovery of 

out-of-home placement children and families. Fifth, this research found that 

children with shorter lengths of stay in out-of-home placement were more 

likely to experience reentry compared to children with sufficient lengths of 

stay in out-of-home placement. This counterintuitive result implies that it 

may be important for children and families to have a sufficient period for 

the recovery of families before the family reunification. Sixth, the critical 

time point for active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was found in this study, 

which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case 

management. Seventh, by comb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infer the timing of successful family reunification with a high proba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and low possibility of reentry. This so-called golden time 

of family reunification is within 6 to 8 months after the out-of-home 

protection. Such information is expected to provide a useful basis for 

supporting successful family reunification of children who are protected out 

of home in both aspects of policy and practice. Eighth, most of the children 

who reentered out-of-home placement after family reunification did not 

experience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The above result suggests that 

reentry does not only occur due to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but may 

be a problem of maladaptation caused by a complex interaction of family 

dysfunctional factors, such as inappropriate parenting attitudes and child 

behaviours that have not improved after family reunification. Considering the 

above results, efforts to strengthen family functions are required to lower the 

possibility of reentry, and for this, active services of the family unit must be 

provid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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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 domestic research on the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of maltreated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in South Korea. This study laid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phenomenon of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of maltreated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which reflects the reality of South Korea. Besides, previous 

international studies related to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majorly 

focused on the verification of the influential factors, whereas this study 

further provided information on the critical time points of family reunion 

and reentry and the probability. Lastly,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verified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protection agency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previous South Korean studie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 data, it was not possible to include various agency factors. However, 

by analyzing differences between local agencies, it was found that the 

possibility of family reunification and reentry could be influenced b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gency.

Keywords: child maltreatment, children in out-of-home placement, family 

reunification, reentry, event history analysis, out-of-home care, 

returning home, child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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