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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9)

정부는 년 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 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

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

동 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년 가

입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년 단위 아동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

립하고 중앙부처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 관리하는 중기플랜이다

제 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으로 미래를 준비

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개 영역을 제시하였는데 아동

학대 관리 대책과 관련된 지표는 안전한 삶에 해당한다 안전한 삶의 개요는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가정 학교에서의 생활

안전 성범죄 아동학대로부터의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다

안전한 삶의 정책방향은 생활공간 안전 확보 사회 안전 위협요인 대응체

계 구축 아동안전 기반 구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 목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대책 년을 이행관리하고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피해아동 쉼터 등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매년하고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

보호사건 전담 단독재판부 운영서울가정법원 개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어린이집 폐쇄와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수사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신속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유아교육 보

육 환경 조성하는 데에 있게 하고 교사학원교사 포함에 의해 훈계 훈육의 허

용이 체벌 존속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홍보매년하는 것도 목표이다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은 아동권리 실현기반 조성 가정

의 양육역량 강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민간과의 협력 강화 아동정

책 지원 인프라 강화 전략적 캠페인 시행이 있다 이 중 아동권리 실행기반

의 조성을 위해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부분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제
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바탕으로 작성함
유엔총회 에서 채택된 국제적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한 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는 년에 가입함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년를 심사하고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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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연도 합계
해바라기센터

위기지원 아동 청소년 통합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거점
개소 개소 개소 개소거점

자료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사업 안내

해바라기 센터아동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치료 서비스 제공하

고 사건조사 및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지

원체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사후조치를 강화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나)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부모교육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통해 관

련 정보를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홍보 

리플릿에는 임신 출산 및 영유아기 육아정보와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으며 년 월 일부터 전국 보건소 개소 산부인과 

병원 개소 산후조리원 개소에 배포되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 주간 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와 부부폭력 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콘텐츠를 방송을 통해 확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

며 이를 통하여 폭력 예방 문화를 형성할 계획이라 밝혔다여성가족부 보도자

료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공동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신

청 시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고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향후에도 엘리베이터 모니터 전광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매체를 

이용하여 부모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에서 년 월 일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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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처리하는 과정을 도식으로 살펴보면 그림 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의 아동보호 당국에 접수된 사례는 반드

시 시간 안에 다음 조치 단계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이를 판

단하는데 아동이 보호당국의 개입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된다면 다른 종류의 

지원을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다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아

동의 발달적 요구 부모의 역량 가정과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의 긴급한 안전에 대한 우려를 판단하게 한다 특히 아동보

호당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조기 지원과 같은 다른 

종류의 지원도 안내하고 지원을 제공한다

〔그림 Ⅲ-2-1〕지역 아동보호 당국에 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조치

자료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평가는 아동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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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즉각 개입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긴급한 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림 와 같은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림 Ⅲ-2-2〕긴급 보호

지료

위의 그림 는 민관이 함께하는 전략토의를 통해 긴급조치가 필요 없

는 아동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게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은 평가의 절차를 그림 과 같이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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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아동법에 따른 평가 조치

지료

평가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최초 시간 이내에 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해 지

역 아동 보호 당국의 개입 필요여부를 판단한다 지역 아동 보호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현저한 위험의 경우는 전략회의를 소집하여 주기적인 평가를 실

시하도록 한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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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4〕전략회의 이후의 조치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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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계속

구분

평상시 
감정을 
조절하려
고 노력함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조절함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려
고 노력함

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중독을 
예방/치료
하기 위해 
노력함

술을 
자제하려
고 노력함

기타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못함/안함

(수)

 미취업

 해당없음(편부 등)

가구소득

 265만원 미만

 265~370만원 미만

 370~480만원 미만

 480만원 이상

응답자 학력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보조양육자

 있음

 없음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무단결석 시 해당 기관의 가정방문에 대한 보호

자 동의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가 제출했다고 

응답하여 미만이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 제출하지 않았다는 응답 

였다

보호자 동의서 제출 여부 질문에는 영유아 재원기관 지역규모 모취업 여부

에 따라 각 응답비율이 차이가 있었다 유아 부모의 경우에는 제출했다는 응답

이 로 가장 높았으나 영아 부모의 경우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로 가장 높았다 재원 기관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였으나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로 비율이 낮았다 지역규모 별

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제출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소도시는 

대도시는 였으며 읍면지역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로 중소도시 

대도시 에 비하여 낮았다 모 취업여부에 따른 응답비율을 살펴보

면 모가 취업한 경우에는 제출 모름 제출하지 않음 순이었

으나 모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름 제출 제출하지 않음 

순이었다 모 취업이 해당 없는 경우에는 제출 제출하지 않음 

모름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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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본 연구의 메타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원인

은 양육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성격 문제 및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발생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내의 관계 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육아스트레스나 가족 갈등을 경험하였을 때 이러한 스트레

스를 줄여주고 가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상담은 부모의 감정 및 분노조절 프로그램 우울감 극복 프로

그램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시 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개소기초 

개 광역 개를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정신건

강증진센터의 사업 중 정신건강 상담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육아스트레스와 가

족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서비스는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될 수도 있지만 육아 중인 부모가 필요할 때 상담이 수시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전화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육아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이를 상담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아스트레스

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머니들은 대부분 

육아를 혼자 한다고 생각할 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과거 대가

족 제도 하에서는 잠시라도 육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늘 옆에 존

재했지만 현재의 핵가족 하에서는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

다 따라서 남편이 육아를 하는데 동지로서 또 한 팀으로 적절한 지원을 해 주

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남편 또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스트레스를 받

고 있으며 아직 직장문화가 육아를 위한 배려를 하고 있지 못하고 육아를 위

한 배려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일이 끝나자마나 집에 와서 쉬지 못 하고 육아를 

함께 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한부모나 조손 가정에서 홀로 육아를 담당하

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부모의 육아부담은 줄여줄 수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가 절실하

다 현존하는 개인 육아지원 서비스는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와 

지역사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시간제 보육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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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Zr
95%  CI

r Q k   n
하한 상한

개인요인-아동특성
아동성별 0.04 0.00 0.08  0.04 3.82 4 21.5 2,338

아동연령 0.08 0.04 0.13 0.08*** 1.48 4 0.0 1,882

출생순서 0.15 0.06 0.24 0.15* 　 1 　 702

개인요인-부모특성　

아버지 연령 0.13 -0.01 0.27 0.13 　 1 　 210

아버지 학력 0.03 -0.04 0.11 0.03  2.07 2 51.7 710

아버지 직업 0.15 0.01 0.29 0.15* 　 1 　 500

어머니 연령 0.02 -0.02 0.06 0.02 6.10 5 34.4 2,381

어머니 학력 -0.07 -0.10 -0.03 -0.07*** 39.15 5 89.8 　

경제 수준 -0.06 -0.10 -0.02 -0.06*** 12.55 6 60.2 2,630

어머니 근무형태 0.19 0.06 0.31 0.18* 　 1 　 245

어머니 성격 -0.55 -0.63 -0.47 -0.50*** 34.10 2 97.1 590

어머니 우울 0.20 0.16 0.24 0.20*** 14.14 3 85.9 2,785

어머니 종교 0.08 -0.05 0.20 0.08 　 1 　 245

어머니 취업유무 0.00 -0.04 0.05 0.00 5.67 3 64.7 1,926

어머니 음주 0.12 0.06 0.18 0.12* 　 1 　 1,223

어머니 
피학대경험

0.22 -0.07 0.52 0.22 　 1 　 47

부모 건강 -0.12 -0.19 -0.05 -0.12* 1.62 2 38.3 745

결혼만족도 -0.22 -0.27 -0.17 -0.22*** 28.20 2 96.5 1,562

가족유형 0.05 -0.04 0.14 0.05 0.63 2 0.0 448

부부갈등 0.21 0.17 0.25 0.21*** 26.73 5 85.0 2,565

자녀수 0.07 0.02 0.12 0.07** 2.70 3 25.9 1,678

결손가정 0.31 0.17 0.44 0.30*** 　 1　 　 210

양육스트레스 0.20 0.16 0.25  .20*** 1.43 5 0.0 1,916

양육태도 0.16 0.02 0.30 0.16* 　 1 　 500

애착 -0.21 -0.27 -0.15 -0.21* 　 1 　 1,062

어머니 
사회적지지

-0.13 -0.18 -0.07 -0.13* 　 1 　 1,223

부록 3. 메타분석에 활용된 연구와 각 변인별 상관 계수*)

〈부록 표 1〉신체적 학대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 동일한 연구에 유사한 변인으로 측정된 경우 별개의 독립적인 연구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
하였음. 종속변인이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으로 구분되지 않고 세 변인을 포괄한 아동학
대 변인으로 측정되어 진행된 연구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방임에 미치는 효과가 모두 동일
하다고 가정하여, 각 메타분석에 투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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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Zr
95%  CI

r 　Q k   n
하한 상한

개인요인-아동특성　

아동성별 0.01 -0.03 0.05 0.01 3.19 4 6.0 2,338

요인 Zr
95%  CI

r Q k   n
하한 상한

부모의 기타 
스트레스 요인

0.15 0.06 0.24  .12*** 0.92 2 0.0 1,000

개인요인-교사특성
교사 연령 -0.06 -0.14 0.03 -0.06 0.66 2 0.0 581

교사 학력 0.09 0.00 0.17 0.09* 0.11 2 0.0 581

교사 자녀유무 -0.10 -0.23 0.03 -0.10 　 1 　 246

교사 자아존중감 -0.28 -0.36 -0.20 -0.27*** 38.47 2 97.4 545

교사 아동학대 
인식 및 지식

-0.49 -0.54 -0.44 -0.45
***

182.85 5 97.8 1,516

교사 아동학대 
교육

-0.03 -0.16 0.09 -0.03 　 1 　 246

교사 결혼여부 -0.07 -0.18 0.04 -0.07 1.70 2 41.2 581

교사 경력
302.0

0 
-0.06 0.10 0.02 0.15 2 0.0 581

교사 
성격(내적통제)

-0.07 -0.16 0.01 -0.07 44.15 2 97.7 545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0.13 -0.22 -0.04 -0.13* 　 1 　 480

교사 
직무스트레스

0.40 0.34 0.46 0.38*** 51.78 3 96.1 935

교사 사회적 지지 -0.10 -0.21 0.00 -0.10* 　 1 　 335

교사 직무태도 -0.01 -0.11 0.10 -0.01 　 1 　 246

교사 직무특성 0.16 0.05 0.26 0.16* 　 1 　 246

교사 근로조건 -0.12 -0.18 -0.05 -0.12*** 8.59 4 65.1 965

지역사회 요인
시설 수준 -0.03 -0.16 0.11 -0.03 　 1 　 210

기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19 0.06 0.31 0.19* 　 1 　 246

어린이집유형 0.03 -0.09 0.16 0.03 　 1 　 246

주거환경 0.07 -0.02 0.16 0.07 　 1 　 500

사회적 신념 0.29 -0.01 0.58 0.28 　 1 　 47

(부록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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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2〉정서적 학대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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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Zr
95%  CI

r 　Q k   n
하한 상한

아동연령 0.12 0.08 0.17 0.12*** 3.65 5 0 2,019

출생순서 0.19 0.11 0.26 0.19* 　 1 　 702

개인요인-부모특성　

아버지 연령 -0.01 -0.15 0.13 -0.01 　 1 　 210

아버지 학력 -0.06 -0.13 0.02 -0.06 8.15 2 87.7 710

아버지 직업 0.04 -0.05 0.13 0.04 　 1 　 500

어머니 연령 0.06 0.02 0.10 0.06 0.80 5 0 2,381

어머니 학력 -0.04 -0.08 -0.01  -0.04* 34.62 5 88.5 2,583

경제수준 -0.03 -0.07 0.01 -0.03 19.76 7 69.64 2,804

어머니 근무형태 0.00 -0.13 0.13 0.00 　 1 　 245

어머니 성격 -0.26 -0.31 -0.22 -0.26*** 105.68 6 95.3 2,070

어머니 우울 0.19 0.16 0.22 0.19*** 18.56 6 73.1 3,779

어머니 자기효능감 -0.17 -0.26 -0.07 -0.17* 　 1 　 420

어머니 종교 0.06 -0.06 0.19 0.06 1 　 245

어머니 취업유무 0.03 -0.01 0.08 0.03 0.70 3 0.0 1,926

어머니 음주 0.11 0.05 0.16 0.11* 　 1 　 1,223

어머니 피학대경험 0.22 -0.07 0.52 0.22 　 1 　 47

부모 건강 -0.11 -0.16 -0.05 -0.11*** 1.73 4 0.0 1,419

결혼만족도 -0.10 -0.15 -0.05 -0.10*** 4.09 2 　 1,562

가족유형 -0.05 -0.15 0.04 -0.05 0.74 2 0.0 448

부부갈등 0.23 0.20 0.27 0.23*** 23.35 7 74.3 3,565

자녀수 0.07 0.02 0.12 0.070 0.45 3 0.0 1,678

결손가정 0.15 0.01 0.29 0.15* 　 1 　 210

양육스트레스 0.30 0.26 0.33 0.29*** 52.51 8 86.7 2,830

양육태도 0.00 -0.08 0.09 0.00 　 1 　 500

애착 -0.21 -0.27 -0.15 -0.21* 　 1 　 1,062

양육시간 -0.08 -0.23 0.07 -0.08 　 1 　 174

어머니 사회적지지 -0.08 -0.12 -0.03 -0.08
***

9.49 3 78.9 1,817

부모의 기타스트레스 0.13 0.08 0.17 0.13*** 0.15 4 0.0 2,000

개인요인-교사특성　

교사 연령 -0.09 -0.17 -0.02 -0.09* 2.83 3 29.3 718

교사 학력 0.03 -0.04 0.11 0.035 6.14 3 67.4 718

교사 자녀유무 -0.19 -0.32 -0.07 -0.19* 　 1 　 246

교사 자아존중감 -0.43 -0.52 -0.35 -0.41*** 5.27 2 81.0 54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0.52 -0.57 -0.47 -0.48
***

145.24 5 97.3 1,516

교사 아동학대 교육 -0.08 -0.21 0.04 -0.08 　 1 　 246

(부록 표 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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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Zr
95% CI

r Q k I n
하한 상한

개인요인-아동특성　

아동성별 -0.02 -0.06 0.02 -0.02 0.90 4 0.0 2,338

아동연령 0.14 0.09 0.19 0.14*** 10.05 4 70.1 1,882

출생순서 0.01 -0.06 0.09 0.01 　 1 　 702

개인요인-부모특성
아버지연령 0.03 -0.11 0.17 0.03 　 1 　 210

아버지학력 0.00 -0.08 0.07 0.00 0.15 2 0.0 710

아버지직업 0.07 -0.02 0.16 0.07 　 1 　 500

어머니 연령 0.09 0.05 0.13 0.09* 1.40 5 0.0 2,381

어머니 학력 -0.06 -0.10 -0.02 -0.06*** 6.76 5 40.8 2,583

경제수준 -0.02 -0.05 0.02 -0.02 21.05 6 76.2 2,630

어머니 근무형태 0.14 0.01 0.26 0.14* 　 1 　 245

어머니 성격 -0.55 -0.63 -0.47 -0.50*** 34.10 2 97.1 590

어머니 우울 0.20 0.16 0.24 0.20*** 13.29 3 85.0 2,785

어머니 종교 0.13 0.01 0.26 0.13* 　 1 　 245

요인 Zr
95%  CI

r 　Q k   n
하한 상한

교사 결혼여부 -0.09 -0.17 -0.02 -0.09✝ 3.89 3 48.6 718

교사 경력 0.04 -0.03 0.12 0.044 0.87 3 0.0 718

교사 성격(내적통제) -0.09 -0.18 -0.01 -0.09 26.72 2 　 545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0.13 -0.22 -0.04 -0.13* 　 1 　 480

교사 직무스트레스 0.40 0.34 0.46 0.38*** 51.80 4 94.21 1,072

교사 사회적 지지 -0.27 -0.38 -0.17 -0.20* 　 1 　 335

교사 직무태도 -0.20 -0.31 -0.09 -0.20 　 1 　 246

교사 직무특성 0.41 0.30 0.52 0.39 　 1 　 246

교사 근로조건 -0.09 -0.15 -0.03  -0.09* 25.50 6 　 1,239

지역사회요인　

시설 수준 -0.10 -0.24 0.03 -0.17 　 1 　 210

기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10 0.00 0.20 0.10 0.15 2 0.0 383

어린이집유형 0.03 -0.07 0.13 0.033 0.15 2 0.0 383

주거환경 0.13 0.06 0.19 0.13 0.03 2 0.0 1,000

사회적 신념 0.29 -0.01 0.58 0.28 　 1 　 47

(부록 표 2 계속)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부록 표 3〉방임 선행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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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Zr
95% CI

r Q k I n
하한 상한

어머니 취업유무 0.08 0.04 0.13 0.08*** 10.43 3 80.8 1,926

어머니 음주 -0.03 -0.08 0.03 -0.03 　 1 　 1,223

어머니 피학대경험 0.22 -0.07 0.52 0.22 　 1 　 47

부모 건강 -0.09 -0.17 -0.02 -0.09* 0.40 2 -150.0 745

결혼만족도 -0.25 -0.30 -0.20 -0.24*** 45.48 2 97.8 1,562

가족유형 -0.02 -0.11 0.08 -0.02 0.24 2 0.0 448

부부 갈등 0.22 0.18 0.26 0.22*** 55.31 5 92.8 2,565

자녀수 0.08 0.03 0.13 0.08*** 0.55 3 0.0 1,678

결손가정 0.06 -0.08 0.19 0.06 - 1 　 210

양육스트레스 0.28 0.23 0.33 0.27*** 2.21 4 0.0 1,671

양육태도 0.50 0.42 0.59 0.46* 　 1 　 500

애착 -0.21 -0.27 -0.15 -0.21 　 1 　 1,062

어머니 사회적지지 -0.16 -0.22 -0.11 -0.16 　 1 　 1,223

기타스트레스 0.24 0.18 0.30 0.24*** 0.03 2 0.0 1,000

개인요인-교사특성　

교사 연령 -0.08 -0.17 0.00  -0.08* 2.62 2 61.8 581

교사 학력 0.10 0.01 0.18  0.09* 0.35 2 0.0 581

교사 자녀유무 -0.18 -0.31 -0.06 -0.18* 　 1 　 246

교사 자아존중감 -0.35 -0.43 -0.09 -0.33*** 32.10 2 96.9 54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0.50 -0.55 -0.45 -0.46*** 165.78 5 97.6 1,516

교사 결혼여부 -0.07 -0.15 0.01 -0.07 2.00 2 50.0 581

교사 경력 0.03 -0.06 0.11 0.03 0.32 2 0.0 581

교사 성격(내적통제) -0.12 -0.20 -0.03 -0.12** 23.54 2 95.8 545

교사 부모의 
양육태도

-0.13 -0.22 -0.04 -0.13* 　 1 　 480

교사 지위 0.03 -0.13 0.20 0.03 　 1 　 137

교사 학대교육 -0.09 -0.22 0.03 -0.09 　 1 　 246

교사 직무스트레스 0.40 0.34 0.46 0.38*** 51.78 3 96.1 935

교사 사회적지지 -0.20 -0.31 -0.10 -0.20* 　 1 　 335

교사 직무태도 -0.03 -0.14 0.07 -0.03 　 1 　 335

교사 직무특성 0.23 0.12 0.34 0.23* 　 1 　 335

교사 근로조건 -0.19 -0.26 -0.13 -0.19*** 56.86 4 94.7 965

지역사회요인
시설 수준 -0.18 -0.31 -0.04 -0.17* 　 1 　 210

기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15  0.03  0.28 0.15* 　 1 　 246

어린이집 유형 0.02 -0.11 0.14 0.02 　 1 　 246

주거환경 0.20 0.11 0.29 0.20* 　 1 　 500

(부록 표 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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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독립변인 n r

김미희(2000) 가족유형 203 0.0906

김순희(2002) 가족유형 245 0.0147

석현숙(2001) 결손가정 210 0.2973

김아림·탁영란(2016) 결혼만족도 1,062 -0.13

백경숙(2011) 결혼만족도 500 -0.3965

김미희(2000) 경제(소득) 203 -0.0106

도현심 등(2012) 경제(소득) 702 -0.09

석현숙(2001) 경제수준 210 -0.2664

유영선(2012) 경제수준 1,223 -0.022

이주희·이양희(2000) 경제수준 47 -0.13

김순희(2002) 경제수준(월평균수입) 245 -0.0429

도현미(2014) 교사 결혼여부 246 -0.1289

이현순(2014) 교사 결혼여부 335 -0.0194

도현미(2014) 교사 경력 246 0.0388

이현순(2014) 교사 경력 335 0.0065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로시간) 210 -0.086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무여건) 210 -0.281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급여) 210 -0.113

이현순(2014) 교사 근로조건(직무여건) 335 -0.034

유성연(2015) 교사 내적통제 210 -0.408

이현순(2014) 교사 내적통제 335 0.154

이현순(2014) 교사 사회지지 335 -0.103

유성연(2015) 교사 시설수준 210 -0.028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480 -0.731

김윤희(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177 -0.6046

도현미(2014)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46 -0.3026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78 -0.225

도현미(2014) 교사 연령 246 -0.0954

이현순(2014) 교사 연령 335 -0.027

도현미(2014) 교사 영유아비율 246 0.1863

도현미(2014) 교사 자녀유무 246 -0.0993

(부록 표 3 계속)

요인 Zr
95% CI

r Q k I n
하한 상한

사회적 신념 0.29 -0.01 0.58 0.28 　 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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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표 4〉신체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 각 연구의 모든 효과의 크기의 값을 r값으로 수정한 결과. r값으로의 변환은 http://cebcp.org/
practical-meta-analysis-effect-size-calculator/correlation-coefficient-r/correlation-and-sample-size
/을 활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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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독립변인 n r

유성연(2015) 교사 자아존중감 210 -0.55

이현순(2014) 교사 자아존중감 335 -0.069

이현순(2014) 교사 지식 335 -0.079

이현순(2014) 교사 직무 태도 335 -0.00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직무스트레스 480 0.558

김윤희(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177 0.1626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278 0.1511

이현순(2014) 교사 직무특성 335 0.156

도현미(2014) 교사 학대 교육 246 -0.0308

도현미(2014) 교사 학력 246 0.1019

이현순(2014) 교사 학력 335 0.073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가 과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

480 -0.1336

강성애(2003) 기타 스트레스(경제직업) 500 0.15

강성애(2003) 기타 스트레스(고립) 500 0.11

강성애(2003) 부모건강 500 -0.15

김순희(2002) 부모건강 245 -0.0514

강성애(2003) 부부갈등 500 0.17

유영선(2012) 부부갈등 1,223 0.173

이주희·이양희(2000) 부부갈등 47 0.19

조숙현·윤혜미(2005) 부부갈등 295 0.46

강성애(2003) 부부갈등(가족갈등) 500 0.18

이주희·이양희(2000) 사회적신념 47 0.28

강성애(2003) 스트레스(시험) 500 0.09

김미희(2000) 아동성별 203 -0.0409

도현심 등(2012) 아동성별 702 0.0922

석현숙(2001) 아동성별 210 0.045

유영선(2012) 아동성별 1,223 0.018

김미희(2000) 아동연령 203 0.1464

석현숙(2001) 아동연령 210 0.0485

유영선(2012) 아동연령 1,223 0.085

석현숙(2001) 아버지 연령 210 0.13

강성애(2003) 아버지 직업 500 -0.0184

강성애(2003) 아버지 학력 500 0.068

석현숙(2001) 아버지 학력 210 -0.0508

김아림·탁영란(2016) 애착 1,062 -0.21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2517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1584

김순희(2002) 양육 스트레스 245 0.2355

김아림·탁영란(2016) 양육 스트레스 1,062 0.19

백경숙(2001) 양육태도 500 0.1798

(부록 표 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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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독립변인 n r

김순희(2002) 가족유형 245 -0.0889

김미희(2000) 가족형태 203 -0.0071

석현숙(2001) 결손가정 210 0.1483

김아림·탁영란(2016) 결혼만족도 1,062 -0.13

백경숙(2011) 결혼만족도 500 -0.0208

석현숙(2001) 경제수준 210 -0.2504

연구 독립변인 n r

도현미(2014) 어린이집 유형 246 0.0315

강성애(2003) 어머니 근무(직업유무) 500 -0.0875

김순희(2002) 어머니 근무형태 245 0.1848

유영선(2012) 어머니 사회적지지 1,223 -0.127

조숙현·윤혜미(2005) 어머니 성격(외내향성) 295 -0.3

조숙현·윤혜미(2005) 어머니 성격(정서강박성) 295 -0.66

강성애(2003) 어머니 연령 500 -0.0441

김미희(2000) 어머니 연령 203 0.0506

김순희(2002) 어머니 연령 245 0.0771

석현숙(2001) 어머니 연령 210 0.14

유영선(2012) 어머니 연령 1,223 0.013

김아림·탁영란(2016) 어머니 우울 1,062 0.28

유영선(2012) 어머니 우울 1,223 0.158

유영선(2012) 어머니 음주 1,223 0.119

김순희(2002) 어머니 자녀수 245 0.1675

김순희(2002) 어머니 종교 245 0.0751

김미희(2000) 어머니 취업 203 0.0437

유영선(2012) 어머니 취업 1,223 0.035

김미희(2000) 어머니 타인양육 죄책감 203 0.1907

이주희·이양희(2000) 어머니 피학대 경험 47 0.22

김미희(2000) 어머니 학력 203 -0.0106

김순희(2002) 어머니 학력 245 -0.2211

도현심 등(2012) 어머니 학력 702 -0.21

석현숙(2001) 어머니 학력 210 -0.1183

유영선(2012) 어머니 학력 1,223 0.051

도현미(2014) 연령 246 0.0426

석현숙(2001) 자녀수 210 0.0491

유영선(2012) 자녀수 1,223 0.056

강성애(2003) 주거환경 500 0.07

도현심 등(2012) 출생순서 702 0.1994

(부록 표 4 계속)

〈부록 표 5〉정서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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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독립변인 n r

유영선(2012) 경제수준(가구경제) 1,223 0.012

김미예·박동영(2009) 경제수준(가족수입) 174 0.0957

이주희·이양희(2000) 경제수준(사회경제적지위) 47 -0.13

김미희(2000) 경제수준(소득) 203 0.0261

도현심 등(2012) 경제수준(소득) 702 -0.09

김순희(2002) 경제수준(월평균수입) 245 0.025

도현미(2014) 교사 결혼여부 246 -0.183

이현순(2014) 교사 결혼여부 335 -0.0194

허진년(2014) 교사 결혼여부 137 -0.1087

도현미(2014) 교사 경력 246 0.076

이현순(2014) 교사 경력 335 0.0065

허진년(2014) 교사 경력 137 0.078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로시간) 210 -0.06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무여건) 210 -0.322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급여) 210 -0.143

허진년(2014) 교사 근로조건(임금) 137 -0.1196

이현순(2014) 교사 근로조건(직무여건) 335 0.101

허진년(2014) 교사 근무시간 137 -0.1193

유성연(2015) 교사 내적통제 210 -0.358

이현순(2014) 교사 내적통제 335 0.083

허진년(2014) 교사 대 영유아비율 137 0.1222

이현순(2014) 교사 사회지지 335 -0.266

허진년(2014) 교사 시설수준 137 0.0063

이현순(2014) 교사 아동학대 지식 335 -0.24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480 -0.731

김윤희(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177 -0.6046

도현미(2014)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46 -0.3013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78 -0.225

도현미(2014) 교사 연령 246 -0.1582

이현순(2014) 교사 연령 335 -0.027

허진년(2014) 교사 연령 137 -0.1399

도현미(2014) 교사 영유아비율 246 0.0813

도현미(2014) 교사 자녀유무 246 -0.1917

유성연(2015) 교사 자아존중감 210 -0.506

이현순(2014) 교사 자아존중감 335 -0.34

허진년(2014) 교사 지위 137 0.034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직무스트레스 480 0.558

김윤희(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177 0.1626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278 0.1511

허진년(2014) 교사 직무스트레스 137 0.3921

(부록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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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순(2014) 교사 직무태도 335 -0.198

이현순(2014) 교사 직무특성 335 0.39

도현미(2014) 교사 학대교육 246 -0.0845

도현미(2014) 교사 학력 246 0.08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가 과거에 경험한 
부모의 양육태도

480 -0.1336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고립) 500 0.18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고립) 500 0.16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시험) 500 0.13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시험) 500 0.13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직업) 500 0.11

강성애(2003) 기타스트레스(직업) 500 0.13

이현순(2014) 보육교사 학력 335 0.0737

허진년(2014) 보육교사 학력 137 -0.1564

김순희(2002) 부모 건강(어머니 건강) 245 -0.0488

강성애(2003) 부모건강 500 -0.13

강성애(2003) 부모건강 500 -0.09

김미예·박동영(2009) 부모건강(부모의 건강상태 174 -0.1591

강성애(2003) 부부갈등 500 0.22

강성애(2003) 부부갈등 500 0.23

유영선(2012) 부부갈등 1,223 0.218

조숙현(2005) 부부갈등 295 0.46

강성애(2003) 부부갈등(가족갈등) 500 0.17

강성애(2003) 부부갈등(가족갈등) 500 0.19

이주희·이양희(2000) 사회적신념(성공욕망) 47 0.28

유성연(2015) 시설수준 210 -0.103

김미희(2000) 아동성별 203 -0.1038

석현숙(2001) 아동성별 210 -0.0166

유영선(2012) 아동성별 1,223 0.023

도현심 등(2012) 아동성별(유아 성별 702 0.028

김미희(2000) 아동연령 203 0.0578

석현숙(2001) 아동연령 210 0.2056

유영선(2012) 아동연령 1,223 0.105

허진년(2014) 아동연령 137 0.2019

도현미(2014) 아동연령 유아연령 246 0.132

석현숙(2001) 아버지 연령 210 -0.01

강성애(2003) 아버지 직업 500 0.0403

강성애(2003) 아버지 학력 500 0.0108

석현숙(2001) 아버지 학력 210 -0.2216

김아림·탁영란(2016) 애착 1,062 -0.21

(부록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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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예·박동영(2009) 양육 스트레스 174 0.486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2409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3745

김순희(2002) 양육 스트레스 245 0.3827

박동영(2012) 양육 스트레스 420 0.47

박동영(2013) 양육 스트레스 320 0.1438

김미희(2000) 양육 죄책감 203 0.2618

김아림·탁영란(2016) 양육스트레스 1,062 0.19

김미예·박동영(2009) 양육시간 174 -0.0771

백경숙(2011) 양육태도 500 0.0031

이주희·이양희(2000) 양육태도 47 0.19

도현미(2014) 어린이집 유형 246 0.0481

김순희(2002) 어머니 근무형태 245 0.0016

박동영(2012) 어머니 사회적지지 420 0.001

유영선(2012) 어머니 사회적지지 1,223 -0.073

김미예·박동영(2009)
어머니 
사회적지지(가족양육지원)

174 -0.2714

박동영(2012) 어머니 성격(분노) 420 -0.217

박동영(2013) 어머니 성격(분노) 320 -0.1458

박동영(2013) 어머니 성격(분노표현) 320 -0.148

박동영(2012) 어머니 성격(신경증) 420 -0.08

조숙현(2005) 어머니 성격(외내향성) 295 -0.3

조숙현(2005) 어머니 성격(정서강박성) 295 -0.66

강성애(2003) 어머니 연령 500 0.0671

김미희(2000) 어머니 연령 203 0.0393

김순희(2002) 어머니 연령 245 0.0486

석현숙(2001) 어머니 연령 210 0.02

유영선(2012) 어머니 연령 1,223 0.077

김미예·박동영(2009) 어머니 우울 174 0.287

김아림·탁영란(2016) 어머니 우울 1,062 0.28

박동영(2013) 어머니 우울 320 0.1403

유영선(2012) 어머니 우울 1,223 0.123

유영선(2012) 어머니 음주 1,223 0.105

박동영(2012) 어머니 자기효능감 420 -0.166

김순희(2002) 어머니 종교 245 0.0632

강성애(2003) 어머니 취업 500명 0.0224

김미희(2000) 어머니 취업 203 0.0451

유영선(2012) 어머니 취업 1,223 -0.015

이주희·이양희(2000) 어머니 피학대 경험 47 0.22

김미희(2000) 어머니 학력 203 0.0275

(부록 표 5 계속)



부록  265

연구 독립변인 n r

김미희(2000) 가족유형 203 0.0906

김순희(2002) 가족유형 245 0.0147

석현숙(2001) 결손가정 210 0.2973

김아림·탁영란(2016) 결혼만족도 1,062 -0.13

백경숙(2011) 결혼만족도 500 -0.3965

김미희(2000) 경제(소득) 203 -0.0106

도현심 등(2012) 경제(소득) 702 -0.09

석현숙(2001) 경제수준 210 -0.2664

유영선(2012) 경제수준 1,223 -0.022

이주희·이양희(2000) 경제수준 47 -0.13

김순희(2002) 경제수준(월평균수입) 245 -0.0429

도현미(2014) 교사 결혼여부 246 -0.1289

이현순(2014) 교사 결혼여부 335 -0.0194

도현미(2014) 교사 경력 246 0.0388

이현순(2014) 교사 경력 335 0.0065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로시간) 210 -0.086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근무여건) 210 -0.281

유성연(2015) 교사 근로조건(급여) 210 -0.113

이현순(2014) 교사 근로조건(직무여건) 335 -0.034

유성연(2015) 교사 내적통제 210 -0.408

이현순(2014) 교사 내적통제 335 0.154

이현순(2014) 교사 사회지지 335 -0.103

유성연(2015) 교사 시설수준 210 -0.028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480 -0.731

김윤희(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177 -0.6046

도현미(2014)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46 -0.3026

연구 독립변인 n r

김순희(2002) 어머니 학력 245 -0.0974

도현심 등(2012) 어머니 학력 702 -0.17

석현숙(2001) 어머니 학력 210 -0.2365

유영선(2012) 어머니 학력 1,223 0.061

김순희(2002) 자녀수 245 0.1087

석현숙(2001) 자녀수 210 0.0724

유영선(2012) 자녀수 1,223 0.062

강성애(2003) 주거환경 500 0.12

강성애(2003) 주거환경 500 0.13

도현심 등(2012) 출생순서 702 0.1857

(부록 표 5 계속)

〈부록 표 6〉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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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아동학대 지식 및 인식 278 -0.225

도현미(2014) 교사 연령 246 -0.0954

이현순(2014) 교사 연령 335 -0.027

도현미(2014) 교사 영유아비율 246 0.1863

도현미(2014) 교사 자녀유무 246 -0.0993

유성연(2015) 교사 자아존중감 210 -0.55

이현순(2014) 교사 자아존중감 335 -0.069

이현순(2014) 교사 지식 335 -0.079

이현순(2014) 교사 직무 태도 335 -0.00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 직무스트레스 480 0.558

김윤희(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177 0.1626

서동미·안선영(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278 0.1511

이현순(2014) 교사 직무특성 335 0.156

도현미(2014) 교사 학대 교육 246 -0.0308

도현미(2014) 교사 학력 246 0.1019

이현순(2014) 교사 학력 335 0.0737

김영미·강지연(2015)
교사가 과거에 경험한 부모
의 양육태도

480 -0.1336

강성애(2003) 기타 스트레스(경제직업) 500 0.15

강성애(2003) 기타 스트레스(고립) 500 0.11

강성애(2003) 부모건강 500 -0.15

김순희(2002) 부모건강 245 -0.0514

강성애(2003) 부부갈등 500 0.17

유영선(2012) 부부갈등 1,223 0.173

이주희·이양희(2000) 부부갈등 47 0.19

조숙현·윤혜미(2005) 부부갈등 295 0.46

강성애(2003) 부부갈등(가족갈등) 500 0.18

이주희·이양희(2000) 사회적신념 47 0.28

강성애(2003) 스트레스(시험) 500 0.09

김미희(2000) 아동성별 203 -0.0409

도현심 등(2012) 아동성별 702 0.0922

석현숙(2001) 아동성별 210 0.045

유영선(2012) 아동성별 1,223 0.018

김미희(2000) 아동연령 203 0.1464

석현숙(2001) 아동연령 210 0.0485

유영선(2012) 아동연령 1,223 0.085

석현숙(2001) 아버지 연령 210 0.13

강성애(2003) 아버지 직업 500 -0.0184

강성애(2003) 아버지 학력 500 0.068

석현숙(2001) 아버지 학력 210 -0.0508

(부록 표 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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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림·탁영란(2016) 애착 1,062 -0.21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2517

김미희(2000) 양육 스트레스 203 0.1584

김순희(2002) 양육 스트레스 245 0.2355

김아림·탁영란(2016) 양육 스트레스 1,062 0.19

백경숙(2001) 양육태도 500 0.1798

도현미(2014) 어린이집 유형 246 0.0315

강성애(2003) 어머니 근무(직업유무) 500 -0.0875

김순희(2002) 어머니 근무형태 245 0.1848

유영선(2012) 어머니 사회적지지 1,223 -0.127

조숙현·윤혜미(2005) 어머니 성격(외내향성) 295 -0.3

조숙현·윤혜미(2005) 어머니 성격(정서강박성) 295 -0.66

강성애(2003) 어머니 연령 500 -0.0441

김미희(2000) 어머니 연령 203 0.0506

김순희(2002) 어머니 연령 245 0.0771

석현숙(2001) 어머니 연령 210 0.14

유영선(2012) 어머니 연령 1,223 0.013

김아림·탁영란(2016) 어머니 우울 1,062 0.28

유영선(2012) 어머니 우울 1,223 0.158

유영선(2012) 어머니 음주 1,223 0.119

김순희(2002) 어머니 자녀수 245 0.1675

김순희(2002) 어머니 종교 245 0.0751

김미희(2000) 어머니 취업 203 0.0437

유영선(2012) 어머니 취업 1,223 0.035

김미희(2000) 어머니 타인양육 죄책감 203 0.1907

이주희·이양희(2000) 어머니 피학대 경험 47 0.22

김미희(2000) 어머니 학력 203 -0.0106

김순희(2002) 어머니 학력 245 -0.2211

도현심 등(2012) 어머니 학력 702 -0.21

석현숙(2001) 어머니 학력 210 -0.1183

유영선(2012) 어머니 학력 1,223 0.051

도현미(2014) 연령 246 0.0426

석현숙(2001) 자녀수 210 0.0491

유영선(2012) 자녀수 1,223 0.056

강성애(2003) 주거환경 500 0.07

도현심 등(2012) 출생순서 702 0.1994

(부록 표 6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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