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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 재발생 사례의 학대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분류하고, 학대유형별 재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

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집·관리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정데

이터를 이용하였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대판정을 받은 피해아동 26,921명 중 재학대를 경험한 1,447명을 재학

대 발생집단으로, 2012년 학대판정사례 중 재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피해아동 4,580명을 재학대 미발생집단으로 추출해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이용해 중복학대와 단일학대 모두를 포함시켜 분류한 결과, ‘신체학대 우세

형’, ‘정서학대 우세형’, ‘성학대 피해집단’, ‘방임피해 집단’ 등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개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미

발생집단과 비교해 재학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피해아동 성별과 연령, 가해자 성

별, 가족빈곤, 친부모 가해자, 배우자 폭력, 가해자 알코올남용 문제, 양육기술 부족, 원가정 분리보호 등 위험요인이 학대

유형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변인모형을 이용한 학대유형화는 재학대 예방 및 개입의 표적을 

결정하는 데 유용하며, 학대유형별 개입표적으로 삼아야 할 차별적인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연구결과에 기반해 아동학대 재발생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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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아동학대 예방이 아동보호체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라 한다면, 재학대 예방과 감

소는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성과지표라 할 수 있다(장희선・김기현・김경희, 2016; Bae, 

Solomon, & Gelles, 2007).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재학대사례 비율은 10.6%로 2012년  

재학대 사례비율인 14.3%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보고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 2016). 하지만 이는 당해 연도 아동학대사례에서 재학대사례가 차지하는 비율로 온

전한 의미의 재학대 발생률로 보기는 힘들다. 아동학대사례가 증가하면서 재학대사례의 

비중이 낮아졌을 뿐, 재학대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학대사례에 대한 

보다 면밀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분야에서 재학대사례에 대한 연구는 아동보호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관

련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장희선 외, 2016; Fluke, Shusterman, 

Hollinshead, & Yuan, 2005, 2008).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재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재학

대 발생 주기와 그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다수의 국내외 선행연구

가 존재한다(김세원, 2008; 장희선 외 2016; DePhanfilis & Zuravin, 1999b; Fluke, Yuan, & 

Edwards, 1999; Fluke et al., 2005, 2008; Carnochan, Rizik-Baer, & Austin, 2013).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해 학대유형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Jonson-Reid, Drake, Chung, & Way, 2003; Bae et al., 2007).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발생

률이 다르고, 재발생 위험요인도 상이하며, 그로 인한 피해아동의 발달산물도 차이를 보기 

때문이다(Jonson-Reid et al., 2003; Lau et al., 2005; Bae et al., 2007). 

특히 학대유형별 재학대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분석은 실천적인 유용성과 필요성

을 가지고 있다(배화옥・강지영, 2015; Jonson-Reid et al., 2003; Bae et al., 2007;). 학대유

형과 심각성에 따라 차별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등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봉주・김기현・안재진, 2015; 장희선 외, 2015; 이주연, 2016). 학대피해아동과 가

족에 제공하는 차별화된 보호서비스는 재학대 예방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는다. 그렇다면 

재학대가 동일한 유형으로 반복발생하는지, 아니면 상이한 학대유형으로 발생하는지에 따

라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제공전략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동일한 학대유형으로 재학대

가 발생할 경우, 학대유형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대로 상이

한 학대유형으로 재발생할 경우, 재학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학대유형의 위험요인

을 포괄하는 대응이 유용할 수 있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학대유형의 선행(precursor) 학

대유형을 확인해 재학대예방의 주요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Jonson-Reid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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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학대유형별 재학대 발생을 분석하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다. 일차적인 어려

움은 아동학대사례가 순수한(pure) 단일학대유형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Jon-

son-Reid et al., 2003). 실제 우리나라 아동학대사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4개 학대유형으로 기록되지만, 2개 이상 복수형태 학대를 받은 사례비율이 매우 높다. 

2015년 아동학대 판정사례 11,715건 중 복수형태의 학대를 받은 중복학대는 45.6%(5,347

건)으로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분류가능한 학대유형 15가

지 중 11개 유형이 상이한 학대유형의 조합으로 구성된 중복학대로 분류되고 있음을 뜻한

다. 단지 복수형태의 학대라는 이유로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은 중복학대사례들이 

가지는 이질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중복학대사례를 포함해 아동학

대 사례를 재분류한 선행연구들은 재분류유형에 따른 상이한 특성과 결과를 보고하고 있

어(Lau et al., 2005; Petrenko, Friend, Garrido, Taussig, & Culhane, 2012), 중복학대사례

의 이질성을 반영한 유형화작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단일유형 학대비율이 

86%로 높은 미국(US DHHS, ACF, ACYF, & CB, 2017)에서도 실제 중복학대 비율은 최대 

94%에 달하기에 단일유형 학대에 기반해 분석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고 비판받는다(Lau et al., 2005; Herrenkohl & Herrenkohl, 2009).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해 중복학대사례를 재분류해야 할 또 다른 필요성은 학대유형

별 사례분포가 중복학대의 재분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복학대를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 학대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대유형은 방임이다(배화옥・강지영, 

2015; 장희선 외, 2016). 하지만 중복학대에 포함된 하위학대유형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정

서학대(40.7%), 신체학대(37.7%), 방임(18.0%), 성학대(3.6%)의 순으로 나타나 방임은 현

저한 차이를 보이는 3순위 학대유형이 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이

처럼 중복학대 포함여부에 따라 학대유형 분포가 달라질 경우, 재학대 발생에 학대유형이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중복학대를 재분류하지 않은 채 

아동학대 재발생을 분석한 국내연구의 경우, 단일학대유형과 중복학대유형 모두 재학대 

발생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세원, 2008; 장희선 외, 2016). 

이러한 결과는 중복학대를 재분류하지 않은 것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대유형에 따른 재학대 발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중복학대를 포

함해 학대유형의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아동학대사례의 유형화를 위해 중복학대를 구성

하는 모든 하위학대유형을 재부호화한 후 잠재유형을 도출하는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잠재변인모형에 기반한 잠재계층분석은 최근 아동학대연구에서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Nooner et al., 2010; Petrenko et al., 2012).

아동학대 사례의 잠재유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유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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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이한 유형으로 재학대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중복학대사례

를 재분류하지 않은 선행연구에서 동일유형의 재학대 발생률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의 경

우, 방임의 동일유형 재발생률은 60~64%로 높지만, 다른 학대유형은 상이한 유형으로 재

발생한다(Jonson-Reid et al., 2003; Bae et al., 2007). 우리나라의 경우, 중복학대 비율이 

높기에 동일유형으로 재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33.2%에 그치고 있다(장희선 외, 2016). 

하지만 이들 연구는 중복학대 특성을 반영해 아동학대사례를 재분류하지 않았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만약 동일한 유형으로 재학대가 일어나는 비율이 높다면, 해당 학대유형의 재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택편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아동학대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재학대 발생을 분석할 때 학대유형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 

지배적인 학대유형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대유

형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재학대 발생과 관련한 위험요인의 영향력은 선행 연구

의 결과와는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재학대발생과 관련해 위험요인의 영

향력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를 보여준다. 아동연령은 재학대 발생가능성에 

정반대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가해자 성별, 아동 성별, 가구소득, 배우자폭력, 알코올남

용, 중복학대 등 외국 연구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고되는 위험요인은 국내연구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김세원, 2008; 장희선 외, 2016). 이러한 결

과의 차이는 아동학대사례의 학대유형 분포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대유

형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아동학대사례를 학대

유형에 따라 재분류하고자 한다. 단일유형 학대와 중복학대를 모두 포함시켜 잠재변인모

형을 이용해 재분류하고, 재학대 위험요인이 학대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수행할 주요한 연구문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복학대를 포함해 모든 학대유형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재분류한다면 재학대

를 경험한 아동들은 어떠한 유형들로 분류되는가?

둘째, 재학대 피해아동은 동일한 유형의 학대를 재학대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는가 아

니면 상이한 유형의 학대를 경험하는 것인가? 이를 위해 재학대 피해아동의 최초학대유형

과 재학대유형 간에 어떠한 전환이 이루어지는지 잠재전환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재학대관련 위험요인은 학대유형에 따라 재학대 발생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가? 재학대 미발생 집단을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재학대사례와 유사한 학대유형으로 분류

한 후,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발생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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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연구 고찰

1. 중복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사례의 유형분류 

미국과 호주의 경우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개입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복학대가 발생

하더라도 단일유형 학대로 분류하기에 중복학대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Herrenkohl & Herrenkohl, 2009; AIHW, 2013). 일례로 미국은 2015년 기준으로 2개 유

형이상의 학대를 받은 복수피해(poly-victimization) 아동은 14.0%로 보고된다. 하지만 단

일유형 학대로 보고된 최초학대와 재학대기록에서 학대유형이 상이할 경우에도 중복학대

로 분류하기에 실제 2개 유형 이상의 학대로 구성된 중복학대비율은 더 낮다.

그런데 아동학대사례에서 중복학대 비율이 낮은 서구에서도 단일유형으로 학대를 보

고하는 방식은 실제 학대유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Lau et al., 2005; 

Herrenkohl & Herrenkohl, 2009). 단일학대로 보고된 사례 중 다수가 복수형태의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서비스 사례를 대상으로 학대유형을 조사한 연구들(Herren-

kohl & Herrenkohl, 1987; Cicchetti & Ragosch, 1997; McGee, Wolfe, Wilson, 1997; Her-

renkohl & Herrenkohl, 2009 재인용)은 조사대상 중 최소 33%에서 최대 94%까지 중복학

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한다. 또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연구에서는 단일유형 학

대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지만, 아동보호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학대유형간 

상관관계가 낮거나 심지어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한다(Herrenkohl & Herrenkohl, 2009). 

이는 아동보호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식적 사유(official reason for service)로 중

복유형보다는 단일유형 학대를 보고하는 경향이 큰 이유일 수 있다(McGee, Wolfe, Yuen, 

Wilson, & Carnochan,  1995). 이에 학대사례를 단일유형 학대로 기록하는 것은 복수의 학

대를 받은 중복학대를 과소추정하게 만드는 한계를 가진다(McGee et al., 1995).

단일유형 학대로 기록하지 않고 중복학대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

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복학대로만 보고하는 사례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

는 있다. 만약 중복학대 집단이 동질적인 사례로 구성되었다면 중복학대로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하지만 중복학대 집단이 이질적인 사례로 구성되었고, 그 비중이 크다

면 보다 세분화해 재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중복학대 사례를 학대유형별로 재분류해 

차별적인 특성과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Lau et al., 2005; Petrenko et al., 

2012). 중복학대 재분류 연구는 크게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과 잠재

계층분석과 같이 통계적 분류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연구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대표적 연구는 Lau 외(2005)가 수행한 연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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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아동보호서비스 사례아동 519명을 사례기록 재검토를 통해 모든 학대 하위유형을 

반영해 재부호화한 다음, 학대유형의 위계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위계 순위는 성학대, 신

체학대, 방임, 정서학대의 순서였고, 위계순위가 높은 성학대부터 시작해 해당 학대유형이 

포함된 모든 중복학대사례는 성학대 우세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성학대 우세

형(20.2%), 신체학대 우세형(34.3%), 방임우세형(44.3%), 정서학대 단일형(1.2%)으로 분

류하였다. 즉, 신체학대 우세형에는 성학대가 포함되지 않으며, 방임우세형에는 성학대와 

신체학대가 포함된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분류한 학대유형들은 문제행동, 외상후 스

트레스, 분노 등의 발달산물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Lau 외(2005)의 연구는 중복학

대를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지 않고 재분류할 경우, 피해아동의 향후 발달산물에 미치는 경

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유용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방식은 연

구자가 설정한 학대유형의 위계순위를 따르고 있어 위계순위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 있

을 수 있고, 하위위계에 위치한 학대유형의 경우 그 비율이 너무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다

(Herrenkohl & Herrenkohl, 2009).

위계순위 방식과 대비되는 접근은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한 통계적 분류방식이다

(Nooner et al., 2010; Berzenski & Yates, 2011; Petrenko et al., 2012; Armour, Elkliot, 

Christoffersen, 2013). Nooner 외(2010)는 평균연령 12세 아동 795명에게 신체학대와 성

학대 경험을 측정하는 30개 문항척도를 조사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4개 유형을 도

출하였고, 이들 유형과 아동보호서비스 의뢰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학대와 성

학대 모두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비교해 신체학대, 성학대, 신체・성 학대 유형이 실제 

아동보호서비스에 의뢰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유형화가 복수형태의 학대사례를 유의미하게 분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etrenko 외(2012)는 아동보호사례로 가정외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 334명의 사례기록

을 바탕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기록에 기반해 신체학대, 성학대, 신체방임, 

지도감독(supervisory) 방임 등 4가지 유형의 발생여부를 재부호화하였고, 5점 척도로 심

각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방임을 수반한 성학대 우세형, 방임을 수반한 신체학대 

우세형, 지도감독 방임을 수반한 신체방임 우세형, 지도감독 방임 우세형 등 4개의 잠재유

형을 확인하였다. 4개 유형으로 재분류된 아동학대사례는 지능 및 문제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다. 신체학대 우세형 집단이 지도감독 방임우세형에 비해 외현화문제행동 점수가 높

았고, 신체방임 우세형은 지도감독 방임우세형에 비해 내재화 문제행동의 점수가 높았다. 

성학대 우세형은 지도감독 방임우세형에 비해 언어지능 점수가 낮았다. 이와 같이 기록검

토를 통해 복수의 하위학대유형으로 재부호한 아동학대사례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재분

류한 결과, 학대유형에 따라 다양한 발달산물이나 아동보호성과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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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복학대가 동질적이라기 보다는 이질적 사례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2. 아동학대 유형별 재학대 발생 및 동일유형 재발생률

최초학대와 비교해 상이한 유형 또는 동일한 유형으로 재학대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유형으로 학대가 반복해 발생한다면 특정한 유형에 초

점을 둔 차별화된 서비스와 개입이 재학대를 막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재학대

가 상이한 유형으로 일어난다면, 모든 유형의 발생을 염두에 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유형이 재학대 사례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장희선 외, 2016; Jonson-Reid et al., 2003; Bae et al., 2007). 

아동학대 피해아동 61,693명을 분석한 Jonson-Ried 외(2003)의 연구에서 방임유형이 

가장 높은 재학대 발생률을 보였고,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순으로 재발생률이 높았

다. 또 방임(64%)이 최초학대 이후 동일한 유형으로 재학대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체학대(40%), 성학대(23%), 정서학대(12%)는 동일유형 보다는 다른 유형으로 재학대가 

발생하였다. 플로리다주 아동학대 피해아동 18,116명을 분석한 Bae 외(2007)의 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방임이 동일한 학대유형으로 재발생한 비율(60.6%)이 가장 높았고, 신체학

대(35.8%), 성학대(17.7%)는 동일한 학대유형의 재발생률이 낮았다. 2003년부터 2009년

까지 출간된 아동학대 재발생 논문을 분석한 연구(White, Hindley, & Jones, 2015)에서 방

임, 신체학대, 성학대의 순으로 재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보고된다.

우리나라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학대유형에 따른 재발생률은 연구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보고된다. 11개월을 추적한 김세원(2008)은 방임(5.5%)의 재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고, 중복학대(5.5%), 신체학대(4.8%), 성학대(3.5%), 정서학대(2.9%)의 순으로 재학대

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학대유형별 재학대 발생기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36개월의 사례기록을 추적조사한 장희선 외(2016)는 신체학대 포함사례, 방임 포함사

례, 중복학대 등으로만 학대유형을 구분하였다. 신체학대가 포함된 사례의 재학대 발생률

(7.0%)이 미포함사례(4.9%)보다 높았고, 재학대 발생시기도 짧았다. 반면 방임포함사례의 

재학대 발생률(5.4%)은 방임 미포함사례(6.2%) 보다 낮았고 재학대 발생기간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복학대사례의 경우 재학대 발생률(6.9%)은 단일학대 사례(4.9%)보다 높

았고, 발생시기도 짧았다. 김세원(2008)과 장희선 외(2016)의 연구는 분석자료 시점이 대

략 8~9년의 시차를 갖는다. 이를 고려한다면, 과거 높았던 방임의 재학대 발생률이 시간

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졌고, 신체학대 사례의 재발생률이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재학대 사례의 유형변화를 분석한 장희선 외(2016)는 재학대 323사례 중 재학대 유형



178 사회복지연구 제48권 제3호 | 2017

이 최초학대와 동일한 유형으로 발생한 비율은 33.2%로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인 

학대유형별로 동일유형 재발생률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방임학대유형이 34사례로 가장 

많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발생률이 차이가 나며, 방임

을 제외한 학대사례는 최초학대와는 다른 학대유형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아동보호기관이 입력한 사례기록에만 의존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단일유형 학대

가 실제로는 복수형태의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중복학대를 재분류하지 않은 채 동

일여부를 판단하였기에 동일유형 재학대 발생률이 낮을 수 있다. 실제 방임의 경우 다른 

학대유형과 중복해 발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Petrenko et al., 2012). 그 결과 아동보호사례에 기록된 유형분류에 영향을 덜 받아 

동일유형 재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3.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

아동 발달과 적응에서 위험요인(risk factor)은 부정적인 발달 산물의 발생가능성을 높

이는 개인 또는 환경의 특성들로 정의된다(박현선, 1998; Fraser, Richman, & Galinsky, 

1999). 이에 아동학대, 비행행동 등과 같은 부정적인 발달산물에 뚜렷한 연관성을 갖는 위

험요인을 발견한다면,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개입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위

험요인은 그 특성을 고려해 위험표식(risk marker)과 인과적 위험요인(causal risk factor)

으로 구분할 수 있다(Lösel & Farrington, 2012). 

위험표식은 부정적 산물에 영향을 미치지만 변화가 힘든 안정적 특성을 가지며, 그 자

체로 인과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힘든 요인이다. 예를 들어 여자 아동과 성학대, 한부

모 가족과 방임과의 관계가 그렇다. 성별이나 가족구조는 변화가 힘들기에 학대발생 가능

성과 관련된 표식에 해당한다. 반면 인과적 위험요인은 개입을 통해 해당 요인을 변화시

킬 수 있고, 그 결과 최종산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요인이다(Lösel & Far-

rington, 2012). 본 연구에서는 위험표식과 인과적 위험요인을 포괄해 위험요인으로 보고

자 한다. 학대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아 재학대 위험요인을 중심

으로 서술하면서 학대유형별 영향력을 보완적으로 서술하였다. 

1)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된 위험표식 및 위험요인

첫째,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된 위험표식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피해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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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장애유무 등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피해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재학대 가능

성은 높아진다고 보고한다(Fluke et al., 1999; Hamilton & Borwne, 1999; Marshall & Eng-

lish, 1999; Fluke, Shusterman, Hollinshead, & Yuan, 2005). 특히 6세 미만 연령에서 재학

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Carnochan et al., 2013). 연령이 무관하다고 보고하는 연구

들은 존재하지만, 연령이 많을수록 재학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는 연구는 찾기 힘

들다(White et al., 2015). 미국 아동보호사례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재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은 실제 3세 미만 아동의 비중이 피해아동 중 1/4이상(27.4%)을 차지할 정도로 많기 때

문이다(US DHHS et al., 2017). 이에 반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3세 미만 아동

의 비율은 6.6%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학대유형별 반복재학대 가능성과 관련해 신체학대 반복피해 가능성은 아동연령이 높

을수록 증가하고, 방임 반복피해 가능성은 아동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진다고 보고된다

(Jonson-Reid et al., 2003). 아동 성별에 따른 재학대 가능성은 다소 엇갈린 보고가 존재

한다. 전반적으로 여자아동의 재학대 피해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Drake, Jon-

son-Reid, & Sapokaite., 2006; Bae et al., 2009). 학대유형별 반재학대 가능성과 관련해 남

자 아동이 방임을 반복해 경험할 가능성은 여자 아동보다 높다고 보고된다(Jonson-Reid 

et al., 2003). 반면 여자아동의 재학대 피해가능성이 높거나(Rittner, 2002), 성별 차이가 없

다는 연구(Fluke et al., 2005)가 혼재한다. 

아동이 정서, 행동, 신체장애, 인지발달상의 장애 등을 가질 경우 아동학대 재발생 위험

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된다(Drake et al., 2006; Kohl, Jonson-Reid, & Drake, 2009; Carno-

chan et al., 2013). 반면 아동의 장애보유는 재발가능성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연

구도 있다(Fluke et al., 2005).

둘째,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된 위험표식이 아동학대 재발가능성에 미치는 영

향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재발생 위험은 증가한다(Barid, 1988; Wag-

ner, 1994; 김세원, 2008 재인용). 어린 나이에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크며, 결혼상태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성별과 관련해 성학대에서 남성가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방임은 여

성이 주된 가해자다. 신체학대는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여성이 다소 많다(Way, 

Chung, Jonson-Reid, & Drake, 2001).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성학대, 신체학대의 반복발

생 가능성은 낮았고, 방임 재발생 위험이 더 높았다(Jonson-Reid et al., 2003). 피해아동

이 계부모와 동거할 때 재학대 가능성이 더 높았고(Hamilton & Browne, 1999), 가해자

가 친척이나 비혈연관계인 경우보다 부모인 경우 재발생 가능성이 더 높았다(Drake, Jon-

son-Reid, Way, & Chung, 2003; Fluke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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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동학대사례의 가족특성이 재학대 가능성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피해

아동이 한부모 가정에 속할 경우 재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다(Drake at el., 2006; 

Bae et al., 2009). 특히 모자가정에서 방임이 지속적으로 재발생할 가능성이 컸다(Bae et 

al., 2007; 2009). 가족의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학대 재발생과 재의뢰율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Way et al., 2001; Drake et al., 2003; Fluke et al., 2005). 그 가운데 낮은 

가구소득은 방임 재발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Way et al., 2001; Jon-

son-Reid et al., 2003).

넷째, 아동학대사례에서 개입을 통해 변화가능한 인과적 위험요인이 재학대 가능성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대 재발생 가능성은 

더 높았다(DePanfilis & Zuravin, 1999b; Fluke et al., 2005). 가해자의 알코올 남용과 약

물 중독은 재학대 발생과 관련해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보고된다(DePanfilis & Zuravin 

1999b; Fluke et al., 2005). 또 가해자의 양육기술 부족은 재학대 발생가능성을 높여준다

(Sledjeski et al., 2008). 자녀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아동의 발달단계별 

욕구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자녀에 대한 방임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다.

다섯째, 학대행위 특성과 아동보호서비스가 재학대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대가 만성적이고 심각할수록 재발생 위험은 높았다. 잦은 학대행위에 노출

되고 만성적이며 심각한 학대를 경험할수록 재학대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된다(Ferleger et 

al., 1988; Marks & McDonald, 1989; 김세원, 2008 재인용). 또한 단일유형 학대에 비해 중

복학대를 받은 경우, 재학대 위험이 높다(Fluke et al., 2005; Lau et al., 2005).

아동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발생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DePanfilis & Zuravin, 1999a, 2002; Fluke et al., 1999). 이는 재학대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아동보호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할 수 있다. 

반면 위탁보호조치를 받은 피해아동은 재발가능성이 낮다는 연구도 존재한다(Jonson-Re-

id et al., 2003; Fluke et al., 2005). 

2) 아동학대 재발생 위험요인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된 연구는 자기보고식 응답자료에 기반한 실태조사나 패널조

사로는 수행하기 어렵다. 자기보고식 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현황은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재학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아동학대 재발생을 분

석하기 위해서는 실제 아동학대사례의 정보를 담고 있는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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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사례

와 관련해 일선아동보호기관이 수집한 사례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김세원, 2008; 안재진 외, 2011; 

오승환 외, 2012; 장희선 외, 2016). 

2004년부터 발생한 학대사례를 11개월 추적조사해 재학대사례 338건에 대해 생존분

석을 실시한 김세원(2008)의 연구에서 아동학대는 가해자의 연령이 어리고, 피해아동이 

여자일 때, 4~7세 및 8~11세 연령대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학대빈도가 많고, 빈

곤한 가족에게서 학대 재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안재진 외(2011)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전신인 국가아

동학대전산망 자료를 이용해 재학대 발생주기를 분석하였다. 재학대 발생이 최초학대 이

후 빨리 발생하는 데 관련된 요인은 중복학대, 7~11세의 아동연령, 고졸 미만의 가해자 학

력, 기초생활보장수급 가족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요인이 재학대 발생여부에 미치

는 영향력은 살펴보지 못했다.

오승환 외(2012)의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등록된 아동학대사례 중 2010년까

지 재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를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학대 사

례집단에서 아동연령이 약간 더 높고, 가해자의 남성비율과 연령이 높았으며, 수급권자 비

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사정도구로 측정한 아동과 보호자의 위험점수가 재학대

사례집단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는 최초학대의 특성이 아닌 재학대 

발생시점의 특성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재학대 위험요인의 인과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

지 못했고, 재학대 발생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1~2년 이내에 발생한 학대사례를 재학

대 미발생사례로 분류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배화옥・강지영(2015)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이용해 방임유형의 재발생을 분석

했다. 방임유형에 국한해 재발생유형에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모 

학력, 맞벌이 가구, 가구소득, 형제자매수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

체계의 공식적인 조사・판정 이후 다시 발생한 학대라는 재학대 정의를 고려한다면, 방임 

재발생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가장 최근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분석은 장희선 외(2016)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2012년 학대판정을 받은 16세 이하 아동사례 5,542 건을 36개월 동안 추적분

석하였고, 이 가운데 323사례(5.8%)가 재학대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아동의 연령이 

많고, 아동의 문제행동 수가 많을 때 재학대 가능성은 높아졌다. 또 가해자가 가족구성원

일 경우, 이전에 아동 보호서비스에 연루된 기록이 있을 경우, 학대판정 이후 신고횟수가 

많을 경우 재학대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한부모가정, 배우자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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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알코올 남용문제, 피해아동 분리보호 조치 등은 재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을 고려해 분석한 연구로 김세원(2008)은 재발생 위험인으로 4가지 단일유형 

학대와 중복학대유형을 투입했고, 장희선 외(2016)는 신체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유형과 

중복학대여부를 투입하였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재발생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두 연구 모두 중복학대를 재분류하지 않아 중복학대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아동학대 재발생 유형을 분류하고, 학대재발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표식의 영향을 분

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보고된 아동보호사례 기록정보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정보를 입력・관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국가통계정보를 제공하

고 있는 행정데이터다. 

2012년 이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기록은 현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통합관

리되지 않고 있어, 재신고 및 재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2012년 이전에 최초발생한 학대사

례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또한 2016년 학대사례기록은 최종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까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최초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전국아동

학대정보시스템은 아동학대 가해자를 중심으로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분석기간인 4년 

동안 신고된 사례는 총 61,025건이었고, 이 가운데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는 34,929

건이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분석단위로 추출하기 위해 피해아동과 가해자에게 개

인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한 다음, 아동중심으로 입력정보를 전환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학대피해아동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6,92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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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각 년도별로 분석을 위해 추출한 사례유형과 규모를 보여준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현재 재학대로 판정하는 기준은 동일한 가해자가 최초학대 판정일 이후 다시 아

동학대를 행한 경우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재학대 발생집단으로 추출한 아동은 2012년 

학대피해아동 5,149명 중 401명, 2013년 학대피해아동 5,218명 중 393명, 2014년 학대피해

아동 7,859명 중 462명, 2015년 학대피해아동 8,695명 중 191명으로 총 1,447명이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2년 이전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재학대판정을 받은 사례는 

제외하였고, 가해자 특성의 일관성을 위해 최초학대와 재학대 가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사

례 역시 제외하였다. 이들 사례를 제외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아동학대 판

정을 1회만 받은 피해아동은 총 24,958명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기간 동안 재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고 있다. 이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내에서 3년 이후 재학대의 발

생율이 4% 미만인 점을 고려해, 재학대 미발생집단은 2012년도에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아동 중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4,580명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연구승인을 받았다. 

2. 자료수집 및 측정도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원자료는 아동보호체계 일선현장에서 기록된 행정

자료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와 다른 기록체계를 가진다. 실제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된 횡

단 및 종단적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연구가치는 높지만, 연구설계에 부합하는 개인수준의 분

그림 1. 아동학대 재발생 및 미발생집단 사례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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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능한 데이터로 전환하는 작업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다. 분석가능한 아동수준의 자료

로 전환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아동 및 가해자에게 개인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사건별 

정보를 개인별 정보로 전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개인고유 식별번호는 개인정보 보호

를 위해 임의의 일련번호를 생성해 부여하였다. 이후 입력정보의 완결성 확인, 논리적 오

류 검토, 입력값의 이상치 확인, 상담원의 부정확한 기록입력 확인 등을 거쳐, 비정형화된 

입력값을 항목별로 분석가능한 정보로 전환하는 부호화작업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입력 자료 오류를 검색하는 데이터 클리닝작업과 교차분석을 통한 

1차 데이터처리과정을 통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정보를 분석가능한 데이터로 

가공・전환하였다.

1) 아동학대 및 재학대 분류 및 학대유형

아동학대 여부는 신고접수된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서 이루어지는 사례판단 결과에 근거한다.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와 달리 전문가의 판단에 

기반해 최종적인 아동학대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최초학대 피해아동은 2012년 이후 처

음으로 신고접수되어 학대사례로 판단받은 피해아동을 의미한다. 재학대 피해아동은 아

동보호전문기관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최초학대 사례판단일 이후 동일가해자로부터 다

시 학대를 받아 학대사례로 판단받은 경우를 뜻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24시간 이내 발생한 후속신고를 중복신고로 보는 연구도 있고(De-

Panfilis & Zuravin, 2002), 7일 이내 이루어진 후속신고를 중복신고로 보기도 한다(Way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 학대로 판

단한 시점 이후에 재신고된 사례가 학대로 다시 판단된 경우를 재학대로 분류하였다. 따라

서 동일사건 또는 중복신고사례를 재학대사례로 분류할 가능성은 적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대유형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체

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의 학대발생 여부를 각 사례마다 입력한 자료

에 기반한다. 

2)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한 위험요인 및 위험표식

아동학대유형에 따라 학대 재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위험표식은 선행연구

를 참고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활용가능한 변인들로 구성하였다. 위험요인 및 

표식은 최초학대 발생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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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의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장애 등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

(=1)’, ‘여(=0)’로 부호화하였고, 피해아동 연령은 최초학대 발생시점의 연령이다. 학대피

해아동의 장애유무는 현장조사와 피해아동면접을 통해 확인한 아동의 신체 및 정신장애 

자료에 근거하였고, 장애유무로 부호화하였다.

학대피해아동의 가구특성변인으로는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가족 여부를 포함하였다. 

부자・모자가정에 속한 경우, 한부모가정 여부(=1)로 부호화하였고, 아동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여부를 확인해 수급자가족(=1) 여부로 부호화하였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피해아동과의 가족관계 등을 포

함하였다. 성별은 ‘남(=1)’와 ‘여(=0)’로 부호화하였으며, 가해자의 연령은 최초학대 발생

시점의 연령을 이용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아동간 가족관계는 가해자가 피해아동의 친부・

친모여부로 부호화하였다. 

 아동학대 가해자와 관련된 위험요인으로는 배우자 폭력, 알코올 남용문제, 양육지식・

기술 부족 등을 포함하였고, 모든 변인으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수준

을 고려해 유무로 부호화하였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배우자폭력(=1) 여부, 가해자가 알코올 남용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알코올 남용(=1) 여부로 부호화하였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판단하여 가해자가 

아동양육지식 및 기술의 부족을 경험하는지 입력한 정보에 기반해 ‘양육기술 및 지식 부

족(=1)’ 여부로 부호화하였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특성으로는 발생빈도와 원가정 분리보호 실시여부를 포함하였다. 

학대발생빈도는 ‘일회성(=1)’, ‘1년에 한두 번(=2)’, ‘2-3개월에 한번(=3)’, ‘1개월에 한번

(=4)’, ‘2주일에 한번(=5)’, ‘1주일에 한번(=6)’, ‘2-3일에 한번(=7)’, ‘거의 매일(=8)’로 입

력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최초 학대에서 피해

아동에게 원가정 분리보호를 실시했는지 확인하여  ‘원가정 분리보호(=1)’와 ‘원가정내 보

호(=0)’로 구분하였다.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모형의 개요를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에서 추출한 아동학대 재발생집단의 최초학대와 재학대에 대해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과 잠재전환분석(latent transi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관찰된 입력자료

로 얻어질 수 있는 15개 학대유형을 간명하게 분류하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재학대 발생집단이 최초학대와 재학대 발생시점에서 학대유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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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 알아보고, 학대유형간 전환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잠재전환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아울러 재학대 미발생집단에 대해 동일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하여 재학대 발생집

단의 학대유형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통해 확인한 학대유형에 따라 재학대 발

생관련 위험요인 및 위험표식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즉, 특정한 학대유형

이 재학대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재학대집단

과 재학대 미발생집단의 학대유형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위험요인 및 표식을 독립변인으

로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한 분

석방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대 15개 학대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관찰자료를 이용해 보다 간명한 학대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계층분석은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

소 자의적이라는 한계를 갖는 군집분석에 비해 보다 공식적인 통계절차를 활용한다는 장

점이 있다. 아울러 지표변인을 공통요인으로 묶는 확인적 요인분석은 변인중심적이라 볼 

수 있는 반면, 사후계층 소속확률(posterior class-membership probability)에 기반하여 사

례들을 하위집단으로 분류한다는 점에서 잠재계층분석은 사람중심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이상균, 2015; Nylund, 2004).

그림 2. 연구분석모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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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계층분석은 잠재계층의 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k개 잠재계층모형과 (k-1)개 잠재

계층모형을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한다. 잠재계층모형의 비교에 가

장 많이 사용하는 기준은 정보기준(information criterion)지수, 엔트로피값(entropy), 로-

멘델-루빈 우도비검증(이하 LMR-LRT) 등이다. 정보기준지수에는 아카이케 정보기준지수

(이하 AIC), 베이지언 정보기준지수(이하 BIC), 수정베이지언 정보기준지수(이하 aBIC)가 

있는데, 모형 중 이들 정보기준지수가 적은 값을 갖는 모형을 선호한다. 다만 AIC는 계층

의 수가 많은 모형을 선호하는 경향성이 있기에, 이 경우 BIC와 aBIC의 결과에 기반해 선

택한다(Hagenaars and McCutcheon, 2002; Nylund, 2004). 분류된 잠재계층의 질을 판단

하는데 사용하는 정보인 엔트로피값은 1에 가까울수록 분류의 확실성이 좋음을 의미하며, 

0.8 이상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Clark, 2010). 

잠재계층모형의 비교검증에 사용한 방법은 교정 분포에 기반한 LMR-LRT 검증과 부

트스트랩 우도비 검증(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 이하 BLRT)이었다. LMR-LRT 검증 

및 BLRT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면 k개 잠재계층모형이 (k-1)개 잠재계층

모형보다 유의미한 모형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따라서 잠재계층의 수를 늘렸어도 

유의미한 모형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LMR-LRT와 BLRT 검증치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나며, 적합한 모형으로 (k-1)개 잠재계층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and Rubin, 2001). 

잠재전환분석은 재학대 집단에 속한 아동이 최초학대와 재학대 발생시점에서 경험한 

학대유형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잠재전환분석은 잠재마르코브 모형

(latent Markov Model) 중 하나로 복수의 시점별로 측정한 지표변인을 토대로 잠재유형

을 도출한 다음, 시점 간에 잠재유형의 소속이 달라지는 전환확률(transition probability)

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Collins & Lanza, 2010). 본 연구에서 전환확률은 최

초학대의 특정학대유형이 재학대시 도출된 학대유형으로 이동하는 잠재집단내 개별확률

을 뜻한다(손원숙, 2013). 잠재전환분석의 모형선택기준은 잠재계층분석과 유사하게 AIC, 

BIC, aBIC 등 정보기준지수와 엔트로피 값 등을 이용한다.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

을 위해 Mplus 6.1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분석과 잠재전환분석을 통해 도출된 아동학대유형에 기반해 재학

대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도출된 학

대유형이 두 집단에서 유사하게 나타난 학대유형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재학대 발생집단의 신체학대유형과 재학대 미발생집단의 신체학대유형을 종

속변인으로 놓고, 아동학대 재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표식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해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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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결과

1. 아동학대 사례의 주요 기술통계

분석기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한 아동학대 재발생률은 5.4%였다. 연도별 

재학대 발생률은 2012년 7.8%, 2013년 7.5%, 2014년 5.9%, 2015년 2.2%로 최초학대 발

생 후 경과기간이 짧을수록 재학대 발생률은 낮아지고 있다. 아동보호사례를 11개월 동안 

추적한 김세원(2008)과 36개월을 추적한 장희선 외(2016)는 각각 재학대 발생률을 5.1%, 

5.8%로 보고한 바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재학대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을 비교해 살

펴보았다. 먼저 두 집단 모두에서 여자아동 비율이 높았다. 재학대 발생집단의 여자아동 

비율(51.6%)은 재학대 미발생집단(60.4%)보다 낮았다. 피해아동 연령은 재학대 발생집

단의 평균연령이 8.5세인 반면, 미발생집단의 평균연령은 9.2세로 나타나 재학대 발생집

단의 평균연령이 낮았다. 구체적인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재학대 발생집단에서 3세 미만 

아동비율은 재학대 발생집단(12.2%)이 미발생집단(13.7%)보다 낮았지만, 초등학교 재학

연령대인 7-12세 비율(45.0%)은 미발생 집단(37.7%)보다 높았다. 중고등학교 연령대인 

13~17세 비율은 재학대 미발생집단(31.2%)이 재학대 발생집단(23.3%)보다 높았다. 

가족관련 변인으로 한부모가정 비율은 재학대 발생집단(39.3%)과 미발생집단(39.1%)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피해아동 가족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은 재학대 발생집

단(36.3%)이 미발생집단(24.7%)보다 높았다. 피해아동의 장애유무는 재학대 발생집단의 

장애아동비율(4.7%)이 미발생집단(2.7%)보다 높았다. 

가해자 성별을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남자 가해자의 비율이 높았다. 재학대 발생집단

의 남성가해자 비율(57.8%)은 재학대 미발생 집단의 비율(57.1%)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재학대 발생집단(40.3세)이 미발생 집단(41.1세) 보다 

약간 낮았다. 가해자와 피해아동간 가족관계를 보면, 재학대 발생집단에서 가해자가 친부

모인 비율(90.1%)이 재학대 미발생집단(79.9%) 보다 높았다.

가해자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관련해 가해자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비율은 재학

대 발생집단(17.1%)이 미발생집단(14.5%)에 비해 높았다. 가해자의 알코올 남용은 재학대 

발생집단(26.7%)이 미발생집단(19.2%)보다 높았다. 가해자의 양육기술・지식 부족 비율

도 재학대 발생집단(53.2%,)이 미발생집단(45.5%)보다 높아 재학대 발생집단에서 양육기

술・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높았다. 

피해아동이 경험한 학대유형의 발생빈도는 재학대 발생집단이 미발생집단과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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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변인
재학대 발생 집단 재학대 미발생 집단

X2 / t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학대피해아동 성별
남자 699 48.3 1811 39.6

34.87***
여자 747 51.7 2767 60.4

학대피해아동 연령

0세~2세 168 12.2 626 13.7

41.20***
3세~6세 270 19.5 795 17.4

7세~12세 622 45.0 1723 37.7

13세~17세 322 23.3 1423 31.2

평균(표준편차) 8.5세(4.47) 9.2세(4.92) 5.33***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 560 39.3 1727 39.1

0.013
그외 유형 865 60.7 2687 60.9

가초생활보장 수급
수급 484 36.3 1031 24.7

68.32***
비수급 850 63.7 3147 75.3

학대피해아동의 장애 유무
장애 68 4.7 123 2.7

14.61***
비장애 1377 95.3 4457 97.3

가해자 성별
남자 837 57.8 2608 57.1

0.25
여자 610 42.2 1959 42.9

가해자 연령

20대 이하 138 9.6 464 10.3

20.74***
30대 514 35.6 1414 31.5

40대 618 42.8 1872 41.6

50대 이상 175 12.1 745 16.6

평균(표준편차) 40.3세(8.51) 41.1세(9.63) 3.29***

가해자 가족관계
친부모 3641 79.9 1303 90.1

79.24***
기타 918 20.1 143 9.9

가해자의 배우자 폭력 여부
폭력 발생 247 17.1 664 14.5

5.85*
비해당 1196 82.9 3915 85.5

가해자 알코올 남용 여부
알코올남용 386 26.7 878 19.2

37.967***
비해당 1057 73.3 3701 80.8

가해자 양육지식·기술

부족 여부

양육기술부족 767 53.2 2082 45.5
26.23***

비해당 675 46.8 2497 54.5

학대발생빈도

일회성 99 6.8 493 10.8

37.67***

1년에 한두번 57 3.9 143 3.1

2-3개월에 한번 70 4.8 200 4.4

1개월에 한번 131 9.1 312 6.8

2주일에 한번 83 5.7 257 5.6

1주일에 한번 210 14.5 554 12.1

2-3일에 한번 270 18.7 785 17.2

거의매일 527 36.4 1833 40.0

평균(표준편차) 6.03(2.20) 5.55(2.54) 7.83***

최초학대

원가정 분리보호 실시

원가정 분리보호 569 39.3 1950 42.7
5.17*

원가정 보호 878 60.7 2616 57.3

*p<.05, **p<.01, ***p<.001 ; 결측사례 제외한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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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발생집단은 1주일에 1회 정도로 학대를 경험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재학대 미발생집단은 2주일에 1~2회 정도 학대를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거의 매일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회

성으로 경험한 비율은 재학대 미발생집단이 10.8%로 재학대 발생집단의 6.8%에 비해 다

소 높았다. 최초 학대시 원가정 분리보호 조치비율은 재학대 미발생집단이 재학대 발생

집단에 비해 높았다. 재학대 발생집단에서 원가정 분리보호조치를 받은 피해아동비율은 

39.3%였고, 미발생집단은 42.7%였다. 

2. 아동학대 재발생 집단의 학대유형 분류와 전환확률

아동학대는 복수의 학대유형으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고하는 학대유형 분류에서도 단일유형의 학대보다는 중복학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분

석사례의 학대유형 분류결과를 보여주는 <표 2>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에 기반해 학대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재학대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 모두 중복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비율이 각각 52.9%와 47.1%

에 달한다. 관찰할 수 있는 총 15개 유형 중 11개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중복유형 학대를 특정한 학대유형을 기준으로 재분류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분

류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또는 중복유형 학대를 재분류하지 않은 채 사

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중복유형 학대집단이 이질적인 사례로 구성되었다면, 그 차별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표 2. 재학대 발생 집단과 미발생집단의 학대유형 비율

구분
재학대 발생 집단 재학대 미발생 집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신체학대 154 10.6 346 7.6

정서학대 197 13.6 663 14.5

성학대 8 0.6 172 3.8

방임 323 22.3 1241 27.1

중복학대 765 52.9 2,158 47.1

합계 1,447 100.0 4,580 100.0

주: 재학대발생집단 비율은 최초학대 자료를 이용하였음

재학대 발생집단과 재학대 미발생집단 모두 최초학대시 경험한 단일유형 학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방임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단일유형 학대는 정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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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신체학대, 성학대 순이었다. 

1) 재학대 발생집단의 학대유형 분류를 위한 잠재계층분석

재학대 발생집단의 최초학대와 재학대 학대유형이 유사한 형태로 분류되는지 알아보

기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 적합도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 재학대 발생 집단의 최초학대 및 재학대별 잠재계층분석 모형적합도

계층모형 AIC BIC aBIC Entropy LMR LRT BLRT

최초

학대

잠재

계층 

2 계층 5179.804 5227.299 5198.709 0.873 800.807*** -2992.310***

3 계층 5125.541 5199.423 5154.950 0.942 62.544*** -2580.902***

4 계층 5077.137 5177.405 5117.048 0.943 56.842*** -2548.771***

5 계층 5085.121 5211.775 5135.535 0.849 1.962 -2519.568

재학대

잠재

계층

2 계층 5578.658 5626.153 5597.563 0.902 753.384*** -3167.373***

3 계층 5419.498 5493.379 5448.906 0.935 164.635*** -2780.329***

4 계층 5315.831 5416.099 5355.742 0.909 110.626*** -2695.749***

5 계층 5325.428 5452.082 5375.842 0.920 0.392 -2638.916

***p<.001

재학대 발생집단은 최초학대와 재학대 학대유형 모두 5개 계층을 적용한 모형에서 

LMR-LRT, BLRT 검증치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잠재계층을 투입

한 모형에 비해 유의미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또한 최초학대와 재학대 모

두에서 AIC, BIC, aBIC값은 4개 계층모형이 가장 낮았다. 이에 재학대 발생집단의 학대유

형을 분류하는 데 적합한 잠재계층모형으로 4개 계층모형을 선택하였다. 

아동학대 재발생집단에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확인한 4가지 학대유형은 최초학대와 

재학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신체학대 문항반

응확률이 매우 높고, 정서학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확률을 보인 ‘신체학대 우세형’, 반

대로 정서학대의 문항반응확률이 매우 높고, 신체학대 문항반응확률이 다소 낮은 ‘정서학

대 우세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학대 문항반응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다른 학대

의 문항반응확률이 매우 낮은 ‘성학대’ 유형, 방임의 문항반응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

서학대 문항반응확률이 낮은 수준을 보여준 ‘방임’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주요한 학대유형을 

부각시키는 간명한 학대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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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학대 발생집단 학대유형의 잠재전환 분석

아동학대 재발생 집단에서 최초학대와 재학대 잠재계층이 유사함을 확인하였기에, 아

동학대 피해아동이 재학대를 경험할 때 유형소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최초학대와 재학대 학대유형을 동시에 투입해 잠재전환분석을 수행하였다. 잠재전

환분석을 통해 최초학대와 재학대에서 동일한 수의 잠재계층모형이 적합한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해 조합가능한 잠재계층수를 투입해 잠재전환모형을 탐색하였다. 

최초학대 유형과 재학대유형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효과를 가지기에 최초학대의 잠재

유형은 재학대의 잠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순차적으로 최초학대와 

재학대 잠재유형 수를 증가시켜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최초학대와 재학대에서 분류할 수 있는 잠재유형의 수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반복해 

실행한 결과, <표 4>와 같이 최초학대와 재학대 모두에서 4개의 잠재유형을 가지는 잠재

전환모형이 가장 작은 BIC 값을 보였다. AIC 적합도지수는 계층수가 늘수록 감소하는 경

향이 있고, 분류가능한 유형이 많은 분석에서는 BIC 적합도지수에 기반해 모형을 선택하

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Marcoulides, Gottfried, Gottfried, & Oliver, 2008). 또 4개 잠재유

형모형의 엔트로피 값 역시 0.806으로 비교적 좋은 수준으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4. 잠재전환분석 모형적합도 및 잠재유형별 문항반응확률

잠재유형수 AIC BIC Entropy

2 10222.683 10322.950 0.907

3 9985.621 10154.493 0.946

4 9755.454 10003.484 0.806

5 9691.416 10029.160 0.837

구분
신체학대

우세형 집단

정서학대 우세형 

집단

성학대

피해 집단

방임

피해 집단

최초학대

구성비율 41.7% 29.9% 0.6% 27.7%

신체학대  1.000 0.680 0.011 0.122

정서학대  0.520 1.000 0.000 0.189

성학대 0.000 0.111 1.000 0.000

방임 0.049 0.162 0.002 1.000

재학대

구성비율 41.7% 28.3% 2.8% 27.2%

신체학대  1.000 0.597 0.021 0.039

정서학대  0.516 1.000 0.014 0.200

성학대 0.000 0.000 1.000 0.020

방임 0.062 0.168 0.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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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전환분석을 통해 분류한 잠재유형이 보여준 문항반응확률값은 <표 4>에 제시하였

다. 이 결과에 근거해 재학대 발생집단이 최초학대와 재학대에서 분류되는 학대유형을 시

각적으로 보여준 결과가 <그림 3>이다.

재학대 발생집단의 최초학대와 재학대 자료를 가지고 잠재전환분석을 수행해 도출한  

잠재집단의 특징을 살펴보면, 앞서의 잠재계층분석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

준다. 재학대 발생집단의 피해아동이 가장 많이 속한 학대유형은 신체학대의 문항반응확

률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서학대 문항반응확률이 그 다음으로 높은 ‘신체학대 우세형’ 집

단이었다. 재학대 발생집단의 최초학대와 재학대 모두에서 재학대 피해아동 중 41.7%가 

‘신체학대 우세형’ 집단에 속하였다. 다음으로 재학대 발생집단 피해아동이 많이 속한 집

단은 정서학대 문항반응확률이 매우 높고, 신체학대가 수반되는 ‘정서학대 우세형’ 집단이

었다. 최초학대에서는 피해아동 중 29.9%에 ‘정서학대 우세형’으로 분류되었고, 재학대에

서는 28.3%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방임학대의 문항반응확률이 매우 높고, 정서학대와 신체학대 문항반응확률은 매우 낮

은 수준에서 나타나는 ‘방임피해’집단은 ‘정서학대 우세형’보다 다소 낮은 소속비율을 보

였다. 최초학대에서 피해아동 중 27.7%가 ‘방임피해’집단으로 분류되었고, 재학대에서는 

피해아동 중 27.2%가 이 유형에 속하였다. 

(가) 최초학대시 잠재계층유형

(나) 재학대시 잠재계층유형

그림 3. 재학대 피해아동집단의 최초학대 및 재학대 시점별 문항반응확률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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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나타난 학대유형은 성학대 문항반응확률만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성

학대 피해’집단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아동 중 ‘성학대 피해’집단에 속한 비율은 가장 

낮았다. 최초학대에서 피해아동 중 0.6%만이 ‘성학대 피해’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재학대

에서는 피해아동 중 2.8%이 성학대 피해집단으로 분류되어 다른 집단과 달리 소속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재발생집단에서 잠재전환분석을 통해 확인한 학대유형 분포를 정리하면, ‘신

체학대 우세형’이 피해아동 중 41.7%를 차지하고 있고, ‘정서학대 우세형’이 다음으로 많

은 28.3~29.9%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개 학대유형이 전체 재학대 발생집단 중 70%정도

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방임피해집단은 27% 정도, 성학대 피

해집단은 3% 미만에 해당하고 있다. 

3) 재학대 발생집단 학대유형의 종단적 전환확률

재학대 발생집단에서 최초학대에서 경험한 학대유형과 재학대에서 경험한 학대유형이 

동일한지 아니면 다른 학대유형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재학대 발생

집단의 최초학대 유형을 기준으로 재학대 잠재유형으로의 전환확률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초학대에서 ‘신체학대 우세형’에 속한 피해아동이 재학대에서도 ‘신체학

대 우세형’에 속할 전환확률은 91.1%로 높게 나타났다. 동일하게 최초학대에서 ‘정서학

대 우세형’ 집단에 속했던 피해아동이 재학대에서 동일한 학대유형에 속할 확률은 80.1%

로 가장 높았다. 방임피해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최초학대에서 ‘방임피해’ 집단에 속

했던 피해아동이 재학대에서 ‘방임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은 81.3%으로 가장 높았다. 다만 

표 5. 최초학대 유형과 재학대 유형간 소속전환 확률(빈도)

구분

재학대

계신체학대

우세형 집단

정서학대 

우세형 집단

성학대

피해 집단

방임 

피해 집단

최초

학대

신체학대

우세형 집단
0.911

(550명)
0.045
(27명)

0.025
(15명)

0.02
(12명) (604명)

정서학대

우세형 집단
0.046
(20명)

0.801
(347명)

0.025
(11명)

0.127
(55명) (433명)

성학대

피해 집단
0.00
(0명)

0.556
(5명)

0.444
(4명)

0.00
(0명) (9명)

방임

피해 집단
0.082
(33명)

0.077
(31명)

0.027
(11명)

0.813
(326명) (401명)



아동학대사례의 잠재유형화와 유형별 재학대 위험요인 195

성학대의 경우, 재학대에서도 최초학대와 동일한 ‘성학대 피해’집단에 속할 확률은 44.4%

로 낮게 나타났다. 

학대유형의 전환확률을 통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재학대는 동일한 학대유형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성학대는 최초학대 이후 다른 

학대에 비해 보다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보호를 제공하기에 동일한 유형의 재학대가 일어

날 가능성이 적게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최초학대유형이 재학대에서 다른 학대유형으로 전환된 변화를 살펴보면, ‘신체학대 우

세형’집단은 ‘정서학대 우세형’(4.5%), ‘방임피해’(2.0%), ‘성학대 피해’(2.5%)로 전환될 확

률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정서학대 우세형’ 집단의 경우 재학대에서 ‘방임 피해’집단으로 

전환될 확률이 12.7%로 나타났지만, ‘신체학대 우세형’(4.6%)과 ‘성학대 피해’(2.5%)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았다. ‘성학대 피해’집단은 재학대에서 ‘정서학대 우세형’에 속할 전환

확률이 5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임 피해’집단은 재학대에서 ‘신체학대 우세형’

(8.2%), ‘정서학대 우세형’(7.7%), ‘성학대 피해’(2.7%)집단에 속할 전환확률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3. 아동학대유형별 재학대 발생의 위험요인 확인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사례는 성학대를 제외한 신체학대, 정서학

대, 방임 등의 학대유형은 동일한 학대유형으로 반복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학대유형에 따라 재학대를 유발하는 위험요인 및 표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교집단으로는 2012년에 학대사례로 판정되었고, 이후 3년간 재학

대가 발생하지 않은 재학대 미발생집단 4,580명을 추출하였다. 먼저 재학대 미발생집단에 

대해 잠재계층분석을 수행해 학대유형을 분류하였다.

1) 재학대 미발생집단의 학대유형 잠재계층분석

재학대 발생집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잠재계층 수를 단계별로 증가시키면서 적합한 잠

재계층모형을 찾아보았다. 분석 결과, 재학대 미발생 집단은 5개 계층에서 LMR-LRT와 

BLRT 검증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LMR-LRT=0.694, p>0.5; BLRT=-8693.248, 

p>0.5), 4개 잠재계층이 보다 유의미한 분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4개 잠

재계층모형에서 AIC, BIC, aBIC지수가 가장 낮고 엔트로피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IC=17424.497, BIC=17546.656, aBIC=17486.282, Entropy=0.955). 이는 재학대 미발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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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재학대 발생집단과 동일하게 4개 잠재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재학대 미발생집단에서 분류한 잠재유형의 형태는 재학대 발생집단과 유사하게 나타

났다. <그림 4>에서처럼 잠재집단 1은 신체학대 문항반응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 ‘신체학

대 우세형’으로, 잠재집단 2는 정서학대 문항반응확률이 매우 높고, 신체학대 문항반응확

률이 그 다음으로 높은 ‘정서학대 우세형’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 잠재집단 3은 성학대

에서만 높은 문항반응확률을 보이고 있는 ‘성학대 피해’ 집단, 잠재집단 4는 방임의 문항

반응확률만이 매우 높은 문항반응확률을 보이는 ‘방임 피해’집단이라 볼 수 있다.

2) 학대유형별 재학대 발생 위험요인의 영향

재학대 발생집단과 미발생집단을 비교해 재학대 위험표식과 위험요인이 동일유형 재

학대 발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

대 우세형, 방임피해 집단의 재학대 미발생사례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다음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학대 발생집단에서는 최초학대와 재학대에서 동일한 학대유형이 

반복된 사례만을 투입하였고, 성학대 유형은 동일유형 재학대 사례수가 4명밖에 되지 않

아 분석에서 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용한 학대유형은 단일유형 학대와 중복학대를 

모두 포함해 분류하였기에, 중복학대사례의 영향이 과대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중복

학대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각 유형별로 중복학대여부를 투입하였다.

그림 4. 재학대 미발생 집단의 잠재계층유형별 문항반응확률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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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대유형별 재학대 발생에 미치는 위험요인 영향력

구분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방임

B OR B OR B OR

학대피해아동의 성별(남=1) .188 1.206 -.074 .928 .608*** 1.837

학대피해아동의 연령 .339** 1.404 -.212** .809 -.454*** .635

피해아동 장애보유a .188 1.206 .359 1.431 .306 1.359

가해자의 성별(남=1) -.058 .944 -.344* .709 -.304* .738

가해자의 연령 .029 1.030 .056 1.058 -.148 .863

가해자관계(친부모=1) .326 1.386 .767*** 2.154 .493 1.638

한부모가족a -.108 .898 .131 1.141 .258 1.295

수급자가족a .409 1.505 .611*** 1.843 .834*** 2.303

가해자의 배우자폭력a 1.310*** 3.706 -.108 .898 .022 1.022

가해자 알코올남용a .562* 1.754 .578*** 1.783 .564** 1.757

가해자 양육기술부족a .126 1.134 .097 1.102 .316* 1.371

학대발생빈도 -.034 .967 -.057 .945 .009 1.009

원가정 분리보호a .099 1.105 .097 1.102 -1.019*** .361

중복학대a 2.583*** 13.233 -.515*** .597 .005 1.005

-2LL 789.938 1726.986 1388.392

X2 352.569*** 106.158*** 169.762***

†p<.1, *p<.05, **p<.01, ***p<.001; 준거집단=재학대 미발생; a=더미변인; OR=odds ratio

분석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의 재학대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 및 표식은 피해

아동 연령, 친부모 가해자, 가해자의 배우자 폭력, 가해자의 알코올 남용, 중복학대 피해 등

이었다. 피해아동의 연령이 많을 경우 신체학대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해자가 배

우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신체학대가 재발생할 가능성은 배우자 폭력이 없었던 사

례와 비교해 3.7배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알코올 남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신체학

대 우세형의 재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은 1.8배 높았다. 신체학대를 포함해 복수의 학대피

해를 받은 경우, 단일유형의 신체학대 피해아동과 비교해 재학대 가능성은 13배 정도 높

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족일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유의수준 0.1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재학대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피해아동 연령, 

가해자 성별, 친부모 가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가해자의 알코올 남용, 중복학대 피

해 등이었다.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피해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재학대 가능성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여성일 때, 정서학대의 재발생 가능성은 남성가해자에 비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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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높았다. 가해자가 친부모일 때, 정서학대의 재발생 가능성은 가해자가 친부모가 아닌 

경우와 비교해 2.2배 높았다. 피해아동의 가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족일 때, 정서학대 

우세형의 재발생 가능성은 비수급자 가정에 비해 1.8배 높았다. 가해자가 알코올 남용 문

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재학대 가능성은 1.8배 높았다.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단일유형의 정

서학대 피해아동은 중복학대 피해아동과 비교해 재학대 가능성이 1.7배 높았다.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최초학대의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우 유의수준 0.1에

서 정서학대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의 발생빈도가 만성화와 심

각성을 일정 정도 대리한다고 보면, 최초 학대에서 발생빈도가 높았던 사례에 집중적인 사

례관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 재학대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방임의 경우 재학대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피해아동 성별, 피해아동 

연령, 가해자 성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가해자 알코올 남용, 양육기술・지식 부족, 원

가정 분리보호 조치 등이었다. 방임피해 아동이 남자인 경우 여자 아동에 비해 재학대 가

능성이 1.8배 높았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낮을수록 방임이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

났다. 

가해자가 여성일 때 방임이 재발생할 가능성은 가해자가 남자일 경우와 비교해 1.4배 

높았다. 피해아동 가족이 수급가족일 때 방임의 재발생 가능성은 비수급가족에 비해 2.3

배 높았다. 가해자가 알코올남용 문제를 가질 경우 방임 재발 가능성은 1.8배 높았다. 가해

자가 양육기술・지식이 부족할 때 방임 재발가능성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학

대에서 방임으로 판단된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보호를 실시한 경우 방임재발 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학대에서 분리보호를 실시한 후 원가정 복귀를 한 경우 방임 재

발생 가능성은 분리보호를 취하지 않은 아동사례와 비교해 2.8배 높았다. 방임유형에서 

중복학대 피해는 재학대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자 피해아동의 경우 

방임의 재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장희선 외(2016)의 보고와는 다른 결과다. 신체학

대와 중복학대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한 장희선 외(2016)는 피해아동 성별과 재학대 가능

성은 무관하다고 보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남자 아동이 방임을 반복해 

경험할 가능성이 여자 아동보다 높다는 미국의 선행연구(Jonson-Reid et al., 2003)와는 

일치한다. 

둘째, 피해아동 연령이 학대유형에 따라 상반된 방향으로 재학대가능성과 관련된 것으

로 나타난 결과는 아동연령이 많을수록 재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김세원(2008)과 

장희선 외(2016)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아동연령이 낮을수록 정서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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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형과 방임의 재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방임 재학대률이 높은 미국의 

재학대 발생연구(Fluke et al., 2005)와는 일치한다. 또 아동연령이 높을수록 신체학대 반

복피해 가능성은 증가하고, 아동연령이 낮을수록 방임의 반복피해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Jonson-Reid et al., 2003)와 일치하는 결과다. 

셋째, 가해자 성별 역시 학대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해자가 여성일 때, 정서학대 우

세형과 방임의 재학대 가능성이 높았고, 신체학대에서 가해자 성별은 유의미한 위험표식

이 되지 않았다. 이는 신체학대 반복가해 가능성이 남성 가해자에게서 높고, 방임 반복가

해 가능성은 여성 가해자에게서 높다는 선행연구(Jonson-Reid et al., 2003)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가해자 성별이 재학대 발생가능성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한 김세

원(200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다.

넷째, 기초생활수급가족에 속할 경우 정서학대 우세형과 방임의 재학대 가능성이 높다

는 결과는 장희선 외(2016)가 기초생활수급가족이 재학대 가능성에 유의미한 관련이 없

다고 보고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방임유형의 

지속과 반복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선행연구(배화옥・강지영, 2015; Jonson-Reid et al., 

2003)과는 일치한다. 

다섯째, 가해자에게 배우자 폭력문제가 있는 경우 신체학대 우세형의 재학대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배우자 폭력문제가 재학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장희

선 외(2016)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장희선 외(2016)는 재발생과 관련한 영향력이 나

타나지 않은 정서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지 않아 배우자 폭력문제의 영향력이 상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섯째, 분리보호 후 원가정복귀조치를 취한 경우 방임의 재학대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는 위탁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이 방임에서만 재학대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Jonson-Reid et al., 2003)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중복학대는 학대유형별로 상

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학대 우세형에서 중복학대는 재학대 가능성을 

증가시켰지만, 정서학대 우세형에서는 반대로 단일유형 학대를 받은 경우 재발생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대유형별로 중복학대의 영향력이 상반되게 나타난 점은 장희

선 외(2016)에서 중복학대가 재학대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보고한 결과를 일부 설명해준

다. 학대유형을 재분류하여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반되는 영향력이 상쇄되어 중복학대가 

재학대 가능성과 무관하게 나타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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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는 단일・중복학대유형을 모두 포함해 아동학대사례를 보다 간명하게 유형분류

한 후, 동일한 유형 또는 상이한 유형으로 재학대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학

대유형별로 재학대 발생 위험요인이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학대유형의 입력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학대유형은 최대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단일유형 학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과 달리 중복학대가 절반 가까이에 달

하는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유형분류는 실제 학대사례가 경험하는 다양한 학대피해를 반

영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대유형별 재학대 발생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복학대사례에 포함된 이질성을 반영하기 위해 아동학대 재발생사례

를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보다 간명하면서도 우세한 형태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자

의성을 배제하고 경험적 분포에 기반한 유형분류라는 장점을 갖는 잠재변인모형을 통해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방임피해, 성학대 피해 등 4가지 학대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학대유형을 확인하기 보다는 기존의 학대유형을 충실히 반영하

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중복학대유형이 우세한 학대유형에 기반해 재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학대유형은 ‘신체학대 우세형’이었고, ‘정서학

대 우세형’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방임피해 집단은 3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미국의 학대유형과 비교할 때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 방임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아동학대 재발생사례는 신체우세형과 정서

학대 우세형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방임을 범죄에 준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는 문화적 민감성과 인식의 차이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류방법은 학술적 목적의 분석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국

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다. 이에 중복학대유형을 

필요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도록 현재의 4가지 기본적인 학대유형에 심각성 정도를 병기

하거나 위계순위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필요가 있다. 또는 학대유형별로 빈번하게 보고되

는 대표적인 학대행위들을 기록해 보다 구체적인 학대행위에 따라 유형분류를 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둘째, 학대유형별로 차별화된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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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수행한 잠재전환분석 결과, 신체학대 우세형, 정서학대 우세형, 방임 등의 학대는 

동일한 유형으로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위험표식 및 위험요인과 관련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학대유형에 상관없이 

포괄적이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방임만이 동일유형으로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미국 선행연구

(Jonson-Reid et al., 2003; Bae et al., 2007)와 재학대 사례 중 1/3 정도만이 동일유형으로 

재학대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장희선 외(2016)의 분석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

가 선택한 학대유형 분류방식과 가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본 연구는 우세한 핵심학대 유

형을 공유할 경우 단일유형 학대와 중복학대는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러 형태의 학대유형이 병렬적으로 기록된 중복학대를 보다 우세한 학대유형으로 재분

류하는 것이 학대유형별 위험요인과 향후 산물의 차이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가정했

기 때문이었다. 실제 본 연구에서 학대유형별로 재학대 위험요인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

고,  중복학대를 포함해 아동학대사례를 우세한 학대유형으로 재분류한 선행연구들(Lau et 

al., 2005; Petrenko et al., 2012) 역시 피해아동의 발달산물이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이에 동일한 형태로 재발생하는 학대유형의 반복확인을 위해 다양한 분류방식을 적

용한 후속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족 등 취약계층에 속한 아동을 일차적 표적대

상으로 삼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소득계층 아

동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와 취약계층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학대 조기발견・예방체계의 최일선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구빈곤을 대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족은 정서학대와 방임의 재학

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빈곤이 재학대의 위험표식이자 개입표적임을 보

여주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유의수준 0.1에서 방임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국 가구소득 부족과 가족구조 결핍은 돌봄의 부실 또는 부재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방임의 조기발견 및 재발생 예방과 관련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족과 차상위

계층 가족에 속한 아동이 이용아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드림스타트와 아동보호전문

기관이 지역단위 아동보호체계에서 긴밀한 협업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학대 재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배우자 폭력, 알코올 남용문

제, 양육기술・지식 등 인과적 위험요인의 변화를 위해 가해자에게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

인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해자의 배우자폭력 문제는 신체학

대 우세형의 재발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공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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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rbidity)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 가해자의 알코올 남용문제는 모든 학대유형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공통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폭력과 알코올 남용문제는 선행

연구(Fluke et al., 2005; US DHHS et al., 2017)에서도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보고된다. 따

라서 2가지 위험요인이 확인된 학대사례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치료프로그램 참여를 강제

화하거나 이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피해아동을 분리보호시키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해자의 양육기술・지식 부족은 방임의 재발생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다양한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방임사례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양육기술・지식

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양육기능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부모교육, 가사도우미 파견, 급

식카드 제공 등을 통해 재발 가능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아동학대유형 중 방임의 경우, 분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라는 보호조치를 재학

대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방임피해집단

에게 제공된 원가정분리보호 조치는 재학대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반면 신체학대 우세형과 정서학대 우세형의 경우, 원가정 분리보호 조치의 효과성과 관련

해 신중한 해석과 활용이 요구된다. 이들 학대유형에서는 원가정 분리보호조치가 재학대 

가능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학대 발생사례는 최초학대 발생시점에

서 분리보호가 이루어졌지만 원가정으로 복귀한 다음 재학대 발생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다. 반면 재학대 미발생 집단에는 분리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

례가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우세형에서 분리보호 

후 원가정복귀라는 조치가 재학대 가능성을 낮추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을 수 있다. 

반면 방임유형은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가정 분리보호가 재학대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위탁보호조치가 방임의 재학대 가능성을 낮춘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Jonson-Reid et al., 2003)와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방임의 경우 장기적인 분

리보호 보다는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는 분리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변인모형을 이용한 학대유형 분류는 기존의 분류방식과 비교할 때 우세한 

학대유형을 중심으로 간명한 분류결과를 보여주지만, 세부유형별 분류의 정확성과 타당

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단일유형 학대와 중복학대를 모두 포함한 

아동학대사례 분류를 위해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위계순위 접근(Lau et al., 2005)을 포함

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재학대 발생 및 미발생사례는 최초학대 발생시점이  동일하

지 않았다. 간명한 학대유형을 도출하고 동일유형의 재학대발생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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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에, 보다 많은 재학대사례를 포함시키는 표본선정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최초학대 발생시점이 동일한 표본으로 한정한 후, 학대유형이 재학대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초학대 발생시점의 간격이 지나치게 클 경우 관련제

도, 보호조치, 서비스 내용 등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가 재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재학대사례는 최초학대 이후 첫 번째로 발생한 재학대로 국한하였

다. 그 이유는 아직 2회 이상 재학대를 경험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속

적인 학대사례기록이 축적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재학대 횟수가 많은 피해

아동사례를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

학대사례 중 일부는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절차와 가해자 보호처분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특례조치는 재학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제도적 변화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학대 미발생사례를 특례법 시행 이전인 2012년 학대사례에서 

추출하였고, 재학대사례에서도 특례조치를 받은 사례의 비율이 적어 특례법의 영향을 별

도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향후 특례조치를 받은 아동학대사례가 충분하게 많아진다면, 재

학대 발생에 특례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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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ifying Predominant Type and Examining Risk 
Factors for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Sang-Gyun Lee, Bong Joo Lee, Sewon Kim, Hyun-Soo Kim, 

Joan P. Yoo, Hwa Jung Jang, Meejung Chin, & Ji-My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underlying and parsimonious types of child 

maltreatment and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risk factors on child maltreatment recur-

rence differ by type of maltreatment. We utilized the multiyear national administrative data 

from the National Child Maltreatment Information System collected by Child Protection 

Agency in Korea. Of 26,921 child maltreatment victims reported and substantiated on or 

after January 1, 2012, 1,447 children who had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until De-

cember 31, 2015 were selected as maltreatment recurrence group and 4,580 children who 

had not experienced maltreatment since first substantiation were assigned as maltreatment 

non-recurrence group. Latent class analysis(LCA) and latent transition analysis(LTA) were 

used to group children with similar maltreatment subtypes into discrete classes of child 

maltreatment recurrence. Logistic regression is employ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

tween the child maltreatment predominant types and risk factors for recurrence. Results 

of LCA and LTA showed four latent classes representing predominant type of child mal-

treatment: ‘physical abuse predominant type’, ‘emotional abuse predominant type’, ‘sexual 

abuse predominant type’, and ‘neglect typ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risk fac-

tors among latent classes were found in child’s age and gender, perpetrator’s gender, family 

poverty, biological parent as the perpetrator, domestic violence toward partner, perpetra-

tor’s alcoholic problem, insufficient parenting skills, and out-of-home care service,  Based 

on these findings, results suggested how the typology can be used to guide decision about 

who to target in prevention and intervention programs, and which features of risk factors 

to target.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further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in the lights of searching for useful and important strategies to prevent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Key words  child maltreatment,latent class analysis, maltreatment type, recurrence, risk fac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