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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대상 중재에 대한 통합적 문헌고찰:
국내·외 학대 아동 중재 관련 연구(2009–2019)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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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tegrative Review of Interventions for Abused Children
Hye-Kyung Oh·Su Jin Lee·Sae Eun Park
College of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e of interventions for abused children and their
effectiveness by using a systemic review.
Methods: Published intervention studies were identified through MEDLINE, Embase, CINAHL, DBpia, RISS,
and Kiss DB. Eligible studies included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9 and 2019 in English and Korean.
Results: A total of 28 studies were selected for this review. The intervention elements of 28 selected studies
were categorized into 4 themes. The extracted intervention elements were divided into the themes of pa
tient & situation-specific intervention, strengthen parent-child coping capacity and interaction, applying
group intervention and integrated intervention, Linkage with community resource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
Conclusion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social and psychological health of abused children has positively
changed through these intervention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treatment through active in
tervention aimed at helping the affected children.
Key Words: Abuse, Violence, Child, Adolescent, Intervention, Therapy

서

론

아동학대를 “아동의 양육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권위를 가
진 사람에 의한 모든 형태의 신체·정서적 가혹한 처사, 성학

1. 연구의 필요성

대, 방임, 상업적이거나 다른 형태의 착취에 의해 그 결과 아
동의 건강, 생존, 발달 및 존엄성에 실제적인 해를 끼치거나

1999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그런 가능성을 초래한 행위”로 정의하였다(Worl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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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1999). 세계의 모든 아동은 학대로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아동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반복되는 학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가 많아 학대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을 수 있다.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정서적 차원
에서 장·단기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Mathews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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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최초로 사용된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그 의미

이 제시한 문헌고찰 방법으로써 5가지 단계, 즉 문제 인식,

가 신체적 학대에 국한되었으며, 신체적 학대는 의도적으

문헌 검색과 선정, 자료의 평가, 자료 분석 및 의미 해석, 자

로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로 구타, 폭력, 화상, 기

료 통합을 속성 도출의 순서를 따랐다. 이는 최근 주로 사용

능의 손상 등을 의미한다(Ju, 2008). 이후 시대가 흐르며

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과는 다르게 다양한 연구방법을

아동학대의 개념은 신체적 학대에서 점차 확대되어, 부모

사용한 문헌들을 통합할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메타분석과

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방임하거나 폭언 등

같이 양적인 수치로 표현될 수 없어 통합된 결과의 객관성

에 의해 상처받는 심리적 학대까지 아동학대로 고려되었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아동학대에 대한 중재의 특성상

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

다양한 종류의 아동학대를 경험한 대상자와 여러 환경에서

만, 아동에게 협박, 언어적 폭력,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갖게

중재가 이루어지므로 특정 결과변수를 중점으로 결과를 통

하는 양육행동을 포함한다. 정서적 학대의 영향은 외적으

합하기 보다는 여러 연구에서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

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Ahn et al., 2003). 방

2%–3%에 불과한 의료인의 아동학대 신고율 중 간호사

임은 부모나 보호의 책임이 있는 성인이 고의적이고 반복

의 신고율이 특히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아동학대 사례

적으로 아동을 적절하게 양육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행위이

를 발견하고 중재하는 것은 중요한 간호과정임에도 불구하

다. 이러한 방임은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동의 건강

고 그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준비정도, 중재방법에 대한 자

과 발달들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1980년대 들

신감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보고되었다(Kim & Park,

어 학대의 범위가 더욱 넓어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

2005). 이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

위 또한 성적 학대로 아동학대 범주에 넣었다. 성적 학대는

적인 중재와 치료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준비로 2009년 1

성인의 성적 요구나 욕망을 위해 아동을 이용한 경우로, 신

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국내·외 아동

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을 모두 일컫는다(Kwon, 2003).

학대 관련 중재 연구를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파악하였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방임–심리적 학대–성적학

이러한 아동학대 중재과정에 대한 이해는 국내 실정을 고

대’의 순서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왔으며(Moon, 2011), 아

려한 아동·청소년 학대 관련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뿐

동의 복지와 발달을 위협하는 넓은 범위의 행위는 모두 아

아니라 전문적 간호중재 역할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되어 아

동학대에 대한 광의의 의미로 정의될 수 있다. 특히 아동학

동학대에 대한 간호사의 자신감 향상과 관심을 도모할 수

대의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장애를 유발할 만큼 정신적

있을 것이다.

으로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학대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다루며 중재하고 치료하는 것은 아동학대

2. 연구 목적

개입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아동학대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으며, 최

국내·외 중재연구를 분석하고, 그 특성을 비교하고 확인

근 여러 아동학대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되면서 아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동학대에 대한 심각성과 학대 발생 후의 중재에 대한 국민

아동학대 중재 프로그램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중

아동학대 중재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을 분석한다.

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외 연구 중 아동학

아동학대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다.

대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한 것은 Holt
등(2008)의 연구와 Kim (2012)의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연구대상 및 방법

어렵다. 따라서 Holt 등(2008)과 Kim (2012)의 연구 이
후 10여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아동학대 대상자를 대상으

1. 연구 설계

로 한 중재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통합적 문헌고찰은 Whittemore와 Knafl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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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연구에서 사용된 중재를 고찰하고 중재의 속성을 확인

다. 검색에 사용된 검색어는 선정한 DB별로 MEDLINE은

하였다. 통합적 문헌고찰의 단계는 Whittemore와 Knafle

MeSH 검색어, Embase는 EMTREE, CINAHL은 CINAHL

(2005)이 제시한 (1) 문제 인식 (2) 문헌 검색과 선정 (3)

heading 구조를 파악하였다. 검색어의 민감도 향상을 위해

자료의 평가 (4) 자료 분석과 의미 해석 (5) 자료 통합을

각 검색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되는 문헌의 초록을 검토

통한 속성 도출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자료 통합을 통한 속

한 후 유사어를 추가하여 검색어 개념도를 작성하였다. 해

성 도출 단계는 자료를 추출하고 통합적 측면에서 비교·

외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문헌검색에 사용된 검색어는 다

분석하는 것으로 추상화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음과 같다. (1)MEDLINE(Pubmed): Child abuse(유사

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관련 문헌을 반복적으로 파

어: Abuse, Child/ Child Mistreatment/ Mistreatment,

악하면서 중재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정기적 회의를 통해

Child/ Child Maltreatment/ Maltreatment, Child/ Child

의견 조율로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Neglect/ Neglect, Child), Violence(유사어: Atrocities/
Assaultive Behavior/ Behavior, Assaultive), Crime

2. 분석 대상 연구 논문 및 기간

Victims(유사어: Crime Victim/ Victim, Crime/ Victims,

연구 문제는 ‘아동학대 중재 연구의 속성은 무엇인가?’

peutic/ Therapy/ Therapies/ Treatment/ Treatments),

이다. 선정기준은 (1) 연구의 대상(P)을 0–18세 아동을 대

Adaptation, Psychological(유사어: Adaptation, Psycho

상으로 한다. (2) 중재방법(I)은 종합적 분석을 위하여 중

logic/ Psychologic Adaptation/ Psychological Adaptation/

재의 종류나 횟수, 기간 등은 배제 기준을 두지 않았다. (3)

Coping Behavior/ Behavior, Coping/ Behaviors, Coping/

이 중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문헌 (4) 한국어와 영어로 쓰

Coping Behaviors/ Coping Skills/ Coping Skill/ Skill,

여진 문헌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배제기준은 (1) 학대를 경

Coping/ Skills, Coping/ Behavior, Adaptive/ Adaptive

험한 0-18세 아동 대상이 아닌 문헌과 (2) 아동학대 중재

Behavior/ Adaptive Behaviors/ Behaviors, Adaptive),

가 주된 내용이 아닌 문헌은 배제하였다. (3) 양육자 및 부

Crisis intervention(유사어: Crisis Interventions/ Inter

모(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중재 관련 문헌은 연구 목적

vention, Crisis/ Interventions, Crisis/ Critical Incident

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4) 단순 문헌고

Stress Debriefing), (2)EMBASE: Child/Children, Abuse

찰 논문은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연구결과가 없는 연

neglect/Maltreatment, Assault, Violence, Crime victim,

구 프로토콜, 편집자 논평 등은 배제하였다.

Therapy, Adaptation, Crisis intervention, Management,

Crime/ Victimization), Therapeutics(유사어: Thera

(3)CHINAL: Child abuse/ Child neglect/ Children neglect,

3. 자료 수집

Violence, Crime/ Crime victims, Early intervention/Crisis
intervention, Adaption, Management. 국내 데이터 베이

이 연구의 분석대상 연구 논문은 아동학대 중재의 목적,
이론적 틀, 학문 분야,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다.

스에서는 주제어를 {[아동] OR [청소년]} AND {[학대]
OR [폭력)]} AND {[중재] OR [치료]}의 검색식을 조합

분석 대상 연구 논문의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하여 검색하였다. 검색 특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목과 초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국한시켰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록, 키워드에서 검색되도록 필터링 설정하였다. 검색된 결

Holt 등(2008)의 ‘The impact of exposure to domestic

과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한 문헌, 원문이 확인 가능한

violence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A review of the

문헌과 인간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literature’연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검색 데이터베이스

국외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MEDLINE (2,994

(Search Database)는 COSI 모델의 COre DB인 MEDLINE

편), Embase (168편), CINAHL (293편)으로 총 3,431

(PubMed 사용), Embase를 선택하였으며, Standard DB

편, 국내 데이터 베이스에서 검색한 결과 DBpia, 학술연구

중 보건의학·간호문헌의 특화 DB인 CINAHL을 선택하

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에서 1,083편이

였다. 국내 문헌을 포함하기 위해 DBpia, 학술연구정보서

총 검색되어 총 4,538편의 문헌이 1차 문헌으로 추출되었

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검색결과를 추가하였

다. 이중 다른 데이터 베이스에서 추출된 중복 문헌 577편
https://doi.org/10.21896/jksmch.2020.2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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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거한 3,961편의 문헌이 선별되었다. 이 3,961편의 논

1. 대상 논문의 일반적 특성

문은 연구자들이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며 포함 기준에 부
합하지 않는 문헌 3,909편을 제외하였다. 제목과 초록만으

이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들은 2009–2019년 사이에 출

로 선정된 52편의 문헌을 검토한 결과 중재 연구가 아닌 경

판되었고, 출판 국가는 한국 16편(1–16), 미국 9편(17–

우 15편, 연구참여자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연구 9편이

25), 남아프리카(26), 독일(27), 스페인(28)이 각 1편씩

추가로 제외되어 최종 28개의 문헌이 분석 대상으로 선정

이었다. 연구설계는 단일군 사전-사후 연구가 16편(1–4,

되었다(Fig. 1).

6–9, 11, 13–14, 16–17, 20–22), 비동등성 대조군 연구가
8편(5, 10, 12, 15, 18–19, 23, 28)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결

과

3편(24–25, 27), 혼합 방법(Mixed method) 연구가 1편
(26)이었다.

총 28편의 연구가 포함기준을 충족하였다. 선정된 연구
의 주요한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 장소는 국내외 연구 모두 주로 지역아동센터, 쉼터
및 학교에서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 수는 1–260명이었고,
대상자의 연령대는 3–18세로 다양하였다.

MEDLINE (pubmed)
(n=2,994)

Embase
(n=168)

CINAHL
(n=293)

Total
(n=4,538)

DBpia, RISS, KISS
(n=1,083)

연구된 아동학대 관련 중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중

Duplicate
(n=577)

Remain after
duplicate
(n=3,961)

2. 대상 논문에 포함된 중재의 특성

재의 목적, 이론적 틀, 학문 분야, 중재내용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다. 중재의 목적은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 치료

Remain after
Screening of titles
and abstracts
(n=52)

Research used for
analysis
(n=28)

Excluded after screening
of titles and abstracts
(n=3,909)

가 26편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1편(27)이 이후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참여 이용률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선정논문들을 학대 아동·청소년 중재를 위해 여러 이론적

Excluded after full text
Review (n=24)

기틀을 근거로 사용하였는데 사용된 이론적 기틀은 반두라

-No intervention study (n=15)
-No target population (n=9)

의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트라우마 중심 인지행동 치
료 모델(trauma-focused cognitive-behavior therapy

Fig. 1. Flow chart of selecting studies from database search.
Table 1. Description of the studies and intervention results
No

Study

Nation

Intervention

Participants

1

Lee
(2015)

Korea

Art therapy

High school
girls (E=1)

2

Park
& Lee
(2011)

Korea

Sand box
treatment

3

Yang
& Lee
(2016)

Korea

4

Seo &
Lee
(2016)

5

Kim
(2012)

Age
(yr)

Results
Evaluation

F/U period

Period
(Sessions)

17

Sociability test,
Kinetic School
Drawing

T1:
immediately

Adolescent
(E=2)

14, 16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CDI)

Program
using art
media

Children
(E=3)

Korea

Sand play
treatment

Korea

Play
treatment
program

Intervention
objective

Effect

Art 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Self-esteem,
Sociability

Domestic
violence victims
protection
facility

Psycho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Depression

pp

Child advocacy
center

Art 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Depression,
Depressed
behavior

10 mo (1 time
a wk, 25 wk, 60
min)

pp

Child advocacy
center

Child welfare

Psychosocial
adaptation

Self-esteem,
Sociability

3 mo (1 time a
wk, 70 min, 15
sessions)

ct, pp

Child advocacy
center

Child welfare

Psychosocial
adaptation

Social Skill,
Cooperation,
sympathy,
Assertiveness

Design

Setting

Academic field

2 mo (1 to 2
times a wk,
60 min, 13
sessions)

pp

Domestic
violence
counselling
center

T1:
immediately

3 mo (1 time a
wk, 50 min,
14 sessions, 6
levels)

pp

From
7 to 9

The CDI, Kinetic
T1:
House Tree Person immediately
(K-HTP)

6 mo (1 time a
wk, 5)

Children
(E=2)

14

Self-esteem scale:
T1:
SES, sociability test immediately

Children
(E=5, C=5)

From
12 to 16

Social Skill Rating
System

T1:
immediately

C, control group; ct, controlled trial; E, experimental group; pp, pre-and post-intervention assessment;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ET, randomized effectiveness trial; T1, posttest 1; T2,
posttest 2; T3, posttest 3; T4, postte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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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he studies and intervention results (continue)
No

Study

Nation

Intervention

Participants

Age
(yr)

F/U period

Lee
(2013)

Korea Sand box
treatment

Adolescent
(E=1)

7

Lee &
Song
(2015)

Korea Group art
therapy

Elementary
student
(E=4)

T1:
From The CDI, State-Trait
8 to 13
Anxiety Inventory immediately
for Children, Selfimage designed for
young adolescents

8

Oh &
Lee
(2010)

Korea Group playing
treatment

Elementary
student
(E=3)

From
9 to 10

9

Kim
(2013)

Korea Group art
therapy

Elementary
student
(E=10)

From
9 to 13

10

Baek
& Park
(2010)

Korea Group art
therapy

Elementary
student
(E=9, C=9)

From
11 to 13

T1:
Emotional Abuse
immediately
Scale, Emotional
measure, Emotional
expression
scale, Emotional
expression
ambivalent scale,
Emotional regulation
scale

11

Lee
(2014)

Korea Sand play
treatment

Elementary
student
(E=1)

12

T1:
Picture inspection of
projection technique immediately

12

Jung
& Cho
(2019)

Korea Art therapy

Adolescent
(E=8, C=8)

From
14 to 16

Sociability, coping,
stress

13

Kim
& Lee
(2019)

Korea Sand box
treatment

Middle School
Students
(E=1)

16

14

Yu &
Bae
(2019)

Korea Integrated art
therapy

Elementary
student
(E=49)

15

Kim
& Jin
(2019)

Korea Gestalt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

16

Choi &
Choi
(2019)

Korea Art therapy

17

Hubel
et al.
(2014)

USA

18

USA
Allen
&
Solomon
(2012)

Educationalentertainment
(Edutainment)

Period

The CDI, selfesteem scale

T1:
immediately

T1:
Self-esteem scale,
immediately
The Achenbach’
s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Sociability test,
behavior change

T1:
immediately

Intervention

Effect

Design

Setting

Academic field

8 mo (1 time
a wk, 21
sessions)

pp

counselling
center

Psycho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Depression,
Self Esteem

1 yr (1 time a
wk, 60 min, 48
sessions)

pp

Group home

Art 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Depression,
Anxiety, Selfimage

2 times a wk
(60 min, 12
sessions)

pp

Child advocacy
center

Special child
education

Psychosocial
adaptation

Self Esteem,
Problem
behavior

4 mo (1 time a
wk, 120 min, 15
sessions)

pp

Child temporary
advocacy center

Art 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Sociability

Child advocacy
center

Psycho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Emotional
expression

(Sessions)

6

SAFE group
treatment
program

15

Results
Evaluation

2 times a wk, 14 ct, pp
sessions

objective

8 mo (1 time a
wk, 50 min, 28
sessions)

pp

Community child
center

Psycho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Ego growth

T1:
immediately

2 to 3 mo (1
time a wk,
120 min, 10
sessions)

ct, pp

Middle school

Art 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Sociability,
youth coping
skills, Stress

K-HTP, Beck
Depression
Inventory,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T1:
immediately

9 mo (1 time
for 50 min, 30
sessions)

pp

Child advocacy
center

Psycho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Depression,
Incident impact,
Stability

From 11
to 13

Self-esteem scale

T1:
immediately

2 mo (2 times a
wk, 60 min)

pp

Elementary
school

Psycho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Self-esteem

Elementary From 11
student
to 12
(E=10, C=9)

Adult anxiety, peer
relations

T1:
immediately

5 wk (2 times
a wk, 45 min, 5
wk)

ct, pp

Elementary
school

Psychotherapy,
Art 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Anxiety, Peer
relationships

Elementary
student
(E=1)

11

T1:
Problem behavior
of the Achenbach’ immediately
s 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Aggression scale

5 mo (1 time a
wk, 16 wk)

pp

Multicultural
counselling
center

Art therapy

Psychosocial
adaptation

Problem
behavior,
Aggression

Children
(E=63)

From
6.97 to
12.83

T1:
The CDI, Revised
children’s manifest immediately
anxiety scale
(CMAS-R),
Children’s loneliness
questionnaire (CLQ),
Children’s impact of
traumatic eventsrevised (CITES-R),
Children’s
fear related to
victimization
(CFRV), Child
project SAFE
evaluation form

12 wk (90 min)

pp

Child advocacy
center

Health scienc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CDI, CLQ,
CMAS-R,
CITES-R,
CFRV
(symptomatic
children), CDI,
CMAS-R,
CITES-R
subscale
(Subclinical)

Black
adolescents
(E1=20,
E2=19,
C=21)

From 9
to 15

9 days (80–90
min)

ct, pp

3 Community
centers

Health science

Psychosocial
adaptation

Violence
avoidance
Self-efficacy

Anxiety, stress,
coping strategies,
violence avoidance
self-efficacy

T1:
immediately

C, control group; ct, controlled trial; E, experimental group; pp, pre-and post-intervention assessment;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ET, randomized effectiveness
trial; T1, posttest 1; T2, posttest 2; T3, posttest 3; T4, postte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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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he studies and intervention results (continue)
No

Study

Nation

Intervention

Participants

19

Dietz et al.
(2012)

USA

Animalassisted
therapy

Children
(E1=60,
E2=61,
C=32)

20

Misurell et
al. (2011)

USA

Game-bas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21

Liotta et al.
(2015)

USA

22

Allen &
Hoskowitz
(2017)

23

Results

Age
(yr)

Evaluation

F/U period

Period
(Sessions)

From 7
to 17

Trauma symptom
checklist for children
(TSCC)

T1: not
mentioned

Children
(E=48)

From 5
to 10

Internalizing symptoms,
externalizing symptoms,
sexually inappropriate
behaviors, social skills
deficits, self-esteem
problems, knowledge
of healthy sexuality and
self-protection skills

Group
treatment

Children
(N=153)

From 5 Child behavior checklist
to 13 (Internalizing symptoms,
externalizing symptoms),
Child sexual behavior
inventory, TSCC,
Children’s knowledge of
abuse questionnairerevised, Personal safety
questionnaire

USA

Traumafocused
cognitivebehavior
therapy

Children
(E=260)

8.0±2.5

Goldshtrom
et al.
(2011)

USA

Rhythmic
exercise

Children
(E=23,
C=14)

24

Swenson et
al. (2010)

USA

Multisystemic
therapy

Youth
(N=86)

25

Valentino,
Kristin et
al. (2019)

USA

Reminiscing
and Emotion
Training (RET)

26

Visser &
du Plessis
(2015)

South
Africa

Expressive
art group
intervention

27

Ganser et
al. (2017)

28

Pino et al.
(2019)

Academic Intervention
field
objective

Design

Setting

No dogs:
8months (12)
Dogs no
stories: 1mo
(1 time per
month)
Dogs

pp

Child
advocacy
center

Health
science

Psychosocial
Anxiety,
adaptation depression, ange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issociation, sexual
concerns (therapy
dogs)

T1: within
one month

Not mentioned
(12)

pp

Metropolitan
regional
diagnostic
and
treatment
center

Health
science

Psychosocial
adaptation

Internalizing
symptoms,
externalizing
symptoms,
sexually
inappropriate
behaviors,
knowledge of
healthy sexuality
and self-protection
skills

T1: during
the last
session or
within one
month,

Not mentioned
(4 to 12)

pp

Statelegislated
outpatient
center

Health
science

Psychosocial
adaptation

Sexual concerns
(group plus
individual therapy,
GT-I) in TSCC

T1:
immediately

Online &
2-day inperson
training

Pp

Children’
s advocacy
center

Health
science

Psychosocial PTS, dissociation,
adaptation
anxiety, anger/
aggression,
depression, sexual
concerns

From 6 Visual-motor integration
to 9
(VMI), The Achenbach’
s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

T1: 12 mo
later

8 wk (2–3
times a wk,
for 5 min)

ct (pilot)

Children’
s group
residential
facility

Health
science

Psychosocial
adaptation

VMI, aggressive
behavior in CBCL

From 10 Child behavior checklist
to 17
(CBCL), TSCC, parent
ratings of youth social
skills, Maltreatment
outcomes, Service
utilization

T1: 2
months, T2:
4 months,
T3: 10
months, T4:
16 months
later

4 to 6 mo

RET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Health
science

Psychosocial
adaptation

PTSD symptoms,
parent-reported
internalizing,
PTSD, total
symptoms,
youth reported
dissociative
symptoms

Child memory, The
Affect Knowledge Test,
The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4

T1:
immediately

6 Weekly
sessions

RCT

Inhome and
laboratory

Health
science

Psychosocial
adaptation

RET group
contributed more
memories and
better emotional
knowledge than CS
condition

From 3
Children
to 6
(E=148
RET=71,
Community
standard=77,
C=77)

Posttraumatic stress
(PTS), dissociation,
anxiety, anger/
aggression, depression,
sexual concerns

Effect

Adolescent
females
(E=5)

From 13
to 18

The Rosenberg selfesteem scale, The
Interpersonal closeness
scale

T1:
immediately

10 Weekly
sessions

Mixed
methods

Clinic

Health
science

Psychosocial
adaptation

Improving selfesteem scale
scores and the
interpersonal
closeness scale
scores

Germany Structured case Children and
management
adolescents
(E=60,
C=61)

From 4
to 17

Eidence-based
treatment (EBT)
utilization, time until
commencement of EBT,
Participants receiving
treatments other than
EBT

T1: after 6
mo

Not mentioned
(3 modules
composed
of 25
consecutive
intervention
steps)

RCT

Multicenters

Social
welfare

Utilization of
EBT

No significant
difference

From 4
to 5)

Average percentage of
T1:
time per session spent immediately
behaving inappropriately

15 sessions

ct

Classroom

Behavior
treatment

Improving
classroom
behavior

Decreased
percentage of
time per session
spent behaving
inappropriately

Spain

Say Do Say
Children
correspondence (E=5, C=5)
training

C, control group; ct, controlled trial; E, experimental group; pp, pre-and post-intervention assessment;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RET, randomized effectiveness
trial; T1, posttest 1; T2, posttest 2; T3, posttest 3; T4, posttes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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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게임 기반 인지행동 치료 그룹 모델(Game-based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중재(Kim & Lee, 2019)와 대

cognitive-behavior therapy-group model), 대상관계

상의 요구분석을 통해 요구도에 맞추어 사회성 및 행동조

이론, 인본주의 상담 및 접촉 이론이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

절 대처능력 향상,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

된 이론적 기틀은 트라우마 중심 인지행동 치료 모델이었

(Jung & Cho, 2019) 등이 있다. Choi & Choi (2019)의

다. 학대 아동·청소년 관련 중재를 시행한 학문 분야를 살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주요 문제인

펴보면, 심리/미술치료,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분야

공격성을 줄일 수 있는 인간 중심 미술치료 중재를 적용하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였고, Lee (2015)는 자존감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미술치

수 있었다.

료 중재를 적용하여 자신감 및 적극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
를 보고했다. Kim & Lee (2011)는 대상관계이론에 기반

3. 중재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 4가지 속성

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공감성과 자기주장성 등 학
대아동의 사회기술 향상을 확인했다. Park & Lee (2011)

선정된 논문들은 학대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의 연구와 Lee (2013)에서는 모래상자놀이를 활용하여 현

을 돕기 위해 국내에서는 6건(1, 3, 7, 9–10, 12, 16)의 미

실적 문제에 대한 ‘중간적 공간’을 만들고 현실의 환경과 관

술치료, 5건(2, 4–6, 8, 11, 13)의 놀이치료(모래상자 놀이

계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지공하여 우울감 감소를 보였다.

치료 포함), 2건의 통합예술치료(놀이 및 미술 통합치료 포

모래놀이치료를 통해 영웅신화론을 재구성한 이야기를 적

함) 프로그램이 있었다. 국외에서는 3건(17, 25, 28)의 인

용하여 자아를 강화시킨 사례도 있었다(Lee, 2014). Yang

지행동치료, 1건(18)의 놀이치료, 1건(27)의 사례치료, 1

& Lee (2016)의 연구 및 Seo & Lee (2016)의 연구에서

건(19)의 동물치료, 3건(20–22)의 트라우마 및 놀이 기반

도 미술매체를 통한 중재 효과로 심리적 안정감의 향상을

인지행동치료, 1건(26)의 표현예술활동 치료, 1건(23)의

보였다. 점진적 노출기법을 적용하여 인지행동 개인치료를

운동치료, 1건(24)의 임상적 치료 중심 중재가 이루어졌

실시하여 스트레스, 우울, 또래와의 이질감, 불신감에서 향

다.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학대 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상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다(Kim & Kim, 2009). 이 외에

적응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중재가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

도 성적인 학대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에 노출되었던 아동

었다. 총 28편의 중재의 요소들을 파악하여 그룹화하여 최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게임이나 동물과 함

종적으로 총 4가지 속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추출된 중재

께 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중재를 도입하였지만, 목표는

의 속성은 대상자 중심 및 상황 중심의 학대 아동 중재, 부

모두 인지행동치료나 사회 심리적 적응에 중점을 두고 이

모-자녀간 대처능력 및 상호작용 강화, 그룹 중심과 개인

루어졌다(Dietz et al., 2012; Misurell et al., 2011).

및 그룹의 통합적 중재 적용, 지역사회 기반의 중재 적용 및
다학제적 접근이다.

2) 부모-자녀간 대처능력 및 상호작용 강화
‘부모-자녀간 대처능력 및 상호작용 강화’의 속성을 나

1) 대상자 중심 및 상황 중심의 학대 아동 중재

타내는 중재는 다음과 같다. 아동 학대를 경험한 아동만을

대상자 중심 및 상황 중심의 학대 아동 중재는 분석 대

중재하는 단일 방향의 연구가 아니라, 부모 그룹을 함께 병

상이 된 연구의 전반에서 확인된 특성으로 대상자의 상태

렬적으로 중재하는 것이다. Hubel 등(2014)의 연구에서는

및 주변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이에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

아동들의 학대 관련 낙인인식과 고립감을 개선하기 위한

는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다. Kim과 Jin (2019) 연구에서

중재와 함께 부모그룹이 아동들의 치료효과가 유지되고 일

는 학교폭력 피해 아동들에게는 대상자의 불안전한 심리상

반화될 수있도록 아동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수

태를 반영하여 추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래

있도록 하는 중재가 함께 이루어졌다. Valentino 등(2019)

및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관계성 향상에 중점을 두

연구에서는 학대 자녀와 어머니를 함께 중재하였는데, 이

고 중재를 시행하였으며, 가정 폭력 학대 청소년들을 대상

때 자녀와 함께 지난 추억을 회상하며, 아이와 대화를 촉진

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가정환경에 대한 사전분석과

하기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중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정서적 안정감과
https://doi.org/10.21896/jksmch.2020.2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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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자에게 의뢰하는 단계와 치료 과

사례 연구를 제외한 다수의 연구에서 학대 아동 대상 중

정 등을 모니터링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Swenson 등

재 적용 시, 그룹 중심의 중재를 적용하였다. 그룹 중심의

(2010)의 연구에서는 사전 대상자 선정 시부터 신체적 학

중재나 치료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학대를 경험한 동료의

대로 인해 아동보호서비스 아래에 있는 가족들이 선정되었

피드백과 지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경

으며, 선정된 가족을 대상으로 다학제적인 치료 및 지역사

험한 아동들을 위한 중재에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Dietz et

회 기반 치료를 적용하여 사회 심리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al., 2012). 예를 들면, 성적 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이 그룹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대상자의 중재는 지역

중재로 인해 고립감이 해소되고 감정 표현 능력과 자기인

사회 환경 하에서 여러 전문가가 다학제적으로 협업하여

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고한 연구가 있었으며

구현되어야 함을 입증하고 있다.

(Allen & Hoskowitz, 2017), 폭력 및 폭력 예방방법과 관
련된 주제의 그룹 토의를 병행하여 대상자의 불안, 스트레

4. 대상 논문의 중재 효과

스, 대처 전략 등을 확인한 연구(Allen & Solomon, 2012)
가 있었다. 또한, 성 학대 대상자의 공통적인 어려움과 관

학대 아동·청소년의 중재 효과는 이후 관련 치료율 등

련된 활동 및 주제에 관한 세션의 그룹치료를 기본으로 하

을 본 1건(27)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심리사회적 건강 및

고 여기에 강아지의 참여를 추가한 한 그룹과 강아지의 참

중재 관련 지식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심리사회적 건

여 및 강아지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룹치료에 참여하게 되

강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자존감/자아존중감, 정서학대/방

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한 총 3개의 그룹 치료를 시작

임/표현, 대처 스트레스, 우울감/우울 행동, 사회기술평정

한 후 사회 심리적 상태를 확인한 연구(Dietz et al., 2012)

척도(사회성, 문제행동), 협동성, 공감성, 주장성, 외상 후

가 확인되었다. 또한 그룹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학대 경

스트레스 증상, 불안, 또래와의 이질감, 타인에 대한 불신

험 아동의 사회 심리적 상태 향상을 위해 그룹 리듬 운동을

감, 대처능력, 사회기술 결핍, 자기 보호 기술 등을 사용하

적용한 연구가 있다(Goldshtrom et al., 2011). 이외 성적

였다. 중재 관련 지식 내용으로는 건강한 성에 대한 지식,

인 학대 아동 대상 중재 시 그룹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대에 대한 대상자의 지식, 여러 감정 표현에 대해 대상자

Liotta 등(2015)의 연구에서는 그룹과 개별 치료 중재를

가 적합한 감정을 표현하는 지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였다.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Lee & Song (2015)이 집단미술치료를 통

고

찰

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자기상에 긍정적 의미가 있음을 확
인하며 관계형성에 도움이 됨을 확인했다. Kim (2013)은

매년 증가하는 아동학대의 빈도와 아동학대 유형의 복

집단미술치료를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사회성에 대한 효과

잡성의 증가는 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다양한 학

를 연구했는데, 짜증이나, 다툼, 분노감정 등의 의사 표현

문분야에서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치료와 중재와 관련

이 줄어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경청하는 등 사회성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다양한 아동학

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했다. Oh & Lee (2010)는 집단놀이

대 중재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중재효과를 확인, 분석하

치료를 통해 아동들의 문제행동이 감소되고, 특히 자아존

고자 2009–2019년 사이에 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

중감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점수가 향상되어 의미가 있다고

었던 국내 외 연구에 대한 통합적 고찰을 수행하였다. 결과

확인했다.

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피학대 아동을 위해 활용가능한 중재방법으로는 인지행

4) 지역사회 기반의 중재 적용 및 다학제적 접근

동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사례치료, 동물치료, 지역사

‘지역사회 기반의 중재 적용 및 다학제적 접근’의 속성의

회 기반 치료, 운동치료 등이 있었다. 국내 학대피해 아동을

나타내는 중재는 다음과 같다. Ganser 등(2017)의 연구

대상으로 한 중재 연구를 메타분석한 Kim (2012)의 연구

에서는 학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자를 배정

를 통해 국내에서는 주로 현실요법, 치료놀이, 무용요법, 놀

하여 초기접촉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적절한 치료

이치료, 인지행동요법, 미술치료의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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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해외에서 더 다양한 중재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부분이며, 치료적 접근법을 실시한 대상과 중재를 받지 않은

했다. 이러한 중재들은 대상자 중심 및 상황 중심의 환경 속

대상과의 비교연구가 추후 후속 연구로 필요할 것이다.

에서 피해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중재방법을 선택, 적용하

간호사는 의료인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

면 아동에게 주도권을 줌으로써 학대경험으로 형성된 불

대에 대한 기본 개념뿐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간호중재

안, 초조를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타 선행연

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재방법과 효과를 이해해야

구 결과와도 일치한다(Son & Kevin, 2003). 또 국내 연구

할 것이다. 또 의료기관 외에도 지역사회 아동학대 관련 기

의 메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내외통제성이 주

관과 협력하여 심도 있는 교육과 함께 실제 임상 경험의 기

된 종속변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그러한

회가 제공된다면, 전문성을 갖춘 담당 인력이 양성되어 아

변수를 학대의 표현, 대처스트레스, 협동성 및 공감성 등으

동 복지의 질에 기여할 수 있다.

로 세분화하여 측정 연구 결과를 실제 임상 적용의 가용성
을 높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아동학대는 생태체계적 관점이 연관되어 있으며, 가정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학대·아동

Belsky (1980)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요인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적용된 국내

학대와 관련된 중요 요소임을 보고했으며, 아동학대 발생

외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국내 16개 논문과 국외

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은 결혼만족도의 문제, 체벌허

12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학대 아동·청소년 대상자에게

용도, 빈곤문제로(Kim & Kim, 2007) 나타났다. 본 연구

미술, 놀이, 인지행동치료, 그룹치료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에서도 여러 연구들이 가족의 일반적 특성뿐 아니라 상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재를 다양한 현장에서 실

작용, 아동과 부모의 애착, 부모와 부부관계의 정도를 가족

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재의 내용과 원리, 적용대상 및

요인에 포함시켰다. Wolfner & Gelles (1993)의 연구나

증상이 중요할 것이다.

Berger (2005)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뿐 아니

학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재프로그램을 살펴

라 마찬가지로 가해자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외상을

봄으로써 적극적 개입을 통해 피해 아동 청소년의 사회심

경험한 아동의 경우 가족 치료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리적 건강 및 학대 관련 지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

하지만 현재까지도 대부분 연구들에서 위탁양육자나 양육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

자를 배제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치료 위주로 진행되고

해 조기개입 및 적극적 개입을 통한 치료 및 중재를 시행하

있어, 양육자를 포함한 가족치료적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

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아동 개인의 지속적인 삶을 위해서

가 필요해 보인다.

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

이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중재의 방법과 강도

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dosage) 또 그에 따른 중재 효과는 방임, 신체적 학대, 정

이 연구는 학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서적 학대 등 학대의 유형과 학대에 노출된 기간, 학대의 강

목표, 중재방법, 내용, 중재 효과를 고찰하였다. 또한 앞으로

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 아동을 위한

도 지역사회나 병원 등 현장에서 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을

각각의 연구들에서 다양한 아동의 특성에 따른 중재 과정

대하고 중재해야 할 때, 본 연구를 통해 피해아동을 위한 치

을 수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대상이 단일하거나 소수

료 및 중재의 방법과 내용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인 경우가 많아 주제와 관련한 연구의 대상과 방법, 결과와
중재효과 등을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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