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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아동학대의 치명적 여파는 한 개인이나 가족에

게만 머물지 않는다. 무자비한 폭력성에 대한 비난

과 피해 아동을 지켜내지 못한 사회 전체의 죄책감

으로 확장되는 엄청난 충격과 파장을 안겨준다. 그

리고 이를 계기로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학대의 심

각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강력한 정책적 

대응과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기도 한다. 그런데 거

기까지이다. 아동학대를 비롯해 방임이나 각종 아

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협하는 발달위기에 대

한 언론 보도가 공개되면, 우리사회 전체는 공분을 

참지 못하고, 여린 생명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였으며, 이어서 강력한 대책을 요구해왔

다. 바로 이 지점까지의 행태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

본 글은 아동보호체계 전반의 정비 또는 확충 

논의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사회, 국가의 보살핌

과 보호가 없이는 독립적 생존이 불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 수준의 강화 논의가 어떠

한 정치 논리와 정책적 한계로 진일보 하지 못하는 

가에 대해 이야기하려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사회

와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미래 지

향적 아동보호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

혁 노력을 단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

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 개편 노력도 실은 한 여

아의 가정내 학대 사망사고에 의한 사회적 충격과 

책임의식으로부터 추동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1년 11월, 코트디부아르의 가난한 가

정에서 출생한 Victori Climbié는 친인척에 맡겨져 

프랑스를 거쳐 영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하지만 

10살의 생일을 맞이하지 못하고 2000년 2월 25일 

학대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당시 Victoria의 부검

보고서에서는 영양실조와 저체온증에 고통 받은 

소녀의 주검에서 총 128개의 외부압력과 잔혹한 

폭행에 의한 상처가 보고되었다. 영국사회를 더욱 

경악케 한 것은 2년여 걸쳐 155명의 증언을 통해 

2003년 발표된 조사보고서(The Victoria Climbié 

Inquiry, L. Laming, 2003, https://ww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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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upload)의 발표내용이었다. 동 보고

서에 따르면 Victoria는 사망에 이르기 이전에 지

역 아동보호기관이나 병원, 경찰 등을 통해 최소 

10여 차례 이상의 보호기회에 노출되었으나 어떠

한 공적, 제도적인 위기개입 과정에서 파악되지 못

하였고,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보장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실제 Victoria Climbié Inquiry 보고서에서 지

적하고 있는 문제점은 참으로 절망적이었다. 

Victoria와 그 양육자가 접촉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심지어 병원에서 조차 아동학

대 의심 소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으며, 유관 기

관이나 관계자 간의 연계·협력은 커녕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유되지 못했다. 사회복지 유관기관들

에서 Victoria 사례는 기관 업무의 우선순위를 차

지하지 못하였고, 보호의 책임에 대한 인식조차 없

었다. 지역사회 자원은 양적으로도 불충분 했지만, 

그조차도 결코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작동하지 않

았고, 유관 기관 간의 연계 채널은 부재하거나 소

통하지 않았다. 관련 행정체계 간의 절차적 비연

속성으로 의심사례 또는 신고사례의 접수 → 조

사 → 조치 → 모니터링 → 사후관리의 매우 기본

적인 보호절차가 일관되게 진행되지도 않았다. 최

일선 담당기관이나 담당자의 한계뿐만이 아니었

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을 작동시키는 보호체

계의 관리·운영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

관운영 예산은 늘상 부족했었고, 전문 인력을 확보

하는 것조차 녹록치 않았으며, 인력의 전문성 향상 

노력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했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2.  영국 아동보호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블레어 정부는 사회투자론을 정책 추진의 핵

심 가치로 하고 아동의 발달 성과를 극대화시키

기 위한 교육·복지부문에 대해 집중적 투자를 

실행하였다. 이에 아동보호정책을 포함하여 전

향적인 아동정책의 추진 의지를 2003년 Every 

Child Matters 라는 정부 녹서(green paper)를 통

해 천명하고, 이와 연동하여 2004년에는 아동법

(Children’s Act)을 개정하였다. 영국의 아동보

호서비스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는 녹서 

Every Child Matters는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아동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비전을 설정, 실현

하는데 중요한 원칙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

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 정책 실패의 

원인을 a) 유관기관들 간의 조율과 연계의 부족, b) 

정보공유의 실패, c) 책임 의식의 결여 그리고 d) 

일선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족과 효과적인 인력운

용 및 훈련체계의 결여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아

동보호체계의 보호대상을 아동학대 뿐만 아니라 

각종 발달위기에 노출되어 특수교육 욕구가 있거

나 행동장애, 방임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을 고려

하면서 조기개입과 효과적 보호서비스의 전달 등

을 위해 다음의 6가지 아동보호정책 개편의 원칙

을 제시하였다.

1) 정보공유의 향상(Improving Information 

Sharing): 지역 당국은 관할 지역 내 모든 아동의 

명부와 이들 중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접촉 이력 및 이용한 서비스 내용, 그리고 담당자 

정보를 관리·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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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사정도구의 개발(Establishing a 

Common Assessment Framework): 모든 아동서

비스 제공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사정도

구를 개발·보급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핵심정보

를 효과적으로 관리·공유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

에서 정보수집의 중복을 제거한다

3) 전담 책임인력의 임명·지정(Identifying 

Lead Professionals): 보호 아동이 1개 기관 이상

을 접촉하게 될 경우, 개별 아동 사례에 대해 전담 

책임인력을 지정한다

4) 전문 인력의 통합(Integrating Professionals): 

위기아동의 선별 및 선별된 아동과 그 가족의 복잡

한 서비스 욕구에 책임껏 대응하기 위해 다학제적

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원팀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전

문 인력의 통합을 추진한다

5) 서비스 접근성 제고(Co-locating Services): 

학교, 슈어스타트 아동센터(Sure Start Children’s 

Centre) 및 보육시설 내에 또는 주변에 물리적으로 

위치함으로써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6) 효과적 아동보호의 보장(Ensuring Effective 

Child Protection): 유관기관은 모두 효과적인 아

동보호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녹서가 발표된 이후 아동법(Children’s Act)

의 개정 등으로 아동보호서비스를 개선하기 위

한 실천적 노력은 2010년에 이르러 교육부 장관

(Secretary of State for Education)의 직권으로 위

기아동 보호를 위해 전담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

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의 E. Munro 교수는 지난 10년 

여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료주의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아동보호체계가 전담 인력의 전문

성 제고에 우선 가치를 두고 아동과 그 가족의 안

전과 복지 증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

하여 영국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다음은 The Munro 

Review of Child Protection: Final Report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 

첫째, 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업무 전문성을 담

보하는 보호체계의 개편을 제안하였다. 실제 현

장전문가들이나 관리자들은 관련 법규와 사업수

행 지침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구체적이어

서 사건자체 또는 보호아동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고 보고하였다. 관료적 절차들을 이행하기 위해 오

히려 아동이나 그 가정에 대해 깊이 관여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화된 서비스는 실제 상상조

차 할 수 없이 다차원적인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실토한다. 이에 

따라 Munro Review는 우선 관련 법령의 개정, 유

관기관 간의 불합리하고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대

폭 단순화하여 아동중심의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

한 기관간 연계·협력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의 아동보호 업무지침

으로 활용되던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과 The Framework for the Assessment 

of Children in Need and their Families 의 내용들

이 다음의 사안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을 권고하였다.

- 연계·협력 등 아동보호 업무의 처리 지침

을 아동보호전담인력의 전문적 판단 과정과 

분리

- 아동보호업무의 기본 원칙 제시

- 초기사정과 서비스 제공과정의 심층 사정단

계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대상 아동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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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very Child Matters(2003)가 제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개편 방안

1.  국가, 지역사회의 보호 책임과 서비스 통합을 담보하는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아동보호 관련 유관기관들 간의 경쟁 및 경계로 인해 

보호서비스가 분산되지 않도록 보호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문제의 책임자를 지정하며, 여러 서

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아동서비스국장(Director of Children’s Services) 직제의 신설: 각 지방 단위에서 교육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회서비스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아동 담당 지방의원(A lead council member for children)의 지정

  3)  아동트러스트(Children’s Trust)의 설치: 장기방안으로서, 아동서비스국장의 책임과 기타 아동 보건서비스의 일부, 비행청소년 업무 등을 포

괄하는 아동트러스트를 설치한다.

  4) 파트너십의 형성: 지방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민간 및 자원조직들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한다.

  5)  지방아동안전보장이사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의 설치: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역아동보호위원회 (Area Child 

Protection Committee)를 대체하는 지방아동보호이사회를 설치한다.

  6)  조사기능의 추가: 교육감독기관(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을 주 책임기관으로 하여 아동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가 순조로운 진행 여

부를 조사하도록 한다.

  7)  아동책임관(Children’s Commissioner) 직제의 설치: 아동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인 아동책임관 직

의 설치를 추진한다. 아동책임관은 관할 지역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며, 매년 교육부 장관을 통

해 의회에 보고한다.

  8)  숙련되고 효과적인 전문가 집단의 양성: 아동보호 전문가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관 또는 소통채널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기관(아동센터)를 활성화하거나, 물리적 통합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가상 센터(virtual team)을 운영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동전담인력능력개발위원회(Children’s Workforce Development Council)”

를 신설하여 지역사회 중심으로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훈련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2.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 주요 보편적 서비스의 예는 교육을 포함한 학교 내 서비스와 보건 서비스 등이다. 학교는 학습과 관련하여 개

인화, 개별화된 접근 전략을 채택하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19세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보건서비스 

제공기관들은 보건에 관한 일반적 정보 뿐 아니라 보건기관에의 접근성 및 선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생활

방식 변화에 대한 캠페인을 수행한다.

3.  통합적 행정과정: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일선 전문가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

해, 다음의 방안을 채택한다.

  1)  공통사정체계(Common Assessment Structure): 영국 정부는 아동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공통사정체계를 개발한다. 모든 아동의 개

별적 욕구와 해당 아동의 가족의 욕구,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사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이를 일선 실무자들에게 배포한

다. 공통사정을 통해, 중복사정을 줄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기관들 간에 아동의 욕구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도모 수 있으며, 생산·수집된 정

보의 공유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정보공유: 개정 아동법 (2004)은 아동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협력 업무를 구체화하는 방

안이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지방정부는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지역 내 아동에 

관한 기본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인덱스를 설치하고 표준 데이터베이스 및 지표를 개발하여 실무자들간의 정보공

유를 개선하도록 한다.

4.  통합적 전략: 영국 정부가 제시한 주요 통합적 전략에는 지방정부에의 조정 및 기획 등의 역할 부여, 욕구 분석 및 기획, 그리고 협력 

활동 및 예산 통합 등이 포함된다.

  1)  지방정부의 리더십 역할: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 행정 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구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지방정부는 

위기아동의 보호를 비롯한 아동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기관들 간의 협조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모든 지방

정부가 ‘아동서비스국장’을 임명하고 아동정책 상의 협력에 관한 조치와 관련 기능을 수행할 책임을 갖도록 한다.

  2)  욕구분석 및 기획: 한 지역 내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체계를 구축한

다. 통합조사체계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여 정기적인 합동평가를 실시한다.

  3)  협력활동 및 예산통합: 협력활동은 욕구의 확인, 필요한 서비스의 선정, 해당 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매의 결정에 있어 관련 기관들 간의 경

계를 가로지르며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 통합 운영은 관련 기관들 간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견고한 행정적 거버넌스를 구축

하려는 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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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호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비스 제

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전문가의 진단 및 사정절차의 마련

- 지방 당국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일정의 수

립, 아동정보의 수집 및 관리, 보호 조치의 효

과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 제고

- 의료기관, 학교, 경찰 및 사법당국 등 아동보

호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의 업무 

효과성에 대한 점검

-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기본설계는 보호대

상 아동의 보호체계 진입배경은 물론이거니

와 수급한 서비스 이력, 나아가 아동의 권리

와 희망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아동과 

그 가족에게 효과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에 근거하여 마련

둘째, 위기아동 보호의 조기 개입을 위한 책임

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 

당국은 물론 협력기관들을 통해 충분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여기서 조기 개

입(early intervention)이란 지침상의 명시된 실제

적 보호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아동과 그 가족의 필

요에 따라 보호서비스 이전 단계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식적인 보호체계로 유입되는 것

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개입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만, 조기개입을 위해서는 발달위기의 노출 여부

를 미리 파악해 내는 것이 중요한데, 학대나 방임 

등은 물론 아동기 발달위기 요소들은 가정내 빈곤, 

가족구성원의 정신건강 문제, 가정폭력, 약물중독

이나 오남용 등과 같이 은밀한 가족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 

환경적 문제 요인 관련하여 직간접적 역할·기능

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과 관련 인력들이 아동보

호체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접근성 확보의 중요

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존 아동보호체계 상의 지나치게 세분화

된 업무처리 규정 및 지침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

는 과정에서 전담인력의 경험과 판단으로부터 창

출된 업무처리 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따라서 관료적 사업지침을 삭제함으로써 

지방 당국의 아동보호에 필요한 서비스의 범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

한 기술과 정보를 갖춘 인력 운용에 관한 책무성과 

책임 재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전

문 인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

을 주장하면서, 아동보호 전담인력이나 사회복지

인력의 양성과정에서 아동중심(child-centered)의 

지식과 관련 기술을 교육시키는 근본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총 150여 쪽에 이르는 Munro Review는 보다 

효과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최우

선 도전과제는 위기의 아동과 그 가족을 정확하게 

파악·이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서비

스를 최상의 상태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

련 기관 및 전담 인력들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보호 절차 상의 

책무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분절적 기능 수

행 실태에 관심 갖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동보호체

계가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의 서비스 제공과정을 체계적으로 모

니터링 해야 하며, 중앙-지방정부, 그리고 유관기

관의 성과관리 체계의 정착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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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아동안전보장 업무 
지침의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발달위기의 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으로서 

아동 안전보장(Safeguarding Children)을 사회 전

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아동과 가족이 접촉하는 

모든 창구는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명

시한 아동보호업무 지침 개정안(2013)에서 보호서

비스의 제공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으로 명명

된 개정 업무지침에서 아동 안전보장과 복지증진

이라 함은 부적절한 양육으로 부터의 보호, 건강

과 발달의 장애요인의 사전적 예방, 안전하고 효

과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의 보장, 그리

고 모든 아동이 최상의 발달성과를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함한다. 2011~12년 중 

영국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60십여 만명의 아동이 

지역당국의 아동보호체계에 연계되었는데, 아동

보호 전담인력이 개별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

을 때 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

기 위한 초기 사정(assessment)과 정보공유, 보호

조치의 일정 수립 및 개별 사례관리 과정에 대해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아동보호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동중심의 협력적 접근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는 아동 안

전보장의 역할은 관계자 모두의 책임인 동시에 각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그림 1. 위기아동의 지방정부 아동보호체계에 의뢰 및 처리 절차

CHILD'S CASE IS REFERRED TO LOCAL AUTHORITY(LA) 
CHILDREN'S SOCIAL CARE

Social worker, with their manager acknowledges receipt of referral and
decides on next course of action within one working day

Assessment required-
section 17 or section 47 of

the Children Act 1989

Concems about child's 
immediate safety

[그림 2] 참고
[그림 3], [그림 4] 참고

No further LA children's social care 
involvement at this stage: other action
may be necessary e.g. onward referral, 

early help assessment / services

Feedback to 
referrer

on next course
of action

Provide help
to child and 
family from 
universal 

and target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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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고유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이와 같

은 지침 규정이 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

방정부 당국의 기획·조정력이 관건이 된다고 명

시하고 있다. 둘째, 아동의 관점에서 이들에게 가

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내는 노력, 아

동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업무

지침은 유관기관의 보호책임을 명시하는데도 주

력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에는 학교, 보육시설, 의

료기관, 경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주거전담 부

서, 교도행정시설, 교통안전국, 아동가족법원, 민

간기관 및 자원봉사조식, 종교단체 등이 포함되

어 있다. 그밖에 지역아동안전보장이사회(Local 

Safeguarding Children Boards)의 운영과 관련된 

지침과 고도 위기사례를 통해 아동보호업무의 전

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 틀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과 [그림 2]의 서비스 흐름도에 따르면 

위기아동이 영국 아동보호서비스를 주관하는 지

역당국에 신고·의뢰되었을 때,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업무를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즉각적인 아동보호체계가 

작동되지는 않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의뢰 가

능성을 염두에 두어 조기개입과 사전 사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한편 즉각적인 보호절차가 전개

되는 경우, 지역당국과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그림 2. 위기아동의 즉각적 보호서비스 제공 절차

[그림 3], [그림 4] 참고

With family and other professionals, 
agree plan for ensuring child's future 

safety and welfare and record
decisions, adn acton it

Decision made by an agency with statutory child protection powers(the police,
the local authority (LA) or NSPCC) that emergency action may be necessary to safeguard a child

Immediate strategy discussion between LA children's social care, police, health and other agencies as 
appropriate, including NSPCC where involved

Immediate strategy discussion makes decisions about:
1. Immediate stfeguarding action; and     2. Information giving, especially to parents.

Relevant agency (taking emergency action sees child and outcome recorded)

Child in need

No emergency action required Appropriate emergency action taken Strategy discussion and section 47 
enquiries initiated

Relevant agency seeks legal advice and outcome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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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참여하는 보호전략 논의 절차를 걸쳐, 즉각적 

조치 및 부모에게 보호조치 관련 결정사항 등을 전

달한다. 해당기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

에 보호 상태 및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즉각

적 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

우에는 관계기관 및 담당자, 그리고 양육자가 향후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응급 보호조치가 아니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관

련 전문가의 사정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

는 서비스를 진단하고 45일의 경과기간 동안 가족

지원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게 된

다. 이후 아동보호 계획이나 아동상태를 확인하여 

더 이상의 법정서비스 지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그림 3. 아동보호 전략논의(Strategy Discussion) 이후의 보호 절차

Further decisions made about
on-going assessment and service 
provision according to agreed plan

With family and other professionals, 
agree plan for ensuring child's future 

safety and welfare and record
decisions

Child is subject of child protection plan;
outline child protection plan prepared; core 

group established-see flow chart 5

Strategy discussion is convened by LA children's 
social care to decide whether to initiate section 

47 enqyurues. Decisions are recorded.

Decision to initiate section 47

Police investigate 
possible crime

No further LA children's 
social care involvement 
at this stage, but other 

services may be required

Decision to complete 
assessment under
section 17 of the

Children Act 1989

Concems about child not substantiated
but child is a child in need

Concems substantiated, child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harm

Social work manager convenes child protection conference 
within 15 working days of the strategy discussion

Decisions made and recorded at child protection conference

Child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harm

Concems substantiated but child not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harm

With family and other professionals, agree
plan for ensuring child's future safety and
welfare and record and act on decisions

Agree whether child protection
conference is necessary and record decisions

Yes No

Social worker leads completion of 
assessment

Child not likely to suffer significant harm

Social worker leads assessment under section 47 of the Children Act 1989 and 
other professionals contribute. Assessments follow local protocol based on the 

needs of the child with in 45 working days of the point of refer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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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종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보호전략 논의과정에서 즉각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나 일반 보호절차를 진

행하던 중에도 치명적 위험을 발견한 경우, 아동

에 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조사가 병행 실

시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주도 하에 아동의 상

태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심층 진단을 통해 아동

보호협의회(Child Protection Conference)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동보호협의회는 보호 전

략논의(Strategy Discussion) 이후 15일 이내에 개

최되어야 하며, 협의회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주도하여 아동보호 절

차에 대한 판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아동보호협의회에서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보호계획 및 절차가 결정되고 전담보호조직을 선

정하게 된다. 전담보호조직은 최초 협의회 개최이

후 10일 이내에 결성되어야 하며, 이들을 통해 보

자료: HM Government(2013).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A guide to inter-agency working to safeguard and promote 
the welfare of children.

그림 4. 아동보호협의회(Child Protection Conference) 이후 보호절차

Child is subject of a child protection plan

Core group meets within 10 working days of
initial child protection conference

No further concems about significant harm

Child protection plan developed by lead social worker, together with core group members, and implemented

Core group members provide / commission the necessary interventions for child and / or family members

First child protection review conference is held within 3 months of initial conference

Child no longer the subject of child protection plan 
and reasons recorded

Further decisions made about continued service 
provision

Child remains subject of a child protection plan
which is revised and implemented

Review conference held within 6 months of initial 
child protection review conference. Decisions

require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Core group members commission further
specialist assessments as necessary

Review conference held

Registered social worker completes multi-
agency assessment in line with local protocols for 

assessment

Some remaining concems about significant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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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절차를 진행하고 3개월 이후 협의회를 재 개최

하여 해당사례의 위기정도를 판정한다. 재판정 과

정에서도 아동발달의 위기 요인이 제거되지 못한 

사례의 경우 다시 3개월 이후 재검토 된다(즉, 최

초 아동보호협의회 개최 이후 6개월 이내, [그림 

3], [그림 4] 참고).

4. 나가며

영국의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s)가 아동안정보장체계(Child Safeguarding 

System)로의 확장과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발표된 정부보고서를 살펴보면 사뭇 그 방대한 

검토와 정책방안에 대한 고민 수준에 압도되게 된

다. 그리고 Victoria의 불행하고도 짧은 생애를 돌

이키면서 더 이상 유사한 사건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논의

에 담긴 듯하여 정책성과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

다. 아직 사업지침 변화 이후 아동보호정책의 구체

적 성과에 대한 평가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

나 영국의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한

국 아동보호체계의 현재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영국의 선행 경험에서 분명하게 전달되는 메시

지 중의 하나는 위기의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성

장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성장기를 제시하는 것

은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이며 미래를 위한 적극

적 사회투자라는 점이다. 아동인구를 통해 우리 사

회의 미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정작 현재 우리는 

그 아동에게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을

까? 투자 이전에 그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발달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따라서 

영국이 그러했듯, 한국사회도 유기·방임, 학대, 

빈곤 등 발달위기의 환경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고, 발달위기 요인을 사전적으로 제거하여 

발달 촉진 요인을 확산시키기 위한 가정-학교-

지역사회의 역할이 시급하다.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증진은 물론이거

니와 발달 상의 손상·장애를 예방하면서 개별 아

동의 잠재력을 최대 발현할 수 있도록 아동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행 한국의 아동보호체계는 보호대상 아동의 

위기 유형이나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보호업무의 

주관 부처나 정책배경 등에 따라 다양한 보호 채

널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 전담인력과 유관 기관의 

헌신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위기아동 보호업무에 

관한 일관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식

적인 서비스 연계와 파편적·분절적 서비스, 사후

관리의 부재 등으로 아동보호의 기능이 온전히 작

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영국에서는 위기

아동 개인과 가족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 이력 등

의 정보가 공유됨으로써의 아동보호체계의 효과

성이 배가될 것을 기대하였다. 한국도 아직  위기

아동 보호에 관한 통합 정보관리 체계(DB)가 구축

되지 못해 위기아동 또는 위기의심 사례에 대해 최

초 보호체계 유입에서부터 서비스 이용 및 원가정 

복귀까지의 전반에 걸친 정보관리가 취약하고 정

보시스템이 비효율적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

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Munro Review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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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전문성 관련해서도 우리의 한계는 드러나

고 있다. 읍면동·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 업무 담당인력의 부족과 이에 따른 아동

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과중, 잦은 인사이동으로 

보호서비스의 전문성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고,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개인 역량에 오롯이 맡겨져 있다니 말이

다. 위기의 아동을 안전하지 못한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지만, 원가정 보호 및 

지지체계가 미약하고 가정분리 후에도 원가정 복

귀를 위한 체계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보호

대상 아동의 앞날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 듯하여 슬

프기까지 한 현실이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듬고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까? 다양한 접근과 방법이 제시될 수 있으나 저

자는 우선 위기아동 보호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

식, 공적책임 강화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고유의 자원과 역

량을 발휘하여 지역 내 아동 개개인을 보듬어 안

을 수 있는 지역단위 보호체계의 마련을 위한 제도

적 인프라, 즉 지방자치단체 내의 아동보호 전담조

직 또는 전담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이 주도하

는 아동보호서비스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

히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특히 학교-가정-지방

정부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만 현행의 산발적이고 파

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조직적

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기초·광역 자치

단체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책임의식을 기대한다

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