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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nalyzes how pulic awareness of perception of child abuse and the recent child 
abuse policy changes appeared in the news comments about child abuse. The major policy changes 
include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Act No. 
15255, Dec. 19, 2017), Mandatory CCTV Installation at Daycare Centers (2015), investigation for school 
children who have been absent school long-term (2016), the 100 state tasks in inclusive welfare 
(2017), e-Child Happiness Support Service (2018), and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of Child Protection 
Service (2019). 
Methods: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1,333,677 comments on news about child abuse from 1 
January 2014 to 31 December 2019. In this study, we conducted semantic network analysis to analyze 
how the contents of child abuse appeared in child abuse comments and the policy contents appeared at 
the time when major policies were implemented. The analysis using R program.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the public recognized child abuse as a crime. 
Second, stereotypes on th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were identified.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public is deeply interested in child abuse incidents occurred at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Lastly, the result has revealed that the public, in general, does not yet acknowledge changes on the 
central policy of child abuse.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implcations are discussed to make improvements in 
awareness of child abuse more accessible to the public. Specifically,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solving stereotypes of child abuse, improving trust in daycare centers,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child care policies to the public.

Keywords: comments on child abuse news, child abuse policies, big data analysis, semantic network 
analysis

오세현1, 강현아2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정책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듭하며 아

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해왔다. 아동학대 정책이 

이처럼 빠르게 변화한 것은 뉴스의 보도를 통해 대중의 관심

이 아동학대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2013년 보도된 울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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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대 사망 사건,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아동학대에 대

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의 제정이라는 아동복지정책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대중의 여론이 아동학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정책

에 대한 대중의 여론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댓글로 형성

된 인터넷 여론은 중요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새로운 의제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이미 결정된 정책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큰 영향

력을 가지므로(D.-S. Choi, Choi, & Choi, 2008) 댓글은 대중의 

여론을 파악하기에 바람직하다.

뉴스의 댓글은 일반 대중의 인식과 반응을 확인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여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I.-K. Jeon & Kim, 

2006; Yang, 2008). 댓글은 전통적인 뉴스 매체와는 다르게 일

반 독자가 뉴스에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생각, 신념,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다(E.-J. Lee & Jang, 2009). 따라서 다수

의 대중과 공유하는 댓글은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데서 그

치지 않고 같은 뉴스를 읽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사회적인 여론의 온도를 감지하며 세상을 이해하는 척도로 사

용된다(Kweon & Kim, 2008; E.-J. Lee & Jang, 2009). 그리고 뉴

스 사용자는 댓글을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의견으로만 보

는 것이 아니라 현실 공간의 여론도 함께 유추하게 해(E.-J. Lee 

& Jang, 2009) 해당 기사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준다(J.-E. 

Chung & Park, 2016). 실제로 댓글의 파급력은 기사의 논조보

다도 댓글의 견해가 이슈에 대한 찬반 태도에 더 영향을 줄 정

도로 상당히 크다(Yang, 2008).

댓글은 전문가가 작성하는 견해가 아니라 여론의 주체인 

사회 구성원의 견해가 직접 나타나므로(Yang, 2008)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댓글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나 인식

이 반영되어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H.-K. Park & Chung, 2010). 그리고 이처럼 뉴

스의 댓글에서 나타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아동학대를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의미하며(E. Jung & Lee, 2017) 

뉴스를 통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에도 영향(K.-E. Lee & Kim, 2018)을 미칠 만큼 뉴스를 통

한 대중의 여론이 큰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댓글에 나타난 아

동학대 인식을 파악하여 어떠한 아동학대 정책이 필요한지 고

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댓글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코더들이 댓글을 하나씩 읽으며 코딩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빅데이터 연구방법이 등장하면서 텍스

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댓글 분석

이 실시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한 댓글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성차별,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지역혐오, 노

인혐오와 같은 차별과 혐오표현이 댓글에서 어떻게 나타나

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시행되었다(S. Lee, Kim, & Jung, 

2016; M. Park & Kim, 2017; Shin & Choi, 2020; Yang, 2018). 또

한 제주 예멘 난민(Kang & Lee, 2019),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

회를 둘러싼 정국에 대한 인식(C. W. Kim & Jung, 2018), 신고

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C. W. Kim & Choi, 2019), 금연정책

(Jwa, Paek, & Seo, 2014)과 같이 의견이 나뉘는 정치적, 정책적 

이슈를 분석한 연구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연구는 뉴스, 블로그, 카페, 

지식IN,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되었으

나(K.-E. Lee & Kim, 2018; K.-E. Lee & Kim, 2019; K.-J. Yoo & 

Yoo, 2018) 아동학대 뉴스는 아동학대에 대한 쟁점 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도 보도되므로 아동학대 뉴스에 대

한 댓글에서는 다른 인터넷 게시판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 정

책 등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D.-

S. Choi et al., 2008; J.-H. Yoo, 2005)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뉴

스의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는 기간을 나누지 않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전후의 아동학대 인식을 살펴본 연구만 존재하므로(K.-E. Lee 

& Kim, 2018; K.-E. Lee & Kim, 2019; K.-J. Yoo & Yoo, 2018) 본 

연구에서는 주요정책의 시기마다 아동학대 뉴스의 댓글에서 

아동학대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파악하여 어떠한 

아동학대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아동학대 주요

정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확인하여 현재 실시된 아동학대 

주요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주요정책은 2014년에 제정된 아동학

대 처벌법이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

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동학대가 범죄임을 명확히 하여 아

동학대를 대하는 입법과 사법의 관점이 변화하였음을 알렸다

(S. Lee, 2018). 이후 매년 새로운 아동학대 정책들이 발표되어 

2015년에는 끊임없이 보도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Yoon, 2015)

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2015년)가 시

행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우

려에서 장기결석 전수조사가 시행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

이 많이 발견되어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위에 제시

된 아동학대 사망사건들과 어린이집 학대의 경우 언론에 보도

되면서 대중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정부로 하여금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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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포용적 복지국가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여 정부가 아동학대 정책을 5년간

의 정부 운영의 최상위 계획 중 하나로 여긴다는 뜻을 표명하

였다(H. Lee, 2017; I.-W. Lee & Lee, 2019). 2018년에는 e아동행

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위기아동을 

예측하고 대응하고자 하였다. 2019년에는 아동보호서비스 전

달체계 공공성 강화라는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 아동학대 정책

들은 아동학대 법제화를 이뤄냈으며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

고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도록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일으

키는 성과를 보였다(E.-H. Choi, 2016; M. S. Lee, 201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2017). 또한, 그동안의 아동학

대 정책이 특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정책이라는 비평에

서 벗어나기 위해 분절적이던 아동학대 정책에서 통합적인 정

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였으므로(I.-J. Chung, 2020) 본 연구에

서는 위의 정책들을 아동학대 주요정책으로 선정하였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뉴스의 댓글에서 나

타나는 아동학대 인식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주요정책인 아동

학대처벌법(2014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2015년), 

장기결석 전수조사(2016년), 포용적 복지국가 100대 국정과

제(2017년), e아동행복지원서비스(2018년),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2019년)가 아동학대 뉴스 댓글에서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여 아동학대 주요정책이 대중에

게 얼마나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정책의 시행과 함께 대중의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홍보의 필

요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학대 주요정책이 시행된 시기마다 댓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1. 아동학대 뉴스의 댓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어

떻게 나타나는가?

1-2. 아동학대 뉴스의 댓글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3. 아동학대 뉴스의 댓글에서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인

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4. 아동학대 뉴스의 댓글에서 아동학대 정책에 대한 인

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Methods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수집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뉴스에서 ‘아동학대’를 키워드로 2014

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을 기간으로 검색한 후 검

색된 뉴스의 댓글 1,773,625개를 R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네이버 뉴스 댓글을 수집한 이유는 네이버 뉴스가 언론수용

자조사에서 포털 사이트별 이용률 조사에서 다른 포털 사이

트와 비교해 압도적 비율로 1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Korea 

Press Foundation, 2019). 데이터 수집은 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IRB) 승인을 거친 후 진행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수집된 뉴스 중 선행연구에서 분석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

어 삭제된 인사, 부고, 브리핑, 당일 기사 요약, 영화나 소설 리

뷰 등의 광고성 기사, 글자 수 500개 미만의 뉴스(S.-H. Ha & 

Lee, 2012; D. Jeong et al., 2013; J.-E. Kim, 2017; Y.-L. Yu, 2017)의 

댓글과 뉴스 제목에서는 위의 단어가 들어가지 않지만 연구자

가 확인한 결과 본문이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뉴스의 댓글 또

한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여 삭제하여 최종 기사에 남은 댓글 

1,333,677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Table 1 참고).

Table 1 
News and Comments Exclusion Criteria

News Comments Exclusion criteria
1 39,700 1,773,625 Raw data
2 27,102 1,399,221 Duplicate news, Human resources affairs, 

Obituary, Briefing, Summary news, 
Photo news, Advertising articles, 
Less than 500 characters

3 18,058 1,333,677 Where the text is not child abuse news

댓글을 분석하기 위해 숫자와 ‘ㆍ’, ‘@’와 같은 특수기호, 한글 

자음과 모음을 사용한 ‘ㅋㅋㅋ’, ‘ㅠㅠ’와 같은 단어가 많아 한

글 자음과 모음도 삭제하는 불용어 삭제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새어머니’를 ‘계모’로, ‘선생’을 ‘교사’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통일하고 ‘얼집’과 같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단

어를 ‘어린이집’으로 통일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총 67개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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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통일하였다. 전처리를 마친 후 R 4.1.0을 활용하였으며 

NLP4kec 패키지를 활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의미연결망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댓글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어

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주요정책이 실시된 시기에 정책 내

용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

다. 형태소 분석을 실시한 후 출현빈도를 바탕으로 주요 키워

드를 추출해 전후 단어를 2개씩 조합하는 bigram을 생성한 후 

bigram 사이의 중심성을 바탕으로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

였다.

중심성은 전체 연결망에서 하나의 노드가 중요한 역할

을 하거나 집중하는 단어, 중심을 위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Bonacich, 1987; Csardi & Nepusz, 2006). 본 연구에서는 연결

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리고 위세중심성을 중심으로 의미연결

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은 하나의 

노드와 다른 노드가 연결된 정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 

노드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다른 노드와 함께 빈도수가 높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C. Park & Jung, 2013) 많은 노드와 연결되

어 있는 노드의 중심성이 높게 측정된다. 예를 들어 아동의 경

우 아동학대에 대한 댓글의 특성상 많은 단어와 연결되어 연

결중심성이 높다.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은 다른 노

드들 사이에서 하나의 노드가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한다. 즉 

매개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Watts & Strogatz, 1998) 매개중

심성이 낮은 경우 연결된 노드들이 끊어져 의미가 연결되지 

않으므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단어는 문장 속에서 의미있는 단

어이다(Cha & Kweon, 2015). 예를 들어 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인권 등 다른 단어들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세중심

성(eigenvector centrality)은 분석 노드와 함께 연결된 노드의 중

심성 값을 분석 노드 중심성으로 계산할 때 고려하는 방법으

로 네트워크에서 연결 정도가 많은 노드와 연결될수록 위세중

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Ko, 2019). 영향력이 큰 노드가 연

결되어 있는 경우 분석노드의 중심성도 높게 나타남으로 영향

력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는 분석방법이다(Bonacich, 1987). 

예를 들어 부모의 경우 영향력이 큰 단어인 아동, 교사 등과 연

결 정도가 많아 위세중심성이 높게 나타난다.

Results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연도(2014) 댓글 의미
연결망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해의 댓글은 전체 1,333,677건 중의 

141,915건(10.6%)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해의 댓글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 10개의 연결중심성, 매개중

심성은 Table 2와 같다. 수집된 댓글 중에서 연결중심성과 매

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키워드는 ‘아동’, ‘맞다’, ‘죽다’, ‘부모’라

는 키워드는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당시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내

용과 관련된 단어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에서 높은 역할

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해의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댓글

을 의미연결망으로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아동학대처벌법

은 당시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촉발된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되었던 만큼(MOHW, 2013) 당시 주목을 

받았던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에 대한 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의 계기가 된 사건들에 대해 형량 

강화,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울산 아

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징역 15년, 칠곡은 10년이 선고되면

서 뉴스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형량이 낮다는 내용

들이 보도되었는데(D. Lee, 2014) 이에 대한 분노를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왼쪽 상단에 연두색으로 표기된 ‘판사’, ‘판결’, 

‘내리다’, ‘새끼’ 등의 키워드와(예: “판사야!! 니 새끼라고 생각

해봐!!!”, “검사가 실컷 공들여서 구형하면 뭐하냐? 판사새끼들

이 지들 마음대로 선고해 버리는데”) 중앙 아래의 빨간색 점의 

‘사형’, ‘집행’, 오른쪽 중앙의 청록하늘색 점의 ‘국민’, ‘세금’이

라는 단어도 아동학대사건의 형량과 관련되어있는 내용이다

(예: “제발 사형 좀 시켜라. 국민들 세금으로 저 여자 삼시세끼 

내 돈으로 밥 먹이는게 아깝다.”, “에휴 나라는 왜 있으며 세금

은 왜 내는거? (깜빵밥줄라고)?”).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의 계기가 된 울산 아동학대 사망사

건,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둘 사건 모두 가해자가 계모였

는데, 오른쪽 상위 보라색 점으로 나타난 ‘계모’라는 단어가 나

타나고 있다(예: “동서양이고 계모가 항상 대형사고 치잖어ㅡ

ㅡ++신데렐라 콩지팥지 같은 동화가 그냥 나온게 아니다ㅋㅋ

ㅋㅋ”, “솔직히 계모 중에 자기 친자식처럼 여겨 줄 사람 얼마

나 될까....”). 또한 오른쪽 하단에 하늘색 점으로 나타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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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라는 단어가 나타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를 원하는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예: “유치원 선생들 얼굴 실

명 공개하라! 사람이 아니라 악마네!”, “다 필요없다 신상공개

하고 석방해라 국민이 처단하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연도(2015) 
댓글 의미연결망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해의 댓글은 전체 

1,333,677건 중의 355,836건(26.7%)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해의 댓글에 나타난 주요 키워

드 10개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은 Table 3과 같다. 당시 어

린이집 아동학대가 많이 보도되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

화가 시행된만큼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교사’가 연결중심

성과 매개중심성에서 매우 높은 역할을 보여준다.

Table 2
The Centrality Value of the Keywords in the Comments on the Year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2014)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아동 117 18.7 한국 117 18.7 

맞다 117 18.7 사람 116 14.6 

죽다 117 18.7 정신 116 18.1 

부모 117 18.7 때리다 116 14.4 

나라 117 18.7 죽이다 116 14.6 

Figure 1. Year of implementation of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2014) comment semantic network analysis.

Table 3
The Centrality Value of Keywords in the Comments of the Year of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in Daycare Centers (2015)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어린이집 148 9.8 어머니 148 9.8 

아동 148 9.8 내다 148 9.8 

교사 148 9.8 보육교사 148 9.8 

부모 148 9.8 생각 148 9.8 

사람 148 9.8 보육 14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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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해의 아동학대 뉴

스에 대한 댓글을 의미연결망으로 나타내면 Figure 2와 같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당시 끊임없이 보도되던 어

린이집 아동학대(Yoon, 2015)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되어 어

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한 찬반 논란(Seo, 2015)과 설치 의

무화 시행(J. Kim, 2015)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어 댓글에서

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반 등의 댓글이 많

이 나타났다(예: “CCTV 설치 및 공개 의무화부터 바로 실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일 많고 스트레스받아서 이런 

일 생기는데 CCTV로 하루종일 감시당하며 일하고 학부모

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로 더 안 좋은 현상이 생길듯... 아침 7

시 반~8시 반 출근 저녁 7반시까지 감시 당하면 정말 숨 막힐

듯.... 아이들 엄마가 키우게 하고 양육수당 더 늘려서 어린이

집 안 보내도 되는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데 중앙 빨간색 점에서 ‘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보

육교사’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맡기다’, ‘키우다’, ‘힘들

다’, ‘낳다’라는 단어가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을 믿고 

맡기기 어려움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예: “둘째 계획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애 낳기 힘든 세상으로 변하니 고

민이네요 빨리 둘째 낳고 일하려 나가려고 했는데 둘째 낳으

면 또 몇 년간은 못 나갈테고 이 나라에선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욕심인 것 같아요 “, “자기 자식 맞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풍현

장 학습때마다 선생들 도시락 초특급 데코까지해서 싸주고 수

시로 간식 챙겨줘 ∼기념일마다 챙겨줘 ㅋ 노골적으로 상품권 

명품 바라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까지 다 조사해라!!! 어린이집

교사 1년교육 받아 자격증 받아 스트레스는 애들한테 풀고 받

아먹을건 다 쳐받아 먹고ㅋ 상전이네ㅋ 진짜!! 우리나라 돈벌

어가면서 애키우기 진짜힘드네.. 그러니 애를 안놓치 ㅋㅋ저

출산 극복하려면 대충 넘어가지말고 진짜 확실히 해라!!”).

장기결석 전수조사 시행 연도(2016) 댓글 의미
연결망

장기결석 전수조사가 시행된 해의 댓글은 전체 1,333,677건 

중의 359,622건(27%)으로 나타났다. 장기결석 전수조사가 시

행된 해의 댓글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 10개의 연결중심성, 매

개중심성은 Table 4와 같다. 당시 장기결석 전수조사으로 밝

혀진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된 ‘아동’, ‘얼굴’, ‘교사’, ‘가슴’, 

‘부모’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에서 매우 높은 역할을 차

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신상을 공개하라는 맥락

Figure 2. Year of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in daycare centers comment (2015)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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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얼굴’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결석 전수조사가 시행된 해의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댓글을 의미연결망으로 나타내면 Figure 3과 같다. 장기결석 

전수조사의 시행으로 당시 아동학대 사건들이 많이 밝혀져 보

도되었었는데 이에 대한 처벌요구와 신상공개 요구가 나타났

다. 처벌요구는 왼쪽 중앙 빨간색 점의 ‘처벌’ 단어(예: “또 솜

방망이 처벌하겠지...그래서 또 이보다 더 한 아동학대기사가 

줄줄이 나오겠지... 우리나라 진짜 아동학대 성범죄자들이 살

기 좋은나라네요...” , “왜 불구속이냐! 증거도 있는데! 정말 이

런 처벌이니까 계속 단절이 안되는거 아니냐! 이 나라는 애를 

낳으라는거야 낳지 말라는거냐!저 찢어죽일것들! 천벌받아

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상공개 요구는 오른쪽 중앙에 청록

색 점으로  ‘얼굴’, ‘공개’라는 단어로 나타났다(예: “얼굴 왜 가

려? 왜 왜??”, “공개해라 피해자얼굴도 모르는데 가해자는 좀 

보자 피해자 형제도 없는데 좀 보자”).

포용적 복지국가 100대 국정과제 발표 연도
(2017) 댓글 의미연결망

포용적 복지국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해의 댓글은 전체 

1,333,677건 중의 164,591건(12.3%)으로 나타났다. 포용적 복

지국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해의 댓글에 나타난 주요 키

Table 4
The Centrality Value of the Keywords Shown in the Comments of the Year in Which the Long-term Absence Survey was Conducted (2016)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아동 52 0.04 마음 52 0.04 

얼굴 52 0.04 자식 52 0.04 

교사 52 0.04 사람 52 0.04 

가슴 52 0.04 죽다 52 0.04 

부모 52 0.04 사형 52 0.04 

Figure 3. Year of investigation for children who have been absent school long-term Comment (2016)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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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 10개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은 Table 5와 같다. 포용

적 복지국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해는 당시 주요정책과 

관련 없이 ‘아동’, ‘교사’, ‘어린이집’, ‘부모’와 같이 어린이집이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에서 매우 높은 역할을 보여준다.

포용적 복지국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해의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댓글을 의미연결망으로 나타내면 Figure 4와 같

다. 포용적 복지국가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해는 주요정책

과 관련된 댓글은 나타나지 않았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연도(2018) 댓글 
의미연결망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구축이 시행된 해의 댓글은 전체 

1,333,677건 중의 68,545건(5.1%)으로 나타났다. e아동행복지

원시스템이 시행된 해의 댓글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 10개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은 Table 6과 같다. e아동행복지원시

스템이 구축이 시행된 해는 당시 주요정책과 관련없이 ‘아동’, 

‘부모’, ‘맞다’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에서 매우 높은 역할을 보여준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시행된 해의 아동학대 뉴스에 대

한 댓글을 의미연결망으로 나타내면 Figure 5와 같다.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이 시행된 해에도 역시 주요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를 비판하며 정부대책

Table 5
The Centrality Value of the Keywords in the Comments on the Year of the Announcement of the 100 State Projects in the Inclusive Welfare 
State (2017)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아동 38 0.06 사람 38 0.06 

교사 38 0.06 여자 38 0.06 

어린이집 38 0.06 한국 38 0.06 

부모 38 0.06 어머니 38 0.06 

남자 38 0.06 원장 38 0.03 

Figure 4. Year of the announcement of the 100 state projects in the inclusive welfare state comment (2017)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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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내용이나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예: “시스템에

서 못 걸러낸 정부도 책임져라.”, “정부는 뭐 했냐? 저런 가정

의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조차 없고 사고 나야 죄만 부

여하려고 하는 정부도 문제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년

과 마찬가지로 처벌요구, 형량 강화가 나타나 아동학대 해결

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강력한 처벌요구와 형량강화인 것

으로 나타났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시행된 해의 경우 아동학대 인식

의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있었는데 오른쪽 중앙에 빨간색 점

으로 나타난 ‘범죄’라는 단어를 통해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

하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예: “아동관련범죄는 극형으로 다

스려야 한다!!!” , “아이들을 학대하는 범죄자들에겐 징역형은 

너무 가볍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 연도
(2019) 댓글 의미연결망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가 시행된 해의 댓글은 

전체 1,333,677건 중의 243,168건(18.2%)으로 나타났다. 아동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가 시행된 해의 댓글에 나

타난 주요 키워드 10개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은 Table 7과 

같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가 시행된 해는 

당시 주요정책과 관련없이 ‘아동’, ‘부모’, ‘교사’, ‘사람’과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이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에서 매우 

높은 역할을 보여준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가 시행된 해의 아동

학대 뉴스에 대한 댓글을 의미연결망으로 나타내면 Figure 6과 

Table 6
The Centrality Value of Keywords Shown in the Comments of the Year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Child Happiness Support System (2018)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아동 44 0.9 자식 44 0.9 

부모 44 0.9 아프다 44 0.9 

맞다 44 0.9 교육 44 0.7 

사람 44 0.9 인간 44 0.9 

죽다 44 0.9 범죄 44 0.6 

 

Figure 5. Year of the the establishment of the e-child happiness support system (2018) comment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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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가 시행된 해에도 

여전히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은 댓글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렇지만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 형량강화와 신상공

개, 처벌요구에서 머무르던 해결책 제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아동학대 뉴스의 댓글에서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

학대 주요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네이버 아동학대 뉴스의 댓글 1,333,677건을 

아동학대처벌법(2014년),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2015

년), 장기결석 전수조사(2016년), 포용적 복지국가 100대 국정

과제(2017년), e아동행복지원서비스(2018년), 아동보호서비

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2019년)가 시행된 해로 나누어 아동

학대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요정책의 내용은 어떻게 나타

나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댓글에서 대중이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함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이 시행된 2018년 의미연결망에서 대중이 아

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e아동행

복지원시스템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변화라기보다는 아동학

대처벌법 시행 전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던 것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를 범죄라고 입법적·사법

적 관점이 변화한 것(S. Lee, 2018)과 더불어 대중의 인식도 변

Table 7
The Centrality Value of Keywords in Raising Public Concern on Child Protective Services (2019)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Keyword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아동 38 0 자식 38 0

부모 38 0 남자 38 0

교사 38 0 어머니 38 0

사람 38 0 생각 38 0

어린이집 38 0 키우다 38 0

Figure 6. Year of raising public concern on child protective services comment (2019) semantic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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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소셜빅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MOHW, 2017) 뉴스의 댓글에서도 이러

한 인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은 뉴스에서 주목한 바

와 같이 계모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중매체는 범죄

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데(Hans & Dee, 1991). 아동

학대 뉴스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는 특히 계모가 상당히 강조된

다(J. Kim, Chung, Lee, & Kim, 2013). 실제 아동학대 처벌법이 

시행된 해에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가해자는 친부모가 1위

였으나(MOHW &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CPA], 

2015) 언론은 계모가 가해자인 사건에 주목했고 댓글에서도 

계모가 주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뉴스에서 나타

나는 범죄자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범죄자에 대

한 인식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존에 형성된 범죄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도구가 되어(M. C. Kim, 2012) 아동학대

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도 고정관념에 국한된 해결책

에 집중하게 된다.

셋째, 아동학대 뉴스에 대한 댓글에서 아동학대 현장의 경

우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학대가 매년 확인되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외에도 보육현장의 학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해에 댓글

은 전체 27%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이후에도 댓글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에 대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대중이 유치원·어린이집에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동돌봄이 대중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지만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후에

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주요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치원·어린이집학대에 대해 뉴스를 읽는 것만으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는다(J.-S. Park & Park, 2013).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 돌봄지원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 대책

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J.-H. Kim,  

2018). 따라서 유치원·어린이집 학대에 대해 대중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학대 주요정책의 경우 대중이 그 내용을 잘 인식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에서 아동학대 주요

정책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아동학대 정책에 대한 요구는 처

벌요구, 형량 강화, 신상공개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이

전에는 살인죄의 확정적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상해치사로 형

이 언도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살인

죄의 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어 살인죄가 언도되거나(J. Kim 

et al., 2013; Y. Park & Kim, 2018) 그 형량 자체도 강화되었다(Y. 

Park & Kim, 2018).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지 6년이 지났음에

도 여전히 국민정서와 형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된 후 판결에서 아동학대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할 수 있을만한 양형요소

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댓글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요구가 나타나

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서는 아동보호사건과 관련된 아

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

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과 같은 출판물, 방송매체 등

에서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아

동학대처벌법 제62조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경우 피

해아동의 신원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MOHW & NCPA, 2018). 그러나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가 끊

임없이 확인되는 것은 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대중에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중이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2016년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모교육 활성화 방

안을 시행하여 부모교육을 정책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여성가

족부 홈페이지 정책정보에서 부모역할지원을 확인해보면 생

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는 정책이 시행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모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

터에서 신청하면 들을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는 

좋은 부모 행복한 아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부모교육 강의실에

서도 부모교육 강의, 연령별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시행되는 정책이 댓글에서 등장하는 것은 아

동학대라는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댓글을 작성하는 사

람들에게도 정부의 정책이 잘 전달되지 않거나 충분히 시행되

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학대 주요정책 중에서도 

포용적 복지국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아동보호서비스 전

달체계 공공성 강화는 거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대응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고정관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일반 대중이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나타났으나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계모와 같은 고정

관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고정관념을 해결할 수 있

는 아동학대 예방사업 홍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가정 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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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중이 친부

모의 학대나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의 학대를 다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예방사업에서 재혼가정

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

방에 대한 논의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

다. 정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뿐만 아니라 2016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교사 전문성을 향상

하였다. 그러나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대중이 

대면 교과목 지정, 실습시간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보육

교사 자격 기준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보도는 많고 정책은 부재한 상황에서 학

부모는 여전히 어린이집에 대해 불안과 불신을 느끼며(Kwon 

& Lee, 2011; J.-S. Park & Park, 2013), 학부모가 느끼는 불안과 

불신은 보육교사와의 협력을 방해해 다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 위험요인이 된다(E. Choi, 2016; G. Yoo, Yang, & Cho, 2016). 

따라서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단기간의 정책

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보육교사 급여의 

증가, 영유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에 행태에 영향을 미쳐 교육과 

보육의 질의 차이를 가져오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조

정이 필요하다(E. Kim, Lee, Park, & Kim, 2016). 보육교사의 평

균 근무경력은 총 6년 4개월이며 전체 어린이집 중 67.3%의 어

린이집에서 사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H. Yu et al., 2018). 이

처럼 짧은 경력과 높은 사직률은 대중에게 보육교사의 전문성

이 높다고 느끼게 하기 어려우므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급여의 증가로 고경력의 보육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어린

이집 아동학대 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

력 등을 실제 통계로 확인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프로그램 개

발에서 증거기반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는 대중의 여론을 파악하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댓글에서 아동학대 범죄 형량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대중이 아동학대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

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의 시행의 결과를 대

중이 느끼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학대행위는 판결에서 명확한 기

준을 가지고 엄격한 양형기준을 제시된다. 하지만 부모에 의

한 상해, 폭행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형사기소자체가 이

루어지지 않거나 선고형량기준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과 관

련이 없는 등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해 양형기준이 미흡하므

로(Y.-J. Park & Han, 2020)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보여지는 미

흡한 양형기준이 대중이 아동학대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

들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아동학대 범죄에 좀 더 명확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어 사법부의 판결과 국민의 인식 괴리가 더 좁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명확한 양형기준의 시행과 함께 뉴스에서 양

형기준 자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왜 

아동학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대중이 이

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찾아가

는 부모교육이라는 정책의 경우에는 대중이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해서 이러한 정책을 찾아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아동수당 신청 시에 부모교육을 홍보하고 자료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네이버 뉴스를 분석하였으나 

포털 뉴스 이용률 2위인 다음 뉴스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뉴스 이용자는 인구사회학적 구성에서 남성과 고연령

층이 많으며 진보적이고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K.-H. Kim & Song, 

2018) 댓글에서 네이버 뉴스와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둘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경우 찬반 논란이 있었는데 

이처럼 찬반 논란이 있는 아동학대 정책의 경우 감정분석을 

통해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정서, 감정, 느낌 등을 분석해(Baek, 

2020)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셋째, 아동학대 댓글에서 향후 나타날 변화를 예측

하기 위해 미래예측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Song, 2016).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직 거의 시행되지 

않은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 댓글을 분석해 주요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는 점, 대중의 

요구가 처벌 강화에 집중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대중의 불안감

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아동 돌봄 현장에 대한 주요정책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아동학대 정책 홍

보의 필요성, 대중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 정책

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Notes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s thesis submitted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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