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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아동기를 위한 기반 마련: 아동체벌 금지의 실천, 이행 지침.

2021년 6월,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서 모두 함께 #폭력근절 해법 회담 시리즈모두 함께 #폭력근절 해법 회담 시리즈에 관한 
특별 보고서 발행.

end-violence.org

endcorporalpunishment.org

본 지침서의 한국어 번역을 제공해준 ‘국제아동인권센터’에 감사드립니다. 

1

https://www.end-violence.org
https://endcorporalpunishment.org


UNI346485

체벌은 법 개정만으로는 근절될 수 없습니다. 본 지침은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법령의 이행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및 예방적 조치는 체벌이 아동에게 미치는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알리며, 사회적 규범과 행동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본 지침은 모두 함께 #폭력근절 해법 회담 시리즈(Together 
to #ENDviolence Solutions Summit Series) 중 하나로 발간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 금지: 폭력 없는 
아동기를 위한 기반 마련하기” 보고서와 함께 제공됩니다. 

2016년 7월, 유엔 사무총장은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The 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을 출범시켰습니다. 본 폭력근절 파트너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세부목표 
16.2(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종식)에만 초점을 둔 유일한 국제적 독립체(entity)입니다. 본 파트너십은 
정부, 유엔 기구, 연구 기관, 국제 비정부 기구, 재단, 시민 사회 단체, 민간 부문 단체 등을 포함하여 600
곳 이상의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다르지만, 모든 아동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체벌 근절은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아동 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알려진 “체벌 근절”은 아동 체벌의 전반적 금지와 철폐 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합니다:

증거 기반의 데이터와 맞춤형 기술 자원, 지침, 그리고 지원을 통해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옹호 수행 및 
지원

체벌의 법적 상태, 체벌의 발생률과 영향, 그리고 체벌 철폐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한 근거를 
포함한 최신의 종합적인 지식 허브(knowledge hub) 제공

정부와 시민 사회에 기술적 지원 제공 및 체벌이 금지되고 철폐될 수 있도록 지원

모든 대륙의 파트너와 지지자들의 범세계적인 운동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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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없는 아동기: 발트해 지역의 체벌에서 벗어나기폭력 없는 아동기: 발트해 지역의 체벌에서 벗어나기

‘발트해 국가 이사회(Council of the Baltic Sea States)’는 ‘아동 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유럽 연합의 지원을 받아 2개년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동 프로젝트는 협력적인 다중 이해 관계자의 계획 및 시행을 통해 체벌에 대한 법적 
금지의 효과적인 이행 촉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발트해 지역의 11개 국가 중 30년 이상 체벌 금지를 하고 있는 
국가부터 최근 체벌을 금지한 국가까지 모두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한 10개 
국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합니다.

국법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한 핵심 메시지와 우수 사례를 알리는 5개의 지침서 개발을 
알리기 위해 2017년에는 스웨덴,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그리고 폴란드에서 
국가 회의가 진행되었고, 2018년에는 일련의 주제별 전문가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지침서는 가정 환경, 긍정적 양육, 인식개선 캠페인,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모니터링 
절차에서 체벌 금지를 이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침서 바로가기: childrenatrisk.cbss.org/non-violent-childhoods/ 

긍정적 훈육 및 아동 체벌의 대안: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긍정적 훈육 이행 도구긍정적 훈육 및 아동 체벌의 대안: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긍정적 훈육 이행 도구

이 실용적인 도구는 고문방지협약 이니셔티브가 Child Rights Connect와 협력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출판물은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책, 법률, 그리고 교육적 관행을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게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체벌 또는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처벌이 아동을 훈육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다룹니다. 또한 부모, 양육자, 그리고 교사가 아동을 훈육할 때 
긍정적인 접근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여러 모범 사례들을 다룹니다.

보고서 바로가기: cti2024.org/resources-for-states/

본 지침은 다음과 같은 주요 자료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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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E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세부목표 16.2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지원INSPIRE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세부목표 16.2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지원

INSPIRE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는 10개 기관에서 개발된 기법 
패키지입니다. 정부부터 일반 대중까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체계로 일곱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전략인 법률의 
이행과 집행에 따라 INSPIRE 패키지는 부모, 교사 및 기타 양육자에 의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법률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양육과정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태도의 변화를 위한 공공 교육 및 전문적인 
교육, 그리고 인식 제고 프로그램의 사례들도 INSPIRE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학대가 유행병처럼 번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0억 명 이상의 아이들이 
폭력을 경험1하고, 이러한 폭력은 치명적인 장∙단기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동에 대한 폭력의 규모와 영향, 
그리고 입증된 증거기반의 해결책2에도 불구하고, 가정, 온라인, 학교 및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정치적 약속 및 재정적 투자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는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아동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전세계적 유행병의 결과로 8,500만 이상의 
아동이3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는 국가 예산과 국제 기부자에게 새로운 방해요소가 되어 아동 폭력 근절을 위한 이미 제한된 
투자와 수년간의 진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모두 함께 #폭력근절 캠페인모두 함께 #폭력근절 캠페인은 아동폭력 근절 커뮤니티를 
고무시키고 아동에 대한 폭력을 영원히 근절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재정적 약속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과 학대를 근절하는 데 있어 체벌을 금지하고 철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체벌 금지 및 철폐는 #폭력근절 캠페인#폭력근절 캠페인의 여섯 가지 정책 제안 중 하나입니다. 체벌은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흔한 형태의 폭력입니다. 체벌의 만연한 사회적 수용은 아동기에 어느 정도의 폭력을 
묵인하는 것이며 사회에서 아동의 낮은 지위를 확고히 하며 다른 형태의 폭력, 착취, 학대로 이어지게 
합니다. 모든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을 존중 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현재 전 세계 
아동의 13%만이 체벌이 완전히 금지된 62개국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폭력근절

1Hillis S, Mercy J, Amobi A, et al. Global Prevalence of Past-year Violence Against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inimum Estimates  
(지난 해 아동 폭력의 발생률: 체계적 검토 및 최소 추정치). Pediatrics. 2016; 137 (3):e20154079
2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7가지 전략),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6
3COVID-19 Aftershocks: A perfect storm- Millions more children at risk of violence under lockdown and into the “new normal”(코로나19의 여진: 
완벽한 폭풍-봉쇄 및 “뉴 노멀”로 접어들며 폭력의 위험에 놓인 수백만 명의 아동), World Vision, 2020, p. 3

법률의 이행과 
집행

규범과 가치 안전한 환경 부모 및 양육자 
지원

소득과 경제적 
강화

대응 및 지원 
서비스

교육 및 
생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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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체벌의 사용을 완전히 근절 체벌의 사용을 완전히 근절하여 어떠한 아동도 체벌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어른을 때리고 다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유가 무엇이든 
아동을 때리고 다치게 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체벌일지라도 아동이 체벌 당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될 때 실효성 있는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동을 폭력적으로 처벌하는 성인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태도와 관행을 태도와 관행을 
변화변화시켜 더 이상 신체적 처벌이 용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긍정적이고 폭력 없는 양육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5년에 채택된 SDG에 따라 국가들은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롭고 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의제는 17개의 목표와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 그리고 각 목표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합니다. 체벌을 근절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종식(SDG 
세부목표 16.2)하고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폭력을 줄이는 데 있어 핵심입니다. 또한, 건강(SDG 3), 교육
(SDG 4), 여성 및 소녀에 대한 폭력(SDG 5, 16), 평등(SDG 5, 10), 그리고 경제적 안정과 성장(SDG 8)을 
포함하는 다른 SDG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은 국가가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9조). 

따라서 국가는 국제 및 지역 인권 의무에 따라 금지법을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가 폭력적인 처벌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모니터링 및 평가는 물론, 공교육과 예방적 인식제고 
조치와 연결되어야 하며, 이는 여러 분야의 연계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 제정

법률상의 명시적 금지는 아동 당사자 및 아동과 함께 지내거나 아동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됩니다. 가족법, 교육법 등 아동의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국가의 법적 체계를 검토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환경에서 체벌의 
합법성과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설정하기 위함 입니다.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위해서는 체벌의 
정당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모가 체벌을 사용할 권리가 하나 이상의 법률에서 
인정됩니다. 관련한 모든 법률을 개정하고 해당 권리에 대한 모든 언급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이것은 교육법이나 돌봄과 관련된 법, 또는 형벌 제도 등에서 체벌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규제하는 모든 
법률에 적용됩니다.

서론: 이행은 왜 중요한가요?

체벌 금지에서 철폐로 넘어가는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정법률 제정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의 채택

의사소통의사소통

공교육 및  
인식 제고

지원지원

긍정적 양육

평가평가

개입의 영향 
모니터링

계획 및 조정계획 및 조정

예산이 산정된(costed) 
국가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아동 보호 시스템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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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체벌에 대해 명확하고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입법에서 명확하고 타협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명확한 언어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좋은 법률의 
첫번째 목적은 교육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파트너가 종종 함께 모여 체벌을 금지하는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의원, 정부 대표(예: 장관), 아동들의 연대, 인권 단체, 종교 또는 전통적 지도자, 유명 인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에 의해 만들어진 동력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모든 
파트너들 간 시너지를 촉진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률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입법상 변화를 위한 상황 또는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법률 개정 예시
네팔네팔

아동에 관한 법(제2048호) (1992)의 제7조: “모, 부, 가족, 후견인 또는 교사가 아동을 꾸짖거나 아동의 
이익을 위해 미성년자를 구타하는 것은 [본 절]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개정 후

아동에 관한 법  (제2075호) (2018)의 제7조 5항 (비공식 영어 번역): “모든 아동은 부, 모, 기타 가족 
구성원 또는 후견인, 교사 또는 기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유형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및 처벌, 방임, 
비인간적인 행동, 성별에 기반한 또는 차별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에 관한 법(제2075호) (2018)의 제66조 2항 d호 (비공식 영어 번역): “가정, 학교 또는 기타 환경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처벌이나 경멸하는(또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로 범죄화 한다.”

코스타리카코스타리카

개정 전

1974 가족법 제143조: “친권은 자녀를 교육하고, 돌보며, 보호하고,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교정할 
권리와 의무를 부과한다.”

개정 후

1974 가족법 제143조(2008체벌 및 기타 형태의 굴욕적인 처우가 없는 훈육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정): “친권은 자녀를 지도하고 교육하고 돌보고 감독하고 훈육할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체벌이나 기타 형태의 모욕적 대우를 허용하지 
않는다...”

UNI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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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조정

모든 국가는 필요와 정치 구조에 맞는 국가실행계획을 개발합니다. 이는 아동 건강, 아동 복지 또는 인권에 
해당하거나 특히 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에 중점을 둘 수 있습니다. 체벌 철폐를 포함한 국가실행계획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 훈육과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한 부모교육에 중점을 둔 대한민국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20-2024)

국가에게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긍정적 훈육의 시행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촉구하는 
아세안(ASEAN) 회원국이 개발한 2015년 아동 폭력 철폐에 관한 지역 실행 계획

국가실행계획은 특정 아동 권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방향과 활동을 다룹니다. 법률 기구(주로 
의회)가 비준한 계획이 있으면 정치적 변화에 대한 약속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며 그 영향은 장기적인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예산이 산정된(costed) 국가실행계획의 개발은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핵심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아동에 
대한 모든 폭력 또는 가정폭력 근절, 또는 아동 보호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 계획에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이 법의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국가실행계획을 활용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 결과를 극대화하고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자원의 중복 및 낭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4 국가실행계획의 예산을 산정할 때 국가 및 지역의 능력과 필요를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자원 동원 전략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예산이 산정된(costed) 국가실행계획은 아동 중심적이고 다분야적이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계획의 개발, 이행 및 평가 단계에서 아동 참여를 지원하는 방법

아동과 가족을 위해 일하는 국가 및 지역 서비스, 그리고 아동, 가족 및 공중보건을 담당하는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을 포함하는 조정기구

금지가 양육 및 교육의 사회적 규범과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 
단계부터 고려된 모니터링 및 평가 프로세스

사회적 규범의 변화를 위한 장기 캠페인을 지원하는 적절한 자원과 아동 중심적인 예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지역적 기반의 인프라를 개발, 조정 및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인 정부 주도의 조정 기구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교육, 보건, 사법 및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민간부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전문협회, 신앙에 기반한 조직, 학술 기관, 재단 
및 기타 NGO 등)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5 지역 수준에서도 국가 차원과 같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실행계획은 국가 및 지역 사회 수준에서 시행할 프로그램과 개입을 포함합니다. 계획된 활동을 모든 
커뮤니티 및 지역에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점차 전국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습니다.6

기존의 지역사회 기반의 아동 보호 기구는 일반 대중 수준에서 더 많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으므로 폭력 없는 아동기에 대한 개입을 시작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지역사회의 필요와 
도전을 고려하지만 자신들의 재정적 자원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정 기구와 윤리적으로 
적절한 평가7는 마련되어야 합니다.

4 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종식을 위한 7가지 전략), p. 89
5 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종식을 위한 7가지 전략), p. 75
6 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종식을 위한 7가지 전략), p. 88
7 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종식을 위한 7가지 전략), p.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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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국가실행계획의 주요 속성은 다음을 포함합니다:아동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국가실행계획의 주요 속성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해당 국가의 아동폭력에 대한 맥락과 기존 프로그램 및 자원에 대한 개요

이슈 및 가용 자원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설정된 우선 순위

계획된 행동/목표 및 각각의 기간에 대한 일정을 제공하는 로드맵 또는 계획

각 업무에 필요한 금액과 자원의 출처를 자세히 설명하는 예산 내역

해당 국가에서 아동폭력 발생률(prevalence)에 대한 참고 가능한 연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원을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정부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원을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

의사소통 및 인식 제고

체벌 및 기타 잔인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훈육에 대한 전통적인 수용을 해결하려면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식 제고 및 의사소통은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채택 및 이행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핵심 조치입니다.

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금지의 목적을 알리고, 아동 양육 내 폭력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주목을 많이 받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캠페인 대상자를 확인하고, 특정 
방해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메시지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력 없는 양육과 교육의 촉진은 유아 기관, 돌봄 센터 및 학교를 포함한 보건, 복지 및 
교육 서비스 내에서 정부와 부모 및 아동 간 모든 접촉 지점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사와 보육 및 사법 
제도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초기 및 직무 교육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UNI309791



새로운 법률(법안)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새로운 법률(법안)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

법률 및 그 의의에 대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설명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법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지침

법률, 지침 및 정보 자료의 현지의 언어로 번역

아동 친화적인 버전의 법률 개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모든 전문가의 훈련 및 역량 강화

메시지(체벌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지점:메시지(체벌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지점:

출생등록

산전 및 산후 서비스

부모, 예비 부모, 아동이 이용하는 모든 기타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료종사자

유치원 입학, 초∙중∙고등학교 입학, 학교 교육과정 및 비공식 교육 환경

아동(모든 비(非)가족 환경의 아동 포함) 및 가족과 접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을 포함하여 가족 및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초기 및 직무 교육

종교 단체를 포함하여 아동 및 가족과 접촉하는 시민 사회의 요소

라디오, 대중 매체,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긍정적 양육 지원하기

‘양육’은 생물학적 부모, 후견인 또는 기타 양육자가 아동에게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자는 엄마, 아빠, 형제자매, 조부모, 기타 친척, 그리고 양부모 또는 위탁부모와 같은 비생물학적 
양육자를 포함합니다.

양육 지원 프로그램은 오랜 역사와 철저한 증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8 지난 10년 동안 100건 이상의 
무작위 시험은 부모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9

영유아 발달 지원

정기적인 의료진 가정 방문의 참석률 증가 및 영양 증진; 산모와 자녀의 정신건강 증진

폭력 예방을 포함한 폭력의 순환 중단

아동의 보호 및 양육과 관련된 사회 구조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규범 홍보

양육 프로그램은 부모 및 다른 주양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개입으로, 부모-자녀 상호작용과 
아동이 받는 양육의 전반적인 질을 향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긍정적 양육은 반응적 돌봄, 애정, 양질의 
시간, 칭찬, 학습 기회, 도전 행동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통해 안전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을 위한 
지원과 돌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양육은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건강한 방법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사회적, 정서적 행동 발달, 일상생활 기술 학습을 돕고, 안녕감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9

8Linkenbach, J, Perkins, HW & DeJong, W. (2003).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ing Norms: Using the Social Norms Approach to Reinforce 
Effective Parenting. Chapter 15 in HW Perkins (Ed). The Social Norms Approach to Preventing School and College Age Substance Abuse: A 
Handbook for Educators, Counselors, Clinicians, San Francisco, Jossey-Bass
9Parenting for Lifelong Health: A pragmatic cluster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a non-commercialised parenting programme for adolescents and 
their families in South Africa. BMJ Global Health 2018; 3(e00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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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일반 대중에서 개별 가족단위 또는 선정된 타겟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학습활동을 활용하는 구조화된 일련의 회기로 구성되며, 많은 경우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문가 또는 준전문가가 진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은 집단 또는 개별 부모/가족 단위로 
진행되며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도,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정이나 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다른 구성요소(예: 교사 또는 아동 중심 개입)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특히 가정에서 아동의 체벌 금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부모의 규범, 태도 및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긍정적 
양육을 가르쳐서 처벌적 양육에서 긍정적 양육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평가하기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의 제정 및 시행이 체벌 사용을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금지법 시행의 성공과 어려움을 진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목표 대상(교사, 
부모, 및 기타 양육자)의 지식,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행 전략이 실제로 아동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켰는지 여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금지에서 철폐로 나아가기 위해 모든 
사람을 이니셔티브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성인의 경험 보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아동의 
윤리적 참여가 포함됩니다.

모니터링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10 이상적으로는 태도, 지식, 행동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기준 데이터를 법률 시행 전에 수집해야 합니다. 폭력 없는 아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개입을 실행할 때,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는 기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은 계획된 활동의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문제를 확인하고, 이해 관계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며, 지연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SDG 세부목표 16.2.1은 국가에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처벌이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SDG 세부목표 16.2.1은 국가에 지난 1개월간 보호자로부터 신체적 처벌이나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적이 있는 1-17세 아동 비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MICS)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MICS)11, 아동폭력조사(Violence against Children , 아동폭력조사(Violence against Children 
Surveys: VACS)Surveys: VACS)12, 그리고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집됩니다., 그리고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여 수집됩니다.

체벌 금지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체벌 금지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필수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입안자는 예방 및 개입을 위한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전략, 활동, 파트너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폭력 경험에 대해 질문과 답을 하면서 더불어 전문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를 잘 계획하고 조정하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폭력 없는 아동기 개입에 대한 데이터는 적은 편입니다.

10 INSPIRE 아동 폭력 종식을 위한 7가지 전략 수행 조치(INSPIRE Seven strategies for ending violence against children), p. 90
11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s
12 Violence against Children Surv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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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금지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연구 결과체벌 금지가 아동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연구 결과

뉴질랜드뉴질랜드는 2007년에 체벌 금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체벌에 대한 찬성률이 1981년 90%에서 2013년 40%
로 감소하였습니다. 폴란드폴란드는 2010년부터 체벌이 금지되었는데, 체벌에 대한 찬성이 2008년에서 2013
년 사이에 18% 감소했습니다. 루마니아루마니아는 2004년에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는데, 맞은 자국 없이 부모가 
손으로 때린 아동의 비율은 2001년에서 2012년 사이에 22% 감소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참고문헌은 다음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ndcorporalpunishment.org/wp-
content/uploads/research/Summary-of-research-impact-of-prohibition.pdf

UN0452571

https://endcorporalpunishment.org/wp-content/uploads/2021/09/Summary-of-research-impact-of-prohibition.pdf
https://endcorporalpunishment.org/wp-content/uploads/2021/09/Summary-of-research-impact-of-prohibi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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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

2007년,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법(1998)이 개정되면서 모든 환경에서의 체벌 금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성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때 폭력 없는 교육법과 훈육법을 
사용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개정된 법률은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체적, 굴욕적인 
처벌을 근절”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1년, NGO인 Cecodap은 폭력 없는 또래 
관계, 체벌 철폐, 선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선한 대우를 위한 여권”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캠페인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선한 대우를 위한 십계명”책자 배포

성인, 아동, 청소년을 위한 교육훈련 자료 제작 및 교육훈련 개발

아동에 대한 선한 대우를 촉진하는 전략에 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중매체 캠페인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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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에서는 2019년 아동법(폭력으로부터 평등한 보호)(스코틀랜드)에 따라 아동의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 법률은 2020년 11월 7일에 발효되었고,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체벌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본 법률은 스코틀랜드 장관에게 새로운 법률의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 의무에 따라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률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 홈페이지(정부의 업무에 관한 정보를 포함)

mygov.scot(국민을 위한 스코틀랜드의 공공 서비스 접근에 대한 정보)

ParentClub[원문 그대로]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스코틀랜드 정부 홈페이지)

발효되는 법에 관한 정보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함(예를 들어, ParentClub 채널과 
스코틀랜드 정부의 대표 소셜 미디어 계정)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작 및 출판함

레디 스테디 베이비(Ready Steady Baby)라고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부모를 위한 국민보건서비스
(National Health Service) 간행물에 본 법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본 출판물은 스코틀랜드의 모든 
임산부에게 제공되며 온라인으로도 출판함

실행 단체 및 전문가가 (체벌)금지에 대한 부문별 정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문서 양식(framework)을 
제작하여 배포함

마케팅 캠페인 및 디지털 자원을 통해 부모와 양육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함

The law on all forms of physical punishment of children in Scotland has changed.
On 7 November 2020, all forms of physical punishment of children 

became against the law in Scotland.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this 
change in the law, please visit our 
website.

This contains information about why this 
law has been introduced and what it does.  

Our website also includes details about 
what we’ve done to prepare for this change 
in the law and where support is available 
for those that want it. 

And remember, if you’re a parent, 
you’re not on your own.    

We all find things challenging 
sometimes, but you do not need to go it 
alone - support is available.  

If you think speaking to someone might 
help, you can talk to Children 1st 
Parentline. This is a free service. 

We know it can sometimes be difficult 
to cope with being a parent or carer. 

That’s why we’ve put together some 
advice and tips for keeping calm when 
things get challenging.  

You can find these, and other helpful 
hints, on our ParentClub website. 

This change in the law is about making 
things better for children in Scotland. 

Physical punishment is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it can be harmful.  
It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smacking, 
slapping, skelping and pinching. 

We want Scotland to be the best place in 
the world for children to grow up, and this 
legal change supports that aim. 

더 많은 사례 연구는 긍정적 훈육에 대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이행 도구 3쪽을 참조하세요.

https://www.gov.scot/publications/physical-punishment-and-discipline-of-children-how-the-law-is-changing/
https://www.mygov.scot/smacking-children
https://www.parentclub.scot/articles/guide-new-law-about-physically-punishing-child
https://www.gov.scot/publications/children-equal-protection-from-assault-scotland-act-2019-promotional-materials/
https://www.nhsinform.scot/ready-steady-baby/early-parenthood/caring-for-your-new-baby/crying
https://www.gov.scot/publications/children-equal-protection-from-assault-scotland-bill-framework-for-statutory-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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