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신고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가 신체적 또는 성적으로 학대를 받은 흔적이 있음
아이가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살고 있음
부모의 행위로 인해 아이가 심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있음
음식, 주거, 의복, 사랑 등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것을 받지 못하고 있음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양육자가 주지 않거나 꺼려함

이유를 막론하고
어린 영유아를 벌주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이 학대를 받거나 방임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될 경우, 영유아
건강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로서는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특례법) 제10조에 의해 영유
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종사자는 이
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런 상황은 영유아건강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거나 방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영유
아건강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주된 역할은 아닙니다. 영유아건강 간
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가족과 협력하여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아이가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대나 방임 상
태에 있을 경우, 영유아건강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들은 신고의무가 있
습니다.

아동학대나 방임 여부를 조사하는 일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합
니다. 아동이 안전하지 않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우려되는 사람은
누구나 '112 신고센터'(국번없이 ☎112)에 전화하거나, 관할 지역 아
동보호전문기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되지 않도록

아동학대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가 접수된 사례 중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1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
여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 후 72
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가 끝나면 개별 사례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아동이 안전하게 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
다. 조사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수도 있고,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해자로부터 격리,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등)을 취하
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여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는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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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AGM빌딩 4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7가길 5 태안빌딩 4층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헌 2층 20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태광빌딩 5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6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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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홈페이지 http://ourbaby.seoul.kr

서울시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9개소)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이 교육자료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