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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임.

○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우리 사회 가정폭력의 전반적 실태와 추이, 관련 향과 요인 등

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가정폭력 관련 정책체감도를 진단하고 정책수요를 발굴하며, 국정과제 

등 가정폭력 관련 정책들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내용

○ 성역할 인식 및 경험,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아동폭력 가해 경험,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

(만 65세 미만), 노인폭력 피해 경험(만 65세 이상), 가정폭력에 한 인식 등을 조사함.

□ 조사방법

○ 조사기간: 2019.8.26.~2019.11.13.

○ 조사 상: 전국 9,060 표본 가구 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 총 9,060명으로, 여성 6,002명, 

남성 3,058명. (95% 신뢰수준 ±1.03%p)

2. 주요 조사결과1)

가. 응답자의 특성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 66.2%, 남성 33.8%(여성:남성 비율을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제 조사값을 기준으로 하 으며, 그 외의 모든 조사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값으로 제시하 음.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함. 모든 자료 수치와 비율은 소수
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으므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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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로 추출함)이고, 연령별로는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 29.1%, 35세 이상 50세 미만 

30.8%, 50세 이상 65세 미만 30.6%, 만 65세 이상 9.5%임. 

○ 혼인상태는 사실혼을 포함한 유배우자 64.2%, 미혼 27.0%, 사별 6.8%, 이혼 2.7%, 배우

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비율이 0.5%임. 유배우자의 혼인기간은 31년 이상이 29.4%, 1∼

5년 12.7%, 26∼30년 12.6%, 6∼10년 사이 11.7%, 21∼25년 11.4% 순이었음.

○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44.6%, 학교 졸업 44.5%, 중학교 졸업 5.6%, 초등학교 졸업 

이하 5.0% 순이었음. 

○ 가구유형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39.5%,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 22.3%, 1인 

가구 14.9%임.

○ 응답자 중 장애가 있는 비율은 1.8%임.

○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응답자의 72.2%는 취업자이고 취업자의 57.5%는 상용근로자이며 

고용원이 없는 자 업자는 22.1% 음. 취업자의 직업은 사무종사자(30.1%), 서비스 종사

자(28.4%), 판매 종사자(21.9%)로 세 직업 분포가 80% 이상이었음. 

○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 28.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2.7%,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8%의 순임.

□ 성역할 태도

○ 응답자 본인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 태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함. 점수가 

낮을수록 성평등한 태도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7개 문항에 한 평균은 응답자 본인의 인식 평균 2.2점(여성 2.1점, 남성 2.3점), 우리 

사회의 인식 평균 2.4점(여성 2.4점, 남성 2.4점)이었음.

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 만 19세 이상 유배우(사실혼 포함)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을 조사하 음. 경험

률은 유형별 폭력 행위 중 하나라도 경험하 다고 응답한 비율임.

○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9%, 남성 1.3% 으며, 4

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10.9%, 남성 6.6% 고, 5

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은 여성 28.9%, 남성 

26.0%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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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을 폭력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의 경우 

지난 1년간 통제 25.4%, 정서적 폭력 8.3%, 성적 폭력 4.6%, 신체적 폭력 2.1%, 경제적 

폭력 1.2% 순이었음. 남성은 통제 24.5%, 정서적 폭력 6.0%, 신체적 폭력 0.9%, 경제적 

폭력 0.8%, 성적 폭력 0.6% 순이었음.

○ 평생 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보면,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10.5%, 남성 2.9% 으며, 4개 유형 폭력 피해율은 여성 20.7%, 남성 13.9%로 나타남.

○ 여성의 임신 기간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를 살펴본 결과, 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

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임신 경험도 있었던 피해자 중에서 26.9%는 임신 기간에도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임신 전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가 시작된 

여성 중에서 임신 기간에도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62.8%, 임신 기간에는 폭력이 중단된 

경우가 37.2%임.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영향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 정신적 고통 경험, 경제활동에의 

향을 조사하 음.

○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은 여성 7.4%, 남성 3.3%이며, 신체적 상처로 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은 신체적 상처

를 입은 여성의 46.6%, 남성의 23.9% 음. 신체적 상처를 입은 여성의 8.6%는 매번 

병원에 갔지만 남성 응답자는 모두 ‘병원에 가지 않은 적도 있다’고 답함.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중복응답) 중 ‘상처가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여성 

63.5%, 남성 100.0%로 나타남. 이는 여성의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가 남성의 피해보다 

더 심각한 형태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줌.

○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를 살펴본 결과(4점 척도), 무력감, 자존감 하락(1.7점), 가해 배우자에 한 적 감, 분노

(1.6점)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 응답자만 응답함.

○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

었던 경험은 여성 8.6%, 남성 7.7% 으며,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음. 응답자가 경험한 향으로는 여성의 경우 일

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거나(29.2%)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15.3%) 등 폭력 

피해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험이 비교적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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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대응

○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폭력 행동에 해 ‘별다른 응을 한 적

이 한 번도 없는’ 경우는 45.6%이며, 응 행동을 한 경우 배우자에게 맞 응한 경우가 

43.1%로 가장 많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간 경우는 12.5% 고, 주위에 도움

을 청한 경우는 1.0%로 매우 적었음.

○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당시나 이후에 외부에 도움

을 청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여성 

80.3%, 남성 94.2%)는 도움을 청한 적이 전혀 없었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도움을 청한 상은 ‘가족이나 친척’이 7.2%, ‘이웃이나 친구’가 3.6%, ‘경찰’이 2.3% 등

으로, 사적 관계를 통한 도움 요청 경험이 좀 더 많았음.

□ 이혼･별거 전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이혼･별거 응답자를 상으로 이혼･별거 전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유배우 응답자에 비하여 피해 경험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이혼･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으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8.8%, 남성 45.1% 으며, 통제를 포함한 5개 유형(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폭력 피해율은 여성 86.0%, 남성 80.9% 음. 폭력 유형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통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순이었음.

○ 이혼으로 헤어지거나 별거하게 된 이후에도 당시 배우자에 의한 피해 경험률이 높은 편임. 

평생 피해 경험률에서는 이혼, 별거 응답자의 피해 경험률(여성 78.4%, 남성 63.8%)이 

유배우 응답자(여성 20.7%, 남성 13.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경향

은 모든 폭력 유형에서 동일하 음.

다. 아동폭력 가해 경험

○ 지난 1년간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아동에 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및 방임 가해 경험을 조사함.

○ 지난 1년간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율은 27.6%이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4.0%,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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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

○ 만 65세 미만 응답자를 상으로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하 음.

○ 지난 1년간 가족원폭력 피해율은 4.7%이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4.2%, 신체적 

폭력 1.9%,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1% 순이었음.

마. 노인폭력 피해 경험

○ 만 65세 이상 응답자를 상으로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의 정서

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 피해 및 방임 피해 경험을 조사하 음.

○ 지난 1년간 노인폭력 피해율은 3.8%이며,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3.5%, 방임 0.3%,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각각 0.2% 순이었음.

○ 노인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1.1%(여성 10.1%, 남성 

12.6%) 음.

바. 가정폭력 및 관련 법･제도 인식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의 가정폭력에 한 인식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에 한 허용도(가정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의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음(문항별 1.5~2.5점). 11개 

문항의 가정폭력 허용도 평균은 1.8점으로 중간값인 2.5점보다 낮음. 2016년 조사와 동일

한 문항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1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허용도가 낮아짐. ‘배우

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에 한 동의 정도

는 12.2%p 높아진 반면, ‘어릴 때 학 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의 허용도는 0.7%p 높아졌음. 그러나 여성이 아내폭력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다

는 데 한 동의 정도는 략 절반 내외로 낮지 않은 수준이었고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

로 보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또한 여전히 나타남. 

○ 이웃의 아동학  또는 부부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신고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점 

척도에서 아동학  목격 시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응답 평균은 3.4점, 부부간 폭력 

목격 시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응답 평균은 3.2점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었으며, 부부 간 폭력보다는 아동학 에 다소 엄격한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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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및 관련 지원 기관 인지 여부

○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8개 문항)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74.9~90.3%), 2016년

(5개 문항 동일)과 비교할 때 인지율이 향상됨. 인지율 상승이 가장 큰 항목은 ‘가정폭력

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로 2016년 52.5%에서 

80.1%로 향상되었음.

○ 경찰의 강제 진입 권한 및 신고자 비밀보장 문항은 상 적으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나

(80% 미만) 정보 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가정폭력 지원 기관에 한 응답자들의 인지도를 보면, 2016년에 비하여 인지율이 전반적

으로 상승하 으나(가정폭력 상담소의 경우 72.8%에서 74.9%로 상승함), 아동보호전문

기관(61.5%→59.7%), 노인보호전문기관(55.3%→48.6%)의 인지율은 하락하 음.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8개 문항)의 필요성 정도는 4점 척도에서 평균 3.4~3.6

점으로 체로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가해자에 한 법적 조치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3.6점),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3.4점)이 가장 낮아, 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

자에 한 제재 강화의 요구가 조금 더 높았음.

3. 가정폭력 발생 특성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에서 여성과 남성의 피해 사이에 질적 차이가 나타남. 신체적/성

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의 피해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으며, 가해 경험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편이고, 가해 이유를 보면 여성의 ‘가해’에는 실제로 방어에 해당하는 행동이 남성

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배우자에 의한 폭력의 향에서도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음. 통제 피해율에서 여성과 

남성의 피해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배우자의 통제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느낀 경험

은 남성(3.0%)보다 여성(5.3%)이 좀 더 높았음. 또한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상처를 입은 비율이 높고 상처를 입은 

횟수도 많은 편이며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한 수준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더 많음.

○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경제활동상의 향에서도 여성은 단지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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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 않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실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인간

관계의 어려움, 신뢰 상실을 경험하는 등의 향을 받는 결과가 나타남. 

○ 즉,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서 여성의 피해는 남성보다 더 심각하며 피해의 향

에서도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남. 그러나 폭력 피해가 있을 때 응의 정도는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아내의 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임신 기간 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를 조사한 결과, 임신이 폭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임신 기간의 폭력 피해도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응방안이 필요함.

○ 이혼, 별거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매우 높았음. 이혼, 별거 응답자는 이혼, 별거 

전에 높은 수준의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를 경험하 으며 이혼, 별거

로 헤어진 이후에도 동거중인 유배우자보다 훨씬 높은 피해율을 보여, 가정폭력에서의 이별

폭력 문제에 응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적 시사점

□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상실 예방 방안 마련

○ 조사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는 유형의 통제 피해 경험이 

드러났으며 가정폭력으로 피해여성이 일자리를 잃거나 직장 내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나타남. 

○ 여성의 경제적 능력 약화는 배우자 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강화하고 폭력 발생 이후 피해

자의 응력을 약화시키며 경찰을 비롯한 외부의 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가정폭력 응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여성의 경제적 능력 

상실을 예방할 방안 마련이 요청됨.

○ 미국, 뉴질랜드 등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 한 휴가제도 등 가정폭력 피해

자가 직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피해 지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정책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참고할 만함.

□ 보건의료체계에서 가정폭력의 발견과 대응 강화

○ 임신 기간에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처음 시작되거나, 임신 전 시작된 폭력이 임신 기간에도 

지속되는 문제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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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은 배우자에 한 여성의 의존성을 강화시키며 ‘정상가족’ 유지의 책임감을 높여 폭력

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좌절시키는 데에 기여하며, 임신 기간의 폭력이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임신 기간 가정폭력 문제에 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이 필요함.

○ 응급의료기관은 물론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의 의료진이 가정폭력 피해를 발견

하고 응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 법적 조치 강화

○ 가정폭력 허용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가정폭력 관련 정책 중 가해자의 법적 조치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방법을 정할 때 주요한 기준이 되는 피해자의 의사는 폭력 

심각성이나 위험도, 재발가능성 같은 요소들로만 결정되지 않음.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유에는 자녀들에 한 고려, 경찰에 한 기  없음,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는 생각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에 의존한 사건 처리가 아닌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법을 집행하고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응을 해야 함.

□ 대항폭력의 구분과 주가해자의 식별

○ 피해 아내가 배우자의 폭력에 맞 응하는 항 행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항 행동

을 ‘쌍방폭력’으로 해석하고 수사기관이 개입을 자제하거나 상담기관에서 수사기관의 이러

한 태도를 우려하여 피해자의 응을 만류하는 조언을 하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함.

○ 독일, 알바니아 등은 양 당사자가 모두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주가해자를 식별하는 가이드

라인을 갖고 있음.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상호적 폭력과 항폭력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의 책임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됨.

□ 이별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 이혼･별거 집단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매우 높음. 정서적 폭력만이 아니라, 신체적, 성적 

폭력 피해 경험도 상당한 수준이며, 심지어 헤어진 후에도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이별에

서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前) 배우자 관계도 가정폭력처벌법의 범위에 포함되는데, 피해자는 혼인 관계를 해소

하 기 때문에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조차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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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도 함. 이혼･별거 집단에서 나타나는 폭력, 이별폭력의 특성을 탐색하고 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확대

○ 가정폭력 허용도가 낮아지고 있지만 폭력에 관 한 태도도 잔존하고 있고, 폭력에서 벗어

나지 못하는 것을 피해자 개인의 의지로 돌리는 인식도 드물지 않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와 예방교육은 여전히 중요함.

○ 아직은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력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고, 폭력 유형 중 통제 및 

정서적 폭력 피해율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보다 여성의 성적 폭력 피해

가 증가한바, 통제,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또한 근절되어야 할 가정폭력이라는 인식 

확산이 필요함.

○ 가정 내 의사결정 권한이 평등할 때 폭력 피해가 가장 낮은 결과를 고려하면, 폭력행동 

자체에 한 문제화와 더불어 배우자 간 평등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함.

○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가해 예방, 피해자의 응력 향상과 더불어 피/가해자 주변인이 피해

자를 지원하고 가해를 중단하도록 하는 역할과 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및 지원 기관 인지도 향상

○ 법제도 인지율은 2016년 조사보다 향상되었으나 폭력 발생 시 경찰의 현장 진입권, 신고

자 비밀 보장 항목의 인지율이 상 적으로 낮아 응이 필요함.

○ 여성긴급전화 1366의 인지도가 여성 응답자의 절반 미만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인지도는 2016년 조사보다 하락함. 112에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피해자 지원 

체계로 연결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피해자 지원체계인 여성긴급전화 1366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후속 실태조사를 위한 제언

○ 광범위한 조사 상을 축소하고,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중심으로 설문을 재구조화하며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내용을 심화하는 방향을 제언함.

○ 향후 조사에서는 폭력 피해의 향, 성적 폭력, 성적, 재생산적(reproductive) 통제, 이별

폭력 등의 문항을 더욱 보완하고, 폭력 피해 경험의 성별 차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설문

을 개선해야 함.

○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해 표본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음.



xi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조사방법 ·····················································································································4

가. 조사방법 ··············································································································4

나. 조사표 수정보완 ··································································································4

다. 조사 준비 및 현장 실사 진행 ············································································4

라. 자료처리 ··············································································································6

Ⅱ. 조사내용 ·············································································································7

1. 조사표 수정보완 방향 ·······························································································9

2. 조사내용 ··················································································································10

가. 개관 ···················································································································10

나. 2016년 조사표와 구성 비교 ············································································11

다. 조사내용 ············································································································16

Ⅲ. 조사설계 ···········································································································29

1. 조사설계 개요 ··········································································································31

2. 표본추출 ··················································································································32

가. 모집단 및 추출틀 ······························································································32

나. 표본크기 ············································································································34

다. 모집단의 층화 ···································································································34

라. 표본배분 ············································································································38

마. 표본추출 ············································································································39

3. 모수추정 ··················································································································40

가. 가중치 산출 ·······································································································40

나. 모수추정식 ·········································································································43

다.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의 관리 ·········································································45



xii

4. 무응답분석 ···············································································································46

가. 응답률 산정 방법 ······························································································46

나. 무응답 분석 ·······································································································49

5. 오차분석 ··················································································································55

가. 오차분석 방법 ···································································································55

나. 주요 통계표에 한 오차분석 결과 ··································································56

Ⅳ. 응답자 특성 ·····································································································59

1. 일반적 특성 ·············································································································61

가. 응답자 특성 ·······································································································61

나. 배우자 특성 ·······································································································65

2. 인적 자원 및 이웃에 대한 인식 ·············································································67

3.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69

가.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69

나.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 ················································································70

4. 성역할 태도 ·············································································································72

Ⅴ.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77

1.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79

2.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81

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81

나.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86

다.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96

라. 배우자에 한 폭력 가해 경험 ·······································································103

3.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영향 ·············································································113

가. 신체적 상처 경험 및 치료 경험 ·····································································113

나. 정신적 고통 경험 및 치료 경험 ·····································································116

다. 경제활동에의 향 ··························································································118

4.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대응 ··················································································120

가. 폭력 응 경험 ·······························································································120

나. 도움 요청 경험 ·······························································································123



xiii

5. 이혼･별거 전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27

가. 전체 실태 ········································································································127

나. 폭력유형별 실태 ······························································································130

Ⅵ. 아동폭력 가해 경험 ·······················································································145

1. 전체 실태 ··············································································································147

2. 폭력유형별 실태 ····································································································148

가. 신체적 폭력 ·····································································································148

나. 정서적 폭력 ·····································································································150

다. 방임 ·················································································································150

Ⅶ.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만 65세 미만) ···························································153

1. 전체 실태 ··············································································································155

2. 폭력유형별 실태 ····································································································155

가. 신체적 폭력 ·····································································································155

나. 성적 폭력 ········································································································157

다. 경제적 폭력 ·····································································································158

라. 정서적 폭력 ·····································································································159

3. 가족원폭력의 가해자 ·····························································································160

Ⅷ. 노인폭력 피해 경험(만 65세 이상) ·······························································163

1. 전체 실태 ··············································································································165

2. 폭력유형별 실태 ····································································································165

가. 신체적 폭력 ·····································································································165

나. 경제적 폭력 ·····································································································167

다. 정서적 폭력 ·····································································································168

라. 방임 ·················································································································170

3. 주가해자 ················································································································171

4. 도움 요청 경험 ······································································································172



xiv

Ⅸ.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175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177

2.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 ····································································182

3.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및 정책 욕구 ··························································183

가.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183

나. 관련 지원기관 인지 여부 ···············································································184

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의 필요성 ···················································185

Ⅹ. 요약 및 시사점 ······························································································187

1. 주요 결과 요약 ······································································································189

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89

나. 아동폭력 가해 경험 ························································································199

다.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만 65세 미만) ····························································200

라. 노인폭력 피해 경험(만 65세 이상) ································································201

마. 가정폭력 및 관련 법･제도 인식 ·····································································202

2. 시사점 ····················································································································204

가. 가정폭력 발생 특성 ························································································204

나. 주요 정책 과제 ·······························································································206

다. 후속 실태조사를 위한 제언 ············································································212

▪참고문헌 ···········································································································221

▪부    록 ···········································································································223

<부록 1>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표(만 65세 미만) ·····································225

<부록 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표(만 65세 이상) ·····································245

▪Abstract ············································································································265



xv

표  목  차

<표 2-1>  조사내용 ············································································································10

<표 2-2>  조사표 구성 비교(2016, 2019) ·······································································11

<표 2-3>  배우자에 의한 폭력 유형 및 행동 ···································································20

<표 2-4>  아동폭력 유형 및 행동 ·····················································································25

<표 2-5>  가족원폭력 유형 및 행동(65세 미만) ······························································26

<표 2-6>  노인폭력 유형 및 행동(65세 이상) ··································································27

<표 3-1>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설계 개요 ······························································31

<표 3-2>  시/도별 모집단 현황 ························································································33

<표 3-3>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35

<표 3-4>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35

<표 3-5>  모집단 층화변수와 층화 특성 ··········································································35

<표 3-6>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36

<표 3-7>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 ·····················································································37

<표 3-8>  층별 표본배분 결과 ··························································································38

<표 3-9>  3개 조사구 당 성별 연령대별 표집 인원 ························································40

<표 3-10> 방문 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47

<표 3-11> 본 표본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51

<표 3-12> 본 표본 가구 여부별 응답률 ············································································52

<표 3-13>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57

<표 3-14>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58

<표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2

<표 4-2>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5

<표 4-3>  인적 자원 및 이웃에 대한 인식 ······································································68

<표 4-4>  만 18세 이전 보호자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70

<표 4-5>  만 18세 이전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및 주가해자 ······································71

<표 4-6>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의 인식(전체) ·······························································72

<표 4-7>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의 인식(여성) ·······························································73



xvi

<표 4-8>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의 인식(남성) ·······························································74

<표 4-9>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체) ···················································75

<표 4-10>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여성) ··················································76

<표 4-11>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남성) ··················································76

<표 5-1>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80

<표 5-2>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82

<표 5-3>  평생 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83

<표 5-4>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2016년 문항 기준) ·····················84

<표 5-5>  2016년 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84

<표 5-6>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별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여성) ·····85

<표 5-7>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별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남성) ·····86

<표 5-8>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86

<표 5-9>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88

<표 5-10>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 ··········································································································89

<표 5-11>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90

<표 5-12>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91

<표 5-13>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첫 피해 시기 ····································································································92

<표 5-14>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 ····························93

<표 5-15>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의 결과 ························94

<표 5-16> 임신 경험 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첫 피해 시기 ················94

<표 5-17> 임신 전부터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임신 기간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95

<표 5-18>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임신 기간 피해 경험 ·······95

<표 5-19>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96

<표 5-20>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97



xvii

<표 5-21>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 ··········································································································98

<표 5-22>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99

<표 5-23>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100

<표 5-24>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첫 피해 시기 ··································································································100

<표 5-25>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 ··························101

<표 5-26>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의 결과 ······················102

<표 5-27>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 ··························································104

<표 5-28> 배우자에 대한 성적 가해 경험 ······································································106

<표 5-29>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폭력 가해 경험 ··························································108

<표 5-30>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 ··························································109

<표 5-31> 배우자에 대한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첫 가해 시기 ·········110

<표 5-32> 지난 1년간 배우자에 대한 통제 가해 경험 ··················································111

<표 5-33> 지난 1년간 배우자에 대한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해 이유 

(중복응답) ·······································································································113

<표 5-34>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부상)를 입은 

경험 및 횟수 ··································································································114

<표 5-35>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부상)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험 ····································································114

<표 5-36>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부상)로 

병원에 간 경험 ·······························································································115

<표 5-37>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부상)를 입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던 이유(중복응답) ······························································115

<표 5-38>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117

<표 5-39>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험 ····················································································118

<표 5-40>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치료 

받은 경험 ·······································································································118



xviii

<표 5-41>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은 경험 ······119

<표 5-42>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한 경제활동 영향(중복응답) ······119

<표 5-43>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중복응답) ····································································120

<표 5-44>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1순위) ·······121

<표 5-45>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1+2순위) ······122

<표 5-46> 폭력 경험 이후 각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123

<표 5-47> 폭력 발생 이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순위) ·························124

<표 5-48> 폭력 발생 이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125

<표 5-49> 폭력 발생 이후 관련 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입소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순위) ·················126

<표 5-50> 폭력 발생 이후 관련 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입소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127

<표 5-51>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28

<표 5-52> 이혼, 별거 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29

<표 5-53> 이혼, 별거 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 ····························129

<표 5-54>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전체) ············131

<표 5-55>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여성) ············131

<표 5-56>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남성) ············132

<표 5-57>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전체) ···············133

<표 5-58>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여성) ···············134

<표 5-59>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남성) ···············135

<표 5-60>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전체) ············136

<표 5-61>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여성) ············136

<표 5-62>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남성) ············137

<표 5-63>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전체) ············138

<표 5-64>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여성) ············139

<표 5-65>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남성) ············140

<표 5-66>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전체) ····································141

<표 5-67>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여성) ····································142

<표 5-68>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남성) ····································143

<표 5-69> 이혼, 별거 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스토킹 피해 경험 ·································144



xix

<표 6-1>  지난 1년간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 경험 ···········································147

<표 6-2>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 ··························149

<표 6-3>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 ··························150

<표 6-4>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방임 가해 경험 ······································151

<표 7-1>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55

<표 7-2>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156

<표 7-3>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 ····················157

<표 7-4>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158

<표 7-5>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159

<표 7-6>  지난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원폭력의 가해자(중복응답) ······················161

<표 8-1>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 경험 ···········································165

<표 8-2>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166

<표 8-3>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의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167

<표 8-4>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의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169

<표 8-5>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의 방임 피해 경험 ······································170

<표 8-6>  지난 1년간 노인폭력의 주가해자 ··································································172

<표 8-7>  지난 1년간 노인폭력의 주가해자와 동거 여부 ·············································172

<표 8-8>  지난 1년간 노인폭력 피해 시 주위에 도움 요청 여부 ·································172

<표 8-9>  지난 1년간 노인폭력 피해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173

<표 9-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체) ···········································································178

<표 9-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여성) ···········································································180

<표 9-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남성) ···········································································181

<표 9-4>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 ·····························································182

<표 9-5>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 여부 ····························································184

<표 9-6>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율 ·····································································185

<표 9-7>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의 필요성 ···················································185

<표 10-1>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율을 상대표준오차 25% 이내로 

산출하기 위한 적정 표본 크기 ······································································218

<표 10-2> 시도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율을 상대표준오차 25% 이내로 산출하기 

위한 적정 표본 크기 ······················································································219



xx

그 림  목 차

[그림 3-1]   전체 가구 방문의 최종결과 ··········································································50

[그림 3-2]   방문횟수별 응답가구 비율 ···········································································53

[그림 3-3]   방문횟수별 응답률 ························································································54

[그림 3-4]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55

[그림 10-1]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89

[그림 10-2]  폭력유형별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90

[그림 10-3]  배우자에 의한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 추이(여성) ····························190

[그림 10-4]  배우자에 의한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 추이(남성) ····························191

[그림 10-5]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자의 임신 기간 피해 경험 ····191

[그림 10-6]  임신 전부터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임신 기간 피해 유무 ··················································································192

[그림 10-7]  임신 전부터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임신 기간 피해 정도 ··················································································192

[그림 10-8]  배우자의 폭력 행동에 대한 대응(중복응답) ··············································193

[그림 10-9]  폭력 경험 이후 각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194

[그림 10-10] 폭력 발생 이후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195

[그림 10-11] 폭력 발생 이후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196

[그림 10-12]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97

[그림 10-13] 유배우자와 이혼, 별거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 

비교(여성) ···································································································198

[그림 10-14] 유배우자와 이혼, 별거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 

비교(남성) ···································································································198

[그림 10-15]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199

[그림 10-16]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200

[그림 10-17]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에 대한 폭력 피해 경험 ·························20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조사방법 4

Ⅰ
서 론





Ⅰ.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

지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은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가정폭력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전국 또는 지역 단위에서 가정폭력실태조사가 행해져왔으나, 국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 의무가 법제화된 것은 1997년 말 이 법의 제정을 통해서 다. 법 시행 이후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는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2016년에 실시되었으며, 

2019년은 제6차 실태조사이다.

차별과 혐오의 확산으로 젠더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정폭력을 비롯하여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한 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며 

여성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성폭력에 한 공적 

개입이 소극적이었다는 진단에 따라, 2018년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

방지법’)｣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시행되게 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방지

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2018년 11월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방지 책’을 발표하 다. ‘가정폭력방지 책’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

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의 4가지 역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한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및 책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가정폭력 발생 실태와 가정폭력 방지 정책,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효과 

및 한계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을 상으로 가정폭력 피･가해 경험,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발생 실태를 파악하고 과거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추이를 분석하며, 가정폭력 관련 태도, 가정폭력방지정책 인지도, 피해자 보호･
지원 서비스 이용도 및 수요 등을 조사하여 향후 가정폭력 정책 수립의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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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가. 조사방법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 동석 하에 응답자 자기기입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노령, 장애 등으로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원 면접질문으로 진행

하 다.

조사구는 전국을 표할 수 있도록 확률비례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 

sampling)을 이용하여 900개 조사구를 선정하 고, 표본으로 추출된 개별 조사구로부터 

10가구를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한 후 가구 내에서 만 19세 가구원 중 한 명

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현장 조사는 2019년 8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장 실사는 한국

갤럽조사연구소에서 진행하 다. 최종적으로 만 19세 이상 9,060명(여성 6,002명, 남성 

3,058명)에 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나. 조사표 수정보완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는 2016년 조사표를 기반으로 하고, 가정폭력 관련 주요 

이슈와 정책의 변화를 반 하여 수정, 보완하 다.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진 회의, 가정

폭력 관련 연구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통계 전문가, 여성가족부 담당

자 등과 전문가 자문회의, 서면자문, 문헌연구 등을 통해 조사표를 검토하고, 수정안을 

작성한 뒤 예비조사를 실시하 다. 

예비조사는 2019년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성인 100명을 

상으로 실사하 다. 예비조사 후 조사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문항의 적절성 및 난이도, 

가구 접촉에서의 어려움 등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조사표를 최종 확정하 다.

다. 조사 준비 및 현장 실사 진행

현장 실사는 한국갤럽에서 진행하 으며, 갤럽의 직  지방 실사 조직을 이용하 다. 

현장 실사를 위한 조사원은 여성, 가족, 폭력 등 유사 주제에 참여한 적이 있고, 가구방문 

조사 경험, 특히,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참여했던 숙련된 조사원들을 우선적

으로 선발하 다. 조사원 교육은 7개 실사 지점(서울, 부산, 구, 광주, 전, 강원,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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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집체교육으로 진행하 으며, 조사 원칙 및 내용, 방법 등에 한 숙지와 함께 조사

내용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응답자 협조도 제고와 축소보고(under-report)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사 상황별 응 교육을 실시하 다. 조사원 교육 시에는 조사 지침서를 제공

하여 조사원별 조사 진행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화시켰으며, 교육 후 

각 실사 지점별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사례집을 만들고 추후 공지하여 일관성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조사원이 조사 취지와 비밀보장 원칙 등을 응답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응답자 협조

를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목적과 통계법 상 비밀보호의 원칙 조항 등을 교육하고, 응답

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조사 홍보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조사 진행에 활용하도록 하

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으로 여성가족부 공문, 통계조사원증, 조사원 명

함, 표본명부 및 조사 진행 상황 확인표, 조사원 지침서, 응답자 배부용 홍보 안내자료, 

답례품 등을 조사원이 지참하도록 하여 응답자 협조도 제고와 조사 진행 상황 보고에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본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여성 폭력 연구 및 조사 관련 윤리 

및 안전에 한 가이드라인을 토 로 응답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비밀보장서약서를 제공

하고, 조사표는 작성 완료 후 비밀보호용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도록 하 으며, 조사

원 신변안전을 위한 조사 진행 유의사항을 교육하 다. 특히 본 조사는 응답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려할 수 있고, 가구 내 가해자가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안전 관리

가 중요하므로 조사 진행 사실을 응답자 외에는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응답자 요청 

시 피해 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연구진에 보고하여 즉시 응할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을 

진행하 다. 

조사는 통계청 조사구 내에서 계통추출로 선정한 가구명부를 활용하여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한 후 미리 지급한 성별, 연령별 배분표 순서에 따라 응답자를 선정하여 

진행하 다.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부재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최소 4회 이상 재방문하도록 하여 표본의 표성을 높 다.

조사 진행 관리는 가정폭력실태조사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웹페이지 내 실사관리시

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원 및 실사관리자가 모바일 등으로 실시간으로 진행 경과를 입력

하고, 확인 가능하도록 하 다. 실사관리시스템은 단순 조사 진행 여부뿐만 아니라 차수

별 방문 결과, 응답 방법, 조사 날짜 및 시간, 조사 장소 등 조사 과정 자료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운 하 고, 조사 종료 후 응답률 산출 등 조사 진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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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료처리

완료된 조사표는 실사 담당자가 에디팅 지침서에 근거해 직접 확인하여 응답 오류 

및 누락을 보완 후, 전체 조사표의 30% 이상 검증조사를 실시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 

보완 및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자료에서 제외하 다. 

자료입력 단계에서는 조사회사의 전문 펀칭 시스템인 ‘서베이 크래프트(Survey- 

Craft)’를 통하여 자료입력이 되게 함으로써 자료입력 오류를 최소화하 다. 최종적인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설문 항목별 빈도 확인을 통해 응답 오류 여부를 재확

인하 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초통계표를 산출하여 데이터 이상 여부를 확인, 보완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정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 다. 

조사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값으로 제시하 으며,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

하 다. 모든 자료수치 및 비율은 단위 이하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각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표에서 해당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 

단위 미만의 값은 ‘0.0’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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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표 수정보완 방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성

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가정

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가정폭력

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2조 제2항). 2019년 실태조사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여성가족부의 조사 요청 

항목을 반 하고,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2016년 조사틀을 유지하면서, 가정폭력 연구 

동향 및 현안, 정책수요 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수정･보완하 다. 또한 2016년 가정

폭력 피해자 조사(이인선 외, 2016b: 5) 문항 중에서 일반 가구를 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문항을 검토하여 추가하 다.

2019년 실태조사에서는 2016년 조사 문항을 토 로 하되 가정폭력 척도, 임신기 폭력 

경험, 이별 폭력 문항 등을 보완하고, 폭력 발생 이유 및 폭력 향 문항을 재정비하

다. 2016년 척도가 신체적 폭력에 치우쳐 있고 성적 폭력은 성관계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문항을 추가하 으며, 통제 

문항도 보완하 다. 2016년 조사에서 가정폭력 척도의 기반이 된 수정갈등 처유형척

도(CTS2,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문항 중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카메

라등이용촬  등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의 폭력을 추가하 다. 또한 통제 행동 

문항이 다른 가정폭력 문항과 분리되어 있어 피･가해 경험 외에 통제 행동의 향을 조사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제 피해 문항에 통제 행동의 결과를 추가하 다. 

또한 폭력 경험 문항은 이전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기존 문항을 동일하게 유지

하면서 표현을 쉽게 수정하여 정확도를 높이되, 새로운 내용은 기존 문항과 구분된 

별도의 문항으로 추가하여 과거 실태조사와 비교 가능한 경험률도 집계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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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내용

가. 개관

성역할 인식 및 경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아동폭력 가해 경험, 

가족원 폭력 피해 경험, 노인폭력 피해 경험, 가정폭력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주요 

조사 내용은 <표 2-1>과 같다. 

구분 내용

Ⅰ. 성역할 인식 및 
경험

∙ 인적 자원 및 이웃에 대한 인식
∙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
∙ 성역할 태도

Ⅱ. 배우자와의 관계

∙ 혼인상태,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 배우자에 대한 통제 가해 경험(지난 1년 및 발생 빈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 험(지난 1년 및 발생 빈도), 통제 피해로 인한 영향
∙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지난 1년 경험 및 발생 빈도, 평생 경험), 최초 폭력 

가해 시기, 폭력 가해 이유
∙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지난 1년 경험 및 발생 빈도, 평생 경험), 최초 폭력 

피해 시기
∙ 폭력 피해로 인한 영향: 신체적 상처 경험 및 치료 경험, 정신적 고통 경험 및 치료 

경험, 경제활동에의 영향
∙ 폭력에 대한 대응 방법, 대응하지 않은 이유, 도움 요청 경험, 도움 청하지 않은 이유
∙ 임신 중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이혼･별거 전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폭력, 스토킹 피해 경험

Ⅲ. 아동과의 관계 ∙ 지난 1년 아동폭력 가해 경험

Ⅳ. 가족원과의 관계
∙ (만 65세 미만)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지난 1년), 가해자
∙ (만 65세 이상)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지난 1년), 주 가해자, 주 가해자와 

동거 여부, 주위 도움 요청 여부, 도움 청하지 않은 이유

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관련 지원기관 인지 여부

∙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Ⅵ. 일반적 사항
∙ 동거가족원
∙ 본인/배우자의 성별, 출생년도, 교육수준, 장애여부, 취업여부, 종사자 지위, 직업
∙ 월평균 가구소득

<표 2-1>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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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6년 조사표와 구성 비교

2016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2019년 조사의 기본적인 역별 구성은 비슷하며, 만 

65세 미만 조사표와 만 65세 이상 조사표를 분리하여 조사를 진행한 것 또한 2016년

과 동일하다. 다만, 2016년 조사 역 중 ‘I. 개인 및 지역 특성’이 이번 조사에서는 ‘I. 

성역할 인식 및 경험’이라는 명칭으로 수정되었다. 각 역별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2>와 같다. 

영역 조사내용 2016년 2019년 구성 비교

Ⅰ. 
성역할
인식 및

경험

인적 자원 및 이웃에 대한 인식 ○ ○
[수정]

질문 항목 수정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 ○
[수정]

부모님→보호자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 ○ ○
[수정]

(가해자 파악)

성역할 태도 ○ ○
[수정]

‘우리 사회’의 인식 추가

Ⅱ.
배우자와의

관계

혼인상태 및 결혼 시기 ○ ○
[수정]

‘현재’ 배우자와의 결혼 시기로 
질문을 구체화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 ○

[수정]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고 응답 → ‘자녀 
없음’ 응답보기 추가

통제 경험

지난 1년 배우자에 대한 
통제 가해 경험 및 빈도

○ ○
[추가]

통제행동 항목 추가

지난 1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빈도

○ ○
[추가]

통제행동 항목 추가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영향

Ⅹ ○ [추가]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지난 1년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및 빈도

○ ○

[수정]
폭력유형별 행동 수정 및 추가

응답보기 수정: 주1회~거의 
매일→주1회 이상

경제적 폭력: 경험 유무만 
응답하도록 보기 수정

<표 2-2> 조사표 구성 비교(20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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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조사내용 2016년 2019년 구성 비교

1년 이전(평생)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 ○
[수정]

폭력유형별 행동 수정 및 추가

(지난 1년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있는 경우)
최초 폭력 가해 시기

○ ○ [유지]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가해 
이유

○ ○

[수정]
응답보기 수정

응답방법 수정: 한 가지 → 모두 
선택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지난 1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및 빈도

○ ○

[수정]
폭력유형별 행동 수정 및 추가

응답보기 수정: 주1회~거의 
매일→주1회 이상

경제적 폭력: 경험 유무만 
응답하도록 보기 수정

1년 이전(평생)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
[수정]

폭력유형별 행동 수정 및 추가

(지난 1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있는 경
우) 최초 폭력 피해 시기

○ ○ [유지]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발생 이유

○ Ⅹ [삭제]

폭력 피해로 
인한 영향

(지난 1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
적 상처(부상) 경험 유무

○ ○
[수정]

응답보기 수정: 상처(부상) 정도 
→ 경험 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
신체적 상처(부상)를 입은 
횟수

Ⅹ ○ [추가]

신체적 상처(부상)로 약국
에서 의약품 구입 경험 
유무

Ⅹ ○ [추가]

신체적 상처(부상)로 병원
치료 경험 유무

○ Ⅹ [삭제]

신체적 상처(부상)에도 병원
에 가지 않은 경험 여부

Ⅹ ○ [추가]

(병원에 가지 않은 적이 
있다면) 그 이유

Ⅹ ○ [추가]

(병원에 매번 갔다면) 전체 
치료 기간과 비용

Ⅹ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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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조사내용 2016년 2019년 구성 비교

정신적 고통 경험 유무 
및 정도

○ Ⅹ [삭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유형

○ Ⅹ [삭제]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
았다면) 위협이나 공포심
을 느꼈는지 여부

○ Ⅹ [삭제]

(지난 1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 유형별 느낀 정도

Ⅹ ○ [추가]

정신적 고통으로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경험 유무

Ⅹ ○ [추가]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치료 
경험 유무

○ ○ [유지]

(지난 1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해) 경제
활동(구직 포함)에 영향 
받은 경험

Ⅹ ○ [추가]

(경제활동에 영향이 있었
다면) 어떤 종류의 영향
을 받았는지

Ⅹ ○ [추가]

(휴가, 휴직이 필요했을 
경우) 휴가나 휴직을 사용
할 수 있었는지

Ⅹ ○ [추가]

폭력에 대한 
대응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당시 대응 방법

○ ○ [유지]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 ○
[수정]

응답보기 수정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로) 각 대상별 도움을 
요청한 경험

○ ○ [유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수정]

응답보기 수정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

○ ○
[수정]

응답보기 수정

배우자 간 폭력 행동의 주 가해자 ○ 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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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조사내용 2016년 2019년 구성 비교

임신 중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임신 
경험 

Ⅹ ○ [추가]

(임신 경험 있는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
간 중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시기

Ⅹ ○ [추가]

(임신 전부터 폭력이 시작
되었다면) 임신 중 폭력 
정도

Ⅹ ○ [추가]

이혼･별거 
전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폭력, 
스토킹 
피해 경험

이혼･별거･사별 전 배우자
에 대한 통제, 폭력 가해 
경험 유무

○ Ⅹ [삭제]

이혼･별거･사별 전 배우자
에 의한 통제, 폭력 피해 
경험 유무

○ Ⅹ [삭제]

이혼･별거 전 당시 배우자
에 의한 통제 피해 정도

Ⅹ ○
[추가]

응답대상 중 ‘사별’ 제외
통제행동 항목 추가

이혼･별거 전, 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유무

Ⅹ ○
[추가]

응답대상 중 ‘사별’ 제외
폭력유형별 행동 수정 및 추가

이혼･별거 후 당시 배우자
에 의한 스토킹 폭력 피해 
경험 유무

Ⅹ ○ [추가]

Ⅲ. 
아동과의 

관계 

아동폭력 
가해 경험

가정에 만 18세 미만 아동 
유무

○ ○
[수정]

대상 수정: 만 18세 미만 자녀 
→ 만 18세 미만 아동

(있는 경우) 그 아동의 양
육자 중 한 명인지 여부

Ⅹ ○ [추가]

비폭력적 자녀 훈육 방법 
사용 정도

○ Ⅹ [삭제]

지난 1년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유무

○ ○
[수정]

대상 수정: 만 18세 미만 자녀 
→ 만 18세 미만 아동

지난 1년 만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폭력 가해 여부

○ 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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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조사내용 2016년 2019년 구성 비교

지난 1년 자녀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 Ⅹ [삭제]

지난 1년 자녀에 의한 배
우자에 대한 폭력 피해 
경험

○ Ⅹ [삭제]

Ⅳ. 
가족원과의

관계

[만 65세 
미만] 
가족원 폭력
피해 경험

지난 1년 배우자 이외 가족
원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유무 및 폭력유형별 
피해자

○ Ⅹ [삭제]

지난 1년 배우자 이외 가족
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유무 및 폭력유형별 
가해자

○ ○
[수정]

폭력유형별 행동 수정 및 추가
가해자 응답보기에 ‘자녀’ 추가

[만 65세 
이상] 
노인폭력 
피해 경험

지난 1년 자녀, 사위, 며느
리, 손자녀에 의한 폭력
(통제, 방임 포함) 피해 
경험 유무

○ ○ [유지]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주된 가해자

○ ○ [유지]

가해자와의 동거 여부 ○ ○ [유지]

폭력 발생 이유 ○ Ⅹ [삭제]

폭력 발생 시 주위 도움 
요청 여부

○ ○ [유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면) 그 이유

○ ○
[수정]

응답보기 수정

Ⅴ. 
가정

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
[추가]

질문 항목 추가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 Ⅹ ○ [추가]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 ○
[수정]

질문 항목 수정 및 추가

관련 지원기관 인지 여부 ○ ○ [유지]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 ○
[수정]

질문 방식 수정: 1~3순위 응답 
→ 정책별 필요정도 응답

신고 의향 
및 신고하지 
않으려는 
이유

응답자의 가정에 부부폭력 
발생시

○ Ⅹ [삭제]

이웃 가정에 부부폭력 발생
시

○ Ⅹ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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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내용

1) 성역할 인식 및 경험

가장 먼저 성역할 인식과 응답자의 경험을 알아보았다. 이 부분에서는 응답자의 인적 

자원 및 이웃에 한 인식, 아동기 보호자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및 주가해자, 성역할 태도에 한 응답자의 인식 및 우리 사회의 인식을 조사

하 다. 

응답자의 인적 자원 및 이웃에 한 인식은 총 4개 문항으로, 2016년 조사에서 사회

환경적 요인과 가정폭력 발생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한 인식을 질문

하 던 문항을 변경한 것이다. 2016년 문항은 가족 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싸움 및 

범죄와 가정폭력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행위라도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경우와 그 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규율하는 법률부터 다르며, 피해자의 도움 

요청이나 이웃 및 경찰의 태도, 개입의 정도 등도 차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

로, 이번 조사에서는 가정폭력과 그 외의 폭력을 구분하 다. 더불어 질문의 목적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 내에 도움을 요청할 자원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영역 조사내용 2016년 2019년 구성 비교

응답자의 가정에 아동폭력 
발생시

○ Ⅹ [삭제]

이웃 가정에 아동폭력 발생
시

○ Ⅹ [삭제]

Ⅵ. 
일반적 
사항

동거가족원 ○ ○ [유지]

본인/배우자
일반적 사항

성별 ○ ○ [유지]

연령(만 나이) ○ Ⅹ [삭제]

출생년도 Ⅹ ○ [추가]

교육수준 ○ ○ [유지]

장애여부 ○ ○ [유지]

취업여부 ○ ○ [유지]

종사자 지위 ○ ○ [유지]

직업 ○ ○ [유지]

지난 1년 월평균 가구소득 ○ ○
[수정]

응답보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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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방향으로 전환하 다. 본 조사 결과, Cronbach’s α는 0.771이었다. 

아동기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면서, 부모가 주양육

자가 아니었던 경우의 폭력 피해 경험을 포함하기 위하여 가해 주체를 부모에서 보호자

로 변경하 다.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의 6개 문항이다.

아동기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및 주가해자는 기존 문항과 동일하게 신체적 폭력 3

개 문항으로 조사하 으며, 주된 가해자가 누구인지 묻는 문항을 추가하 다. 부모가 

둘다 있지 않았던 경우는 응답에서 제외하 다. 

성역할 태도 문항은 7개 문항으로, 2016년도 문항을 유지하 다. 또한 동일한 문항

에 하여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조사하 다. 

2)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및 배우자에 한 폭력 가해 경험을 조사하 다. 주요 문항

은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지난 1년간 통제 가해 및 피해 경험, 지난 1년간 배우

자에 한 폭력 가해 경험, 빈도 및 유형, 최초 가해 시점, 가해 이유, 지난 1년 및 그 

이전 기간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빈도 및 유형, 최초 피해 시점, 신체적/성

적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 및 치료 경험, 폭력의 향, 폭력에 한 응, 

도움 요청 경험, 임신 기간의 폭력 경험, 이혼, 별거 전후의 폭력 피해 경험, 빈도 및 

유형이다.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문항은 2016년 조사 문항을 유지하면서 표현을 다소 수정

하 다. 또한 ‘자녀 양육 및 교육’ 항목은 자녀가 있는 응답자만 답변하도록 하 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및 배우자에 한 폭력 가해 경험은 기존과 같이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4개 유형과 통제 행동을 조사하 다.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기존 실태조사의 15개 문항을 유지하

면서 원척도인 수정갈등 처유형척도(CTS2)를 재검토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

서 표현을 수정하고 유형별로 문항을 추가하 다. 

먼저 기존 폭력 척도의 중심이었던 신체적 폭력은 원래의 7개 문항을 유지하고, 표현

을 명확하게 다듬는 정도의 수정만을 하 으며 문항 추가는 없었다.

성적 폭력은 기존 문항을 수정하고 신규 문항을 추가하 다. 우선 수정갈등 처유형

척도(CTS2)를 검토하여 기존의 성적 폭력 2개 문항을 재구성하 다. 기존 문항은 ‘상

방이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와 ‘상 방이 원치 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로 구분하고 

있었으나,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나로 통합하되 무력 사용 여부에 따라 재구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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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적 침해 3개 문항을 추가하 다. 국내외의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추행 등 강간 

외의 성적 침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 조사에서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성적 폭력을 상 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경험을 포함하여 넓게 정의한

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의 측정에서 성폭력은 주로 ‘성관계’를 중심으로 협소하게 정의

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와 같은 경향은 기존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도 반 되었다. 그간 

배우자의 성적 행동은 ‘침해’보다는 일종의 ‘의무’ 차원에서 이해되었다. 하지만 배우자

에 한 성적 ‘의무’는 주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다. 배우자에 의한 성적 ‘침해’가 

인정되지 않고 ‘의무’는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는 것은, 배우자 사이의 성적 침해를 

수인하도록 요구받는 집단이 남편이 아닌 아내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0년  들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혼인이 성적 자기결

정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배우자에 의한 강제추행, 강간 등을 성폭력범죄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들이 선고되었고,1) 적어도 상 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라면 배우

자에 한 성적 침해 또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도 향상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를 거쳐 성관계 강요 

행위 이외의 성적 침해 행위를 성적 폭력으로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성적 폭력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 다. 다만 성적 접촉의 범위는 

넓고, 상 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행동이 배우자에 의하여 발생하 을 때 어디에

서부터 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

도 사실이다. 이를 감안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성관계 이외의 성적 침해 경험을 포함한 

경험률을 산출함과 동시에 기존 문항과 같이 성관계 강요 중심의 피해 경험률도 산출하여 

제시하 다.2)

또한 상 방의 신체 일부, 성행위 등을 동의 없이 촬 하거나 동의 하에 촬 하 더

라도 동의 없이 유포를 하는 행위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한 유형의 성적 

폭력이다. 촬  및 유포 행위는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2016년에서야 피해 경험을 조사

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외의 가정폭력 경험 척도에는 아직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

나 가족 및 배우자 관계에서도 촬 , 촬 물 유포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 ,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고합117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2) ‘<표 5-4>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2016년 문항 기준)’은 2016년 조사와 
동일성이 유지된 문항의 피해 경험률만을 산출하 으므로, 이 도표에 제시된 ‘성적 폭력’은 성
관계 강요에 해당하는 2개 행동의 피해 경험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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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등의 행위를 성적 폭력의 범주에 포함하 다.

경제적 폭력은 기존 문항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구 수정을 하 고, 추가로 1

개 문항을 신설하 다. 배우자에 한 경제적 폭력에는 자신이 가정의 재산을 독점하고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유형과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 방의 재산을 빼앗아 상

방의 경제적 능력을 약화시키는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소득이 있는 사람

이 상 방을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게 만들고 경제적 능력을 독점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유형도 있지만 반 로 본인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 방의 수입을 빼앗아 

기본적 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빚을 지고 배우자에게 빚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로 상 방

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는 유형도 있다.3) 기존 문항 중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동,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동은 경제적 폭력의 가해자가 생계부양자인 경우를 가정

하고 있어 전자의 유형에 가깝다. 상 방의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행동은 후자의 

유형에 해당될 수 있지만 처분할 만한 재산이 없는 집단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번 조사에서는 상 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기는 행동 1개 문항을 

추가하 다.

정서적 폭력 문항은 미국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조사 등을 참조하여 3개 문항

을 추가하 다(Breiding et al., 2014: 86). 새로 추가된 문항은 상 방이 아끼는 사람

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상 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행동이다. 이 3개 문항은 

2016년 실태조사의 정서적 폭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

사와 동시에 수행된 피해자 설문조사에서 “상 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분류되어 있던 4가지 행위 중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행동과 중복되는 

문항 1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이다(이인선 외, 2016b: 132).

통제 문항은 기존의 7개 문항을 유지하고, 신규로 4개 문항을 추가하 다. World 

Health Organization(2005)는 여성에 한 가정폭력에 7개의 통제 행동(controlling 

behavior)을 포함하 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9). 다음 <표 2-3>의 

‘통제’ 유형 중 처음 7개 행동은 World Health Organization(2005)의 통제 행동을 

 3)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는 경제적 폭력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 중 ‘생활비를 내지 않거
나 통제’, ‘경제력 없다고 멸시’, ‘지출 의심’은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상 방을 경제적으로 통
제하는 유형에 해당하며 ‘갈취’, ‘낭비･채무’, ‘지불강요’는 상 방의 경제적 능력을 이용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
석: 가정폭력을 중심으로”, 2019.3.7.,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55092 (최종
검색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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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으로 번역, 수정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감시, 사회활동에 한 

통제, 시간 사용 통제, 성적 통제 행동을 추가하여 총 11개 문항을 완성하 다. 미국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Intimate Partner Violence) 조사를 참조하여 시간 사용 

통제 및 성적 통제 문항을 추가하 으며(Breiding et al., 2014: 87), 자문회의에서 

새로운 행위 유형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문항들을 보완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문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하는 행동,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동,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하는 행동,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는 행동이다. 또한 통제 행동을 응답자가 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기 위하여 통제 행동의 결과 문항을 추가하 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유형 및 행동 문항은 다음 <표 2-3>과 같다.

유형 행동

신체적 폭력

∙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동
∙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는 행동
∙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리는 행동
∙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
∙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
∙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동

성적 폭력

∙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

∙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동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는 행동
∙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동
∙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올리는 행동

경제적 폭력

∙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동
∙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상대방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행동
∙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동
∙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기는 행동

정서적 폭력

∙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동
∙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
∙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는 행동
∙ 상대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 상대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행동

<표 2-3> 배우자에 의한 폭력 유형 및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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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발생 빈도는 기존 조사에서 6단

계로 세분하 으나, 2016년 조사 결과 주 1회 이상 경험이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는 4단계로 간소화하 다. 경제적 폭력 발생 빈도 역시 기존에는 6단계

로 조사하 으나 각 행위의 성격상 빈도로 측정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아 이번 조사에서

는 있음, 없음으로만 구분하 다.

지난 1년간(2018년 8월~2019년 7월)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22개 문항과 통제 피해 11개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으면 피해 경험으로 산출하 다. 가해 경험률도 같다. 폭력 유형별 피해 

경험률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경우 피해 경험으로 보았

다.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은 지난 1년 이전(2018년 7월 이전) 

피해 경험도 확인하여 배우자에 의한 평생 피해 경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 다.

2016년에는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을 ‘부부폭력

률(1)’로 명명하여 2013년의 4개 유형 폭력 경험률과 비교하고, 4개 유형 폭력에 통제

를 포함한 5개 유형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을 넓은 의미의 폭력인 ‘부부폭력률(2)’

로 구분하 다(이인선 외, 2016a: 14). 이번 조사 분석에서는 넓은 의미의 폭력 개념에 

통제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조사의 이해를 유지하되 부부폭력률(1), (2)와 

같은 용어로는 직관적 이해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4개 유형 폭력’, 여기에 통제를 포함하여 ‘5개 유형 폭력’으로 칭하 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체적 폭력 중심으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하지만 동시에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이 중심이 되는 물리적 폭력 경험의 특성과 그 향을 파악하는 것도 

유의미하므로 신체적 폭력 및 성적 폭력을 묶어 ‘신체적/성적 폭력’이라 하고 피해율을 

유형 행동

통제

∙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
∙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
∙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하는 행동
∙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동
∙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동
∙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행동
∙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동
∙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하는 행동
∙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동
∙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하는 행동
∙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는 행동



2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산출하여 제시하 다.

한편 2016년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모두 있는 경우 상호폭력

으로 집계하여 상호폭력률을 계산하 으나, ‘상호폭력’ 개념은 상 방을 통제하려는 

폭력과 상 방의 폭력에 응하기 위한 방어적 행동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성별 권력관계 

등 배우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가 폭력을 유지, 강화하는 점을 은폐하며 폭력

을 등한 주체들 간의 갈등 상황으로 축소시킨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반 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상호폭력률’을 집계하지 않는 신, 가해 이유 

문항을 통해 ‘가해’에서 항폭력을 구별해낼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 다. 

이번 조사에서 ‘부부폭력’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상호폭력률을 집계하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이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모두 

조사해왔고 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첫 전국 단위 조사 던 

2004년 실태조사에서는 ‘배우자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 다가 2007년 이후부터 

‘부부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부폭력 발생률’을 집계하 다. ‘부부폭력’, ‘부부

폭력 발생률’은 ‘부부’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진 관계에서 ‘발생’

하는 폭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여준다. ‘부부폭력 발생률’

에서는 기혼인 응답자가 피해 또는 가해 중 하나라도 경험하 을 경우 폭력이 ‘발생’한 

부부로 분류하게 된다. 성별과 무관하게, 피해 경험만이 아니라 가해 경험까지 합산하여 

부부 관계에서 폭력의 ‘발생률’을 산출하는 방식은, ‘폭력’을 ‘“평화와 안정”4)이 파괴

된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으로 이해하여, 상 방을 통제하고자 하는 폭력의 

속성과 피해 경험의 성별성을 희석시킬 우려를 내포한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는 ‘부부

폭력’ 신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율’, ‘배우자에 한 폭력 가해율’을 채택하여 피해

의 발생과 가해의 발생을 분리하고, 부부라는 단위에서 발생하는 폭력보다도 개인에 

하여 가해지는 폭력 행위임을 좀더 강조하고자 하 다.

폭력 발생 요인 문항은 2016년 조사에서 추가된 것이나, 선택지로 제시되었던 사항

들(경제적인 문제, 성격 차이, 시가･처가 문제, 자녀 문제, 음주, 외도 등등)은 그 자체

로서 가정폭력 발생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폭력 행동을 촉진하거나 정당화하는 요인으

로서 가정폭력의 성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가정폭력의 강압적 통제로서의 성격을 

은폐하는 효과가 우려될 뿐 아니라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도 어렵다. 특히 폭력 발생 요인을 피해자의 이성 문제, 음주 문제, 성격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에는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
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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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등으로 설명하게 되면 폭력 발생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거나 적어도 피해자

가 폭력의 책임을 일부라도 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 조사에도 포함되어 있는 가정폭력

에 한 인식 문항에서는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 태도를 ‘가정

폭력에 한 인식이 낮다’고 해석한다. 즉, 폭력의 요인을 피해자에게서 찾는 방식은 

가정폭력에 한 인식의 해석과 모순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배우자에 한 통제 

행동으로서의 폭력과 상 방의 폭력에 응하기 위한 항폭력을 선택지로 제시하

다. 또한 기존 조사에서는 피해경험자에게 피해의 이유도 질문하 으나, 피해 이유 또

한 가해 이유와 동일한 선택지여서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고 피해자가 응답하는 폭력의 

이유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과의 의미 해석이 어려워 이번 조사에서는 삭제

하 다.

폭력의 향은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 상처 치료 경험, 폭력

의 정신적 향, 정신적 고통에 한 치료 경험, 폭력의 경제적 향을 조사하 다. 

신체적 상처 및 정신적 고통 문항은 2016년 조사에서는 상처 및 고통 경험 유무 및 정도, 

병원 치료 경험, 정신적 고통의 내용을 조사하 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체적 상처를 

입은 횟수, 병원 치료 경험과 더불어 의약품 구입 경험, 신체적 상처가 있었지만 병원

에 가지 않았던 이유, 신체적 상처 치료 기간 및 비용 문항을 추가하 다.

경제활동에의 향은 2019년 조사에서 처음 질문한 것이다. 외국의 몇몇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는 기업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휴가를 부여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입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례로 호주의 ‘전국 가정폭력 및 직장 조사

(National Domestic Violence and the Workplace Survey, 2011)’에서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 손상, 경제적 의존과 고립 강화, 피해자에 한 직장

에서의 반응과 지원 등을 조사하고, 사업장에서 가정폭력의 부정적 향을 줄일 수 

있는 안 마련 필요성을 도출한 바 있다(McFerran, 2011). 이번 조사에서는 폭력 피해 

경험이 피해자의 경제활동에 끼친 향과 및 내용을 알아보았다.

폭력에 한 응 및 도움 요청 경험은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면서 연구진 회의, 전문

가 자문 등을 통하여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등 누락된 선택지를 추가하

다. 한편 지난 조사에서는 폭력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문항이 있었으나, 

반드시 폭력을 먼저 시작한 사람을 주된 가해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폭력의 심각성에 따른 

분석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하 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유배우 여성 응답

자의 임신 기간 폭력 경험 문항을 추가하 다. 임신 기간의 파트너 폭력에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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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임신 기간에 폭력이 최초로 시작되거나 더 심화된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 임신 

기간에 폭력이 줄어든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공존한다(Campbell et al., 2004: 

773~774). 이전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임신 기간의 폭력 경험을 조사한 바가 없

으므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폭력이 시작된 시기, 임신 중의 폭력 

경험 조사를 시도하 다.

이혼, 별거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은 유배우자의 폭력 경험과 동일한 척도를 이용

하여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과 통제 피해 경험을 조사하

다. 이별 과정에서 폭력이 심화되고 살인 등의 범죄까지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이혼, 별거 전뿐 아니라 이혼, 별거 후의 4개 유형 폭력 피해 경험을 확인

하 고, 이혼, 별거 후 스토킹 피해 경험 3개 문항을 추가하여 이별폭력 경험을 알아

보고자 하 다. 2016년 조사에서는 이혼, 별거 응답자 외에 사별 응답자에게도 폭력 

피해 경험을 질문하 으나, 이혼, 별거 응답자와 사별 응답자는 배우자 간 관계의 특성

과 이별 경험이 다르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사별 응답자를 제외하고 이혼 및 별거 응답

자만을 상으로 폭력 경험을 조사하 다.

3) 아동폭력 가해 경험

아동에 한 폭력(이하 ‘아동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의 3가지 유형, 

14개 문항을 조사하 다. 폭력 척도는 기존 조사를 그 로 유지하면서 표현을 좀 더 

명확히 다듬는 정도의 수정만을 하 다. 폭력 척도는 부모-자녀갈등 처유형척도

(PCCTS,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Straus et 

al., 1998). 

기존 조사에서는 부모에 의한 자녀학 를 조사하 으나, 아동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

의 정도에 좀 더 근접하기 위해 부모에 의한 자녀학 보다 범위를 좀 더 넓히고자 하

다. 이에 따라 기존 조사에서는 혼인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만 자녀학 를 질문하 으

나, 이번 조사에서는 미혼 응답자도 가정 내 아동 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폭력 문항

에 답하도록 하 다. 양육자의 아동에 한 폭력 가해 경험으로 범위를 확 함으로써 

양육자인 조부모, 친족 등 부모 외의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아동에게 가해하는 행동, 

비혼모, 비혼부의 가해 경험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폭력 유형 및 행동은 

다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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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행동

신체적 폭력

∙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리는 행동
∙ 허리띠, 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동
∙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행동
∙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리는 행동
∙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동
∙ 목을 조르거나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행동
∙ 고의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는 행동

정서적 폭력
∙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붓는 행동

방임

∙ 아동의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는 행동
∙ 진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동
∙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는 행동
∙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는 행동

<표 2-4> 아동폭력 유형 및 행동

아동폭력 가해율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과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2018년 8

월~2019년 7월) 자신의 가정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가 아동에게 

가해 행동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유형별 가해 

경험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으면 가해 경험으로 산출하 다.

기존 조사에 있었던 자녀의 부모에 한 폭력 문항은 가해자의 연령 기준이 불명확

하고 폭력 척도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및 가족원폭력과 일관성이 부족하여 가족원폭력 

문항으로 통합하 다. 또한 기존 조사의 자녀훈육 문항도 삭제하 다. 이는 가정폭력실태

조사가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원 1명을 조사하는 

방식이어서 부모의 훈육 방법과 자녀의 폭력 행동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번 

조사에서 자녀의 부모에 한 폭력 문항을 제외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4)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 

만 65세 미만 응답자의 배우자 외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 중 통제를 제외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22개 문항

을 동일하게 활용하되, 성적 폭력 중 2개 문항만 표현을 다소 완화하여 사용하 다. 

2016년 조사에서는 가족원폭력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만을 포함하여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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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제외하 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성적 폭력까지 추가하여 가족 및 친족 간 성폭력

을 포함한 가족원폭력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 다.

유형 행동

신체적 폭력

∙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동
∙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는 행동
∙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리는 행동
∙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히는 행동
∙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동
∙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
∙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동

성적 폭력

∙ 무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동
∙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동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는 행동
∙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동
∙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올리는 행동

경제적 폭력

∙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동
∙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상대방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하는 행동
∙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동
∙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기는 행동

정서적 폭력

∙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 행동
∙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
∙ 상대방의 물건을 부수는 행동
∙ 상대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 상대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
∙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행동

<표 2-5> 가족원폭력 유형 및 행동(65세 미만)

이번 조사에서는 18세 이상 자녀에 의한 폭력을 조사 범위에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

히 하고 자녀에 의한 폭력 문항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및 가족원폭력과의 일관성을 높이

며 응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자녀의 부모에 한 폭력 문항을 삭제하는 신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의 가해 행위자에 자녀를 추가하 다. 지난 조사에서는 가족원에 

의한 피해와 가해를 모두 조사하 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문항

을 좀 더 심화시키고 전체적인 응답 부담을 줄이고자 가족원폭력은 피해 경험만을 질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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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폭력 피해 경험

65세 이상 응답자에게는 가족원폭력 문항과 달리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질문하여 노인폭력 피해율을 산출하 다. 척도는 기존 조사 문항을 

유지하면서 표현만 약간 수정하여,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의 4개 

유형 2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기존 척도는 갈등 처유형척도(CTS1), 수정갈등 처

유형척도(CTS2)의 신체적 폭력 문항과, 조애저(1999) 및 김미혜 외(2006)의 조사에서 

사용된 노인학 척도 중 일부를 활용한 것이다(이인선 외, 2016a: 16). 노인폭력 유형 

및 행동은 다음 <표 2-6>과 같다. 폭력의 주가해자, 주가해자와의 동거 여부, 폭력 발생 

시 도움 요청 경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문항 역시 기존 문항을 유지하 다.

유형 행동

신체적
폭력

∙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동(물건던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으로 하는 행동
∙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동
∙ 노인의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동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동
∙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
∙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동
∙ 노인을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동

경제적
폭력

∙ 노인의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동
∙ 노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동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동
∙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취하는 행동

정서적
폭력

∙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
∙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동
∙ 노인을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동
∙ 노인과의 대화를 기피하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내는 행동(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는 행동
∙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동

방임

∙ 노인을 길이나 낯선 장소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동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동
∙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휠체어 등)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행동
∙ 노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동
∙ 노인에게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동
∙ 노인과 연락 또는 왕래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동
∙ 노인의 동의 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동

<표 2-6> 노인폭력 유형 및 행동(6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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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율은 지난 1년간(2018년 8월~2019년 7월)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에 의해 

24개 폭력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을 경우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하

다. 주 가해자 및 주 가해자와의 동거 여부, 도움 요청 여부 및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는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 으며, 폭력의 이유 문항은 폭력의 이유를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이번 조사에서는 삭제하 다.

6)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한 허용도 및 인식 문항은 기존 문항을 유지하고 새 문항을 추가하

다. 가정폭력 허용도란 가정폭력을 허용하는 태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을 얼마나 관 한 태도로 수용하며 개인적 문제로 이해하는가를 보여준다. 기존 조사의 

가정폭력에 한 허용도와 인식은 호주 빅토리아주 건강증진재단(VicHealth)에서 실시

한 ‘2006년 여성폭력에 한 공동체 태도 조사(VicHealth’s 2006 Community 

Attitude To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의 가정폭력에 한 태도 15개 문항 

중 10개를 번안한 것이다(Flood, 2008: 16~17; 이인선 외, 2016a: 17). 이번 조사

에서는 여기에 피해자 책임론 1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조사 

결과 Cronbach’s α는 0.799 다.

가정폭력 관련 법과 제도 인지도 또한 기존 문항을 부분 유지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1개 항목을 제외하고,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경찰의 

현장 진입권 및 경찰, 법원의 가해자 제재 권한과 관련된 3개 문항을 추가하 다. 

기존 조사의 부부폭력 또는 아동학  발생 시 신고할 의향을 묻는 문항은 이웃의 부부 

간 폭력과 아동학 를 구분하여, 각 폭력 행동 목격 시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수정하 다.

피해자 지원기관 인지 문항은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되 각 기관에 한 설명을 간략

하게 덧붙 다. 또한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은 기존 문항 중에서 활용도가 낮은 문항

을 삭제하고 최근의 정책을 반 한 1개 문항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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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설계 개요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설계 개요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본 추출틀

(sampling frame)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2013년 세종특별센서스의 

조사구 데이터를 이용하 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는 자료 생산 시기로부터 약 6년 

정도가 지나, 모집단 포함률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2015년 기준 신축

아파트 조사구를 보완하여 활용하 다. 조사구는 전국을 표할 수 있도록 확률비례

추출법을 이용하여 600개 조사구를 선정하 고, 표본으로 추출된 개별 조사구로부터 

10가구를 계통추출한 후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한 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구분 내용

모집단

목표 모집단 ∙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조사 모집단
∙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 제외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

시설), 외국인 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제외

표본추출틀 ∙ 통계청 2017년 등록센서스 조사구 자료

표본크기 ∙ 9,0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03%p)

표본조사구 ∙ 900 조사구(조사구당 10가구, 가구당 1명)

모집단 층화
∙ 1차 층화: 특/광역시 10개, 도지역 11개
∙ 2차 층화: 동부/읍면부
∙ 3차 층화: 동부 내 아파트/일반

표본배분 ∙ 비례배분법(proportional allocation)

표본추출
∙ 1차 추출 단위: 조사구 → 확률비례추출
∙ 2차 추출 단위: 가구 → 계통추출
∙ 3차 추출 단위: 가구원 → 배분법

가중치
∙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1인 가구 보정, 가구원 추출률 보정, 사후 가중치 값 

작성

모수추정
∙ 복합표본설계(complex survey)에 적합한 모수추정식 적용
∙ 분산 관련 추정량은 SAS의 surveymeans, surveyfreq 프로시저 활용

<표 3-1>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설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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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추출

가. 모집단 및 추출틀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 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 

기준 시점(2019년 7월 31일) 현재 한민국 내 모든 가구의 만 19세 이상 전체 국민

이다. 조사 모집단(sampled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

주택총조사(통계청)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

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 조사구 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다.

표본설계의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2017년 등록센서스(통계청)를 활용하

다.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는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 다.

추출된 표본 조사구에서 조사 상으로 정의한 가구는 통계청 가구 정의에 따라 “1

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집단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 상으로 하 다.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조사 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일반가구로 만 19세 이상

의 일반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다.

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 

③ 1인 가구 

④ 남남이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한편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조사 상에서 제외되는 집단 가구는 ①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② 집단시설 가구(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③ 외국인 가구(외국

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참고로 한국인과 외국인 함께 사는 가구(다문화가정 등)는 일반가구에 해당되며, 다

가구 주택의 경우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므로 별도

의 가구로 간주하 다.

<표 3-2>는 2017년 등록센서스의 조사 모집단 현황이다. 조사구와 가구의 경우 세종

시에서 중복된 지역은 제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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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조사구 가구 2017년 등록센서스

조사구 수
구성비
(%)

가구 수
구성비
(%)

전체 인구
만 19세 

이상
가구당 평균 

조사대상자(명)

전국 341,309 100.0 19,673,875 100.0 49,943,260 41,044,504 2.1

서울 64,193 18.8 3,813,260 19.4 9,397,944 7,949,499 2.1

부산 23,209 6.8 1,354,401 6.9 3,368,110 2,847,234 2.1

대구 15,563 4.6 948,030 4.8 2,421,676 1,996,240 2.1

인천 17,923 5.3 1,080,285 5.5 2,846,797 2,331,216 2.1

광주 9,407 2.8 575,732 2.9 1,470,120 1,179,094 2.2

대전 9,477 2.8 597,736 3.0 1,505,315 1,223,484 2.0

울산 7,202 2.1 428,720 2.2 1,130,476 908,965 2.1

세종 1,938 0.6 104,325 0.5 271,299 203,838 2.0

경기 75,544 22.1 4,602,950 23.4 12,354,512 9,947,665 2.2

강원 12,427 3.6 620,729 3.2 1,500,390 1,250,094 2.0

충북 11,836 3.5 629,073 3.2 1,562,772 1,282,414 2.0

충남 15,057 4.4 834,986 4.2 2,077,674 1,692,506 2.0

전북 13,934 4.1 728,871 3.7 1,792,410 1,472,372 2.0

전남 13,985 4.1 733,757 3.7 1,755,107 1,446,755 2.0

경북 21,564 6.3 1,087,807 5.5 2,613,080 2,177,425 2.0

경남 23,603 6.9 1,292,998 6.6 3,254,221 2,641,891 2.0

제주 4,447 1.3 240,215 1.2 621,357 493,812 2.1

<표 3-2> 시/도별 모집단 현황

전체 모집단 조사구는 341,309개이고, 일반가구는 19,673,875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각각 전체 조사구의 22.1%, 18.8%를 차지하며, 가구의 경우 

각각 23.4%, 19.4%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행정구역별 조사구 수와 가구 수의 

분포는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한편, 만 19세 이상의 조사 상 인구는 41,044,504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2.2%이며, 지역별 만 19세 이상 인구수는 경기도 9,847,665명(24.0%), 서울시 

7,949,499명(19.4%) 등으로, 이 두 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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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본크기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표본 크기는 9,0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하여 3,000명

이 증가하 다. 표본크기는 통계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용 예산과 조사 소요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표본오차의 수준은 95% 신뢰

수준에서 ±1.03%p이다.

본 연구의 표본추출 방법은 전국에서 900개의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조사구로

부터 10가구의 표본 가구를 추출하여 표본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1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다만, 표본 가구 내 응답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

폭력 노출이 더 큰 여성에 해 집중적 분석을 위해 여성과 남성의 추출 비율을 2:1로 

적용하여 여성의 추출확률이 높아지도록 하 다.

다. 모집단의 층화

2019년 조사의 표본설계 과정에서 층화변수의 선정은 다수의 조사항목을 동시에 고려

할 수 없으므로 핵심지표(문항)의 동질성을 검증하거나 산출되는 통계의 집계 단위

(공표할 수도 있으나 공표하지 않고 행정 참고자료로 사용할 목적)로 사용하는 것을 염두

에 두고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연속조사의 경우에는 표본설계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

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층화변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표본설계에서

는 시도 구분, 권역 세부 구분(서울, 경기도), 동/읍면 구분, 주택유형 구분 등을 층화변수

로 사용하 다. 즉, 7개 특별시･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 층화하고, 9개 도 지역

에 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2차 층화, 동부에 해서는 아파트와 일반으로 세부 

층화하 다.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이며, 최종 추출단위는 가구내 만 

19세 이상 가구원이다.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가구로 구성(평균 

60가구)되어 있는데, 층화는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

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4개 권역

(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 다. <표 3-3>, 

<표 3-4>는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역별 구분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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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3-3>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부 가평군, 남양주시, 양평군,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중부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정부시, 김포시, 
하남시, 광주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표 3-4>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이상의 모집단 층화변수와 층화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3-5>와 같다.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수

특･광역시 ∙ 특･광역시 : 7개
∙ 서울 : 4개 권역/동부/주택유형
∙ 7개 광역시 : 동부/주택유형

20

도 지역

∙ 경기도 : 1개
∙ 3개 권역/동부/주택유형 
∙ 3개 권역/읍면부

9

∙ 그 외 도 : 9개
∙ 동부/주택유형
∙ 읍면부 

26

<표 3-5> 모집단 층화변수와 층화 특성

이상의 층화 변수를 기준으로 모집단의 조사구 수와 가구 수를 정리하면 각각 다음

의 <표 3-6>, <표 3-7>과 같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일부 읍･면 지역이 있는 

부산광역시, 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읍･면부에 속한 가구 비율이 낮아

서 동부와 읍･면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층화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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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전국 137,957 132,816 70,536 341,309

서울

북서 3,660 7,748 - 11,408

북동 7,981 11,936 - 19,917

남서 7,481 12,670 - 20,151

남동 6,235 6,482 - 12,717

부산 11,989 11,220 - 23,209

대구 8,084 7,479 - 15,563

인천 9,224 8,699 - 17,923

광주 5,766 3,641 - 9,407

대전 4,959 4,518 - 9,477

울산 4,022 3,180 - 7,202

세종 1,372 566 - 1,938

경기

북부 2,940 1,362 5,891 10,193

중부 18,753 15,883 1,796 36,432

남부 12,535 10,696 5,688 28,919

강원 3,510 2,791 6,126 12,427

충북 3,435 2,624 5,777 11,836

충남 3,707 2,624 8,726 15,057

전북 4,923 3,642 5,369 13,934

전남 3,264 2,098 8,623 13,985

경북 5,126 4,626 11,812 21,564

경남 7,792 6,230 9,581 23,603

제주 1,199 2,101 1,147 4,447

<표 3-6>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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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전국 8,647,243 7,546,274 3,374,868 19,568,385 

서울

북서 223,964 438,837 - 662,801

북동 520,519 690,011 - 1,210,530

남서 471,658 744,385 - 1,216,043

남동 382,346 365,970 - 748,316

부산 721,116 609,563 - 1,330,679

대구 518,979 423,768 - 942,747

인천 585,522 493,070 - 1,078,592

광주 371,699 203,138 - 574,837

대전 327,669 266,883 - 594,552

울산 242,056 180,447 - 422,503

세종 72,291 30,959 - 103,250

경기

북부 196,510 78,073 345,873 620,456

중부 1,138,306 850,850 110,423 2,099,579

남부 913,870 684,932 334,985 1,933,787

강원 213,899 153,361 230,522 597,782

충북 209,671 155,088 258,690 623,449

충남 228,605 147,361 456,619 832,585

전북 303,117 197,266 218,406 718,789

전남 193,833 110,081 392,087 696,001

경북 296,819 258,775 505,546 1,061,140

경남 461,230 351,823 461,093 1,274,146

제주 53,564 111,633 60,624 225,821

<표 3-7>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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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표본배분

다음의 <표 3-8>은 층별 표본배분 결과이다. 시/도별 표본배분은 2016년 설계와 일관

성을 유지하고, 통계공표 단위별 가정폭력 실태에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

(precision)를 갖도록 10개의 표본 조사구를 우선 배분하는 우선할당 후 비례배분법을 

적용하 다. 이는 본 조사의 주요 통계공표 단위가 성별 및 연령  구분, 지역별 구분

임을 감안하여 전국 추정과 시도별 추정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동부/읍면부, 아파트/일반 층화변수에 해서는 모집단 가구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

법을 적용하 다.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아파트 일반

전국 369 347 184 900

서울

북서 8 17 - 25

북동 17 26 - 43

남서 16 28 - 44

남동 14 14 - 28

부산 30 29 - 59

대구 24 22 - 46

인천 26 25 - 51

광주 21 13 - 34

대전 18 17 - 35

울산 16 13 - 29

세종 13 5 - 18

경기

북부 6 3 13 22

중부 41 35 4 80

남부 28 24 12 64

강원 10 8 17 35

충북 10 8 18 36

충남 11 7 24 42

전북 14 10 15 39

전남 9 6 24 39

경북 12 11 28 51

경남 19 15 23 57

제주 6 11 6 23

<표 3-8> 층별 표본배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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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본추출

본 조사의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최종 추출단위는 가구 

내 개인이다. 1차 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표본추출은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

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을 적용하 다. 55

개의 각 층(시/도(조사구 번호), 동부/읍면부, 아파트/일반)을 순서 로 정렬하여 확률

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 다. 이를 통해 조사구의 특성이 모집단을 표할 수 있도록 

하 다.

추출된 표본 조사구가 작성 시점 차이로 인하여 조사구 전체가 유고(예: 재건축, 재

개발, 기타 사유 등)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지역으로 

재개발, 주택에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 등)되었을 경우 표본추출 당시 분류 지표가 

동일한 지역의 조사구로 체하도록 하 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는 10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표본조사 상 가구의 선정방법은 통계청으로부터 수령한 조사구의 가구 명부를 

DB화하여 통계소프트웨어인 SAS의 Proc Surveyselect 프로시저를 활용하 다. 표본

으로 선정된 가구는 순서 로 방문하여 적격 조사 상 가구를 조사하 다.

표본 가구 접촉을 위한 방문 횟수는 최  4회로 하며, 요일과 시간 를 달리하여 방문

하도록 하여 부재 가구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 다. 조사원은 가구 방문 시마다 ｢가구

방문 기록표｣ 양식에 준해 가구와의 접촉 상황을 기록하 다. 4회 방문 시에도 조사 상 

가구 또는 가구원을 접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인접한 체 조사 가구를 선정하여 체하 다.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상으로 하되, 가정폭력 피해 가능

성이 높은 여성의 추출확률을 높여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2:1로 유지하도록 하 다. 이

를 위해 목표로 하는 성별 및 연령 별 응답자 분포를 따르도록 만들어진 조사구의 성

별 및 연령 별 응답자 배분표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 다. 성별 및 연령

별 응답자 배분표는 3개의 인접조사구를 연계하여 작성하 다.

조사구별 성별 및 연령 별 배분표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하고,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응답 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

의 상자를 선정하 다. 이와 같은 응답자 선정 과정을 통해서 가구 상 조사에서 

과소 조사되기 쉬운 20∼30  젊은 계층에 한 안정적인 표집을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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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여자 ① 4명 ② 4명 ③ 4명 ④ 4명 ⑤ 4명

남자 ⑥ 2명 ⑦ 2명 ⑧ 2명 ⑨ 2명 ⑩ 2명

주: 동그라미(○) 안의 숫자는 우선순위를 의미함

<표 3-9> 3개 조사구 당 성별 연령대별 표집 인원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조사 특성 상 조사 내용이 민감하고, 여성을 과표집해야 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한 불안, ‘최근 생일법’ 방식의 가구원 선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생일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실태조사에서

는 조사구 내 가구단위에서 성별 및 연령 별 배분표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

하도록 하 다.

하지만 조사 진행 과정에서 일부 조사구에서는 특정 연령층이 전혀 없는 등 성별 및 

연령 별 배분표를 이용한 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 다. 이에 한 보완책으로 

읍 또는 면 지역의 조사구에 해서는 분류 지표가 동일한 조사구에서 일부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 다. 단, 해당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진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

3. 모수추정

가. 가중치 산출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한 특성치인 모수

에 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통계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

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가 큰 규모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량의 편향이기 

때문에 추정 과정에서 반드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한 조정,㉢ 모

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가중치 조정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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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2013년 세종특별센서스, 2015년 신축

아파트 조사구를 결함한 모집단 자료와 통계청에서 작성한2016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의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자료이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시/도 구분과 도 지역 내의 동 및 읍면 구분을 이용한 세부 층화

를 통해서 전체 55개 층을 구성하 다. 표본추출은 층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

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 최종추출단위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

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 다. 본 조사의 표본 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가구원이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분법에 의해서 한 명을 조사하도록 하 다.

본 실태조사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층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

함에 따라 나타나는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 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될 기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층의 수

-   : 층 의 모집단 조사구 수

-   : 층 의 표본 조사구 수

-  : 층 의 번째 조사구에 한 크기의 측도(해당 조사구의 총 가구 수)

-   
 



  : 층 에서 크기의 측도에 한 총합

-  : 층 의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 층 의 번째 조사구 내 조사 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 층 의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1) 설계 가중치

이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 조사구에 한 표본 추출률의 역수와 표본 조사구

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여기서, 는 층에 할당된 표본 조사구수, 는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는 

층의 조사구 내의 명부상 가구 수, 
 는 층의 조사구 내의 실제 가구 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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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내의 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 수를 나타내며, 는 원칙상 10가구이다. 일반적으로 

모집단 가구 수와 모집단 적격 가구 수가 유사할 것으로 기 된다. ( ≅   가정

함)

2) 무응답 조정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같다. 본 조사

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진행되었다.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한다.

 



여기서, 는 층 내의 조사구 내의 표본 가구 수(원칙적으로 10가구)를 나타내며, 

는 층 내의 조사구 내 실제 응답한 가구 수이다.

3) 1인 가구 보정

2017년 등록센서스 결과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은 약 28.6%이지만, 실제 현장 조사에

서는 1인 가구가 성공적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간의 

특성차이로 추정치의 편향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1인 가구 사후층화 

보정을 적용한다. 이에 한 적용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보정한다.

 




 ×



여기서, 는  시/도,  가구원수 형태(1인 가구 또는 다인 가구)의 모집단 가구 

수를 나타내며, 와 는 각각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계수이다.

4) 표본 가구 내 가구원 응답률(추출률) 반영

이 조사의 표본 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분법에 의해 응답 상자를 선정하 다. 따라서 표본 가구 내의 조사 적격자가 몇 명

인가에 따라 추출률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본 가구의 적격자 추출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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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층내의 조사구, 가구 내의 적격 가구원 수이다.

5) 래킹비(raking ratio) 보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

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중

치 작성 단계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한 정보는 2019년 기준의 ｢장래추계인구｣ 결과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추계인구｣ 결과에 해서 래킹비 접근법(raking ratio method)

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 다.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한 정보는 

2019년 ｢장래추계인구｣ 결과 중 시도별(17)×동부/읍면부×성별(2)×연령(5) 구분에 

한 만 19세 이상 인구 현황이다. 최종 표본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최종 표본 가중치 = 설계가중치 × 무응답 조정계수 × 1인 가구 보정 계수

× (1/가구 내 추출률) × 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6) 표준화 가중치

본 조사는 분석을 위해 표본 가중치를 적용한다. 최종표본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조사 완료 표본크기로 환원하기 위해 표준화 가중치를 적용하 다. 표준화 가중치를 구

하는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준화 가중치 = 최종 표본 가중치 × (조사 완료 표본크기 / 모집단 크기)

나. 모수추정식

1) 추정량

전국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 방법과 동일

하나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본 실태조사의 경우 여러 가지 표본추출법을 적용한 복합표본설계이므로 이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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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식을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복합표본설계에서 모평균 또는 모비율 추정

을 위해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여기서,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는 각 응답 결과로 모비율 추정

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은 층의 수 

는 층에서의 1차 표본 추출 단위(조사구)의 수, 는 층 내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이다.한편,   
  




 




 



는 전체 응답자에 한 가중치의 합계이다.

2) 추정량의 분산

앞서 제시한 모평균 또는 모비율 추정량에 해서 층화와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 한 분산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은 층의 수, 는 층에서의 1차 표본 추출 단위(조사구)의 수, 는 

층 내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   
 



    , 
  

 



 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와 상 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에서의 오차 한계는 다음과 같다.

    ,

  

 
×,

오차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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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의 관리5)
 

조사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와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로 나눌 수 있다. 표본오차는 부분 집합인 표본만을 관측함으로써 생기는 오차

로, 전수조사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표본오차는 표본의 크기가 커짐

에 따라 줄어든다. 이러한 표본오차의 측정은 표준오차 또는 상 표준오차를 이용한다. 

표본오차는 표본조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로, 본 조사에서와 같이 

엄밀한 확률 표본 설계 방법에 따라 측정 및 관리가 수월하다.

한편, 비표본오차는 표본오차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오차를 의미하며, 전수조사의 경우

에도 발생한다. 응답자의 설문에 한 몰이해, 무응답, 거짓응답, 표기 오류, 조사원의 

설명, 면접상황, 조사방법, 자료입력 오류 등 조사 진행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줄이기 위해 세밀한 조사 진행 계획과 관리 기준 마련, 이에 따른 준수 

및 확인, 보완작업 수행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계청에

서는 주요 통계에 해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한 진단 매뉴얼을 작성

하여 공표하고, 이 기준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도 역시 조사 전 과정

에 있어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을 기준으로 조사 진행 

전 과정을 관리하 다.

우선, 조사 설계 단계에서는 관련 전문가 및 부처와 수차례에 걸쳐 세부적인 표본설계 

방안, 조사 진행 방안 등을 논의하여 통계청의 확인을 거쳤고, 조사표 설계 역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 및 자문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조사표 디자인(문항 배치, 항목 

구성, 직관적 기호, 레이아웃 등) 역시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조사표와 유사한 수준으로 

편집하 다.

조사준비 단계에서는 조사원 지침서를 제작하고 배포한 후 조사회사 담당 연구진들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사원 집합교육을 실시하 으며, 이 때 필요에 따라 담당 연구

진이 배석하여 교육 과정을 감독하 다.

조사 진행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해 연구진의 즉각적인 검토와 승인

을 거쳐 지침이 내려졌고, 조사회사에서는 웹 실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원의 

세부 방문 상황(방문일자, 방문횟수, 시간 , 응답 및 조사불가사유, 체여부 등)을 모두 

보고받아 입력, 관리하 다. 또한, 회수된 설문지는 전량 실사관리자에 의해 에디팅을 

거쳐 오류가 발견된 설문지는 재조사되었으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설문지는 

 5) 본 내용은 2016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함에 따라 집필내용이 이인선 외(2016a: 37~38)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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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하게 추출하여 실제로 응답자 본인이 응답한 것이 맞는지, 조사표에 기재된 로 

응답했는지, 조사 과정은 지침 로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자료입력 단계에서는 조사회사의 전문 펀칭 시스템인 ‘서베이 크래프트(Survey- 

raft)’를 통하여 자료입력이 되게 함으로써 자료입력 오류를 최소화하 다. 이 시스템은 

사전에 짜여진 설문 논리체계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논리에 맞지 않는 스킵(skip) 이나 

응답값 등은 아예 입력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자료입력원에 의한 비표본

오차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된 설문은 실사 감독원에게 바로 

피드백되어 응답자에게 확인하거나 재조사하 다.

최종적인 자료처리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설문 항목별 빈도 확인을 통해 응답 오류 

여부를 재확인하 으며, 최종적으로는 기초통계표를 산출하여 데이터 이상여부를 확인, 

보완하여 최종 데이터를 확정한 후 가중치를 부여하 다. 이후에는SAS 프로그램을 활용

하여 조사항목별로 변동계수를 산출, 응답값의 신뢰수준을 파악하 다.

4. 무응답분석

무응답 분석은 표본조사에서 조사의 품질을 검증하는 가장 표적인 분석 방법이다. 

응답률은 표본에서 적격단위 중 응답에 응한 단위의 수를 전체 적격단위 수로 나눈 비율

로, 응답률이 낮을수록 추정결과는 심각한 편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게 되어, 조사

의 정확성에 부정적인 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응답률을 통계조사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 중 하나로 보고, 품질관리 매뉴얼에 무응답 오차와 

처리에 한 방법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있다(통계청, 2009).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일반 타 가구조사에 비해 상 적으로 가구의 무응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사이다. 따라서 본 절은 무응답의 다양한 형태를 분석하여 본 조사

에 무응답 편향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음 조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응답 분석

을 실시했다. 

가. 응답률 산정 방법
6)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00명을 조사하는 가구조사이다. 표본

은 본 표본 가구와 예비표본 가구로 나누어 설계하 고, 조사과정 중 본 조사구 외 

 6) 이인선 외(2016a),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39~42쪽에서 인용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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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구를 추가하여 조사하 다. 방문결과는 성공여부, 방문 횟수, 방문시간, 본가

구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문결과의 유형은 AAPOR(2009)에서 정의한 기준

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폭력실태조사의 특성을 반 해 유형화하 다. 그리고 방문결

과는 응답률을 산정하기 위해 크게 완료, 불응, 비접촉, 불능,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방문

결과 내용은 ‘가구 접촉 성공’, ‘조사에 관심 없음’, ‘사생활 침해 및 정보 보호’, ‘가구

사정(불화, 이혼, 실업)’, ‘바쁘거나 귀찮음’, ‘조사기관 불신’, ‘이유 여하 막론 거절

(강력 거절)’, ‘불편한 시간에 가구 방문(식사 등)’, ‘집에 사람이 있으나 문 안 열어 줌’, 

‘단순 부재’, ‘장기 부재(가구 전원 장기 부재, 여행 등)’, ‘빈집(전출, 이사 등)’,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거처 종류 변경(상가 등으로 

변경)’, ‘할당 초과’ 등으로 구분했다.

본 조사는 선정된 표본 가구에 해 최  5회까지 방문하 으며, 시간과 일시를 변경

하면서 방문을 실시했다. 방문 결과에 한 가구명부 작성은 <표 3-10>과 같다.

구분 결과 내용

완료(I) 가구 접촉 성공 조사 완료한 경우

불응(R)

조사에 관심 없음 조사에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사생활 침해 및 정보보호 사생활 노출 기피 및 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거절

가구사정(불화, 이혼, 실업) 가구 사정으로 거절

바쁘거나 귀찮음 바쁘거나 귀찮아서 거절

조사기관 불신 조사기관 불신을 이유로 거절

이유 여하 막론 거절(강력 거절) 특별한 이유 없이 강력하게 거절

불편한 시간에 가구 방문(식사 등) 불편한 시간에 가구 방문으로 인해 거절

집에 사람이 있으나 문 안 열어줌 집에 사람이 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거절

비접촉(NC)

단순 부재 집에 아무도 없는 경우

장기 부재(가구 전원 장기 부재, 여행 등) 가구 전원 여행 등으로 장기 부재인 경우

빈집(전출, 이사 등) 전출, 이사 등으로 비어있는 집인 경우

부적격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표본 가구에 본 조사 적격 대상자(만 19세 이상 
가구원)가 아예 없을 경우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해당 위치에 가구가 없는 경우, 재개발 진행 등인 경우

거처 종류 변경(상가 등으로 변경) 거처 종류가 가구가 아닌 상가 등으로 변경된 경우

할당초과
해당 표본 가구의 모든 가구원이 조사구 배분표의 할당
을 다 채운 층에 해당하는 경우

불능(O) 응답 불능 고령, 장애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할 경우

출처: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원 지침서

<표 3-10> 방문 결과에 대한 가구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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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의 응답률은 AAPOR(2009)에서 제시한 응답률 유형을 참조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응답률은 부적격 표본을 제외한 적격표본만을 상으로 산정한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가구 내 적격 응답자 없음’, ‘해당 주소에 거주지 없음(철거 등)’, 거처 종류 

변경(상가 등으로 변경)’, ‘할당 초과’와 같이 실제 조사할 수 없거나, 조사 상이 아닌 

가구를 부적격 가구로 두고 응답률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다. 본 조사는 응답률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답률(Response rate)

응답률은 조사에서 응답을 한 비율을 나타내는 측도이다. 응답률의 계산 방법은 

AAPOR(2009)에서 6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사는 부적격 가구를 제외한 조사가

구 중 응답한 가구 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응답률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기타(불능)

2) 접촉률(Contact rate)

접촉률은 적격표본 중에서 접촉 가능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할 때 추출단위에 얼마나 쉽게 접근해 접촉할 수 있는지에 한 정도

를 나타낸다.

접촉률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기타(불능)

3) 협조율(Cooperation rate)

협조율은 접촉한 표본 중 조사에 응답한 모든 표본들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수준과 가구원 수준의 협조율이 있다. 가구 수준의 협조율은 AAPOR(2009)에서 제시

된 4가지 유형의 협조율을 정의하고 있으며, 본 조사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가구 협조율 




Ⅲ. 조사설계 49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O = 기타(불능)

4) 거부율(Refusal rate)

거부율은 이용 가능한 표본 중 응답자가 면접에 응하기를 거부한 표본 또는 중도에 

면접을 포기한 표본의 비율을 말한다. 즉, 이 비율은 실제로 조사를 시행할 때 추출단위

(가구)가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을 말한다. AAPOR(2009)은 3가지 거부율 계산 방법을 

정의하고 있고, 이 중 본 연구는 다음의 정의로 거부율을 정의했다.

거부율 


여기서 I = 응답가구, R = 불응가구, NC = 비접촉, O = 기타(불능)

나. 무응답 분석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한 응답률 분석은 본 표본 유무, 방문결과, 방문횟수, 

방문시간  등의 자료에 해 실시하고 있다. 파라데이터(Paradata)에는 성별, 연령, 

가구원수 등과 같은 변수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변수는 조사 완료된 가구에 해서만 

작성할 수 있어서 무응답 표본 분석에는 활용될 수 없다. 이에 무응답 분석은 본 표본 

유무, 방문결과, 방문일시에 해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등을 산정하 다.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총 28,310가구를 방문했다([그림 3-1]). 이 중 

‘할당 초과(141가구)’, ‘적격 응답자 없음(642가구)’, ‘거주지 없음(11가구)’, ‘거처 종류 

변경(40가구)’과 같은 부적격 가구가 834가구로 나타나, 총 27,476가구가 적격가구로 

집계됐다. 총 방문가구 중 32.0%인 9,060가구가 조사에 성공했고, 방문했지만 집에 아무

도 없는 가구비율이 30.1%(8,508가구, 단순 부재 8,128가구, 장기 부재 295가구, 

빈집 85가구)로 나타났다. 또 방문결과, 조사를 거부한 가구는 33.6%(9,505가구, 이유 

여하 막론 거절 3,167가구, 바쁘거나 귀찮음 1,218가구, 조사에 관심 없음 2,353가구, 

문 안 열어줌 725가구, 사생활 침해 및 정보보호 1,366가구, 조사기관 불신 476가구, 

불편한 시간에 가구 방문 125가구, 가구 사정 75가구)로 비교적 높았다. 마지막으로, 

방문은 했지만 고령/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가구가 1.4%(401

가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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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가구(%), n=28,310)

[그림 3-1] 전체 가구 방문의 최종결과

한편, 본 조사구로 추출된 900개 조사구 내에서 본 표본 가구로 선정된 9,000개 가구 

중 성공가구는 4,291가구로 나타났다. 본 표본 가구 중 조사를 거부한 경우는 

3,823가구(이유 여하 막론 거절 1,938가구, 바쁘거나 귀찮음 358가구, 조사에 관심없음 

561가구, 문 안 열어줌 164가구, 사생활 침해 및 정보보호 608가구, 조사기관 불신 148

가구, 불편한 시간에 가구 방문 16가구, 가구 사정 30가구) 으며, 집에 아무도 없거나

(단순 부재 614가구, 장기 부재 32가구, 빈집 30가구) 적격응답자가 없는 가구는 

각각 676가구와 99가구로 나타났다. 방문 시 고령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응답이 어려운

(응답불능) 가구는 36가구로 많지 않았다.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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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가구 성공 4,291 47.7

이유 여하 막론 거절(강력 거절) 1,938 21.5

단순 부재 614 6.8

사생활 침해 및 정보보호 608 6.8

조사에 관심 없음 561 6.2

바쁘거나 귀찮음 358 4.0

문 안 열어줌 164 1.8

조사기관 불신 148 1.6

적격 응답자 없음 99 1.1

할당 초과/우선순위 아님 64 0.7

건강 문제(고령, 병, 장애 등) 36 0.4

장기 부재(장기 출장, 여행 등) 32 0.4

가구사정(불화, 이혼, 실업 등) 30 0.3

빈집(전출, 이사 등) 30 0.3

불편한 시간에 가구 방문 16 0.2

거처 종류 변경(상가 등으로 변경) 7 0.1

거주지 없음(철거 등) 3 0.0

기타 1 0.0

<표 3-11> 본 표본 가구방문의 최종결과
 

1) 표본특성(본 표본/예비표본)별 응답률

현장 조사 중 아파트의 경우 출입 불가, 상가나 공장 밀집 지역 등은 다른 조사구로 

체해야 하므로, 표본 가구는 본 표본과 본 표본 외(예비표본) 가구로 구분된다. 이에 

표본특성별 응답률을 계산해 보면, 2019년 본 표본의 응답률은 48.8%로 2016년 

44.1%와 2013년 34.2%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했다. 반면 본 표본외(예비표본)까지 합한 

전체표본 유지율은 33.1%로 2013년 23.8%보다 높지만 2016년 40.5%와 비교하면 

7%p 이상 낮다. 

본 표본의 접촉률은 92.7%로 2013년과 2016년에 비해 매우 높다. 하지만 접촉률 

또한 본 표본외를 포함할 경우 69.2%로 2016년과 비교하면 6.9%p 낮은 것으로 나타

난다. 한편 본 표본 협조율은 52.7%로 접촉한 표본 100명 중 53명가량만이 실제로 응답



5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했고 거부율은 45.6%로 100명 중 46명가량은 응답하기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면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응답률 접촉률 협조율 거부율

2019

본 표본 48.8 92.7 52.7 43.5

본 표본 외 25.6 58.2 44.1 30.6

전체 표본 33.1 69.2 47.8 34.7

2016

본 표본 44.1 83.2 53.1 37.1

본 표본 외 38.5 73.8 52.2 35.1

전체 표본 40.5 77.1 52.5 35.8

2013

본 표본 34.2 64.4 53.0 26.1

본 표본 외 21.0 58.8 35.7 32.0

전체표본 23.8 60.0 39.7 30.7

<표 3-12> 본 표본 가구 여부별 응답률
(단위: %)

요약하면, 2019년 조사의 경우 2016년과 비교할 때 본 표본의 응답률과 접촉률은 

상승하고 협조율은 약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본 표본 외 예비조사 표본에

서는 전반적으로 이 값들이 모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표본 가구에 비해 

예비조사 표본의 관리가 엄격하지 못해 나타난 현상7)으로 향후 통계 품질을 위해 본 

표본 외 예비조사 가구에 해서도 본 표본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방문횟수별 응답률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최  4회까지 방문을 원칙으로 했으나, 실제 일부 가구

에 해서는 5회까지도 요일과 시간 를 달리하여 방문하 다. 이에 방문횟수별 성공 

정도를 보면, 성공가구 9,060개 가구 중 82.3%가 1회 방문에서 성공했고, 12.5%가 2

회 방문에서, 3.4%가 3회 방문에서, 그리고 1.8%가 4회 이상 방문에서 성공했던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6년과 비교해 보면, 1회 방문에서 응답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회 방문 이후의 응답률은 상 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즉, 전체 

 7) 2016년은 본 표본과 본 표본외 가구 모두에서 4회 방문을 기본 실시하 으나, 2019년은 본 
표본외 가구에 해서는 1∼2회 방문 후 무응답 가구에 해 표본을 체함에 따라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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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에서 2013년보다 2016년이 높은 이유는 방문횟수를 증가시킨 이유도 있으나, 

최초 방문 시 최 한 응답 협조를 끌어냈던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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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방문횟수별 응답가구 비율

한편, 방문횟수별로 성공률을 살펴보면, 응답률의 경우 첫 번째 방문에서 37.2%를 

보 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 이상 방문에서 각각 20.5%, 44.7%, 14.7%를 보

다. 접촉률의 경우 응답률이 가장 세 번째 방문에서는 91.8%로 높았고 접촉 표본 100

명 중 49명가량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방문의 경우 접촉률은 75.3%이고 

이 중 협조율은 49.4%로 방문횟수별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네 번째 이상 방

문에서는 접촉률과 협조율이 각각 43.9%와 33.5%로 응답자를 접촉하는 비율과 접촉 

후에도 조사에 응답할 확률이 모두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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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방문횟수별 응답률

3)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총 28,310가구는 재방문 시 방문시간을 달리하여 방문하게 된다. 방문시간  분석은 

총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응답률을 산정하게 되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3-4>와 

같다. 응답률의 경우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시간 는 13~18시로 나타났다. 이 시간

 응답률은 35.2%로 나타났고 18시 이후가 32.0%, 13시 이전이 30.1%로 시간 별 

응답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접촉률의 경우 13시 이전에서 75.4%로 가장 높았고 13

∼18시가 68.3%, 18시 이후 60.7%로 저녁시간의 접촉이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

난다. 반면 협조율은 접촉률과 역으로 나타난다. 즉, 18시 이후 협조율은 52.8%를 보

이고 13~18시는 51.6%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13시 이전에는 39.9%로 낮은 수준

을 보 다. 즉, 13시 이전 조사 시에는 가구의 접촉은 쉬웠으나 응답자의 협조는 낮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방문시간 는 13~18시 

시점의 조사가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간 에서는 접촉률은 13시 

이전과 18시 이후의 중간 수준이지만 협조율이 18시 이후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응답

률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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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방문시간대별 응답률

5. 오차분석

가. 오차분석 방법
8)
 

통계청의 통계품질관리에서 승인통계 표본크기의 적절성은 모집단 특성의 고려여부

와 상 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크기의 적절성으로 평가한다. 상 표준오

차에 한 국제적 기준은 없으며, 단지 각 국가는 통계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을 가지

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에서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데, 그 기준은 보면 5% 미만은 매우 우수(excellent), 5∼10% 미만은 우수(very good), 

10∼15% 미만은 좋음(good), 15∼25% 미만은 허용가능(acceptable), 25∼35% 미만

은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35% 이상은 공표 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품질관리는 상 표준오차의 허용기준을 주 자료와 부차 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고 캐나다 통계청에 비해 더 엄격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품질

관리에서 제시하는 주 자료(전국과 분류 등)의 기준은 상 표준오차에 의한 표본규모 

 8) 황정임 외(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93∼94쪽에서 인용 및 수정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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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을 1% 미만(5), 1∼2% 미만(4), 2∼5% 미만(3), 5∼10% 미만(2), 10∼15% 미만

(1), 15% 이상(0)으로 구분하고, 부차 자료(시도 중분류 등)의 경우 상 표준오차에 

의한 표본규모의 적정성을 2% 미만(5), 2∼5% 미만(4), 5∼10% 미만(3), 10∼15% 미만

(2), 15∼20% 미만(1), 20% 이상(0)으로 구분하여 0∼5점까지 부여하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 승인에 있어 추정치의 정도와 관련된 오차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조사 또한 주요 통계표에 해 오차분석을 통해 통계의 안정성을 검토하 다. 

오차분석은 조사 결과에서 주요 변수에 한 추정치(estimate)와 추정치의 분산추

정치(variance of estimate)의 제곱근인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구하여, 이들의 

상 적 비(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 이하 CV, 혹은 상 표준오차)를 통해 

추정하 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 1차 추출단위를 구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하고, 2

차 추출단위인 가구 추출은 조사구 당 10개씩 계통 추출하고 있다. 오차분석은 가중치

를 이용해 모수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분산추정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추정치의 분산

추정치는 직접 계산하기 어려워서, 일반적으로 분산추정치는 테일러 전개 방법(Taylor’s 

expansion method), 잭나이프 방법(Jackknife method), 부스트랩 방법(Bootstrap 

method) 등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SAS에 내장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테일러 

전개 방법을 사용하여 분산추정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려 CV를 계산하고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통계표에 해 오차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본 절은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주요 변수와 통계표를 중심으로 오차 분석을 했다.

나. 주요 통계표에 대한 오차분석 결과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구당 1명씩 총 9,060가구에 해 배우자에 의한 폭력, 아동폭력, 

가족원폭력, 노인폭력 경험 등을 묻고 있다. 본 조사는 조사 특성상 다른 일반적인 

가구조사에 비해 낮은 발생률로 인해 오차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조사이다. 이에 통계

표 항목의 주요 통계를 상으로 상 표준오차를 분석하 다. 상 표준오차는 추정량

의 정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측도로, 통계청에서는 추정량에 한 이 값이 전체 기준

으로는 5%, 특성별 기준으로는 25% 이하인 경우를 적정 공표 수준으로 여기고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결과이다(<표 3-13>). 

배우자에 의한 폭력은 신체적/성적 폭력과 5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들의 상 표준오차를 보면, 전체와 여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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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만 65세 미만의 경우 모든 셀에서 25% 미만의 상 표준오차를 보 다. 반면 

남성과 만 65세 이상의 경우 정서적 폭력, 통제에서 25% 미만의 값을 보 고 이외 폭력 

범주에서는 25%를 상회하 다. 단, 남성의 경우 신체적/성적 폭력 소계의 상 표준

오차는 25% 이내의 품질을 보 다. 향후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 가정폭력과 남성 폭력 

피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본 규모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분

5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율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비율 1.5 2.6 3.7 1.0 7.2 25.0 27.5

RSE 13.9 12.2 9.8 16.3 7.4 4.0 3.7

여성
비율 2.1 4.6 5.9 1.2 8.3 25.4 28.9

RSE 14.1 12.3 10.1 16.1 7.9 4.3 4.0

남성
비율 0.9 0.6 1.3 0.8 6.0 24.5 26.0

RSE 27.3 39.0 23.3 31.8 11.8 5.3 5.1

만65세 
미만

비율 1.6 2.9 3.9 1.0 7.3 25.9 28.3

RSE 14.3 12.3 10.0 17.8 7.5 4.0 3.8

만65세 
이상 

비율 1.2 0.9 1.9 1.2 6.5 18.2 21.5

RSE 40.4 46.0 31.5 38.0 17.3 10.4 9.3

주: 1) 만 19세 이상 전체 응답자 기준
2)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임

<표 3-13>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다음으로 지난 1년간 양육자에 의한 아동 상 폭력 가해 경험에 한 상 표준오차 

수준을 살펴보았다(<표 3-14>). 아동 상 폭력 가해 경험은 남녀 모두에게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에 상 표준오차는 부분의 셀에서 25% 미만으로 허용할 수 

있는 수준 이내에 포함되었다.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가해한 적이 있는 양육

자 비율은 남녀 모두 15% 미만의 상 표준오차를 보 다. 단지 방임의 경우 남성 가해 

경험에 한 상 표준오차의 경우는 상 표준오차가 43.6%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벗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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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계

전체
비율 11.3 24.0 2.0 27.6

RSE 7.9 5.3 17.5 4.8

여성
비율 13.5 27.8 2.7 32.0

RSE 8.2 5.2 17.8 4.7

남성
비율 8.8 19.8 1.1 22.7

RSE 14.2 9.2 43.6 8.5

주: 1) 비율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한 값임
2) ‘계’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표 3-14>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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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가. 응답자 특성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구 조사이지만 조사의 예민함 때문에 가구원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1명을 확률적 추출방법으로 선정하 다. 단, 가정폭력 피해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추출확률을 높여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2:1로 유지하도록 함에 따라서 성별로는 확률

적 추출이 되지 못했다. 이에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가중치

를 부여한 경우와 조사값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외 인구･
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한 분포와 조사값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본 조사는 가중치를 부여한 후 조사 규모로 조정한 표준화 가중치를 활용하고 있다. 

표준화 가중치는 모집단 추정 후 규모를 실제 조사 규모로 조정한 가중치를 의미한다. 

<표 4-1>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가중치는 모집단의 비율로 

조정되었기에 응답자의 특성은 실제 조사된 규모를 기준으로 하 다. 가중치가 부여된 

비율은 통계표에서 비교 가능하다.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은 여성 66.2%, 남성 33.8%이다. 이는 앞서 언급

했던 것처럼 조사기획에서 여성의 추출 비율을 남성의 2배로 했기 때문이다. 

연령별로는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29.1%)과 35세 이상 50세 미만(30.8%)은 모집

단 비율(가중치 부여한 비율)에 비해 약간 높은 비율로 조사된 반면 50세 이상 65세 미만

(30.6%)과 만 65세 이상(9.5%)은 모집단 비율과 비교하여 약간 적게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이 64.2%, 미혼이 27.0%, 사별 

6.8%, 이혼 2.7%, 배우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비율이 0.5%로 가중치를 부여한 값과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가 있다고 한 응답자의 혼인기간은 31년 이상이 

29.4%로 가장 높았고, 1∼5년 12.7%, 26∼30년 12.6%, 6∼10년 사이 11.7%, 21∼

25년 11.4% 순으로 나타나서,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의 약 53% 이상은 혼인기간이 20

년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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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성별

여성 66.2 (6,002) 50.2 (4,546)

남성 33.8 (3,058) 49.8 (4,514)

계 100.0 (9,060) 100.0 (9,060)

연령

만19세∼35세 미만 29.1 (2,638) 26.1 (2,368)

만35세∼50세 미만 30.8 (2,788) 27.8 (2,520)

만50세∼65세 미만 30.6 (2,774) 34.0 (3,081)

만65세 이상 9.5 (860) 12.0 (1,091)

계 100.0 (9,060) 100.0 (9,060)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사실혼 포함) 64.2 (5,820) 64.4 (5831)

배우자가 있지만 별거중임 0.5 (45) 0.5 (47)

이혼 2.9 (261) 2.6 (238)

사별 5.4 (486) 5.9 (539)

미혼 27.0 (2,448) 26.5 (2,405)

계 100.0 (9,060) 100.0 (9,060)

혼인기간

1~5년 12.7 (741) 9.6 (560)

6~10년 11.7 (682) 9.3 (542)

11년~15년 9.8 (570) 8.0 (469)

16년~20년 10.9 (632) 9.7 (566)

21년~25년 11.4 (661) 12.9 (750)

26년~30년 12.6 (736) 14.3 (835)

31년 이상 29.4 (1,713) 34.6 (2,019)

모름/무응답 1.5 (85) 1.6 (91)

계 100.0 (5,820) 100.0 (5,832)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안 받았음 포함)

5.0 (453) 5.6 (510)

중학교 졸업 5.6 (505) 6.5 (586)

고등학교 졸업 44.6 (4,042) 45.2 (4,093)

대학교 졸업 이상 44.5 (4,031) 42.3 (3,832)

모름/무응답 0.3 (29) 0.4 (39)

계 100.0 (9,060) 100.0 (9,060)

<표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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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가구유형

1인 가구 14.9 (1,350) 14.3 (1,298)

부부가구 22.3 (2,019) 21.2 (1,916)

부부+자녀가구 39.5 (3,580) 40.0 (3,624)

부부+자녀+부모가구 0.9 (86) 1.2 (110)

기타 22.4 (2,025) 23.3 (2,112)

계 100.0 (9,060) 100.0 (9,060)

장애여부

장애 있음 1.8 (166) 2.0 (177)

장애 없음 97.8 (8,858) 97.5 (8,838)

모름/무응답 0.4 (36) 0.5 (45)

계 100.0 (9,060) 100.0 (9,060)

취업여부

취업 72.2 (6,542) 73.7 (6,673)

미취업(구직활동 중
+구직의사 없음)

27.4 (2,485) 25.9 (2,344)

모름/무응답 0.4 (33) 0.5 (43)

계 100.0 (9,060) 100.0 (9,060)

종사자지위

상용근로자 57.5 (3,761) 55.8 (3,725)

임시근로자 9.9 (650) 9.1 (606)

일용근로자 1.8 (118) 2.0 (13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5 (293) 5.2 (35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1 (1,448) 24.4 (1,629)

무급가족종사자 3.9 (254) 3.1 (204)

모름/무응답 0.3 (18) 0.4 (25)

계 100.0 (6,542) 100.0 (6,673)

직업

관리자 1.8 (121) 2.3 (15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7 (242) 3.4 (229)

사무 종사자 30.1 (1,968) 28.5 (1,903)

서비스 종사자 28.4 (1,861) 26.7 (1,781)

판매 종사자 21.9 (1,430) 22.2 (1,483)

농림어업 종사자 3.1 (206) 3.3 (22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0 (391) 7.7 (51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5 (95) 1.8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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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 졸업 44.5%, 

중학교 졸업 5.6%, 초등학교 졸업 이하 5.0%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분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 중 장애가 있는 비율은 1.8%로 모집단 추정비율

(2.0%)과의 차이가 0.2%p로 크지 않았다.

응답자의 가구유형에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39.5%로 가장 높았고 기타 

응답을 제외하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22.3%로 다음 순서로 많았다. 1인 가구는 

14.9%로 가중치를 부여한 모집단 추정비율(14.3%)보다 0.6%p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2.2%는 취업자이고 취업자의 

57.5%는 상용근로자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 업자는 22.1% 고 가족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3.9% 다. 취업자의 직업은 사무종사자

(30.1%), 서비스 종사자(28.4%), 판매 종사자(21.9%)로 세 직업 분포가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3.7%로 낮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500만원 이상 28.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2.7%, 300

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구의 약 72%가량이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었으며, 4.5% 가구에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

이거나 소득이 없다고 응답하 다. 

구 분 실제 조사값 가중치 부여값

단순노무종사자 3.2 (209) 3.8 (253)

군인 0.1 (5) 0.1 (4)

기타 0.0 (1) 0.0 (1)

모름/무응답 0.2 (13) 0.2 (13)

계 100.0 (6,542) 100.0 (6,673)

월평균 
가구소득

소득 없음 0.6 (56) 0.5 (49)

100만원 미만 3.9 (350) 3.9 (355)

100~200만원 미만 7.7 (696) 7.2 (657)

200~300만원 미만 15.7 (1,420) 14.6 (1,327)

300~400만원 미만 20.8 (1,885) 19.9 (1,801)

400~500만원 미만 22.7 (2,059) 23.0 (2,086)

500만원 이상 28.4 (2,572) 30.5 (2,761)

모름/무응답 0.2 (22) 0.3 (24)

계 100.0 (9,060) 100.0 (9,060)



Ⅳ. 응답자 특성 65

나. 배우자 특성 

응답자 중 유배우자는 5,831명이며, 이들 배우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4-2>). 배우자의 성별은 남성 50.7%, 여성 48.7%이고, 연령 분포를 보면 50세 

이상 65세 미만이 44.3%로 가장 높고 35세 이상 50세 미만 33.7%, 65세 이상 

13.8%, 19세 이상 35세 미만 7.3% 순으로 높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47.7%, 졸

이상이 37.5%로 100명 중 85명이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보 고, 배우자 중 장애가 

있는 비율은 1.3%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조사 당시 배우자가 취업자인 경우는 69.3%이었고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가 56.4%, 고용원이 없는 자 업자가 20.8%로 나타

났다. 이외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가 9.5%, 일용근로자가 1.8%이었고 비임금근로

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 업자가 4.8%, 가족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

자가 6.6%로 나타났다.

한편 배우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사무종사자가 29.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종사자 

21.6%, 판매 종사자 20.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5%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각각 

3.0%, 3.6%, 4.5%로 타 조사9)와 비교해서 다소 낮은 분포를 보 다.

 9) 통계청의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취업자 중 전문가 비율은 20.5%
(남성 18.5%, 여성 23.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8.8%(남성 13.2, 여성 2.8%), 
단순노무종사자는 11.6%(남성 17.7%, 여성 3.3%)이다.

구 분 빈도 %

성별

여성 (2,842) 48.7

남성 (2,958) 50.7

소계 (5,831) 100.0

연령

19~35세 미만 (428) 7.3

35~50세 미만 (1,966) 33.7

50~65세 미만 (2,584) 44.3

65세 이상 (808) 13.8

모름/무응답 (46) 0.8

소계 (5,831) 100.0

<표 4-2>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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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무학 포함) (286) 4.9

중학교 졸업 (367) 6.3

고등학교 졸업 (2,781) 47.7

대학교 졸업 이상 (2,186) 37.5

모름/무응답 (211) 3.6

소계 (5,831) 100.0

장애여부

장애 있음 (76) 1.3

장애 없음 (5,544) 95.1

모름/무응답 (211) 3.6

소계 (5,831) 100.0

취업여부

취업 중 (4,043) 69.3

미취업 (1,570) 26.9

무응답 (219) 3.8

소계 (5,831) 100.0

종사자 지위

상용근로자 (2,281) 56.4

임시근로자 (384) 9.5

일용근로자 (72) 1.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2) 4.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841) 20.8

무급가족 종사자 (265) 6.6

모름/무응답 (7) 0.2

소계 (4,043) 100.0

직업

관리자 (89) 2.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1) 3.0

사무 종사자 (1,193) 29.5

서비스 종사자 (875) 21.6

판매 종사자 (824) 20.4

농림어업 종사자 (172) 4.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25) 10.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4) 3.6

단순노무종사자 (181) 4.5

군인 (4) 0.1

모름/무응답 (14) 0.3

소계 (4,043) 100.0

주 : 본 통계표의 비율과 빈도는 표준화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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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적 자원 및 이웃에 대한 인식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개인의 인적 자원(사회적 지지)과 이웃에 한 인식

을 조사했다. 이 질문은 성역할 인식 및 경험의 한 문항으로 측정하 고, 4개의 하위질문

에 해 인식 수준을 묻고 있다. 

사회적 지지에 한 문항은 2개의 문항으로 ‘나는 중요한 개인 문제나 감정적 문제

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와 ‘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이 있다’이다. 먼저 ‘나는 중요한 개인 문제나 감정적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에 긍정

적 답변 비율(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은 90.8%로 100명 중 약 91명이 개인 문제

와 감정적 문제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하 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긍정적 답변 

비율(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이 91.2%로 남성(90.3%)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의 경우 긍정적 답변 비율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이 87.1%로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에 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88.7%로 남성(85.5%)보다 3.2%p 더 높았다. 

즉 인적 자원 측면에서 여성은 사회적 지지자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성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폭력에 한 이웃의 인식을 살펴보면,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동네 

사람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긍정적(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으

로 생각하는 응답자는 81.1%로 나타났고 성별로 여성이 81.3%, 남성이 80.9%로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한편 본인과 직접 관련된 폭력에 한 질문의 경우 즉, ‘우리 집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해 도와줄 것이다’이란 질문에 

해서는 다소 낮은 긍정적 답변(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을 보 다. 이 질문에 해 긍정

적 답변은 76.4%로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폭력에 한 조치인식과 비교하면 4.7%p 

낮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77.7%로 남성 75.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10명의 응답자 중 9명 정도가 인적 자원으로서 사회 관계망을 가지고 

있었고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웃의 조치가 있을지에 해서는 10명 중 7∼8명 정도가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긍정적 답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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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나는 중요한 개인문제나 감정적 문제
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9,058) 0.8 8.5 66.3 24.5 100.0
3.1
(0.6)

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다면 도움
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9,055) 1.0 11.9 58.5 28.6 100.0
3.1
(0.7)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동네사람
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

(9,055) 1.0 17.9 58.5 22.6 100.0
3.0
(0.7)

우리 집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해 도와
줄 것이다

(9,047) 1.3 22.4 57.6 18.8 100.0
2.9
(0.7)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9,047) 3.1(0.5)

여성

나는 중요한 개인문제나 감정적 문제
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4,544) 0.8 8.0 64.9 26.3 100.0
3.2
(0.6)

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다면 도움
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543) 0.9 10.5 57.3 31.4 100.0
3.2
(0.6)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동네사람
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

(4,543) 1.0 17.7 57.9 23.4 100.0
3.0
(0.7)

우리 집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해 도와
줄 것이다

(4,539) 1.1 21.2 57.6 20.1 100.0
2.9
(0.7)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4,539) 3.1(0.5)

남성

나는 중요한 개인문제나 감정적 문제
를 상의할 사람이 있다

(4,514) 0.8 8.9 67.6 22.7 100.0
3.1
(0.6)

내가 가정폭력 피해를 입는다면 도움
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513) 1.1 13.4 59.7 25.8 100.0
3.1
(0.7)

동네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동네사람
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할 것이다

(4,512) 1.0 18.0 59.1 21.8 100.0
3.0
(0.7)

우리 집에 폭력이 발생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신고 등 조치를 취해 도와
줄 것이다

(4,508) 1.4 23.5 57.6 17.5 100.0
2.9
(0.7)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4,508) 3.0(0.5)

<표 4-3> 인적 자원 및 이웃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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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가.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아동기 보호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은 기존 조사와 동일하게 언어적 폭력 1개 문항, 

신체적 폭력 3개 문항, 방임 2개 문항에 해 18세 이전의 경험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

으로 진행하 다. 다만 부모가 주양육자가 아니었던 경험까지 폭넓게 포함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부모’ 신 ‘보호자’로 변경하여 응답하도록 하 다. 

문항별로는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의 응답률이 42.9%로 가장 높았

는데 남성 응답자는 46.7%가 응답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경험이 있었으며 

여성도 39.1%로 나타났다. 체벌에 허용적인 우리 사회의 특성상 어린 시절 훈육 목적

의 체벌 경험이 포함되면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 다’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도 

각각 27.4%와 19.6%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가 어린 시절 보호자로부터 폭언이나 손

이나 발로 맞는 등의 폭력을 경험하 음을 알 수 있다. 상 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방임 문항인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 다

(4.9%)’와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거나,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

았다(2.5%)’이었고, 신체적 폭력 중 하나인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

으로 때렸다(4.8%)’도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모든 문항에서 남성의 응답률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아동

기 보호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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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여성 남성

(분석 
대상수)

있음 없음
(분석 

대상수)
있음 없음

(분석 
대상수)

있음 없음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였다

(9,057) 27.4 72.6 (4,545) 25.7 74.3 (4,512) 29.2 70.8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렸다 (9,059) 42.9 57.1 (4,545) 39.1 60.9 (4,514) 46.7 53.3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9,058) 19.6 80.4 (4,544) 16.4 83.6 (4,514) 22.8 77.2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9,054) 4.8 95.2 (4,544) 3.7 96.3 (4,510) 6.0 94.0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거나,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9,057) 2.5 97.5 (4,544) 2.1 97.9 (4,513) 2.9 97.1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

(9,054) 4.9 95.1 (4,541) 4.4 95.6 (4,513) 5.4 94.6

<표 4-4> 만 18세 이전 보호자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나. 부모 간의 폭력 목격 경험

아동기 부모 사이 폭력을 목격한 경험은 2016년 조사와 동일하게 신체적 폭력 3개 

문항을 중심으로 하되, 주된 가해자가 누구 는지에 한 질문 형식으로 변경하여 주된 

가해자를 구별하 고 부모와 함께 산 적이 없거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만 같이 산 경우

가 제외되도록 하 다. 

부모 사이 폭력 목격 경험은 ‘주로 아버지가’, ‘주로 어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하게’의 응답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부모 사이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는 등의 폭력을 목격하 다는 응답은 36.2%로, 부모와 같이 산 적이 

있는 응답자의 1/3 이상이 어린 시절 부모 사이 언어적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부모 사이 발생했던 신체적 폭력의 목격 경험으로는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6.1%,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6.3% 순으로 확인

되었다. 

부모 사이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성별로 살펴보면,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여성 6.1%, 남성 6.4%)’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수준이었지

만,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 다(여성 34.1%, 남성 38.3%)’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여성 14.8% 남성 17.2%)’의 경우 남성의 응답이 여성보다 높은 수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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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주요 가해자를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주요 가해자가 아버지 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높았다.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을 하 다’의 경우, 주요 가해자가 

어머니 던 경우가 4.1%인 반면 주요 가해자가 아버지 던 경우는 21.2%로 5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손이나 발로 때리는 폭력이나 허리띠, 몽둥이 등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리는 신체적 폭력 경험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부모 사이 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상 적으로 아버지가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구분
(분석 

대상수)
주로 

아버지가
주로 

어머니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하게

본 적이
없다

계

전체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
을 하였다

(8,953) 21.2 4.1 10.9 63.8 100.0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8,956) 10.5 2.0 3.6 84.0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8,956) 3.6 0.8 1.9 93.7 100.0

여성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
을 하였다

(4,495) 19.2 4.2 10.7 65.9 100.0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4,498) 9.4 1.9 3.5 85.2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4,498) 3.4 1.0 1.7 93.9 100.0

남성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등 심한 말
을 하였다

(4,458) 23.2 3.9 11.2 61.7 100.0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4,457) 11.5 2.1 3.6 82.8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4,458) 3.8 0.6 2.0 93.5 100.0

주: 부모와 함께 산 적이 없거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만 같이 산 경우는 제외함

<표 4-5> 만 18세 이전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및 주가해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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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역할 태도

성역할 태도는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7개의 문항을 중심으로 하 다. 동의하지 않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인 경우 성역할 태도에 있어 평등적 

태도를, 동의 의견(‘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인 경우 불평등적 태도로 가부장적 

혹은 남성 우월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의(‘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하는 응답을 기준으로 세부문항을 살펴보면, ‘사회

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와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가 각각 49.8%, 46.1%로 절반 해당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 사회적

으로 중요한 일의 추진과 리더로서의 역할에 있어 여전히 남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외에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39.6%,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36.0%,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25.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20.7%, ‘자녀에 한 중요한 결정

(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 20.5% 순으로 

나타나, 다른 문항에 비하여 가족 내 남편과 아내로서 요구되는 성역할에 동의하는 비율

이 상 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9,050) 10.5 39.7 43.5 6.3 100.0
2.5
(0.8)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9,048) 14.8 39.1 39.0 7.1 100.0
2.4
(0.8)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9,046) 17.0 43.4 34.9 4.7 100.0
2.3
(0.8)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9,049) 18.8 45.2 31.2 4.8 100.0
2.2
(0.8)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9,049) 21.0 53.3 23.2 2.5 100.0
2.1
(0.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9,051) 28.1 51.2 19.6 1.1 100.0
1.9
(0.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9,051) 23.4 56.1 19.6 0.9 100.0
2.0
(0.7)

전체 (9,038) 2.2(0.6)

<표 4-6>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의 인식(전체)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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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성역할 태도 평균은 2.1점으로 남성의 

성역할 태도 평균 2.3점보다 낮았으며, 모든 문항에 해 남성의 동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의하는 응답을 기준으로 문항별 성별 격차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여성 44.7%, 남성 55%),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

의 역할이다’(여성 40.1%, 남성 52.1%),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

다’(여성 19.8%, 남성 31.6%) 항목에서 10%p 이상의 두드러진 격차가 확인되면서 여성

과 남성의 인식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상 적으로 성별 응답 격차가 적은 문항은 

‘자녀에 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여성 18.6%, 남성 22.3%),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

를 따라야 한다’(여성 18%, 남성 23.4%) 다. 

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4,536) 13.3 42.0 40.0 4.7 100.0
2.4
(0.8)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4,535) 18.2 41.8 34.8 5.3 100.0
2.3
(0.8)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4,535) 19.3 44.8 32.1 3.8 100.0
2.2
(0.8)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4,537) 23.2 45.0 27.6 4.3 100.0
2.1
(0.8)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4,535) 26.1 54.0 18.2 1.6 100.0
2.0
(0.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4,537) 32.7 49.4 17.2 0.8 100.0
1.9
(0.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4,537) 27.5 53.9 17.8 0.8 100.0
1.9
(0.7)

전체 (4,530) 2.1(0.6)

<표 4-7>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의 인식(여성)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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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
로 남자의 역할이다

(4,514) 7.7 37.3 47.1 7.9 100.0
2.6
(0.7)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4,513) 11.5 36.5 43.2 8.9 100.0
2.5
(0.8)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4,511) 14.7 42.0 37.8 5.5 100.0
2.3
(0.8)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4,512) 14.5 45.5 34.8 5.3 100.0
2.3
(0.8)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4,514) 15.8 52.6 28.3 3.3 100.0
2.2
(0.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4,514) 23.5 53.1 22.0 1.4 100.0
2.0
(0.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4,514) 19.3 58.4 21.3 1.0 100.0
2.0
(0.7)

전체 (4,508) 2.3(0.6)

<표 4-8> 성역할 태도에 대한 나의 인식(남성)
(단위: %(명), 점)

이번 조사에서는 성역할 태도에 한 응답자의 인식과 더불어 응답자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추가로 조사하여 그 격차를 확인하고자 하 다. 우리 사회의 인식 역시 

응답자의 성역할 태도 확인을 위해 제시된 7개의 세부문항을 동일하게 사용하 고, 

각 세부 문항에 해 우리 사회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응답하도록 하 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성불평등적인 태도가 강함을 의미하는데, 응답자가 평가한 우리 

사회의 평균은 2.4점으로, 이는 앞서 살펴본 응답자 본인의 인식 평균 2.2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항목별로 살펴보아도, 응답자 본인의 인식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이 동의하는 비율(‘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보다 높았던 반면, 사회 인식의 경우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

로 남자의 역할이다(동의 67.6%)’,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동의 

63.5%)’,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동의 51.8%)’,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동의 50.9%)’의 4개 항목 모두에서 동의 응답이 과반을 넘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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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37.6%)’,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동의 30.3%)’, ‘자녀에 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되어야 한다(동의 29.5%)’의 3개 문항이 동의 응답이 절반 아래 지만, 이조차

도 응답자 본인의 인식보다는 모두 높은 수치 다. 

성역할 태도에 하여, 전반적으로 응답자는 응답자 본인보다 사회가 성역할 관련 고정

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항목으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의 추진과 리더로서의 남성의 역할, 성관계에서의 남성의 주도적 

역할, 집안일에 한 아내의 역할이다. 성별로는 응답의 큰 격차가 드러나지 않았다. 

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9,021) 3.9 28.5 58.7 8.9 100.0
2.7
(0.7)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9,017) 6.3 30.2 52.7 10.8 100.0
2.7
(0.7)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9,018) 10.2 38.0 44.9 6.9 100.0
2.5
(0.8)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9,017) 8.9 40.2 43.1 7.8 100.0
2.5
(0.8)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9,014) 11.4 51.0 32.9 4.7 100.0
2.3
(0.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9,015) 16.0 53.7 27.4 2.9 100.0
2.2
(0.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9,013) 14.5 56.0 26.4 3.1 100.0
2.2
(0.7)

전체 (9,002) 2.4(0.6)

<표 4-9>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전체)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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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4,519) 4.3 28.1 58.6 9.1 100.0
2.7
(0.7)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4,517) 6.7 30.2 52.5 10.7 100.0
2.7
(0.7)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4,519) 10.4 38.0 44.7 6.9 100.0
2.5
(0.8)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4,518) 9.1 39.3 43.1 8.6 100.0
2.5
(0.8)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4,517) 12.1 49.6 33.5 4.8 100.0
2.3
(0.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4,517) 15.8 53.2 28.3 2.7 100.0
2.2
(0.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4,517) 14.8 55.5 26.6 3.2 100.0
2.2
(0.7)

전체 (4,513) 2.4(0.6)

<표 4-10>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여성)
(단위: %(명), 점)

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4,502) 3.5 29.0 58.8 8.7 100.0
2.7
(0.7)

사회적으로 남자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 (4,500) 5.9 30.2 52.9 11.0 100.0
2.7
(0.8)

성관계는 남자가 주도해야 한다 (4,499) 9.9 38.1 45.2 6.8 100.0
2.5
(0.8)

집안일은 아내가 주로 해야 한다 (4,500) 8.7 41.2 43.1 7.0 100.0
2.5
(0.8)

가정의 경제적 결정권은 남편이 가져야 
한다

(4,496) 10.7 52.3 32.4 4.6 100.0
2.3
(0.7)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남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4,498) 16.1 54.2 26.4 3.2 100.0
2.2
(0.7)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진학, 취학)은 
남편의 의견이 아내의 의견보다 더 우선
되어야 한다

(4,496) 14.1 56.6 26.3 3.0 100.0
2.2
(0.7)

전체 (4,489) 2.4(0.5)

<표 4-11> 성역할 태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남성)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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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가정 내의 생활비 지출, 자녀양육 및 교육, 주택 임 , 매매 및 이사, 재산 관리 등에서 

주요 의사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5-1>과 같다. ‘자녀양육 

및 교육’, ‘주택 임 , 매매 및 이사’, ‘재산 관리’는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활비 지출’에서는 ‘주로 아내가’ 결정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항목별로 보면,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결정한다는 응답은 ‘주택 임 , 매매 및 이사’

에서 78.7%로 가장 높았다. ‘주로 남편이’ 결정하거나(9.1%) ‘전적으로 남편이’ 결정하는 

경우(1.8%)와 ‘주로 아내가’(8.9%) 또는 ‘전적으로 아내가’(1.5%) 결정하는 경우는 큰 

차이가 없었다. ‘재산 관리’는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결정하는 경우가 67.3% 으며, 

남편이나 아내 중 한 사람이 주로 또는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았다. ‘주로 남편이’ 10.2%, ‘전적으로 남편이’ 2.1% 으며 ‘주로 아내가’ 17.7%, ‘전적

으로 아내가’ 2.7% 다.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가 47.0%로 가장 

많았지만 절반 이하 고, ‘주로 아내가’는 40.0%, ‘전적으로 아내가’는 5.1%인 반면, 

‘주로 남편이’는 6.8%, ‘전적으로 남편이’는 1.1%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 

아내가 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생활비 지출’은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32.8%)

보다 아내가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주로 아내가’ 45.8%, ‘전적으로 아내가’ 10.0%, 

‘주로 남편이’ 9.6%, ‘전적으로 남편이’ 1.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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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전적으로 
남편이

주로 
남편이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주로 
아내가

전적으로 
아내가

계

전체

생활비 지출 (5,830) 1.7 9.6 32.8 45.8 10.0 100.0

자녀양육 및 교육 (5,447) 1.1 6.8 47.0 40.0 5.1 100.0

주택 임대, 매매 및 이사 (5,830) 1.8 9.1 78.7 8.9 1.5 100.0

재산 관리 (5,830) 2.1 10.2 67.3 17.7 2.7 100.0

여성

생활비 지출 (2,982) 0.8 8.2 30.3 48.2 12.4 100.0

자녀양육 및 교육 (2,809) 0.7 5.7 46.7 40.6 6.3 100.0

주택 임대, 매매 및 이사 (2,982) 0.9 8.1 79.0 9.8 2.2 100.0

재산 관리 (2,982) 0.9 9.7 67.8 18.0 3.5 100.0

남성

생활비 지출 (2,848) 2.7 11.1 35.4 43.3 7.5 100.0

자녀양육 및 교육 (2,638) 1.6 7.9 47.4 39.3 3.8 100.0

주택 임대, 매매 및 이사 (2,848) 2.8 10.1 78.4 8.0 0.7 100.0

재산 관리 (2,848) 3.3 10.6 66.8 17.4 1.8 100.0

주: ‘자녀양육 및 교육’ 분석에서 응답자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

<표 5-1> 가정 내 주요 의사결정권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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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만 19세 이상의 유배우(사실혼 포함) 응답자를 상으로 하여, 조사 시점으로부터 지난 

1년간(2018년 8월~2019년 7월)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하 다. 배우자

에 의한 폭력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4개 유형 22개 

행동과 11개의 통제 행동으로 구분하 다.

조사 결과는 <표 5-2>와 같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

은 여성 5.9%, 남성 1.3% 으며, 4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

율은 여성 10.9%, 남성 6.6% 고, 5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은 여성 28.9%, 남성 26.0%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응답자의 5.9%, 

남성 응답자의 1.3%가 지난 1년 동안 신체적 폭력 또는 성적 폭력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여성 응답자의 28.9%, 남성 응답자의 26.0%가 지난 1년 동안 신체

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 중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폭력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통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두 번

째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여성의 25.4%, 남성의 24.5%가 통제 피해를 

경험했으며,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은 여성의 8.3%, 남성의 6.0%에서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는 성별에 따라 피해율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성적 폭력(4.6%), 신체적 

폭력(2.1%), 경제적 폭력(1.2%) 순이었던 반면, 남성은 신체적 폭력(0.9%), 경제적 폭력

(0.8%), 성적 폭력(0.6%) 순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더 높은 

데 비하여 남성은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폭력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연령 별로는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만 65세 미만 

응답자 3.9%(여성 6.1%, 남성 1.5%), 만 65세 이상 응답자 1.9%(여성 4.0%, 남성 

0.3%) 다. 지난 1년간 4개 유형 폭력 피해율은 만 65세 미만 응답자 9.0%(여성 

11.2%, 남성 6.6%), 만 65세 이상 응답자 7.4%(여성 8.8%, 남성 6.4%) 고, 5개 유형 

폭력 피해율은 만 65세 미만은 28.3%(여성 29.7%, 남성 26.7%), 만 65세 이상은 

21.5%(여성 21.3%, 남성 21.7%)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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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개 유형 폭력

4개 유형 폭력

통제
피해율 

계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1.5 2.6 3.7 1.0 7.2 8.8 25.0 27.5

(분석 대상수) (5,823) (5,823) (5,823) (5,818) (5,823) (5,818) (5,826) (5,814)

여성 2.1 4.6 5.9 1.2 8.3 10.9 25.4 28.9

(분석 대상수) (2,976) (2,980) (2,980) (2,978) (2,980) (2,978) (2,979) (2,976)

남성 0.9 0.6 1.3 0.8 6.0 6.6 24.5 26.0

(분석 대상수) (2,838) (2,843) (2,843) (2,840) (2,843) (2,840) (2,847) (2,838)

만65세 
미만

여성 2.1 4.9 6.1 1.2 8.4 11.2 26.2 29.7

(분석 대상수) (2,670) (2,670) (2,670) (2,668) (2,670) (2,668) (2,669) (2,665)

남성 1.0 0.7 1.5 0.8 6.1 6.6 25.6 26.7

(분석 대상수) (2,435) (2,435) (2,435) (2,432) (2,435) (2,432) (2,437) (2,431)

소계 1.6 2.9 3.9 1.0 7.3 9.0 25.9 28.3

(분석 대상수) (5,105) (5,105) (5,105) (5,100) (5,105) (5,100) (5,106) (5,096)

만65세 
이상 

여성 2.4 2.0 4.0 1.3 7.5 8.8 18.5 21.3

(분석 대상수) (310) (310) (310) (310) (310) (310) (310) (310)

남성 0.3 - 0.3 1.0 5.7 6.4 17.9 21.7

(분석 대상수) (408) (408) (408) (408) (408) (408) (408) (408)

소계 1.2 0.9 1.9 1.2 6.5 7.4 18.2 21.5

(분석 대상수) (718) (718) (718) (718) (718) (718) (720) (718)

주: 신체적 폭력은 7개, 성적 폭력은 5개, 경제적 폭력은 4개, 정서적 폭력은 6개, 통제는 11개 문항이며, 유형
별 피해율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표 5-2>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지난 1년 이전의 피해 경험을 포함하여, 평생 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살펴

보면(<표 5-3>),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10.5%, 남성 2.9% 으며, 4개 유형 

폭력 피해율은 여성 20.7%, 남성 13.9%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많아, 여성은 

17.8%가, 남성은 13.1%가 평생 한 번이라도 정서적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지난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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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평생 피해 경험에서도 성별에 따라 많이 경험한 피해의 종류에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은 정서적 폭력 다음으로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많았고(7.2%), 

그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5.4%), 경제적 폭력(3.2%) 순이었던 데 반하여 남성은 정서적 

폭력 다음으로 신체적 폭력(2.4%), 성적 폭력(1.3%), 경제적 폭력(1.2%) 순으로 나타났다.

구  분

4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3.9 4.3 6.8 2.2 15.5 17.4

(분석 대상수) (5,794) (5,795) (5,794) (5,813) (5,792) (5,783)

여성 5.4 7.2 10.5 3.2 17.8 20.7

(분석 대상수) (2,966) (2,966) (2,965) (2,978) (2,964) (2,962)

남성 2.4 1.3 2.9 1.2 13.1 13.9

(분석 대상수) (2,829) (2,829) (2,829) (2,835) (2,828) (2,821)

만65세 미만 3.8 4.6 6.8 2.1 15.1 17.0

(분석 대상수) (5,081) (5,082) (5,081) (5,095) (5,079) (5,070)

만65세 이상 4.9 2.1 6.3 3.3 18.7 19.7

(분석 대상수) (713) (713) (713) (718) (713) (713)

주: 신체적 폭력은 7개, 성적 폭력은 5개, 경제적 폭력은 4개, 정서적 폭력은 6개 문항이며, 유형별 피해율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표 5-3> 평생 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2) 2016년 실태조사와의 비교

2019년 실태조사에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문항은 2016년 실태조사에 비

하여 13개 증가하 다. 2016년 조사에서 신체적 폭력 문항은 7개로 2019년 조사와 

동일하지만 성적 폭력은 2개, 경제적 폭력은 3개, 정서적 폭력은 3개, 통제는 7개 문항

이었다. 다음에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6년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

(<표 5-5>)과 비교하기 위하여, 2016년 폭력 척도와 동일한 문항만으로 2019년 피해

율 통계를 산출하 다(<표 5-4>).

먼저 4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율을 비교해보았다. 성별 

피해 경험은 2016년 조사에서 여성이 12.1%, 남성이 8.6% 던 것이 2019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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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여성 10.3%, 남성 6.2%로 여성은 1.8%p, 남성은 2.4%p 감소하 다. 폭력 유형

별로는 전반적으로 폭력 피해 경험이 감소하 으나, 여성의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은 

1.1%p 증가하 으며 남성의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은 변화가 없었다.

5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을 비교해보면, 통제 피

해 경험이 감소함에 따라 피해율도 줄어들었다. 2016년 조사에서 여성이 34.4%, 남성이 

33.3% 피해를 경험하 던 데 비하여 2019년 조사에서는 여성이 27.2%, 남성이 24.9% 피해

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7.2%p, 남성은 8.4%p 피해 경험률이 감소하 다.

구  분

5개 유형 폭력

4개 유형 폭력
통제

피해율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1.5 1.8 1.0 7.0 8.3 23.7 26.1

(분석 대상수) (5,823) (5,823) (5,818) (5,823) (5,818) (5,829) (5,817)

여성 2.1 3.4 1.2 8.1 10.3 23.9 27.2

(분석 대상수) (2,980) (2,980) (2,978) (2,980) (2,978) (2,981) (2,977)

남성 0.9 0.1 0.8 5.8 6.2 23.4 24.9

(분석 대상수) (2,843) (2,843) (2,840) (2,843) (2,840) (2,848) (2,840)

주: 2016년과 동일성이 유지된 문항의 경험률만을 산출한 것임. 신체적 폭력은 7개, 성적 폭력은 2개, 경제적 
폭력은 3개, 정서적 폭력은 3개, 통제는 7개 문항이며, 유형별 피해율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문항 중 하나
라도 경험한 비율임

<표 5-4>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2016년 문항 기준)
(단위: %(명))

구분

5개 유형 폭력

4개 유형 폭력
통제

피해율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2.5 1.3 1.6 9.1 10.4 30.0 33.9

여성 3.3 2.3 2.4 10.5 12.1 29.7 34.4 

남성 1.6 0.3 0.8 7.7 8.6 30.4 33.3 

출처: 이인선 외(2016a),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73쪽의 “지난 1년간 부부폭력률(전체)” 
도표를 재구성한 것임

주: 1) 백분율은 3,961명(응답자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분석에서 무응답은 제외함
3) 유형별 피해율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 행동들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표 5-5> 2016년 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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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내 의사결정권자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가정 내 의사결정권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가정 내 의사결정권 문항 중에서 ‘재산 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 주로 또는 전적으로 남성이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 주로 또는 전적으로 여성이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성적 폭력을 제외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및 통제에서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 피해 경험이 가장 낮았고, 상 방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경우의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남편이 재산 관리에서 의사결정을 

주로 또는 전적으로 하는 경우와 부부가 함께 의논하는 경우를 비교해보면, 남편이 주도

하는 경우가 부부가 함께 의논하는 경우보다 통제 9.3%p, 경제적 폭력 4.3%p, 정서

적 폭력 4.1%p, 신체적 폭력 3.2%p 더 높은 피해율을 보 다. 남성 응답자 또한 아내

가 재산 관리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경우 피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적 폭력을 

제외하면 가정 내 재산 관리에 한 의사결정에서 평등한 집단의 폭력 피해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1.6 4.0 0.8 7.6 24.3

(분석 대상수) (2,022) (2,022) (2,021) (2,022) (2,021)

여성(본인)주도 2.4 6.1 0.8 8.6 25.0

(분석 대상수) (640) (640) (640) (640) (641)

남성(상대방)주도 4.8 5.0 5.1 11.7 33.6

(분석 대상수) (317) (317) (316) (317) (317)

<표 5-6>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별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여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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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부부가 의논해서 함께 0.4 0.3 0.3 4.5 22.7

(분석 대상수) (1,901) (1,901) (1,899) (1,901) (1,901)

남성(본인)주도 1.8 1.1 1.0 7.6 25.4

(분석 대상수) (396) (396) (396) (396) (397)

여성(상대방)주도 2.0 1.0 2.4 10.1 30.1

(분석 대상수) (546) (546) (546) (546) (549)

<표 5-7> 재산 관리 의사결정권자별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남성)
(단위: %(명))

나.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 전체 실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여성의 폭력 피해 경험을 보면, 신체적 폭력 또는 성적 폭력을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이 5.9% 고,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 중 하나

라도 경험한 비율은 28.9% 다. 유형별로는 통제가 25.4%로 가장 많고, 정서적 폭력

이 8.3%로 두 번째 으며, 그 다음으로 성적 폭력이(4.6%), 신체적 폭력(2.1%), 경제적 

폭력(1.2%) 순이었다.

구  분

5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율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여성 2.1 4.6 5.9 1.2 8.3 25.4 28.9

(분석 대상수) (2,976) (2,980) (2,980) (2,978) (2,980) (2,979) (2,976)

주: 유형별 피해율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 행동들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표 5-8>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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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유형별 실태

가) 신체적 폭력

여성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폭력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신체적 폭력 7개 문항의 경험률을 보면, 지난 1년간 피해 경험으로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1.6%,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1.1%, ‘손

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0.9%,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

렸다’ 0.3% 으며, 그 외에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

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가 각각 0.1%로 나타났다. 가장 피해 

경험률이 높은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의 피해 빈도를 보면, 1년에 

3~4회 그와 같은 행동을 경험한 경우가 1.4%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경험한 경우가 

0.2%, 월 2~3회 경험한 경우는 0.1% 다. 

지난 1년 이전(2018년 7월 이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률에서도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

다’가 2.9%,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가 2.6% 순이었다. 그 외에 경험

률 1% 미만인 신체적 폭력으로는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가 

0.7%,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

다’가 0.5% 고,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가 각각 0.4%의 경험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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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지난 1년간(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전혀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이상

소
계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2,980) 98.9 0.9 0.1 0.1 - 1.1 (2,966) 97.4 2.6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2,980) 98.4 1.4 0.2 0.1 - 1.6 (2,966) 96.0 4.0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2,980) 99.1 0.6 0.3 0.1 - 0.9 (2,966) 97.1 2.9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2,980) 99.9 0.1 0.0 0.0 - 0.1 (2,966) 99.5 0.5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2,980) 99.9 0.1 - 0.0 - 0.1 (2,966) 99.6 0.4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2,980) 99.9 0.1 - - - 0.1 (2,966) 99.6 0.4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980) 99.7 0.2 0.1 0.0 - 0.3 (2,966) 99.3 0.7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9>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나) 성적 폭력

<표 5-10>은 성적 폭력 피해 경험 5개 문항의 응답 결과이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이 

3.8%로 가장 많았고,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도 3.3%의 경험률을 보 다. 그 

다음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는 0.9% 으며,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가 각각 0.1% 다.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

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의 피해 빈도는 1년에 3~4회가 2.4% 으며, 월 1회가 



Ⅴ.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89

0.8%, 월 2~3회가 0.6% 고, 주 1회 이상도 0.1% 있었다.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

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

하 다’의 피해 빈도는 1년에 3~4회가 2.2% 으며, 월 1회가 0.8%, 월 2~3회가 

0.3%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이전(2018년 7월 이전)의 피해 경험률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이 5.7%,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가 4.6%로 나타

나, 여성이 상 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 강요 등을 배우자로부터 경험하는 

피해가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는 1.4% 으며,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가 0.6%,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가 0.4% 순이었다.

폭력행위

지난 1년간(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전혀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이상

소
계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
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
하였다

(2,980) 99.1 0.6 0.3 0.0 0.0 0.9 (2,967) 98.6 1.4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
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
계를 강요하였다

(2,980) 96.7 2.2 0.8 0.3 - 3.3 (2,967) 95.4 4.6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2,980) 96.2 2.4 0.8 0.6 0.1 3.8 (2,967) 94.3 5.7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980) 99.9 0.0 0.0 - - 0.1 (2,967) 99.4 0.6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
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2,980) 99.9 0.1 - - - 0.1 (2,967) 99.6 0.4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10>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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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폭력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4개 문항에 한 여성 응답자의 응답은 다음 

표와 같다.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1.1%

로 가장 많았고,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 0.6%,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0.2%,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0.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이전의 경험률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2.5%,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 1.2%,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0.6%,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

겼다’ 0.2% 순이었다.

폭력행위

지난 1년간
(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2,978) 98.9 1.1 (2,978) 97.5 2.5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2,978) 99.8 0.2 (2,978) 99.4 0.6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2,978) 99.4 0.6 (2,978) 98.8 1.2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2,978) 99.9 0.1 (2,978) 99.8 0.2

<표 5-11>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라) 정서적 폭력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여성의 정서적 폭력 피해를 6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의 경험이 7.8%로 가장 많았고, ‘때리려고 위협하 다’도 3.0%의 

경험률을 보 다. 그 다음으로는 ‘나의 물건을 부쉈다’ 1.8%,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0% 으며,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내 앞

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가 각각 0.3% 다.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의 경우 1년에 3~4회 경험한 경우가 6.8% 고, 월 1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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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월 2~3회가 0.3%, 주 1회 이상이 0.2%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이전의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에서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의 경험은 15.8%

로 가장 높았으며, ‘때리려고 위협하 다’도 8.4%의 경험률을 보 다. 다음으로 ‘나의 

물건을 부쉈다’는 5.8% 으며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가 1.9%,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

다고 위협했다’가 각각 0.7% 다.

폭력행위

지난 1년간(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전혀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이상

소
계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2,980) 92.2 6.8 0.4 0.3 0.2 7.8 (2,966) 84.2 15.8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2,980) 97.0 2.5 0.3 0.2 - 3.0 (2,967) 91.6 8.4

나의 물건을 부쉈다 (2,980) 98.2 1.4 0.2 0.2 - 1.8 (2,967) 94.2 5.8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2,980) 99.7 0.3 0.0 0.0 - 0.3 (2,966) 99.3 0.7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980) 99.7 0.2 0.0 0.1 - 0.3 (2,966) 99.3 0.7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2,980) 99.0 0.8 0.1 0.1 - 1.0 (2,965) 98.1 1.9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12>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마) 4개 유형 폭력의 첫 피해 시기

지난 1년간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첫 피해 시기를 알아보았다. ‘결혼 후 5년 이후’에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례

가 46.0% 고 절반 이상이 결혼 후 5년 미만에 발생하 다.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이 30.0%, ‘결혼 후 1년 미만’이 20.6% 으며, ‘결혼 전 교제기간’도 3.3%여서, 

데이트폭력 경험이 중단되지 않고 결혼 이후의 폭력으로 지속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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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결혼 전 
교제기간

결혼 후 1년 
미만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결혼 후 5년 
이후

여성 (326) 3.3 20.6 30.0 46.0

<표 5-13> 여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첫 피해 시기
(단위: %(명))

바) 통제

지난 1년간 여성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통제 행동 11개 문항의 피해 경험률을 살펴

보았다.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은 행동은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로 15.0%가 

가끔, 3.1%가 자주, 0.1%가 매우 많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한다고 답하여, 유배우 여성 

응답자의 18.2%가 피해 경험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했다’

가 10.6% 고,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가 7.1%,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가 6.8%로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는 유형의 통제 행위

가 비교적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는 4.6%,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는 2.3%,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 다’와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가 각각 2.1% 고,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

하고 비난했다’는 1.9%,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

하 다’는 1.2%,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 다’도 0.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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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행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가끔 자주
매우 
많이

소계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982) 92.9 6.4 0.7 0.0 7.1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982) 97.9 1.9 0.2 0.0 2.1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982) 97.7 1.8 0.4 0.0 2.3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2,982) 81.8 15.0 3.1 0.1 18.2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2,982) 89.4 10.1 0.5 0.1 10.6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2,982) 95.4 3.9 0.5 0.1 4.6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2,982) 98.1 1.6 0.3 0.0 1.9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981) 99.1 0.8 0.1 - 0.9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981) 97.9 1.9 0.3 - 2.1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2,981) 93.2 6.0 0.6 0.1 6.8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였다

(2,981) 98.8 1.0 0.2 - 1.2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14>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
(단위: %(명))

통제에 해당하는 각 행위들은 당사자들의 관계에 따라 폭력으로 경험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성별에 따라 실제로 행동을 통제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응답자에게 나타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의 결과를 4점 척도로 알아보았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분포한다. ‘내가 배우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배우자의 행동이 폭력

적이라고 느꼈다’는 1.3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 제약을 느꼈다’는 1.6점으로, 3

개 문항의 평균은 1.4점으로 나타나 체로 통제 행동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

다고 답하 다. 그런데 응답 분포를 보면 통제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

는 데 제약을 느꼈다’는 답변이 ‘그런 편이다’ 18.1%, ‘매우 그렇다’ 1.8%로, 통제를 

경험한 여성 5명 중 1명 정도는 통제 행동으로 인하여 행동의 제약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가 배우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배우자의 행동이 폭력적이라



94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고 느꼈다’ 또한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값이 각각 4.1%, 5.3%로, 통제 

행위를 폭력적으로 경험하거나 두려움을 느낀 사례가 나타났다.

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내가 배우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751) 73.0 22.9 3.4 0.7 100.0
1.3
(0.6)

배우자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느꼈다 (751) 72.5 22.1 4.4 0.9 100.0
1.3
(0.6)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 제약을 느꼈다 (752) 57.3 22.8 18.1 1.8 100.0
1.6
(0.8)

전체 (752)
1.4
(0.6)

<표 5-15> 여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의 결과
(단위: %(명), 점)

3) 임신 중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임신 기간에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경험하 는지, 임신 기간에 폭력 피해의 변화

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경험이 있으면서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를 상으로 폭력이 시작된 시기를 

조사하 다. 그 결과,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적/성적 폭력 및 임신 경험자 중 59.4%가 

‘임신 종료(출산, 유산) 후부터’, 3.9%는 ‘임신 기간부터’ 신체적/성적 폭력이 시작되었

다고 답하 다.

구분 임신 전부터 임신 기간부터
임신 종료(출산, 
유산) 후부터

계

% 36.7 3.9 59.4 100.0

<표 5-16> 임신 경험 여성의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첫 피해 시기
(n=220)

신체적/성적 폭력이 ‘임신 전부터’ 있었던 경우는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적/성적 폭력 

및 임신 경험자 중 36.7% 다. 임신 전부터 폭력이 있었다면 임신 기간에는 폭력 피해

가 덜했는지, 더 심해졌는지를 조사하 다. 그 결과 임신 기간에 폭력이 중단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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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고 나머지 62.8%는 임신 기간에도 폭력이 유지되었다. 폭력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고, 임신 전보다 덜해졌거나(52.3%) 임신 전과 비슷했다(10.5%).

구분

임신 중 피해 경험 있음
임신 중 피해 

경험 없음
계임신 중에는 

덜했다
임신 중에도 

비슷했다
임신 중에 더 

심해졌다
소계

% 52.3 10.5 - 62.8 37.2 100.0

<표 5-17> 임신 전부터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임신 기간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n=81)

다음 도표는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처음 경험한 시기와 임신 기간 폭력 피해 경험

을 종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현재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으로

서 현재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임신 경험이 있었던 여성 중 26.9%는 임신 기간에도 

폭력 피해를 경험하 다.

 

임신 기간 피해 경험

신체적/성적 폭력 첫 피해 시기

임신 전부터 임신 기간부터
임신 종료(출산, 
유산) 후부터

계

있음 23.0 3.9 - 26.9 

없음 13.7 - 59.4 73.1 

계 36.7 3.9 59.4 100.0

<표 5-18>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임신 기간 피해 경험
(단위: %, n=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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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 전체 실태

지난 1년간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보면,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을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1.3%,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

적 폭력, 통제 피해를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은 26.0% 다. 폭력 유형별로는 통제가 

24.5%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폭력이 6.0%, 신체적 폭력이 0.9%, 경제적 폭력이 

0.8%, 성적 폭력이 0.6% 순이었다.

구  분

5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율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남성 0.9 0.6 1.3 0.8 6.0 24.5 26.0

(분석 대상수) (2,838) (2,843) (2,843) (2,840) (2,843) (2,847) (2,838)

주: 유형별 피해율은 각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 행동들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표 5-19>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2) 폭력유형별 실태

가) 신체적 폭력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폭력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다음 도표

는 신체적 폭력 7개 문항의 경험률이다.

지난 1년간의 피해 경험으로는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가 0.6%, ‘밀

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가 0.5% 고,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

혔다’가 각각 0.2% 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허리띠, 몽둥

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등 체로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문항은 피해 경험이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 1년 이전(2018년 7월 이전)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으로는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가 1.7%,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1.4%,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1.1%,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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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렸다’ 0.5% 으며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

로 화상을 입혔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는 각각 0.4% 다.

폭력행위

지난 1년간(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전혀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이상

소
계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2,843) 99.4 0.4 0.1 0.1 - 0.6 (2,829) 98.9 1.1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2,843) 99.5 0.3 0.1 0.1 - 0.5 (2,829) 98.3 1.7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2,843) 99.8 0.1 0.0 - - 0.2 (2,829) 98.6 1.4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2,843) 99.8 0.2 - 0.0 - 0.2 (2,829) 99.6 0.4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2,843) 100.0 - - - - - (2,829) 99.6 0.4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2,843) 100.0 - - - - (2,829) 99.6 0.4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843) 100.0 - - - - - (2,829) 99.5 0.5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20>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나) 성적 폭력

남성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를 5개 문항으로 측정한 결과, 지난 1

년간 피해 경험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가 0.6%로 가장 높았고,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

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가 각

각 0.1% 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나의 신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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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등 촬  및 유포 피해는 보고

되지 않았다. 

지난 1년 이전의 성적 폭력 피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가 1.2%로 가장 높았고,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가 0.5% 으며,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가 각각 0.4%로 나타

났다.

폭력행위

지난 1년간(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전혀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이상

소
계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
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
하였다

(2,843) 99.9 0.0 0.1 - - 0.1 (2,829) 99.6 0.4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
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
계를 강요하였다

(2,843) 99.9 0.0 0.1 - - 0.1 (2,829) 99.5 0.5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2,843) 99.4 0.4 0.2 - - 0.6 (2,829) 98.8 1.2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843) 100.0 - - - - - (2,829) 99.6 0.4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
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2,843) 100.0 - - - - - (2,829) 99.6 0.4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21>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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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폭력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은 4개 문항이다.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가 0.7%로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0.4%,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0.2%,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0.1% 순이었다.

지난 1년 이전의 피해 경험으로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

비를 주지 않았다’가 0.7%로 가장 많았고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 0.6%,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0.2%,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

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0.1%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행위

지난 1년간
(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2,840) 99.6 0.4 (2,835) 99.3 0.7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2,840) 99.8 0.2 (2,835) 99.8 0.2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2,840) 99.3 0.7 (2,835) 99.4 0.6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2,840) 99.9 0.1 (2,835) 99.9 0.1

<표 5-22>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라)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 6개 문항의 경험을 알아본 결과,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는 ‘모욕하거

나 욕을 했다’가 5.5%로 가장 높았으며, ‘나의 물건을 부쉈다’가 1.4%, ‘때리려고 위협

하 다’,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가 각각 1.2% 고,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가 0.3%,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

다고 위협하 다’가 0.1% 순이었다.

지난 1년 이전의 피해 경험은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가 11.6%, ‘때리려고 위협하 다’ 

3.4%, ‘나의 물건을 부쉈다’ 3.0%,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7%, ‘내 앞에서 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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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가 0.7%,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

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0.6% 순이었다.

폭력행위

지난 1년간(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전혀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이상

소
계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2,843) 94.5 4.7 0.4 0.3 0.0 5.5 (2,831) 88.4 11.6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2,843) 98.8 1.0 0.1 0.1 - 1.2 (2,828) 96.6 3.4

나의 물건을 부쉈다 (2,843) 98.6 1.4 0.0 - - 1.4 (2,829) 97.0 3.0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2,843) 99.9 0.1 - - - 0.1 (2,829) 99.4 0.6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843) 99.7 0.3 - - - 0.3 (2,829) 99.3 0.7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2,843) 98.8 1.1 0.0 - - 1.2 (2,829) 98.3 1.7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23>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2018년 7월 이전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마) 4개 유형 폭력의 첫 피해 시기

지난 1년간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이 하나라도 있는 응답자에

게, 최초 피해 시기를 알아본 결과, 58.0%가 ‘결혼 후 5년 이후’에 처음 발생했다고 응답

하 다. 그 다음으로는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20.7%, ‘결혼 후 1년 미만’ 16.4%, 

‘결혼 전 교제기간’ 4.9% 순으로 나타나, 여성 응답자에 비하여 폭력 발생 시기가 비교적 

늦은 편이지만 결혼 전에 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남성 응답자가 조금 더 많았다.

구분 (분석 대상수)
결혼 전 
교제기간

결혼 후 1년 
미만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결혼 후 5년 
이후

남성 (183) 4.9 16.4 20.7 58.0

<표 5-24> 남성이 응답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첫 피해 
시기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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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통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을 11개 문항으로 측정하 다. 가장 경험

률이 높은 행동은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로 18.1%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하

다고 답하 다. 그 다음으로는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했다’ 9.5%, ‘친구들과 연락

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8.8%,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6.6%,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4.3%,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

했다’ 2.7%,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3%, ‘친정

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1.8%,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 다’ 1.5%,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 다’ 0.6%,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 다’ 0.5% 순으로 나타났다.

통제 행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가끔 자주
매우 
많이

소계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848) 91.2 8.2 0.6 - 8.8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848) 98.2 1.7 0.1 - 1.8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847) 97.7 2.0 0.3 - 2.3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2,848) 81.9 14.1 3.8 0.2 18.1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2,848) 90.5 8.5 0.8 0.1 9.5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2,848) 95.7 3.5 0.6 0.2 4.3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2,848) 97.3 2.2 0.4 0.1 2.7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848) 99.4 0.5 0.1 - 0.6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848) 98.5 1.1 0.3 0.1 1.5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2,848) 93.4 6.0 0.5 0.1 6.6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기구를 
제거하였다

(2,848) 99.5 0.4 0.1 - 0.5

<표 5-25>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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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피해의 결과를 4점 척도로 살펴보았다. ‘내가 배우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

다’, ‘배우자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느꼈다’ 1.3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 제약

을 느꼈다’ 1.6점으로, 여성 응답자와 유사하게 피해를 느끼는 정도는 체로 낮은 편

이었다. 다만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 제약을 느꼈다’의 응답 분포를 보면, ‘그런 

편이다’가 16.8%, ‘매우 그렇다’가 1.6%로, 배우자의 통제 행동이 행동의 제약으로 이어

지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
편차)

내가 배우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691) 74.7 22.1 3.2 - 100.0
1.3
(0.5)

배우자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느꼈다 (691) 76.3 20.7 3.0 - 100.0
1.3
(0.5)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데 제약을 느꼈다 (691) 58.3 23.3 16.8 1.6 100.0
1.6
(0.8)

전체 (691)
1.4
(0.6)

<표 5-26> 남성이 응답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의 결과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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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우자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1) 폭력유형별 실태

가) 신체적 폭력

배우자에 한 폭력 가해 경험을 폭력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의 배우

자에 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으로는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0.9%, ‘상 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0.5%, ‘손바닥으로 뺨

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0.4%,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0.1% 

순이었으며,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

을 입혔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는 각각 0.1% 미만

이었다.

남성의 배우자에 한 지난 1년간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으로는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1.3%, ‘상 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0.7%, ‘손

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0.6%,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0.1%,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0.1% 순이었다.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는 각각 0.1% 미만이었다.

지난 1년 이전의 가해 경험은 여성 응답자의 경우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

잡았다’ 2.4%,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1.6%, ‘상 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1.2%,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0.6% 

순이었으며,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

을 입혔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는 각각 0.4% 다. 

남성의 배우자에 한 지난 1년 이전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으로는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가 3.2%로 가장 많았고 ‘상 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가 각각 2.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

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0.8%,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

다’ 0.7%,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0.6%,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0.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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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지난 1년간(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전혀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이상

소
계

여성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
을 던졌다

(2,978) 99.5 0.4 0.1 - - 0.5 (2,955) 98.8 1.2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2,978) 99.1 0.8 0.1 - - 0.9 (2,955) 97.6 2.4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2,978) 99.6 0.4 0.0 - - 0.4 (2,955) 98.4 1.6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
로 화상을 입혔다

(2,978) 100.0 0.0 - - - 0.0 (2,955) 99.6 0.4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2,978) 100.0 - - - - - (2,955) 99.6 0.4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2,978) 100.0 0.0 - - - 0.0 (2,955) 99.6 0.4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978) 99.9 0.1 0.0 - - 0.1 (2,955) 99.4 0.6

남성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
을 던졌다

(2,847) 99.3 0.6 0.1 - - 0.7 (2,830) 98.0 2.0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2,847) 98.7 1.1 0.1 - 0.1 1.3 (2,830) 96.8 3.2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2,847) 99.4 0.5 0.1 - - 0.6 (2,830) 98.0 2.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
로 화상을 입혔다

(2,847) 100.0 0.0 - - - 0.0 (2,830) 99.5 0.5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2,847) 99.9 0.1 - - - 0.1 (2,830) 99.4 0.6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2,847) 100.0 0.0 - - - 0.0 (2,830) 99.2 0.8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847) 99.9 0.1 - - - 0.1 (2,830) 99.3 0.7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27> 배우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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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적 폭력

다음으로 성적 폭력 가해 경험은 여성 응답자의 경우 지난 1년간의 가해 경험으로 

‘상 방은 원하지 않았지만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0.7%, ‘무력

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 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 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0.4%, ‘무력을 사용하여, 상 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 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0.3%순이었

다. ‘상 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와 ‘상 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는 각각 0.1% 미만이었다. 

지난 1년간 남성 응답자의 가해 경험은 ‘상 방은 원하지 않았지만 신체적 접촉(만지

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3.2%,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 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 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1.5%, ‘무력

을 사용하여, 상 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 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0.4%, ‘상 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0.1% 순이었으며, ‘상 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는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 1년 이전의 경험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는 ‘상 방은 원하지 않았

지만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1.3%,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 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 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를 강요하 다’ 0.9%, ‘무력을 사용하여, 상 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

거나 상 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0.6% 으며, ‘상 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상 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는 0.4% 다. 

남성 응답자는 지난 1년 이전 ‘상 방은 원하지 않았지만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가 4.4% 고, 그 다음으로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 방이 원

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 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2.9%, ‘무력을 사용하여, 상 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 방이 원하

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0.7%, ‘상 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0.6%, ‘상 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0.6%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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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지난 1년간(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전혀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이상

소
계

여성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원하
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
관계를 강요하였다

(2,978) 99.7 0.1 0.1 0.0 - 0.3 (2,955) 99.4 0.6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대
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
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2,978) 99.6 0.3 0.1 0.0 0.0 0.4 (2,955) 99.1 0.9

상대방은 원하지 않았지만 신체
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
을 하였다

(2,978) 99.3 0.4 0.2 0.1 0.0 0.7 (2,955) 98.7 1.3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978) 100.0 0.0 - - - 0.0 (2,955) 99.6 0.4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
의 없이 올렸다

(2,977) 100.0 0.0 - - - 0.0 (2,955) 99.6 0.4

남성

무력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원하
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
관계를 강요하였다

(2,847) 99.6 0.4 - - - 0.4 (2,830) 99.3 0.7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상대
방이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
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였다

(2,847) 98.5 0.9 0.4 0.3 - 1.5 (2,830) 97.1 2.9

상대방은 원하지 않았지만 신체
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
을 하였다

(2,847) 96.8 2.2 0.8 0.2 0.1 3.2 (2,830) 95.6 4.4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2,847) 100.0 - - - - - (2,830) 99.4 0.6

상대방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
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
의 없이 올렸다

(2,847) 99.9 0.1 - - - 0.1 (2,830) 99.4 0.6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28> 배우자에 대한 성적 가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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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폭력

배우자에 한 경제적 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여성 응답자의 가해 

경험으로는 ‘내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0.5%,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가 0.3%, ‘상 방의 재산이거나 상 방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

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상 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가 각각 

0.1% 다. 남성 응답자는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가 0.6%, ‘내가 생활비를 부담해

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0.5% 고, ‘상 방의 재산이거나 상 방에

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는 0.1% 미만이었고, ‘상 방의 돈이나 재산

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는 응답은 없었다.

지난 1년 이전의 가해 경험은 여성의 경우 ‘내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0.8%,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 0.6%, ‘상 방의 재산이거나 

상 방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0.4%, ‘상 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 0.2% 순이었다. 남성은 ‘내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

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1.2%,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 1.0%, ‘상 방의 재산이거나 

상 방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0.2%, ‘상 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

거나 빚을 떠넘겼다’ 0.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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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지난 1년간
(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여성

내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2,979) 99.5 0.5 (2,977) 99.2 0.8

상대방의 재산이거나 상대방에게 지분
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2,979) 99.9 0.1 (2,977) 99.6 0.4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2,979) 99.7 0.3 (2,977) 99.4 0.6

상대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

(2,979) 99.9 0.1 (2,977) 99.8 0.2

남성

내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2,842) 99.5 0.5 (2,837) 98.8 1.2

상대방의 재산이거나 상대방에게 지분
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2,842) 100.0 0.0 (2,837) 99.8 0.2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2,842) 99.4 0.6 (2,837) 99.0 1.0

상대방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떠넘겼다

(2,842) 100.0 - (2,837) 99.9 0.1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29>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라) 정서적 폭력

배우자에 한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을 보면, 지난 1년간 여성 응답자는 ‘모욕하거

나 욕을 했다’ 5.8%,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3%, ‘때리려고 위협하 다’ 0.9%, ‘상

방의 물건을 부쉈다’ 0.9%, ‘상 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

다고 위협하 다’ 0.2%, ‘상 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0.1% 으며, 남성 응답자는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6.7%, ‘때리려고 위협하 다’ 1.5%, 

‘상 방의 물건을 부쉈다’ 1.3%,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0%, ‘상 방이 아끼는 사람

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0.2%, ‘상 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

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0.1% 다. 

지난 1년 이전의 가해 경험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보면, 여성 응답자는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12.8%, ‘상 방의 물건을 부쉈다’ 3.9%, ‘때리려고 위협하 다’ 3.4%,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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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자게 괴롭혔다’ 2.2%, ‘상 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0.6%, ‘상 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0.6%

으며, 남성 응답자는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13.5%, ‘때리려고 위협하 다’ 6.1%, 

‘상 방의 물건을 부쉈다’ 3.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7%, ‘상 방이 아끼는 사람

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0.7%, ‘상 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

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0.6% 다. 

폭력행위

지난 1년간(2018년 8월 ~ 2019년 7월) 2018년 7월 이전

(분석 
대상수)

전혀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1년에 

3~4회
월 
1회

월 
2~3회

주 
1회
이상

소
계

여성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2,978) 94.2 5.2 0.4 0.1 0.1 5.8 (2,956) 87.2 12.8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2,978) 99.1 0.7 0.2 - - 0.9 (2,955) 96.6 3.4

상대방의 물건을 부쉈다 (2,978) 99.1 0.7 0.2 - 0.0 0.9 (2,955) 96.1 3.9

상대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
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
하였다

(2,978) 99.8 0.2 0.0 - 0.0 0.2 (2,953) 99.4 0.6

상대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978) 99.9 0.1 - - - 0.1 (2,953) 99.4 0.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2,978) 98.7 1.2 0.1 - - 1.3 (2,955) 97.8 2.2

남성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2,845) 93.3 5.8 0.7 0.2 0.0 6.7 (2,830) 86.5 13.5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2,845) 98.5 1.4 0.1 - 0.0 1.5 (2,830) 93.9 6.1

상대방의 물건을 부쉈다 (2,845) 98.7 1.2 0.1 - 0.0 1.3 (2,830) 96.4 3.6

상대방이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
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
하였다

(2,847) 99.8 0.2 0.0 - - 0.2 (2,830) 99.3 0.7

상대방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2,847) 99.9 - 0.1 - - 0.1 (2,830) 99.4 0.6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2,847) 99.0 0.8 0.2 - - 1.0 (2,830) 98.3 1.7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
값을 의미함

<표 5-30>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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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4개 유형 폭력의 첫 가해 시기

지난 1년간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응답자

를 상으로 최초 가해시기를 조사하 다. 여성 응답자는 ‘결혼 후 5년 이후’가 47.2%

으며,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30.1%, ‘결혼 후 1년 미만’ 16.9%, ‘결혼 전 교제

기간’ 5.9% 순이었으며, 남성 응답자는 ‘결혼 후 5년 이후’가 45.0%,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29.8%, ‘결혼 후 1년 미만’ 21.0%, ‘결혼 전 교제기간’ 4.1% 순이었다.

구분
(분석

대상수)
결혼 전 
교제기간

결혼 후 1년 
미만

결혼 후 1년 이상 
5년 미만

결혼 후 5년 
이후

여성 (209) 5.9 16.9 30.1 47.2

남성 (258) 4.1 21.0 29.8 45.0

<표 5-31> 배우자에 대한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첫 가해 시기
(단위: %(명))

바) 통제

지난 1년간 배우자에 한 통제 가해 경험을 조사하 다. 여성은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17.4%,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했다’, 11.3%,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7.1%,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6.8%, ‘이성

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4.0%,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6%,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0%, ‘바람

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1.8%, ‘사회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 다’ 1.5%,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 다’ 0.8%,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 다%’ 0.7%로 나타났다. 

남성은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15.9%,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했다’, 

8.7%, ‘외출시간, 귀가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6.7%,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

나지 못하게 했다’ 6.1%,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3.5%, ‘온라인, 오프라인

에서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0%, ‘사회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

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 다’ 1.9%,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

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1.3%,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1.2%,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 다’ 1.0%,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 다’ 0.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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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행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계
가끔 자주

매우 
많이

가해율

여성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982) 92.9 6.5 0.6 0.0 7.1 100.0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982) 98.0 1.8 0.2 0.0 2.0 100.0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
했다

(2,982) 97.4 2.3 0.3 0.1 2.6 100.0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2,981) 82.6 14.7 2.7 0.1 17.4 100.0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2,982) 88.7 10.2 1.1 - 11.3 100.0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2,982) 96.0 3.4 0.5 0.1 4.0 100.0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2,982) 98.2 1.6 0.2 0.0 1.8 100.0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982) 99.3 0.6 0.1 - 0.7 100.0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982) 98.5 1.2 0.3 0.0 1.5 100.0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2,982) 93.2 6.0 0.7 0.0 6.8 100.0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
를 제거하였다

(2,982) 99.2 0.6 0.2 - 0.8 100.0

남성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846) 93.9 5.8 0.2 0.1 6.1 100.0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846) 98.7 1.0 0.3 0.1 1.3 100.0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
했다

(2,846) 98.0 1.8 0.1 - 2.0 100.0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2,846) 84.1 13.5 2.2 0.1 15.9 100.0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2,845) 91.3 8.3 0.3 0.1 8.7 100.0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2,846) 96.5 3.2 0.2 0.1 3.5 100.0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2,846) 98.8 1.0 0.1 0.1 1.2 100.0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846) 99.0 0.8 0.2 0.0 1.0 100.0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846) 98.1 1.3 0.6 - 1.9 100.0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2,846) 93.3 6.0 0.7 0.1 6.7 100.0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
를 제거하였다

(2,846) 99.2 0.8 - - 0.8 100.0

주: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임. 즉 ‘-’는 사례수가 없는 경우이며 ‘0.0’은 0.0%와 0.1%의 사이값
을 의미함

<표 5-32> 지난 1년간 배우자에 대한 통제 가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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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 이유

지난 1년간 배우자에 하여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이 한 번

이라도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가해 이유를 질문하 다. 가해 이유는 상 방의 폭력에 

한 응 행동으로서의 항폭력 2개 문항과 항폭력 외의 이유 9개 문항으로 조사

하 다. 먼저 항폭력 경험을 보면,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서’가 여성은 2.9%, 남성은 0.9% 으며, ‘내가 아끼는 사람, 동물, 물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여성은 2.0%, 남성은 0.3% 다. 두 문항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비율은 

여성 4.8%, 남성 1.2% 다. 이는 위에서 배우자에 한 폭력 가해 행위로 집계되었지

만 행위의 본질이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응답자 자신이나 응답자가 아끼는 존재를 보호

하려는 항 행동이었던 경우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음을 의미한다.

항폭력 이외의 가해 이유를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성별에 따라 응답 순서 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는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 63.6%,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 로 하지 않아서’ 20.2%, ‘특별한 이유 없이’ 10.7%, ‘배우자가 내가 아끼는 사람

(부모, 형제자매 등)을 무시해서’ 9.4%, ‘배우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7.0%, ‘그렇게 

하고 싶어서’ 6.9%,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또는 외도하는 것 같아서’ 5.7%, 기타 

2.3%, ‘배우자가 나를 떠나려고 해서’ 1.0% 다. 

남성 응답자는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 63.9%, ‘특별한 이유 

없이’ 16.6%,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 로 하지 않아서’ 15.5%, ‘배우자가 

내가 아끼는 사람(부모, 형제자매 등)을 무시해서’ 14.6%, ‘그렇게 하고 싶어서’ 14.4%, 

‘배우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11.1%,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또는 외도하는 것 같아

서’ 2.2%, 기타 2.2%, ‘배우자가 나를 떠나려고 해서’ 0.9%로, 특별한 이유가 없거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등 별다른 이유가 없이 폭력 가해를 했다는 응답의 비율과 순위

가 여성 응답자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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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여성 남성 전체

대항폭력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2.9 0.9 1.8

내가 아끼는 사람, 동물, 물건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2.0 0.3 1.1

소계* 4.8 1.2 2.8

 대항폭력 
외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 말을 듣지 않아서 63.6 63.9 63.8

배우자가 내가 아끼는 사람(부모,형제자매등)을 무시해서 9.4 14.6 12.2

배우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7.0 11.1 9.3

배우자로서의 의무와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20.2 15.5 17.6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또는 외도하는 것 같아서 5.7 2.2 3.8

배우자가 나를 떠나려고 해서 1.0 0.9 1.0

그렇게 하고 싶어서 6.9 14.4 11.0

특별한 이유 없이 10.7 16.6 13.9

기타 2.3 2.2 2.3

주: 1) 백분율은 여성 208명, 남성 255명(응답자 수)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2) 항폭력 소계는 2개 문항 중 하나라도 선택한 경우를 의미함

<표 5-33> 지난 1년간 배우자에 대한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가해 이유 
(중복응답)

(단위: %(명))

3.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영향

가. 신체적 상처 경험 및 치료 경험

1) 신체적 상처 경험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로 인하여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을 조사하 다. 그 결과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7.4%, 같은 피해 

경험이 있는 남성의 3.3%가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처

를 입은 횟수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모두 ‘1~2회’라

고 답변하 던 반면, 여성의 경우 ‘1~2회’ 4.7%, ‘3~5회’ 1.8%, ‘6회 이상’ 0.9%로 상처

를 입은 경험이 3회 이상인 경우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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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계

1~2회 3~5회 6회 이상 소계

전체 (509) 94.1 4.2 1.1 0.5 5.9 100.0

여성 (326) 92.6 4.7 1.8 0.9 7.4 100.0

남성 (183) 96.7 3.3 - - 3.3 100.0

<표 5-34>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부상)를 입은 경험 및
횟수

(단위: %(명))

2) 신체적 상처 치료 경험

지난 1년간 한 번이라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 상처를 입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응답자에게10) 당시의 상처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험, 병원에 간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신체적 상처

를 입은 적이 있는 여성의 46.6%, 남성의 23.9%가 의약품 구입 경험이 있었고, 신체적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 여성의 8.6%가 매번 병원에 갔으나, 신체적 상처를 입은 적이 

있는 남성은 모두 ‘병원에 가지 않은 적도 있다’고 답하 다.

구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계

전체 (30) 57.9 42.1 100.0

여성 (24) 53.4 46.6 100.0

남성 (6) 76.1 23.9 100.0

<표 5-35>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부상)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험

(단위: %(명))

10) 의약품 구입 및 병원 진료 경험, 횟수 외에 신체적 상처를 치료한 전체 기간과 응답자가 부담한 
치료 비용을 조사하 으나, 남성 피해자의 응답은 없었고 여성 피해자의 응답 수도 2명으로 
매우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



Ⅴ.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115

구분 (분석 대상수)
병원에 가지 않은 

적도 있음
매번 병원에 갔음 계

전체 (30) 93.1 6.9 100.0

여성 (24) 91.4 8.6 100.0

남성 (6) 100.0 - 100.0

<표 5-36>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상처(부상)로 병원에
간 경험

(단위: %(명))

3) 신체적 상처를 입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로 신체적 상처를 입은 적이 있지

만 병원에 가지 않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를 중복응답으로 

알아보았다. 여성은 ‘상처(부상)가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가 63.5%로 가장 

많았으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 드러날까봐’ 30.1%, ‘병원에 갈 시간이나 마음

의 여유가 없어서’ 22.2%, ‘병원에 가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12.0% 등의 이유도 

나타났다. 남성은 전원이 ‘상처(부상)가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라고 답하 으

며, ‘병원에 갈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도 69.0%로 많았고, ‘병원에 가도 나아

질 것 같지 않아서’는 28.5% 다.

구분

① 상처(부상)가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하지 않아서
② 병원에 갈 수 없을 만큼 아파서
③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④ 병원에 갈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⑤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 드러날까봐
⑥ 배우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게 해서
⑦ 병원에 가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⑧ 기타 

계

(분석 
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28) 71.3 - - 32.2 23.6 - 15.5 - 100.0

여성 (22) 63.5 - - 22.2 30.1 - 12.0 - 100.0

남성 (6) 100.0 - - 69.0 - - 28.5 - 100.0

<표 5-37> 지난 1년간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신체적 상처(부상)를 입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던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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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신적 고통 경험 및 치료 경험

1) 정신적 고통 경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신적 고통 7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심각한 정도를 ‘심각

하지 않은 편이다’(1점)부터 ‘매우 심각하다’(4점)까지 4점 척도로 조사하 다. 배우자

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경험이 있었던 응답자들의 문항별 정신적 

고통의 평균값은 ‘무력감, 자존감 하락’ 1.7점, ‘배우자에 한 적 감, 분노’ 1.6점, 

‘계속 당시의 생각이 남’ 1.5점, ‘매사에 우울, 불안’ 1.4점, ‘위협감, 공포심’ 1.3점, 

‘죽고 싶다는 생각’ 및 ‘고립감,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가 각각 1.2점이었다.

성별로는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신적 고통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 응답자에서만 보고되었다. ‘심각한 편이다’와 

‘매우 심각하다’ 항목을 합산한 값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배우자에 한 적 감, 분노’ 

여성 18.4%, 남성 14.5%, ‘무력감, 자존감 하락’은 여성 16.0%, 남성 14.1%, ‘계속 당시

의 생각이 남’ 여성 14.3%, 남성 9.1%, ‘매사에 우울, 불안’ 여성 10.1%, 남성 6.8%, 

‘위협감, 공포심’ 여성 8.4%, 남성 3.8%, ‘죽고 싶다는 생각’ 여성 4.2%, 남성 2.9%로 

6개 문항에서 여성의 응답이 더 많았으나, ‘고립감,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만 여성 2.6%, 

남성 2.9%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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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무력감, 자존감 하락 (509) 50.8 33.9 13.3 2.0 100.0 1.7(0.8)

매사에 우울, 불안 (509) 69.1 22.0 7.3 1.7 100.0 1.4(0.7)

위협감, 공포심 (509) 78.2 15.0 5.6 1.1 100.0 1.3(0.6)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분노 (509) 58.5 24.5 14.4 2.5 100.0 1.6(0.8)

계속 당시의 생각이 남 (509) 64.9 22.7 11.0 1.4 100.0 1.5(0.7)

죽고 싶다는 생각 (509) 80.6 15.6 2.8 0.9 100.0 1.2(0.5)

고립감,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507) 81.8 15.4 2.0 0.7 100.0 1.2(0.5)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507) 1.4(0.6)

여성

무력감, 자존감 하락 (326) 48.7 35.3 12.8 3.2 100.0 1.7(0.8)

매사에 우울, 불안 (326) 68.8 21.1 7.5 2.6 100.0 1.4(0.7)

위협감, 공포심 (326) 75.6 16.0 6.6 1.8 100.0 1.3(0.7)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분노 (326) 57.2 24.5 14.4 4.0 100.0 1.7(0.9)

계속 당시의 생각이 남 (326) 66.5 19.2 12.1 2.2 100.0 1.5(0.8)

죽고 싶다는 생각 (326) 82.1 13.7 2.8 1.4 100.0 1.2(0.6)

고립감,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324) 82.2 15.2 1.5 1.1 100.0 1.2(0.5)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324) 1.4(0.6)

남성

무력감, 자존감 하락 (183) 54.4 31.5 14.1 - 100.0 1.6(0.7)

매사에 우울, 불안 (183) 69.5 23.7 6.8 - 100.0 1.4(0.6)

위협감, 공포심 (183) 82.9 13.3 3.8 - 100.0 1.2(0.5)

배우자에 대한 적대감, 분노 (183) 60.9 24.6 14.5 - 100.0 1.5(0.7)

계속 당시의 생각이 남 (183) 62.1 28.8 9.1 - 100.0 1.5(0.7)

죽고 싶다는 생각 (183) 78.0 19.1 2.9 - 100.0 1.2(0.5)

고립감, 사람 만나는 것을 기피 (183) 81.3 15.8 2.9 - 100.0 1.2(0.5)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183) 1.4(0.5)

<표 5-38>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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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적 고통 치료 경험

위에서 정신적 고통 7개 문항 중 하나라도 ‘전혀 심각하지 않다’ 외의 선택지(‘심각

하지 않은 편이다’, ‘심각한 편이다’, ‘매우 심각하다’)를 택한 응답자에게 당시의 정신

적 고통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7.7%가 의약품 구입 경험이 있었고 5.3%가 병원 치료 경험이 있었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의약품 구입 경험은 여성 7.1%, 남성 8.8% 고, 병원치료 경험은 여성 4.9%, 

남성 6.1% 다.

구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계

전체 (310) 92.3 7.7 100.0

여성 (201) 92.9 7.1 100.0

남성 (109) 91.2 8.8 100.0

<표 5-39>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험

(단위: %(명))

구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계

전체 (310) 94.7 5.3 100.0

여성 (201) 95.1 4.9 100.0

남성 (109) 93.9 6.1 100.0

<표 5-40>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치료 받은 경험
(단위: %(명))

다. 경제활동에의 영향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으로 응답자의 경제활동

에 향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폭력 피해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

를 제외하면,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의 8.6%, 남성의 7.7%가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고 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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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
계

전체 (447) 91.8 8.2 100.0

여성 (274) 91.4 8.6 100.0

남성 (173) 92.3 7.7 100.0

<표 5-41>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은 경험
(단위: %(명))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던 응답자를 상으로, 당시 경험했던 경제활동에서의 향

을 중복응답으로 조사하 다. 성별로 나누어보면,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고 답한 여성 중에서 87.1%가 ‘업무 능률이 떨어졌다’고 

답하 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29.2%,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

거나 신뢰를 잃었다’ 28.7%, ‘일을 그만두었다’ 15.3%, ‘휴가나 휴직이 필요했다’11) 

14.2%로 나타나, 단순한 업무능력의 감소 외에 폭력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거나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험이 나타났다. ‘구직활동에 어려움

이 생겼다’는 응답이 없었다. 

그에 비하여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던 남성 

중에서 90.0%가 ‘업무 능률이 떨어졌다’고 답하 고 ‘일을 그만두었다’와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생겼다’가 10.0%,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7.0%, ‘인간관계

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신뢰를 잃었다’ 3.2% 으며, ‘휴가나 휴직이 필요했다’는 보고되지 

않았다.

구분
(분석 

대상수)

업무 
능률이 

떨어졌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신뢰를
잃었다

휴가나
휴직이

필요했다

일을 그만  
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일을
그만

두었다

구직
활동에

어려움이
생겼다

전체 (36) 88.2 19.3 9.0 21.0 13.3 3.7

여성 (23) 87.1 28.7 14.2 29.2 15.3 -

남성 (13) 90.0 3.2 - 7.0 10.0 10.0

주: ‘기타’ 응답은 없었음

<표 5-42>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인한 경제활동 영향(중복응답)
(단위: %(명))

11) 휴가나 휴직이 필요했던 경우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 으나, 사례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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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대응

가. 폭력 대응 경험

1) 폭력 대응 방법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 을 때 어떻게 응하

는지를 중복응답으로 조사하 다. ‘별다른 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45.6%로, 절반 이상은 자리를 피하거나 맞 응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의 응 행동을 

하 다. 

성별로 구분하여보면 여성의 경우 ‘별다른 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48.3%로 

남성(40.7%)보다 응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배우자에게 맞 응했다’는 42.8%

으며,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9.8%,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 다’ 1.5%로 

나타났다. 

남성은 ‘배우자에게 맞 응했다’가 43.6%로 가장 많았고, ‘별다른 응을 한 적이 한 번

도 없다’가 40.7% 으며,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17.2%, ‘주위에 도움

을 요청하 다’ 0.2% 순이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한 경험률은 남성(0.2%)보다 여성

(1.5%)이 다소 높았으나 여성과 남성 모두 드문 편이었다.

구분 (분석 대상수)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전체 (509) 45.6 43.1 12.5 1.0

여성 (326) 48.3 42.8 9.8 1.5

남성 (183) 40.7 43.6 17.2 0.2

주: ‘기타’ 응답은 없었음

<표 5-43>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중복응답)
(단위: %(명))

2)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폭력 피해를 경험하 지만 별다른 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응답자에 하여, 

응한 적이 없는 이유를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 다. 먼저 1순위 응답을 살펴보면, 

‘배우자이기 때문에’가 21.9%로 가장 많았고, ‘ 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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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3.7%,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

해서’ 13.3%,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0.5% 순이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배우자이기 때문에’가 25.3%로 다른 

응답에 비하여 더 많았으며, ‘ 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8.5%, ‘폭력이 심각

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12.7%,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1.5% 순

이었다.

그에 비하여 남성은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가 22.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으로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17.0%,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해서’ 15.7%, ‘배우자이기 때문에’ 14.8%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① 무서워서
②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질 것 같아서
③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④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⑤ 내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⑥ 배우자이기 때문에
⑦ 아이들 때문에
⑧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⑨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⑩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⑪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⑫ 기타 

계

(분석 
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229) 3.0 7.0 14.9 10.5 1.7 21.9 7.6 5.6 13.3 13.7 - 0.9 100.0

여성 (154) 3.2 7.3 18.5 4.6 1.7 25.3 6.7 7.2 11.5 12.7 - 1.4 100.0

남성 (75) 2.6 6.4 7.6 22.6 1.7 14.8 9.4 2.2 17.0 15.7 - - 100.0

<표 5-44>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1순위)
(단위: %(명))

<표 5-45>는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이다. ‘배우자이기 때문에’가 36.3%로 가장 

많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31.8%,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30.4%, ‘ 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21.5%,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

해서’ 15.6%, ‘ 응하면 폭력이 심해질 것 같아서’ 10.8% 등이었다.

성별에 따라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값을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그 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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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가 35.1%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이기 때문에’도 34.7%

로 높았다.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25.1%로 세 번째 이유 다. 그 다음

으로 ‘ 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23.8%, ‘아이들 때문에’ 16.5%,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5.5%, ‘ 응하면 폭력이 심해질 것 같아서’ 11.7%,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10.7% 등이었다. 

반면 남성 응답자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1.2% 고, ‘배우자이기 

때문에’ 39.5%,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25.6%,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

해서’ 24.8%, ‘ 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16.9%, ‘아이들 때문에’ 16.3%,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0.5% 등으로 나타나,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응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분

① 무서워서
②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질 것 같아서
③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④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
⑤ 내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⑥ 배우자이기 때문에
⑦ 아이들 때문에
⑧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⑨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⑩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⑪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⑫ 기타 

계

(분석 
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229) 3.8 10.8 21.5 15.6 4.2 36.3 16.5 13.9 31.8 30.4 .4 .9 100.0

여성 (154) 4.4 11.7 23.8 10.7 2.3 34.7 16.5 15.5 35.1 25.1 .6 1.4 100.0

남성 (75) 2.6 8.9 16.9 25.6 8.3 39.5 16.3 10.5 24.8 41.2 - - 100.0

<표 5-45> 폭력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없는’ 이유(1+2순위)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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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움 요청 경험

1) 각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가 폭력 행동 당시

나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을 조사하 다. 경찰, 가족이나 친척, 이웃

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기타 상

자에게 각기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는 폭력 이후에도 각 상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전혀 없었다. 성별로는 여성은 

80.3%, 남성은 94.2%가 각 상에게 도움을 청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없음*

있음

경찰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쉼터
(입소시설)

전체 85.7 2.3 7.2 3.6 0.2 0.4 0.4

(분석 대상수) (265) (485) (465) (466) (466) (462) (462)

여성 80.3 2.6 10.0 5.6 0.3 0.2 0.2

(분석 대상수) (163) (309) (294) (295) (295) (295) (295)

남성 94.2 1.9 2.4 0.2 - 0.8 0.8

(분석 대상수) (102) (176) (171) (171) (171) (168) (168)

주: ‘없음’은 ‘기타’12)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없다’를 선택하 음을 의미함

<표 5-46> 폭력 경험 이후 각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단위: %(명))

상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은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한 경험이 10.0%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나 친구는 5.6% 으며, 경찰에 도움을 청한 경험은 2.6% 다.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도움을 청한 경험도 각각 0.2%에 그쳤다.

남성도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한 경험이 2.4%로 가장 많았지만 여성에 비해 

현저히 적었고, 경찰에 도움을 청한 경험은 1.9% 다. 여성과 달리 이웃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 경험은 0.2%에 불과했다.

12) 도움 요청 상에 ‘기타’도 포함되어 있으나, ‘기타’ 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
은 1건이었고 무응답이 많이 발생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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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 지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를 

순서 로 2가지 응답하도록 하 다. 그 결과 1순위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해서’가 32.8%로 가장 높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26.2%로 두 번째로 높았

다. 그 다음으로는 ‘신고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12.1%, ‘자녀들을 생각해서’ 

8.7%,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7.0% 순이었다. 

성별로도 체로 순위가 유사하 으나, 여성의 경우 ‘자녀들을 생각해서’(9.2%)가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6.1%)보다 많았던 반면 남성은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8.6%)가 ‘자녀들을 생각해서’(7.8%)보다 다소 많았다. 또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는 여성의 경우 1.6% 으나 남성은 응답이 나오지 않았으며, ‘배우자

가 전과자가 될까봐’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여성은 4.9% 으나 남성

은 0.7%에 불과하 다.

구분

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②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③ 배우자가 전과자가 될까봐
④ 신고하면 헤어지게 될까봐
⑤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⑥ 신고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⑦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 드러날까봐
⑧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⑨ 자녀들을 생각해서
⑩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⑪ 기타

계

(분석 
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465) 4.2 1.0 3.4 2.5 7.0 12.1 1.3 26.2 8.7 32.8 0.8 100.0

여성 (295) 3.4 1.6 4.9 1.4 6.1 12.1 1.5 26.3 9.2 32.5 0.9 100.0

남성 (169) 5.5 - 0.7 4.5 8.6 11.9 0.9 26.2 7.8 33.4 0.6 100.0

<표 5-47> 폭력 발생 이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명))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값은 1순위 응답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성별로도 응답 순위

가 달랐다. 여성의 경우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50.9%,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48.8%로 절반 정도가 이 두 가지 이유를 선택하 고, 그 다음으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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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생각해서’ 26.0%, ‘신고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20.9%,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10.2% 순이었다.

그에 비하여 남성은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에 응답한 사례가 66.7%로 

높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그 다음으로 46.9% 다. 뒤이어 ‘신고한다고 나아

질 것 같지 않아서’ 24.9%, ‘자녀들을 생각해서’ 21.2%,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8.6%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②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③ 배우자가 전과자가 될까봐
④ 신고하면 헤어지게 될까봐
⑤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⑥ 신고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⑦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 드러날까봐
⑧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⑨ 자녀들을 생각해서
⑩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⑪ 기타

(분석 
대상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465) 5.0 3.1 5.6 4.2 9.6 22.3 2.4 49.4 24.2 55.3 1.0

여성 (295) 4.6 3.1 7.0 3.4 10.2 20.9 2.6 50.9 26.0 48.8 0.9

남성 (169) 5.5 3.0 3.2 5.7 8.6 24.9 2.0 46.9 21.2 66.7 1.2

<표 5-48> 폭력 발생 이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단위: %(명))

그 외의 응답을 보면, ‘배우자가 전과자가 될까봐’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여성 7.0%, 남성 3.2%로 여성의 응답이 높았고,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

서’는 여성(4.6%)보다 남성(5.5%)의 응답이 좀 더 높았으며 ‘신고하면 헤어지게 될까

봐’ 역시 남성(5.7%)이 여성(3.4%)보다 높았다.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는 1순위에

서는 남성의 응답이 없었으나 1순위와 2순위 중복응답 분석에서는 여성 3.1%, 남성 

3.0%로 엇비슷하 고,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 드러날까봐’는 여성(2.6%)의 우려

가 남성(2.0%)보다 다소 높았다. 또한 남성은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신고

하지 않았다는 답이 66.7% 던 반면 여성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던 것을 볼 때, 여성

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가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폭력이 심각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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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 으나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주된 

이유를 2순위까지 알아보았다. 먼저 1순위 응답을 보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

해서’가 30.1%로 가장 많았고,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가 25.8%,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22.1% 순이었다. 

성별로도 체로 비슷한 응답이 나타난 편이며, ‘관련 기관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서’는 남성(7.4%)이 여성(4.6%)보다 비교적 많았고,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

을 몰라서’는 여성(7.7%)이 남성(2.8%)보다 더 많았다.

구분
(분석 

대상수)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관련 
기관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배우자에
게 폭력을 
당한 것이 

드러 
날까봐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타 계

전체 (449) 5.9 5.6 8.6 0.8 25.8 22.1 30.1 1.0 100.0

여성 (285) 7.7 4.6 8.7 1.0 26.3 20.7 29.8 1.2 100.0

남성 (164) 2.8 7.4 8.5 0.5 25.0 24.6 30.5 0.7 100.0

<표 5-49> 폭력 발생 이후 관련 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입소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명))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한 값을 분석해보면,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 54.8%로 절반을 넘었고,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가 44.6%, ‘그 순

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45.1%로 다른 이유보다 응답이 많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응답

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51.9%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던 데 비하여, 남성은 60.0%로 좀 더 많은 응답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

로는 여성의 경우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44.4%로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39.4%)보다 응답이 더 많았으나, 남성의 경우는 절반 이상(53.6%)이 ‘부부

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고 답하 고, ‘그 순간만 넘기

면 되어서’는 46.3%로 세 번째 다. ‘도움을 청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는 여성 

20.7%, 남성 13.0%가 응답하 으며, ‘관련 기관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는 여성 

11.4%, 남성 8.5%,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는 여성 9.9%, 남성 



Ⅴ.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 127

2.8%로 여성의 응답이 더 많았고,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 드러날까봐’ 우려되어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남성(4.7%)이 여성(1.4%)보다 더 많았다.

구분
(분석 

대상수)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관련 
기관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배우자에게 
폭력을 

당한 것이 
드러 

날까봐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기타

전체 (449) 7.3 10.3 17.9 2.6 44.6 45.1 54.8 1.1

여성 (285) 9.9 11.4 20.7 1.4 39.4 44.4 51.9 1.4

남성 (164) 2.8 8.5 13.0 4.7 53.6 46.3 60.0 0.7

<표 5-50> 폭력 발생 이후 관련 기관(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입소시설))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단위: %(명))

5. 이혼･별거 전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가. 전체 실태

혼인상태가 이혼 또는 별거인 응답자에게 이혼, 별거 전에 당시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조사하 다. 피해 시기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유배우 응답자에 

한 폭력 피해 경험 척도와 동일하게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4개 유형 22개 행동, 통제 11개 행동을 조사하 다. 분석 결과 유배우 응답자

에 비하여 이혼 또는 별거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중 하나라도 경험이 있는 피해 경험률은 여성이 58.8%, 남성

이 45.1%로 여성은 절반 이상이 이혼, 별거 전에 폭력을 경험하 다. 5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 경험률은 여성이 86.0%, 남성이 

80.9%로 여성과 남성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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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피해율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52.3 21.1 52.8 32.7 60.9 75.6 83.7

(분석 대상수) (279) (277) (277) (279) (281) (281) (277)

여성 57.4 27.2 58.8 42.5 66.3 75.1 86.0

(분석 대상수) (155) (155) (155) (155) (155) (155) (155)

남성 46.0 13.3 45.1 20.3 54.2 76.2 80.9

(분석 대상수) (122) (124) (122) (122) (124) (126) (126)

<표 5-51>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폭력 유형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통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이 76.2%, 여성

이 75.1%로 남성이 다소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우 정서적 폭력 66.3%, 신체

적 폭력 57.4%, 경제적 폭력 42.5%, 성적 폭력 27.2% 순이었으며, 남성은 정서적 

폭력 54.2%, 신체적 폭력 46.0%, 경제적 폭력 20.3%, 성적 폭력 13.3%로, 통제를 제외

하면 여성의 피해가 남성보다 체로 높았다.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은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거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은 경험률을 보 고, 경제적 

폭력의 경우 여성의 경험률이 남성의 경험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성적 폭력

은 경험률이 가장 낮았지만 이혼, 별거 중인 여성의 4명 중 1명 이상이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

다음 도표는 이혼하 거나 별거중인 배우자에 의해 이혼, 별거 이후 폭력 피해를 경험

한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이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9.0%, 남성 

3.4% 으며,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이 

21.9%, 남성이 10.8%로 나타났다.

이혼, 별거 후 피해 경험을 폭력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이 18.2%, 남성이 7.3%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

았다. 그 다음으로는 여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9.0%), 경제적 폭력(6.6%), 성적 폭력

(3.2%) 순으로 경험하 으며, 남성의 경우 신체적 폭력(3.4%) 피해가 경제적 폭력

(5.1%) 피해보다 적었으며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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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4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6.5 1.8 6.5 5.9 13.4 17.0

(분석 대상수) (276) (279) (276) (277) (278) (274)

여성 9.0 3.2 9.0 6.6 18.2 21.9

(분석 대상수) (153) (154) (153) (154) (154) (153)

남성 3.4 - 3.4 5.1 7.3 10.8

(분석 대상수) (123) (124) (123) (122) (124) (121)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52> 이혼, 별거 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다음 도표는 이혼, 별거 전과 후의 4개 유형(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을 합산하여, 이혼, 별거 응답자의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을 

분석한 것이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 58.9%, 남성 45.1% 으며, 4개 

유형 폭력 피해 경험률은 여성이 78.4%, 남성이 63.8%로 나타났다.

이혼, 별거 응답자의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평생 피해 경험을 폭력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여성은 정서적 폭력(66.1%), 신체적 폭력(57.4%), 경제적 폭력(42.2%), 성적 폭력 

27.3%) 순이었고, 남성은 정서적 폭력(53.2%), 신체적 폭력(46.1%), 경제적 폭력(22.5%), 

성적 폭력(13.5%) 순이었다.

구  분

4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율 소계

전체 52.4 21.3 52.9 33.6 60.4 72.0

(분석 대상수) (274) (274) (272) (274) (278) (272)

여성 57.4 27.3 58.9 42.2 66.1 78.4

(분석 대상수) (153) (154) (153) (154) (154) (153)

남성 46.1 13.5 45.1 22.5 53.2 63.8

(분석 대상수) (121) (120) (118) (120) (124) (118)

주: 1)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2) ‘평생’ 피해율은 이혼, 별거 전 또는 이혼, 별거 후 각 유형에 해당하는 폭력 행동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

음을 의미함

<표 5-53> 이혼, 별거 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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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 응답자의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을 유배우자의 평생 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표 5-53>)과 비교하여 보면, 이혼, 별거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실혼을 포함한 유배우자의 현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은 17.4%인 반면 이혼, 별거 응답자의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은 72.0%에 달하며, 4개 유형 폭력 피해 경험에서 여성의 피해

율은 유배우자 20.7%, 이혼, 별거 응답자 78.4%, 남성의 피해율은 유배우자 13.9%, 

이혼, 별거 응답자 63.8%이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을 성별로 비교해보면, 여성의 

피해율은 유배우자는 10.5% 던 반면, 이혼, 별거 응답자는 58.9%로 절반이 훨씬 넘

었으며, 남성의 피해율은 유배우자가 2.9% 수준이었던 데 비하여, 이혼, 별거 응답자는 

45.1% 다.

나. 폭력유형별 실태

1) 신체적 폭력

이혼, 별거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을 폭력 유형별로 시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

다. 먼저 이혼, 별거 전에 발생한 신체적 폭력 피해로는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39.9%),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38.9%), ‘손바닥으로 뺨

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32.1%)가 30% 이상의 피해 경험률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

는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5.3%,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11.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10.2%,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9.8% 순으로 나타났다.

이혼, 별거 이후에도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나타났다.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를 경험한 비율은 5.4%,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4.7%,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4.4%,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

이 마구 때렸다’ 2.7%,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

로 화상을 입혔다’ 2.4%,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2.4%, ‘허리

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2.3% 다. 성별에 따른 피해 

경험 순위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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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279) 61.1 38.9 (276) 95.3 4.7 100.0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279) 60.1 39.9 (279) 94.6 5.4 100.0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279) 67.9 32.1 (279) 95.6 4.4 100.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279) 89.0 11.0 (279) 97.6 2.4 100.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279) 89.8 10.2 (279) 97.6 2.4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279) 90.2 9.8 (279) 97.7 2.3 100.0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79) 84.7 15.3 (279) 97.3 2.7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54>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전체)
(단위: %(명))

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155) 56.0 44.0 (153) 93.8 6.2 100.0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155) 52.9 47.1 (154) 92.9 7.1 100.0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155) 63.5 36.5 (154) 94.7 5.3 100.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155) 88.3 11.7 (154) 97.2 2.8 100.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55) 89.5 10.5 (154) 97.3 2.7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155) 89.8 10.2 (154) 97.4 2.6 100.0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55) 81.5 18.5 (154) 96.8 3.2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55>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여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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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124) 67.4 32.6 (123) 97.1 2.9 100.0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124) 69.2 30.8 (124) 96.6 3.4 100.0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124) 73.5 26.5 (124) 96.6 3.4 100.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124) 90.0 10.0 (124) 98.1 1.9 100.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24) 90.1 9.9 (124) 98.1 1.9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124) 90.6 9.4 (124) 98.1 1.9 100.0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24) 88.7 11.3 (124) 98.1 1.9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56>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남성)
(단위: %(명))

2) 성적 폭력

성적 폭력 5개 문항의 피해 경험을 살펴보았다. 이혼, 별거 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17.8%,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13.0%,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

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11.3%,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4.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3.2%로 나타났던 반면, 이혼, 별거 후에는 성관계 강요의 비중이 높아졌다.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

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가 각각 1.8% 으며 ‘내가 원

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가 1.3%로 강요된 성관계보다 

낮았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는 각각 0.5%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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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
하였다

(279) 88.7 11.3 (279) 98.2 1.8 100.0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
관계를 강요하였다

(277) 87.0 13.0 (279) 98.2 1.8 100.0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279) 82.2 17.8 (279) 98.7 1.3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
다

(279) 96.0 4.0 (279) 99.5 0.5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279) 96.8 3.2 (279) 99.5 0.5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57>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전체)
(단위: %(명))

 

성적 폭력은 성별에 따라 피해 경험에서의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이혼, 별거 

전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23.0%, ‘무력

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

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17.9%,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15.6%, ‘나의 신체 일부 또

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3.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2.9% 순이었고, 이혼, 별거 후에는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

를 강요하 다’와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

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가 각각 3.2%로 추행보다 경험률이 높게 나타

났다. 그 다음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2.3%,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

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가 각각 0.9%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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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
하였다

(155) 84.4 15.6 (154) 96.8 3.2 100.0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
관계를 강요하였다

(155) 82.1 17.9 (154) 96.8 3.2 100.0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155) 77.0 23.0 (154) 97.7 2.3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
다

(155) 97.1 2.9 (154) 99.1 0.9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155) 97.0 3.0 (154) 99.1 0.9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58>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여성)
(단위: %(명))

 

남성 응답자는 이혼, 별거 전의 경우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11.2%,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6.7%,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다’ 6.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5.2%,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3.3% 순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으며, 이혼, 별거 후에는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보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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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무력을 사용하여,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
였다

(124) 94.0 6.0 (124) 100.0 - 100.0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
관계를 강요하였다

(122) 93.3 6.7 (124) 100.0 - 100.0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124) 88.8 11.2 (124) 100.0 -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
다

(124) 94.8 5.2 (124) 100.0 -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동의 없이 올렸다

(124) 96.7 3.3 (124) 100.0 -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59>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남성)
(단위: %(명))

 

3) 경제적 폭력

경제적 폭력 4개 문항의 경험률을 살펴보면, 먼저 이혼, 별거 전에는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 22.5%,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

다’ 21.2%로 20% 이상이 피해 경험이 있어, 이혼, 별거 전에 소득이 적거나 가사노동

을 담당하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나

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15.8%,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

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14.7%의 경험률이 나타났다. 이혼, 별거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분리가 일어남에 따라,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가 3.8%로 비율상 가장 높았고,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2.3%,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1.4%,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 1.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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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
비를 주지 않았다

(279) 78.8 21.2 (279) 97.7 2.3 100.0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279) 85.3 14.7 (279) 98.6 1.4 100.0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279) 77.5 22.5 (279) 98.7 1.3 100.0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279) 84.2 15.8 (277) 96.2 3.8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60>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전체)
(단위: %(명))

 

성별에 따라 나누어보면, 여성은 이혼, 별거 전에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29.7%,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 29.3%로 두 가지 

문항이 엇비슷하게 30% 가까운 경험률을 보 으며,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18.1%,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

넘겼다’ 15.9%로 적지 않은 경험이 나타났다. 이혼, 별거 이후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가 4.1% 으며, 나머지 3개 응답도 2%

의 피해 경험이 있었다.

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
비를 주지 않았다

(155) 70.3 29.7 (155) 95.9 4.1 100.0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155) 81.9 18.1 (154) 97.4 2.6 100.0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155) 70.7 29.3 (154) 97.6 2.4 100.0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155) 84.1 15.9 (154) 97.2 2.8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61>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여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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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이혼, 별거 전에는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15.6%,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 13.9%,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

비를 주지 않았다’ 10.7%,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

했다’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별거 후에는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

을 내게 떠넘겼다’만 5.1%가 응답하 고 그 외 3개 문항은 응답이 없었다.

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일부러 생활
비를 주지 않았다

(124) 89.3 10.7 (124) 100.0 - 100.0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124) 89.5 10.5 (124) 100.0 - 100.0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124) 86.1 13.9 (124) 100.0 - 100.0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124) 84.4 15.6 (122) 94.9 5.1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62>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남성)
(단위: %(명))

 

4) 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 6개 문항의 피해 경험을 이혼, 별거 전후로 나누어보면, 이혼, 별거 전의 

경우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58.3%, ‘때리려고 위협하 다’ 34.9%, ‘나의 물건을 부쉈

다’ 34.8%,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9.5%,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

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12.1%,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

했다’ 10.4%로 모든 문항에서 10% 이상의 경험률이 나타났다. 이혼, 별거 후에는 ‘모욕

하거나 욕을 했다’ 11.8%, ‘때리려고 위협하 다’ 5.8%,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

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4.1%, ‘나의 물건을 부쉈다’ 3.5%,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3.5%,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3.3%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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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281) 41.7 58.3 (278) 88.2 11.8 100.0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281) 65.1 34.9 (280) 94.2 5.8 100.0

나의 물건을 부쉈다 (281) 65.2 34.8 (279) 96.5 3.5 100.0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
겠다고 위협하였다

(281) 87.9 12.1 (279) 95.9 4.1 100.0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
했다

(281) 89.6 10.4 (279) 96.7 3.3 100.0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281) 80.5 19.5 (279) 96.5 3.5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63>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전체)
(단위: %(명))

 

성별로 나누어보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이혼, 별거 전에는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63.0%, ‘때리려고 위협하 다’ 48.9%, ‘나의 물건을 부쉈다’ 44.7%, ‘잠을 못 자게 괴롭

혔다’ 22.8%,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15.8%,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12.5%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률이 높은 편이었다. 이혼, 별거 후에는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17.3%로 10% 이상의 

경험률이 나타났으며, ‘때리려고 위협하 다’ 8.1%,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7.4%,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4.0%, ‘나의 물건을 부쉈다’ 3.9%,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2.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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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155) 37.0 63.0 (155) 82.7 17.3 100.0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155) 51.1 48.9 (155) 91.9 8.1 100.0

나의 물건을 부쉈다 (155) 55.3 44.7 (154) 96.1 3.9 100.0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
겠다고 위협하였다

(155) 84.2 15.8 (154) 92.6 7.4 100.0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
했다

(155) 87.5 12.5 (154) 96.0 4.0 100.0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55) 77.2 22.8 (154) 97.2 2.8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64>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여성)
(단위: %(명))

 

남성의 피해 경험률을 보면, 이혼, 별거 전에는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52.5%로 절반 

이상이 경험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나의 물건을 부쉈다’ 22.5%, ‘때리려고 위협

하 다’ 17.7%,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5.5%,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

하겠다고 위협했다’ 7.8%,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

하 다’ 7.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혼, 별거 후에는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가 5.0%,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가 4.2% 고, ‘때리려고 위협하 다’와 ‘나의 물건을 부쉈다’가 

2.9% 으며,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가 2.5% 다.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는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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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이혼, 별거 전 이혼, 별거 후

계(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분석 
대상수)

폭력 
없음

폭력 
있음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126) 47.5 52.5 (124) 95.0 5.0 100.0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126) 82.3 17.7 (125) 97.1 2.9 100.0

나의 물건을 부쉈다 (126) 77.5 22.5 (125) 97.1 2.9 100.0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
겠다고 위협하였다

(126) 92.5 7.5 (125) 100.0 - 100.0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
했다

(126) 92.2 7.8 (125) 97.5 2.5 100.0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126) 84.5 15.5 (125) 95.8 4.2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65> 이혼, 별거 전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남성)
(단위: %(명))

 

5) 통제

이혼, 별거 전의 당시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을 11개 문항으로 조사하 다. 

통제 척도는 유배우자에 한 설문과 동일하다.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했다’가 61.1%

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가 57.0%로 이혼, 별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45.3%,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39.5%,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34.6%,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

다’ 33.3%,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5.3%,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3.8%,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 다’ 23.6%,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 다’ 11.5%,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 다’ 10.3%로 전반적으로 높은 통제 피해 경험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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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행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가끔 자주
매우 
많이

피해율
소계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81) 54.7 30.1 13.2 2.1 45.3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81) 74.7 16.7 7.2 1.4 25.3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81) 76.2 13.9 8.9 0.9 23.8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281) 43.0 32.0 20.6 4.4 57.0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281) 38.9 33.0 22.1 6.0 61.1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281) 60.5 21.8 14.1 3.7 39.5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281) 66.7 17.6 12.9 2.9 33.3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81) 88.5 8.2 2.9 0.4 11.5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81) 76.4 15.3 6.4 1.9 23.6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281) 65.4 16.8 15.1 2.8 34.6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
하였다

(281) 89.7 7.9 2.4 - 10.3

<표 5-66>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전체)
(단위: %(명))

성별에 따라 통제 피해 경험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의 경우, 전체 응답과 

마찬가지로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했다’(60.2%)가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어디

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도 55.6%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과 연락

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49.5%,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41.8%, ‘바람

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35.4%,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34.7%,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30.3%,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 다’ 

26.9%,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2.2%,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 다’ 15.1%,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하 다’ 12.5%로,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하는 행위,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드는 행위를 제외하면 남성에 비하여 피해 경험이 많은 편이

었으며, 전체 경험률 순위와 비교하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비난하는 행위, 사회활동

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의 경험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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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행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가끔 자주
매우 
많이

소계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155) 50.5 33.0 13.1 3.3 49.5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155) 69.7 23.4 5.2 1.7 30.3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155) 77.8 12.9 8.1 1.2 22.2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155) 44.4 27.0 23.7 5.0 55.6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155) 39.8 30.8 20.9 8.5 60.2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155) 58.2 23.2 12.9 5.7 41.8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155) 64.6 19.1 12.1 4.2 35.4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155) 84.9 10.4 4.1 0.7 15.1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155) 73.1 15.0 8.9 3.1 26.9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155) 65.3 16.2 14.8 3.8 34.7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
하였다

(155) 87.5 8.6 3.9 - 12.5

<표 5-67>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여성)
(단위: %(명))

남성은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했다’(62.2%),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

다’(58.8%)가 여성보다 경험률이 높았으며, 절반 이상의 이혼, 별거 남성이 응답하

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40.2%, ‘이성과 이야기

를 하면 화를 냈다’ 36.7%,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34.5%,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30.8%,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

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5.7%,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 다’ 19.4%,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

지 못하게 했다’ 19.1%,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

하 다’ 7.6%,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 다’ 7.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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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행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가끔 자주
매우 
많이

소계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81) 54.7 30.1 13.2 2.1 45.3

친정식구 또는 본가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했다 (281) 74.7 16.7 7.2 1.4 25.3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감시했다 (281) 76.2 13.9 8.9 0.9 23.8

어디에 있는지 꼭 알려고 들었다 (281) 43.0 32.0 20.6 4.4 57.0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했다 (281) 38.9 33.0 22.1 6.0 61.1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냈다 (281) 60.5 21.8 14.1 3.7 39.5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했다 (281) 66.7 17.6 12.9 2.9 33.3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에도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81) 88.5 8.2 2.9 0.4 11.5

사회 활동(직업 갖기, 교육 받기, 사회적 성취 등)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였다

(281) 76.4 15.3 6.4 1.9 23.6

외출 시간, 귀가 시간 등을 허락받도록 요구했다 (281) 65.4 16.8 15.1 2.8 34.6

피임을 거부하거나 성관계 도중 합의 없이 피임 기구를 제거
하였다

(281) 89.7 7.9 2.4 - 10.3

<표 5-68>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통제 피해 경험(남성)
(단위: %(명))

6) 스토킹

이혼, 별거 이후 스토킹 피해 경험을 3개 문항으로 알아보았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도 나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왔다’가 20.1%로 경험률이 가장 높

았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가족 또는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에

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13.8%,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친구 등 지인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8.8% 순이었다.

성별 경험을 나누어보면, 여성의 경우 응답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가 19.2%, 

응답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가 13.0%, 응답자의 지인에게 연락하거

나 찾아가는 행위가 8.9% 으며, 남성의 경우 응답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 

21.2%, 응답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14.8%, 응답자의 지인에게 연락

하거나 찾아가는 행위 8.7%로, 응답자 본인이나 응답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

는 행위는 여성보다 남성의 피해 경험이 더 많았고, 응답자의 지인으로까지 확 되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 경험이 다소 많았으나 엇비슷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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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행위 (분석 대상수) 없음 있음 계

전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왔다

(281) 79.9 20.1 100.0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가족 또는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281) 86.2 13.8 100.0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친구 등 지인에게 지속적 또
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281) 91.2 8.8 100.0

여성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왔다

(155) 80.8 19.2 100.0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가족 또는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155) 87.0 13.0 100.0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친구 등 지인에게 지속적 또
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155) 91.1 8.9 100.0

남성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왔다

(126) 78.8 21.2 100.0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가족 또는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126) 85.2 14.8 100.0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친구 등 지인에게 지속적 또
는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다

(126) 91.3 8.7 100.0

주: ‘배우자’는 응답자와 이혼 또는 별거한 상  배우자를 의미함

<표 5-69> 이혼, 별거 후 당시 배우자*에 의한 스토킹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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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실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폭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아동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 다. 이번 조사에

서는 조부모, 친족, 등 부모 이외의 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아동에게 가한 폭력의 경험

을 포함하기 위해 기존 조사와 달리 ‘부모’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

자’로 변경하여 질문하 다. 세부 폭력 유형은 정서적 폭력 2개 문항, 신체적 폭력 8개 

문항, 방임 4개로 이전 조사와 동일하게 유지하 고 문항의 표현을 명확히 다듬는 정도

만 수정하 다. 

<표 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아동을 양육하는 응답자가 아동에게 신체

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의 14개 항목 중 하나라도 행사한 적이 있는 경우는 27.6%

로 전체 응답자의 1/4을 넘는 수준이다. 유형별로 정서적 폭력이 24.0%로 가장 많았

으며,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의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가 지난 1년간 자신이 양육하는 아동을 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험은 32.0%이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27.8%, 신체적 폭력 13.5%, 

방임 2.7% 순이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유형별로 정서적 폭력 19.8%, 신체적 폭력 

8.8%, 방임 1.1%이며 14개 항목 중 하나라도 아동에게 행사한 적이 있는 경험은 

22.7% 다. 

지난 1년간 아동에 한 여성 응답자의 가해 경험이 남성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아동에 한 돌봄 역할 수행이 많아 아동과 보내는 시간

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구  분 (분석 대상수)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가해율 계

전체 (2,008) 11.3 24.0 2.0 27.6

여성 (1,060) 13.5 27.8 2.7 32.0

남성 (947) 8.8 19.8 1.1 22.7

주: 분석 상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반올림한 값임

<표 6-1> 지난 1년간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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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력유형별 실태

가. 신체적 폭력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폭력 가해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 6-

2>에 나타난 신체적 폭력으로는,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만 10.8%로 10% 

이상의 경험률을 나타냈고 나머지 유형은 1% 미만이었다.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와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가 각각 0.9%이

고,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와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가 각각 0.8%이며, 이외 ‘고

의로 화상을 입혔다’ 0.4%,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0.4%, ‘목

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 다’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는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가 12.9%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

는 폭력이었으며,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가 1.0%이

다. 이외 항목은 1% 미만의 응답으로,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0.9%, ‘사정

없이 마구 때렸다’ 0.7%,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0.5%,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0.5%,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0.5%,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 다’ 0.4%의 순이었다.

남성 응답자가 응답한 신체적 폭력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유형은 여성 응답자의 

응답 결과와 유사하게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8.3%)’ 다.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여성 0.5%, 남성 1.2%),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여성 0.7%, 남성 1.0%),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여성 0.9%, 남성 0.9%)의 3개 항목에서는 남성의 

가해 경험이 여성보다 높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다른 항목에서 여성의 경험률

이 높게 나타난 것과 조적이다. 아동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부과되는 현실에서 남성

보다 여성이 아동과 보내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행위, 마구 

때리는 행위, 아동을 잡아 던지거나 넘어뜨리는 행위에서는 남성의 가해가 적지 않음

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외 남성의 신체적 폭력으로는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0.9%,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0.4%,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 다’ 0.2%,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 0.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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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2,008) 89.2 10.8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2,008) 99.1 0.9 100.0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2,008) 99.1 0.9 100.0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2,008) 99.2 0.8 100.0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2,008) 99.2 0.8 100.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2,008) 99.7 0.3 100.0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2,008) 99.6 0.4 100.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2,008) 99.6 0.4 100.0

여성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1,060) 87.1 12.9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1,060) 99.0 1.0 100.0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1,060) 99.1 0.9 100.0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1,060) 99.5 0.5 100.0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060) 99.3 0.7 100.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1,060) 99.6 0.4 100.0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1,060) 99.5 0.5 100.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1,060) 99.5 0.5 100.0

남성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를 때렸다 (947) 91.7 8.3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947) 99.1 0.9 100.0

아동을 잡고 던지거나 넘어뜨렸다 (947) 99.1 0.9 100.0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렸다 (947) 98.8 1.2 100.0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947) 99.0 1.0 100.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947) 99.8 0.2 100.0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947) 99.6 0.4 100.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947) 99.8 0.2 100.0

주: 분석 상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반올림한 값임

<표 6-2>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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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적 폭력

<표 6-3>은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한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을 살펴본 것이

다.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정서적 폭력으로는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가 21.8%로 모든 

유형 중 가장 높아, 아동 상 폭력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정서적 폭력 중 하나인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는 9.0%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가 지난 1년간 가족 내 아동에게 행한 정서적 폭력으로는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가 24.6%로 가장 높았으며,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는 11.0% 다.

남성 응답자의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아동에게 행한 정서적 폭력으로 

‘때리겠다고 위협했다’가 18.6%로 가장 많았고,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가 

6.7%로 그 뒤를 이었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2,008) 78.2 21.8 100.0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2,008) 91.0 9.0 100.0

여성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1,060) 75.4 24.6 100.0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060) 89.0 11.0 100.0

남성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947) 81.4 18.6 100.0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947) 93.3 6.7 100.0

주: 분석 상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반올림한 값임

<표 6-3>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폭력 가해 경험
(단위: %(명))

다. 방임

<표 6-4>는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한 방임 가해 경험이다.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았다’가 1.5%로 가장 많았고,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혼자 있게 하 다’ 0.9%,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0.7%, ‘진료

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0.3%의 순이다. 

여성 응답자의 방임의 경우,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았다’와 ‘어른과 함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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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 다’의 응답이 각각 2.0%와 1.3%이고, 이외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0.9%,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0.5% 순이다. 

남성 응답자의 방임의 경우,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았다’ 0.9%,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0.5%,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 다’ 0.3%,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0.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1% 미만의 응답률이었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았다 (2,008) 98.5 1.5 100.0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2,008) 99.7 0.3 100.0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2,008) 99.3 0.7 100.0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

(2,008) 99.1 0.9 100.0

여성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았다 (1,060) 98.0 2.0 100.0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1,060) 99.5 0.5 100.0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1,060) 99.1 0.9 100.0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

(1,060) 98.7 1.3 100.0

남성

식사를 제때 잘 챙겨주지 않았다 (947) 99.1 0.9 100.0

진료가 필요한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947) 99.8 0.2 100.0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947) 99.5 0.5 100.0

어른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게 
하였다

(947) 99.7 0.3 100.0

주: 분석 상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반올림한 값임

<표 6-4>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방임 가해 경험
(단위: %(명))





1. 전체 실태 155

2. 폭력유형별 실태 155

3. 가족원폭력의 가해자 160

Ⅶ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
(만 65세 미만)





Ⅶ.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 155

1. 전체 실태

만 65세 미만 응답자를 상으로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 다. 가족원폭력은 배우자 간 폭력 척도와 동일하게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4개 유형, 22개 폭력 행동을 통해 측정하 으며,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등 배우자 외의 가족원이 응답자에게 이러한 폭력 행동

을 한 적이 있는지에 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 다.

<표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배우자 이외의 가족원에 의해 폭력 피해

를 경험한 비율은 4.7% 다. 이는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중 하나라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을 의미한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율을 폭력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폭력 4.2%, 신체적 폭력 1.9%,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1%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응답자의 경우,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4.5%이고,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4.1%, 신체적 폭력 1.6%,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2%

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가족원으로부터의 폭력 피해율은 4.9%이고,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4.3%, 신체적 폭력 2.3%, 경제적 폭력 0.4% 고, 성적 폭력은 1% 미만

이었다.

구분 (분석 대상수)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계

전체 (7,969) 1.9 0.1 0.4 4.2 4.7

여성 (3,930) 1.6 0.2 0.4 4.1 4.5

남성 (4,039) 2.3 0.0 0.4 4.3 4.9

<표 7-1>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2. 폭력유형별 실태

가. 신체적 폭력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은 1.9%이다. 신체적 

폭력 피해 행동별로 살펴보면(<표 7-2>),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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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1.1%,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1.0% 순이다. 이 외에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

다’와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가 각각 0.3%,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와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 다’가 각각 0.2% 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7,960) 99.0 1.0 100.0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7,960) 98.6 1.4 100.0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7,960) 98.9 1.1 100.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7,960) 99.8 0.2 100.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7,960) 99.8 0.2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7,958) 99.7 0.3 100.0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7,952) 99.7 0.3 100.0

여성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3,924) 99.2 0.8 100.0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3,924) 98.9 1.1 100.0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3,924) 99.2 0.8 100.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3,924) 99.9 0.1 100.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3,924) 99.9 0.1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3,922) 99.7 0.3 100.0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3,916) 99.7 0.3 100.0

남성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던졌다 (4,036) 98.8 1.2 100.0

밀치거나 팔, 어깨, 머리 등을 움켜잡았다 (4,036) 98.3 1.7 100.0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몸을 때렸다 (4,036) 98.6 1.4 100.0

목을 조르거나 코와 입을 막는 등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고의로 화상을 입혔다

(4,036) 99.8 0.2 100.0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4,036) 99.8 0.2 100.0

허리띠, 몽둥이 등 맞으면 다칠 수 있는 물건으로 때렸다 (4,036) 99.7 0.3 100.0

주먹이나 발로 때리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4,036) 99.7 0.3 100.0

<표 7-2>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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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적 폭력

지난 1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은 0.1%이다. 성적 폭력 

피해 행동별로 살펴보면(<표 7-3>), ‘무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 ‘무력은 사용

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 하

다’,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 한 사진, 동 상 등을 나의 동의 없이 올렸다’

가 각각 0.1%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 다’

가 0.2%이고, 이 외의 성적 폭력 행동에 해서는 0.1%의 피해 경험률을 보인 반면, 

남성은 5가지 성적 폭력 행동에 한 피해 경험률이 모두 1% 미만이었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무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 (7,960) 99.9 0.1 100.0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했다

(7,960) 99.9 0.1 100.0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7,960) 99.9 0.1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7,960) 99.9 0.1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을 나의 동의 없이 올렸다

(7,948) 99.9 0.1 100.0

여성

무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 (3,924) 99.9 0.1 100.0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했다

(3,924) 99.9 0.1 100.0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3,924) 99.8 0.2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3,924) 99.9 0.1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을 나의 동의 없이 올렸다

(3,914) 99.9 0.1 100.0

남성

무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했다 (4,036) 100.0 0.0 100.0

<표 7-3>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성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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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적 폭력

지난 1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은 0.4%이다. 경제적 폭력 

피해 행동별로 살펴보면(<표 7-4>),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족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0.3%,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0.2%이었고,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와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가 각각 0.1%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 다’와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

을 내게 떠넘겼다’가 각각 0.2%인 반면, 남성은 이 두 항목에 모두 0.0%의 피해 경험

률을 보 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무력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시도했다

(4,036) 100.0 0.0 100.0

내가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만지기, 키스, 포옹 등)을 
하였다

(4,036) 100.0 0.0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4,036) 100.0 0.0 100.0

나의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
을 나의 동의 없이 올렸다

(4,034) 100.0 0.0 100.0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족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7,959) 99.7 0.3 100.0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7,959) 99.8 0.2 100.0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7,959) 99.9 0.1 100.0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7,948) 99.9 0.1 100.0

여성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족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3,923) 99.7 0.3 100.0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3,923) 99.9 0.1 100.0

<표 7-4>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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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서적 폭력

지난 1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은 4.2%로 다른 폭력 유형

에 비해 높다. 피해 행동별로는(<표 7-5>) 정서적 폭력 행동 중에서도 가족원이 ‘모욕

하거나 욕을 했다’는 응답이 3.7%로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때리려고 위협하 다’ 1.8%, ‘나의 물건을 부쉈다’ 1.1%,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0.7%,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 다’ 0.4%,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0.3% 순이었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3,923) 99.8 0.2 100.0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3,914) 99.8 0.2 100.0

남성

생활비를 부담해야 하는 가족이 일부러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4,036) 99.7 0.3 100.0

나의 재산 또는 나에게 지분이 있는 재산을 동의 없이 
처분했다

(4,036) 99.7 0.3 100.0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였다 (4,036) 100.0 0.0 100.0

나의 돈이나 재산을 빼앗거나 빚을 내게 떠넘겼다 (4,034) 100.0 0.0 100.0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7,960) 96.3 3.7 100.0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7,960) 98.2 1.8 100.0

나의 물건을 부쉈다 (7,960) 98.9 1.1 100.0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7,960) 99.6 0.4 100.0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7,960) 99.7 0.3 100.0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7,951) 99.3 0.7 100.0

여성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3,924) 96.3 3.7 100.0

<표 7-5>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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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족원폭력의 가해자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신체적, 성적, 경제

적, 정서적 폭력의 4개 폭력 유형별로 누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가족원폭력의 가해자

를 모두 선택하도록 조사하 다(<표 7-4>).

전반적으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모두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이 높았고,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의 경우 가족원폭력의 가해자가 형제자매인 비율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 가해자는 부모가 52.1%로 가장 높은 가운데, 형제

자매도 43.7%로 높은 비율을 보 고, 배우자의 부모 7.7%, 자녀 6.6% 다. 성적 폭력 

가해자는 기타 가족원이 가해자인 경우가 38.0%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 형제자매가 

각각 28.8%, 자녀 10.5% 순이었다. 경제적 폭력 가해자는 부모가 72.4%로 가장 높았

고, 형제자매 10.9%, 배우자의 부모 9.5%, 자녀 7.1% 순이었다. 정서적 폭력 가해자는 

부모 57.7%, 형제자매 36.7%, 배우자의 부모 8.3%, 자녀 6.4%, 기타 1.2%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여성은 형제자매(43.2%)와 자녀(9.6%)

가 가해자인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은 반면, 남성은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이 61.9%로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3,924) 98.5 1.5 100.0

나의 물건을 부쉈다 (3,924) 99.2 0.8 100.0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3,924) 99.7 0.3 100.0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3,924) 99.9 0.1 100.0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3,915) 99.4 0.6 100.0

남성

모욕하거나 욕을 했다 (4,036) 96.3 3.7 100.0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4,036) 97.8 2.2 100.0

나의 물건을 부쉈다 (4,036) 98.6 1.4 100.0

내가 아끼는 사람이나 반려동물을 해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였다

(4,036) 99.6 0.4 100.0

내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해, 자살하겠다고 위협했다 (4,036) 99.6 0.4 100.0

잠을 못 자게 괴롭혔다 (4,036) 99.2 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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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자녀가 가해자인 비율이 여성 12.4%, 남성 

2.8%로 여성의 피해율이 높은 반면, 배우자의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은 여성 4.5%, 남성 

9.9%로 남성의 피해율이 높았다. 경제적 폭력의 경우, 여성은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비율이 24.7%인 반면, 남성은 형제자매가 가해자인 비율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

(77.8%)와 배우자의 부모(14.7%)에 의한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구  분 (분석 대상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기타

전체

신체적 폭력 (149) 52.1 6.6 43.7 7.7 -

성적 폭력 (6) 22.8 10.5 28.8 - 38.0

경제적 폭력 (27) 72.4 7.1 10.9 9.5 -

정서적 폭력 (334) 57.7 6.4 36.7 8.3 1.2

여성

신체적 폭력 (59) 53.0 12.4 43.3 4.5 -

성적 폭력 (6) 22.8 10.5 28.8 - 38.0

경제적 폭력 (12) 65.7 6.7 24.7 3.0 -

정서적 폭력 (160) 53.1 9.6 43.2 9.0 -

남성

신체적 폭력 (90) 51.6 2.8 43.9 9.9 -

성적 폭력 - - - - - -

경제적 폭력 (15) 77.8 7.5 - 14.7 -

정서적 폭력 (173) 61.9 3.5 30.7 7.6 2.2

<표 7-6> 지난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원폭력의 가해자(중복응답)
(단위: %(명))





1. 전체 실태 165

2. 폭력유형별 실태 165

3. 주가해자 171

4. 도움 요청 경험 172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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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실태

만 65세 이상 응답자를 상으로 지난 1년간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와 같은 가족

원에 의한 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 다.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은 2016년 조사 문항

과 동일하게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방임의 4개 폭력 유형별 24개 폭력 

행동을 통해 측정하 으며, 노인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주 가해자 및 주 가해자

와의 동거 여부, 도움 요청 여부 및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해 살펴보았다.

<표 8-1>을 보면 지난 1년간 만 65세 이상 응답자가 가족원에 의해 경험한 노인폭력 

피해는 3.8%로, 이는 지난 1년 동안 응답자가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와 같은 

가족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및 방임 피해를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을 

말한다. 폭력 유형별로 노인폭력 피해 실태를 보면, 정서적 폭력이 3.5%로 가장 높았

고, 방임 0.3%, 신체적 폭력 0.2%, 경제적 폭력 0.2%이다. 전반적으로 노인폭력 피해 

경험률은 2016년(7.3%)에 비해 감소하 다.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 실태를 성별로 보면, 여성은 3.8%, 남성은 3.7%로 비슷

한 수준이다. 폭력 유형별로 여성은 정서적 폭력 3.7%, 방임 0.4%, 경제적 폭력 

0.2%, 신체적 폭력 0.1% 순으로 노인폭력 피해를 경험한 반면, 남성은 정서적 폭력 

3.4%, 신체적 폭력 0.4%, 경제적 폭력과 방임 피해 비율이 각각 0.3%이었다.

구분 (분석 대상수)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계

전체 (1,091) 0.2 0.2 3.5 0.3 3.8

여성 (475) 0.1 0.2 3.7 0.4 3.8

남성 (616) 0.4 0.3 3.4 0.3 3.7

<표 8-1>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2. 폭력유형별 실태

가. 신체적 폭력

지난 1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중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0.2%이었다. 행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표 8-2>), 신체적 노인폭력 행동은 총 7개로 ‘머리(채)나 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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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와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가 각각 0.2%의 피해율

을 보 으며,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위(물건 던지기, 부수기 등의 기물파손)

로 하는 행위’가 0.1%로 나타났다. 이외에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위’,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위’에 한 피해 경험

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위로 하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0.1%이고 다른 신체적 노인폭력 피해 경험은 없었으며, 남성은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와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0.4%이고 이 외 다른 신체적 노인폭력 피해 경험은 없었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위(물건던지기, 부수기 등
의 기물파손)로 하는 행위

(1,090) 99.9 0.1 100.0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 (1,090) 100.0 - 100.0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 (1,090) 99.8 0.2 100.0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1,090) 99.8 0.2 100.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1,090) 100.0 - 100.0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위

(1,090) 100.0 - 100.0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1,090) 100.0 - 100.0

여성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위(물건던지기, 부수기 등
의 기물파손)로 하는 행위

(615) 99.9 0.1 100.0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 (615) 100.0 - 100.0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 (615) 100.0 - 100.0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615) 100.0 - 100.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615) 100.0 - 100.0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위

(615) 100.0 - 100.0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615) 100.0 - 100.0

<표 8-2>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의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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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 폭력

지난 1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중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0.2%이었다. 총 4

개의 경제적 노인폭력 행동 중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만 0.2%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여성 0.2%, 남성 0.3%의 피해 경험률을 보

다(<표 8-3>).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남성

화풀이 또는 의사표시를 거친 행위(물건던지기, 부수기 등
의 기물파손)로 하는 행위

(475) 100.0 - 100.0

할퀴거나 꼬집거나 물어뜯는 행위 (475) 100.0 - 100.0

머리(채)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드는 행위 (475) 99.6 0.4 100.0

밀치거나 넘어뜨리는 행위 (475) 99.6 0.4 100.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475) 100.0 - 100.0

도구나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상해 또는 화상을 
입히는 행위

(475) 100.0 - 100.0

방이나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475) 100.0 - 100.0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
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1,090) 100.0 - 100.0

나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
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1,090) 100.0 - 100.0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1,090) 99.8 0.2 100.0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취하는 
행위

(1,090) 100.0 - 100.0

여성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
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615) 100.0 - 100.0

나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
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615) 100.0 - 100.0

<표 8-3>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의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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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서적 폭력

지난 1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중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3.5%로 다른 폭력 

유형에 비해 높은 피해율을 보 다. <표 8-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6개의 정서적 폭력 

행동 중에서도 ‘ 화를 기피하거나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내는 행위(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를 경험한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1.3%, ‘가족

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 1.1%,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0.7%, ‘신체적 기능의 저하

로 인한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는 행위’ 0.3%,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0.1% 순이었다.

정서적 노인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여성이 3.7%, 남성이 3.4%이었다. 여성은 ‘가족

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와 ‘ 화

를 기피하거나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낸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소폭 높았다. 반면 남성은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

록 하는 행위’와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실수를 비난하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615) 99.8 0.2 100.0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취하는 
행위

(615) 100.0 - 100.0

남성

연금, 임대료 등의 소득 또는 저축, 주식 등을 가로채
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475) 100.0 - 100.0

나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임의로 행사하거
나 강제로 명의 변경하는 행위

(475) 100.0 - 100.0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475) 99.7 0.3 100.0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하여 재산을 취하는 
행위

(475) 1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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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
도록 하는 행위

(1,090) 98.7 1.3 100.0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1,090) 99.9 0.1 100.0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

(1,090) 98.9 1.1 100.0

대화를 기피하거나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내는 
행위 (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1,090) 97.8 2.2 100.0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는 
행위

(1,090) 99.7 0.3 100.0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1,090) 99.3 0.7 100.0

여성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
도록 하는 행위

(615) 98.9 1.1 100.0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615) 99.9 0.1 100.0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

(615) 98.6 1.4 100.0

대화를 기피하거나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내는 
행위 (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615) 97.6 2.4 100.0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는 
행위

(615) 99.8 0.2 100.0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615) 99.3 0.7 100.0

남성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
도록 하는 행위

(475) 98.3 1.7 100.0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475) 100.0 - 100.0

가족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가족모임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서 자주 소외시키는 행위

(475) 99.2 0.8 100.0

대화를 기피하거나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는 화내는 
행위 (못 들은 척, 무관심, 침묵, 냉담, 짜증, 불평)

(475) 98.1 1.9 100.0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실수(실변, 실금)를 비난하는 
행위

(475) 99.5 0.5 100.0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475) 99.3 0.7 100.0

<표 8-4>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의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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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임

지난 1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중 방임 피해 경험률은 0.3%이었다. <표 8-5>를 

보면 총 7개의 방임 행동 중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

이 0.3%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와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각각 0.1%이었다. 이 외 4개의 방임 행동을 경험한 비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의 방임 피해 경험 비율이 소폭 높았으며, 특히 

남성은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0.3%이었고 이 외 

다른 방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나타나지 않았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전체

길이나 낯선 장소 등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1,090) 100.0 - 100.0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나를 방치하는 행위 (1,090) 100.0 - 100.0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1,090) 100.0 - 100.0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

(1,090) 99.9 0.1 100.0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1,090) 99.9 0.1 100.0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1,090) 99.7 0.3 100.0

동의 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

(1,090) 100.0 - 100.0

여성

길이나 낯선 장소 등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615) 100.0 - 100.0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나를 방치하는 행위 (615) 100.0 - 100.0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615) 100.0 - 100.0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

(615) 99.8 0.2 100.0

<표 8-5>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의 방임 피해 경험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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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가해자

지난 1년간 가족원으로부터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및 방임 피해 경험이 하나

라도 있었던 응답자를 상으로, 가족 중 주로 누가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주가해자를 

조사하고, 현재 주가해자와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주가해자는 ‘아들, 딸’이 81.7%로 가장 높았고, ‘사위, 며느리’ 11.5%, ‘손자, 손녀’ 

6.9%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노인이 응답한 주가해자는 ‘아들, 딸’ 76.2%, 

‘사위, 며느리’ 19.7%, ‘손자, 손녀’ 4.1%이었으며, 남성 노인이 응답한 주가해자는 ‘아들, 

딸’ 89.3%, ‘손자, 손녀’ 10.7%이었다. 즉, 남성 노인은 폭력의 주가해자가 자녀인 

비율이 높았고, 여성 노인은 사위, 며느리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폭력행위 (분석 대상수) 없다 있다 계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615) 99.8 0.2 100.0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615) 99.6 0.4 100.0

동의 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

(615) 100.0 - 100.0

남성

길이나 낯선 장소 등에 버려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475) 100.0 - 100.0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나를 방치하는 행위 (475) 100.0 - 100.0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

(475) 100.0 - 100.0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 행위

(475) 100.0 - 100.0

필요한 기본생계비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 (475) 100.0 - 100.0

연락 또는 왕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475) 99.7 0.3 100.0

동의 없이 시설에 입소시키거나, 병원에 입원시키고 연락을 
끊는 행위

(475) 100.0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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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계

전체 (42) 81.7 11.5 6.9 100.0

여성 (25) 76.2 19.7 4.1 100.0

남성 (18) 89.3 - 10.7 100.0

<표 8-6> 지난 1년간 노인폭력의 주가해자
(단위: %(명)) 

주가해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5.4%이었다. 주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20.7%, 남성 29.9%로 남성 노인이 가해자와 

현재 동거하고 있는 비율이 여성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구분 (분석 대상수)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계

전체 (42) 24.6 75.4 100.0

여성 (25) 20.7 79.3 100.0

남성 (18) 29.9 70.1 100.0

<표 8-7> 지난 1년간 노인폭력의 주가해자와 동거 여부
(단위: %(명))

4. 도움 요청 경험

지난 1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 다. 그 결과 11.1%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로 살펴보면, 여성 노인의 10.1%, 남성 노인의 12.6%가 노인폭력 피해 시 주위에 도움

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분석 대상수) 있음 없음 계

전체 (42) 11.1 88.9 100.0

여성 (25) 10.1 89.9 100.0

남성 (18) 12.6 87.4 100.0

<표 8-8> 지난 1년간 노인폭력 피해 시 주위에 도움 요청 여부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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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라서’

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이 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20.8%,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9.5%, ‘내가 잘못해서’ 2.5%,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 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내가 잘못해서’가 4.0%,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가 1.7%로 나타났는데, 남성중에는 이 항목에 한 응답자가 없었다. 반면, 남성

은 ‘가족이라서’(68.8%)와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10.6%)라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구분
(분석 

대상수)
가족

이라서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내가 
잘못해서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

계

전체 (36) 66.2 - 2.5 20.8 9.5 1.1 100.0

여성 (22) 64.5 - 4.0 21.0 8.7 1.7 100.0

남성 (14) 68.8 - - 20.6 10.6 - 100.0

<표 8-9> 지난 1년간 노인폭력 피해 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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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응답자 전체를 상으로 가정폭력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모두 11개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 4점 척도로 답하도록 하 다. 2.5

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에 한 허용도가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허용도

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평균은 1.8점으로 가정폭력에 한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보다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더 가까웠다.

문항별로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을 살펴보면(<표 9-1>) ‘배

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가 57.9%로 

가장 높았고, ‘ 부분의 여성은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53.3%, 

‘왜 여성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45.9%로 절

반 내외의 응답자가 여성이 아내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폭력 가해 배우자를 떠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도 23.4%로 4명 중 1명 정도는 동의하는 태도를 보 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18.5%,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17.5%, ‘어릴 때 학 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 

10.4%, ‘화가 너무 나서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9.2%,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7.3%,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6.9%, ‘여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관계를 견뎌야 한다’ 6.1%로, 가정폭력을 가정 문제로 보거나 피해자에게 책임

을 일부 돌리는 태도, 가정폭력의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태도가 여전히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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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계
평균
(표준
편차)

화가 너무 나서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9,053) 55.2 35.6 90.8 9.1 0.1 9.2 100.0
1.5
(0.7)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
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

(9,055) 45.5 31.1 76.6 21.2 2.2 23.4 100.0
1.8
(0.8)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
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

(9,054) 53.0 36.6 89.6 9.6 0.7 10.4 100.0
1.6
(0.7)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족
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9,053) 60.6 32.0 92.7 7.1 0.2 7.3 100.0
1.5
(0.6)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
을 행사할 수도 있다

(9,051) 61.5 31.6 93.1 6.4 0.5 6.9 100.0
1.5
(0.6)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9,048) 19.2 22.9 42.1 38.9 19.0 57.9 100.0
2.4*
(1.0)

왜 여성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
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9,053) 21.1 33.1 54.1 33.7 12.2 45.9 100.0
2.4
(0.9)

대부분의 여성은 진정 원한다면 폭력
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9,050) 20.5 26.2 46.7 40.3 13.0 53.3 100.0
2.5
(1.0)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9,050) 38.9 42.6 81.5 16.7 1.9 18.5 100.0
1.8
(0.8)

여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
적인 관계를 견뎌야 한다

(9,053) 58.8 35.1 93.9 5.7 0.5 6.1 100.0
1.5
(0.6)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9,055) 42.9 39.7 82.5 16.4 1.1 17.5 100.0
1.8
(0.8)

전체 (9,026)
1.8
(0.4)

주: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문항의 평균은 역코딩한 값임

<표 9-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명), 점)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허용도가 낮아져 가정폭력에 한 인식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과 동일한 문항 10개의 응답에서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을 비교해보면, 9개 문항에서 인식이 개선되었다.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에 한 동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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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p 높아졌으며, ‘ 부분의 여성은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

다’는 6.3%p, ‘왜 여성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

다’는 5.4%p 허용도가 낮아졌다. 10개 문항 중 허용도가 높아진 문항은 1개로, ‘어릴 

때 학 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만 0.7%p 높아졌다.

성별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9-2>, <표 9-3>에 나타난 성별 응답을 살펴보면, 

평균은 여성 1.8, 남성 1.9점으로 0.1점 차이 고, 여성 응답자의 표준편차가 0.4로 남성 

0.5보다 다소 적었다. 각 문항에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한 비율에서도 

체로 여성과 남성의 응답이 비슷하 으나, 몇 개의 문항은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여성 

60.1%, 남성 55.7%로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의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여성의 동의 

정도가 좀 더 높았다. ‘왜 여성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

기 어렵다’는 응답은 여성 47.1%, 남성 44.6%로 여성의 동의의 정도가 좀 더 높았고,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남성 25.5%, 여성 21.3%,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성 19.0%, 여성 16.0%,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남성 20.0%, 여성 17.1%, ‘어릴 때 학 를 당한 

사람이 가정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 남성 11.5%, 여성 9.3%로 남성의 동의 

정도가 다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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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계
평균
(표준
편차)

화가 너무 나서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4,543) 56.7 34.2 90.8 9.0 0.1 9.2 100.0
1.5
(0.7)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
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

(4,545) 48.1 30.6 78.7 19.4 1.9 21.3 100.0
1.8
(0.8)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
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

(4,544) 55.4 35.3 90.7 8.6 0.7 9.3 100.0
1.5
(0.7)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4,544) 62.0 30.3 92.3 7.5 0.3 7.7 100.0
1.5
(0.6)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
을 행사할 수도 있다

(4,544) 63.0 29.6 92.6 6.8 0.5 7.4 100.0
1.4
(0.6)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4,542) 18.6 21.4 39.9 38.1 22.0 60.1 100.0
2.4*
(1.0)

왜 여성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
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
하기 어렵다

(4,544) 20.8 32.0 52.9 32.8 14.3 47.1 100.0
2.4
(1.0)

대부분의 여성은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4,545) 20.4 26.0 46.4 38.7 14.9 53.6 100.0
2.5
(1.0)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4,545) 40.6 42.3 82.9 15.1 1.9 17.1 100.0
1.8
(0.8)

여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관계를 견뎌야 한다

(4,545) 61.4 32.2 93.6 5.7 0.7 6.4 100.0
1.5
(0.6)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4,545) 45.0 39.0 84.0 15.0 1.0 16.0 100.0
1.7
(0.7)

전체 (4,537)
1.8
(0.4)

주: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문항의 평균은 역코딩한 값임

<표 9-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여성)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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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계
평균
(표준
편차)

화가 너무 나서 순간 통제력을 
잃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4,510) 53.7 37.0 90.7 9.2 0.1 9.3 100.0
1.6
(0.7)

가정폭력을 한 후 진심으로 후회
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

(4,510) 42.9 31.6 74.5 23.0 2.5 25.5 100.0
1.9
(0.9)

어릴 때 학대를 당한 사람이 가정
폭력을 하는 경우는 용서할 수 
있다

(4,510) 50.6 37.9 88.5 10.7 0.8 11.5 100.0
1.6
(0.7)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4,509) 59.3 33.8 93.1 6.7 0.2 6.9 100.0
1.5
(0.6)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
을 행사할 수도 있다

(4,507) 60.0 33.7 93.6 5.9 0.4 6.4 100.0
1.5
(0.6)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4,506) 19.8 24.5 44.3 39.7 16.0 55.7 100.0
2.5*
(1.0)

왜 여성이 폭력행동을 하는 배
우자 곁을 떠나지 않는지 이해
하기 어렵다

(4,509) 21.3 34.1 55.4 34.6 10.1 44.6 100.0
2.3
(0.9)

대부분의 여성은 진정 원한다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4,506) 20.5 26.4 46.9 42.0 11.1 53.1 100.0
2.4
(0.9)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다

(4,505) 37.1 42.9 80.0 18.2 1.8 20.0 100.0
1.8
(0.8)

여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적인 관계를 견뎌야 한다

(4,509) 56.1 38.0 94.1 5.6 0.2 5.9 100.0
1.5
(0.6)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4,510) 40.8 40.3 81.0 17.8 1.2 19.0 100.0
1.8
(0.8)

전체 (4,489)
1.9
(0.5)

주: ‘배우자가 폭력행동을 할 경우, 그 배우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문항의 평균은 역코딩한 값임

<표 9-3>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남성)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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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에 한 신고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웃의 아동학  또는 부부 간 폭력

을 목격했을 때 신고에 한 인식을 4점 척도로 조사하 다. 그 결과 <표 9-4>와 같이 

‘이웃의 아동학 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의 응답 평균은 3.4점,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의 응답 평균은 3.2점으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로는 아동학  목격 시 신고에 해서는 94.7%가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 으며, 부부 간 폭력 목격 시 신고에 해서는 88.3%가 ‘그런 편

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 간 

폭력보다는 아동학 에 더 엄격한 태도를 보 다.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9,057) 0.9 4.4 52.5 42.2 100.0 3.4(0.6)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9,057) 1.4 10.3 56.0 32.3 100.0 3.2(0.7)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9,057) 3.3(0.6)

여성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4,546) 0.9 4.2 51.8 43.1 100.0 3.4(0.6)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4,546) 1.5 9.9 54.4 34.2 100.0 3.2(0.7)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4,546) 3.3(0.6)

남성

이웃의 아동학대를 목격하면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4,512) 0.9 4.7 53.1 41.2 100.0 3.3(0.6)

이웃의 부부간 폭력을 목격하면 신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4,512) 1.3 10.7 57.5 30.4 100.0 3.2(0.7)

전체문항 평균(표준편차) (4,512) 3.3(0.6)

<표 9-4> 가정폭력 목격 시 신고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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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및 정책 욕구

가.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가정폭력 관련 법이나 제도에 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법, 제도 8개 문항의 인지도를 조사하 다. 그 결과는 <표 9-5>와 같이 전반적으

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다. 2016년 실태조사와 동일한 문항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이번 조사에서 2016년에 비하여 인지도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90.3%가 

그렇다고 답하 으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 학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90.3%(2016년 83.5%)가 동의하 다. 그 다음으로

는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그렇다’는 답변이 85.8%(2016년 62.1%),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83.5%(2016년 57.5%), ‘가정폭력

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는 

81.8%,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80.1%(2016년 52.5%),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에 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79.5%(2016년 65.3%), ‘가정폭력 신고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경찰은 현장

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74.9% 다. 다만 신고자에 한 비밀 보장, 경찰의 강제 

현장 진입은 인지도가 80% 미만으로, 상 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홍보 확 가 요청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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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여성 남성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 학대 포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90.3 90.5 90.0

가정폭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 79.5 79.2 79.7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80.1 79.7 80.5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 83.5 83.7 83.3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으로 신고할 수 있다

85.8 86.4 85.2

가정폭력 신고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경찰은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

74.9 74.7 75.1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

81.8 81.4 82.1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90.3 90.7 89.9

<표 9-5>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제도 인지 여부
(단위: %)

나. 관련 지원기관 인지 여부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지원기관 목록과 함께 각 기관에 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 다. 응답 결과는 <표 9-

6>과 같다. 2016년 실태조사에 비하면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

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아동･노인학  긴급신고 

112의 인지율은 상승하 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지율은 낮아

졌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상담소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9%(2016년 72.8%)

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  긴급신고 112가 65.1%(2016년 57.9%),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9.7%(2016년 61.5%),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공동생

활가정(그룹홈)이 58.2%(2016년 51.6%), 노인보호전문기관이 48.6%(2016년 55.3%), 

여성긴급전화 1366이 43.3%(2016년 36.5%) 다. 여성과 남성의 인지도는 비슷한 수준

이었으나 여성의 인지율이 조금 더 높았고,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은 남성의 인지율

이 39.6%로 여성에 비하여 7.3%p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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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여성 남성

가정폭력 상담소 74.9 76.2 73.7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58.2 60.3 56.2

1366 43.3 46.9 39.6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대 긴급신고 112(24시간 운영) 65.1 66.3 63.8

아동보호전문기관 59.7 60.8 58.6

노인보호전문기관 48.6 50.2 46.9

<표 9-6> 가정폭력 관련 지원기관 인지율
(단위: %)

다.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의 필요성

응답자 전체를 상으로, 가정폭력 관련 정책들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4점 척도로 조사하 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가 1점, ‘매우 

필요하다’가 4점이다. 8개 문항 각각의 평균은 3.4~3.6점으로 ‘필요한 편이다’와 ‘매우 

필요하다’의 중간 정도이다. 모든 문항에서 95% 이상이 ‘필요한 편이다’ 또는 ‘매우 필요

하다’고 답하여 체로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하 다고 볼 수 있으며, 문항

별 편차도 적었다. 8개 문항 중에서 평균이 3.6점으로 비교적 높았던 문항은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한 법적 조치 강화’ 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9,056) 0.3 2.2 35.7 61.9 100.0
3.6
(0.5)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9,058) 0.3 2.7 37.3 59.7 100.0
3.6
(0.6)

상담, 교육 등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9,056) 0.2 2.0 43.2 54.6 100.0
3.5
(0.5)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경찰의 지속
적 사례 관리

(9,058) 0.3 2.8 42.5 54.4 100.0
3.5
(0.6)

<표 9-7>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관련 정책의 필요성
(단위: %(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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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대상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계
평균
(표준 
편차)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9,058) 0.3 2.7 43.8 53.3 100.0
3.5
(0.6)

지역사회, 직장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9,057) 0.4 3.1 43.3 53.2 100.0
3.5
(0.6)

성평등 의식교육 (9,058) 0.4 4.0 44.5 51.1 100.0
3.5
(0.6)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9,058) 0.7 3.4 50.9 45.0 100.0
3.4
(0.6)

여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4,544) 0.3 2.5 34.2 63.1 100.0
3.6
(0.6)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4,544) 0.4 2.5 35.5 61.6 100.0
3.6
(0.6)

상담, 교육 등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4,543) 0.2 2.1 41.3 56.5 100.0
3.5
(0.5)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경찰의 지속
적 사례 관리

(4,544) 0.3 3.1 40.5 56.1 100.0
3.5
(0.6)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4,544) 0.3 2.3 42.8 54.5 100.0
3.5
(0.6)

지역사회, 직장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4,542) 0.4 3.4 40.9 55.4 100.0
3.5
(0.6)

성평등 의식교육 (4,544) 0.4 3.8 42.5 53.3 100.0
3.5
(0.6)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4,544) 0.6 3.3 49.2 47.0 100.0
3.4
(0.6)

남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4,512) 0.3 1.9 37.2 60.6 100.0
3.6
(0.5)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4,514) 0.3 2.8 39.2 57.7 100.0
3.5
(0.6)

상담, 교육 등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4,513) 0.2 1.9 45.1 52.8 100.0
3.5
(0.5)

가정폭력 발생 가정에 대한 경찰의 지속
적 사례 관리

(4,514) 0.3 2.5 44.5 52.7 100.0
3.5
(0.6)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4,514) 0.2 3.0 44.8 52.0 100.0
3.5
(0.6)

지역사회, 직장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4,514) 0.4 2.8 45.8 51.0 100.0
3.5
(0.6)

성평등 의식교육 (4,514) 0.5 4.1 46.6 48.8 100.0
3.4
(0.6)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 (4,514) 0.7 3.6 52.6 43.0 100.0
3.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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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결과 요약

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1)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만 19세 이상 유배우(사실혼 포함) 응답자의,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9%, 남성 1.3% 으며, 4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10.9%, 남성 6.6% 고, 5

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은 여성 28.9%, 남성 

26.0% 다.

폭력 유형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통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는 정서

적 폭력 피해 경험률이 높았다. 그 다음은 여성의 경우 성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

적 폭력 순이었고, 남성은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폭력 피해 경험에서 여성의 경험률이 남성보다 약 5배 정도 높아, 여성의 배우자

에 의한 폭력 피해에서 성적 폭력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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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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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폭력유형별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 폭력 척도에 13개 문항을 추가하 다. 따라서 2016년 피해

율과의 비교를 위해 2019년에 추가된 문항을 제외하고 2016년과 같은 문항의 응답

만으로 피해율을 산출한 뒤 2016년 피해율과 비교하 다. 2016년 문항을 기준으로 

2016년과 2019년의 성별 피해율을 비교해보면, 배우자에 의한 여성의 4개 유형 폭력 

피해율은 2016년 12.1%에서 2019년 10.3%로, 남성의 피해율은 2016년 8.6%에서 

2019년 6.2%로 감소하 다. 

폭력 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피해율이 감소하 으나 여성은 성적 폭력 피해 경험률

이 높아졌고 남성의 경제적 폭력 피해 경험률은 변동이 없었다. 여성의 폭력 유형별 피해

율의 증감을 보면, 통제 5.8%p, 정서적 폭력 2.4%p, 신체적 폭력 및 경제적 폭력에서 

1.2%p 감소한 반면 성적 폭력은 1.1%p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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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년과 동일성이 유지된 문항의 경험률만을 산출한 것임

[그림 10-3] 배우자에 의한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 추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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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년과 동일성이 유지된 문항의 경험률만을 산출한 것임

[그림 10-4] 배우자에 의한 지난 1년간 폭력 피해 경험 추이(남성)

여성의 임신 기간의 폭력 피해를 살펴본 결과, 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고 임신 경험도 있었던 피해자 중에서 26.9%는 임신 기간에도 피해를 

겪었다.

 

있었다
26.9

없었다
73.1

%

(단위: %, n=220)

[그림 10-5]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자의 임신 기간 피해 경험

임신 전부터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 피해가 시작된 여성 중에서 임신 기간에도 피해

를 경험한 경우가 62.8%, 임신 기간에는 폭력이 중단된 경우가 37.2% 다. 임신 기간

에 피해를 경험한 62.8% 중에서 52.3%는 임신 기간의 피해가 임신 전보다 덜했다고 

답하 으나, 나머지 10.5%는 임신 중에도 피해의 정도가 비슷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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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임신 전부터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임신 기간 피해 유무

[그림 10-7] 임신 전부터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 
여성의 임신 기간 피해 정도

2)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영향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경우 여성은 

7.4%, 남성은 3.3%가 신체적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었다. 신체적 상처를 입은 응답자 

중에서 여성의 46.6%, 남성의 23.9%는 신체적 상처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있었고, 여성의 8.6%는 매번 병원에 갔지만 남성은 모두 ‘병원에 가지 않은 적도 있다’

고 답했다.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중복응답)로는 상처가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하지 않았

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병원에 가지 않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63.5%가 이와 같은 

이유를 선택한 반면 남성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를 선택함으로써,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이 있더라도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 경험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심각한 편’과 ‘매우 심각한 편’을 합산한 값을 성별로 비교해

보면, ‘배우자에 한 적 감, 분노’는 여성 18.4%, 남성 14.5%, ‘무력감, 자존감 하락’

은 여성 16.0%, 남성 14.1%, ‘계속 당시의 생각이 남’은 여성 14.3%, 남성 9.1%, ‘매

사에 우울, 불안’은 여성 10.1%, 남성 6.8% 등으로 나타나, 피해자가 가해 배우자에 

한 적 감, 분노, 피해자 자신의 무력감, 자존감 하락 등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응답자 중에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은 여성 7.1%, 남성 8.8% 고, 병원치료 경험은 여성 4.9%, 남성 6.1% 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으로 경제활동에 향을 

받은 경험으로는 여성의 8.6%, 남성의 7.7%가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다고 답하 다. 

폭력 유형 중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과 경제활동에의 향 간의 관계를 보면, 

임신 중에도 
비슷했다
10.5

임신 중에는 
덜했다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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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던 여성 중 32.7%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로 경제활

동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n=53) 신체적 폭력 피해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부정적인 향을 줄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었던 응답자가 경험한 

향으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부분 업무 능률 하락을 꼽았다. 그 외의 응답으로는 여성

의 경우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거나(29.2%) 실제로 일을 그만두는

(15.3%) 등 폭력 피해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험이 비교적 높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신뢰 상실도 28.7% 다.

3)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대응

배우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별다른 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는 45.6%로, 절반 이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응 행동을 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에게 맞 응한 경우가 43.1%로 가장 많았고,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간 

경우는 12.5% 으며, 주위에 도움을 청한 경우는 1.0%로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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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대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배우자에게 맞대응했다

자리를 피하거나 집밖으로 도망갔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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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45.6

(단위: %, n=509)

[그림 10-8] 배우자의 폭력 행동에 대한 대응(중복응답)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이후, 경찰,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기타 상자에게 각기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의 85.7%(여성 80.3%, 남성 94.2%)는 도움을 청한 적이 전혀 없었다. 

도움을 청한 적이 있는 응답자가 도움을 청한 상은 ‘가족이나 친척’이 7.2%, ‘이웃

이나 친구’가 3.6%, ‘경찰’이 2.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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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여성은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등 사적 관계를 통한 도움 요청 경험

이 공적 지원체계의 이용 경험보다 더 많은 편이었고, 남성은 가족이나 친척, 경찰 순

으로 도움을 청한 경험이 있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자 중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도움을 청한 경험은 0.4%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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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9] 폭력 경험 이후 각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성의 경우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50.9%,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48.8%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들을 

생각해서’ 26.0%, ‘신고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20.9%,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10.2% 등이었다. 남성은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66.7%로 가장 

많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그 다음으로 46.9% 다. 뒤이어 ‘신고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24.9%, ‘자녀들을 생각해서’ 21.2%,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서’ 8.6%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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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0] 폭력 발생 이후 경찰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 관련 지원 기관에 도움

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성은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51.9%로 

가장 많았고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가 44.4%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

서’ 39.4% 등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60.0%

으며 ‘부부간에 알아서 해결할 일인 것 같아서’ 53.6%,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46.3%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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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1] 폭력 발생 이후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4) 이혼･별거 전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이혼･별거 응답자를 상으로 이혼･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

적 폭력 및 통제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유배우 응답자에 비하여 피해 경험률이 상당

히 높았다.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8.8%, 남성 45.1% 으며, 통제를 포함한 

5개 유형(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및 통제) 폭력 피해율은 여성 86.0%, 남성 

80.9% 다.

폭력 유형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통제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 순이었다.



Ⅹ. 요약 및 시사점 197

0

20

40

60

80

100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 5개 유형 폭력 피해율

45.1

80.9

58.8

86.0

여성 (n=155)

남성 (n=122)

(단위: %)

[그림 10-12] 이혼, 별거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이혼, 별거 이후는 이혼, 별거 전보다는 피해 경험률이 낮아졌지만 이혼, 별거 ‘후’의 

피해 경험을 동거 중인 유배우 응답자의 ‘평생’ 피해 경험과 비교해보더라도, 여성의 경우 

이혼, 별거 응답자가 유배우 응답자에 비해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의 피해 경험률

이 더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는 이혼, 별거 응답자가 유배우 응답자에 비해 신체적, 

경제적 폭력의 피해 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혼, 별거 응답자의 당시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과 유배우자의 현 배우

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률을 비교해본 결과, 이혼, 별거 응답자의 평생 피해 

경험률이 훨씬 높았다. 아래 그림에 나타나는 것처럼, 유배우자 여성의 평생 피해율이 

20.7%인 데 비하여 이혼, 별거 응답자 여성의 평생 피해율은 78.4%에 달하 으며, 남성

의 경우도 유배우자의 평생 피해율은 13.9%이나, 이혼, 별거 응답자의 평생 피해율은 

63.8%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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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3] 유배우자와 이혼, 별거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 
비교(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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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4] 유배우자와 이혼, 별거 응답자의 배우자에 의한 평생 폭력 피해 경험 
비교(남성)

최근 연인 간의 이별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별폭력은 혼인 관계가 

아닌 데이트 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 결과는 이혼, 별거 중인 

집단의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별폭력에도 주목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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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폭력 가해 경험

지난 1년간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응답자를 상으로 아동에 해 신체

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의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자 중 27.6%는 아동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여성 응답자의 지난 1년간 

아동폭력 가해 경험이 32.0%로 남성의 가해 경험 22.7%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이에 

해서는 가족 내에서 여성이 주로 아동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힌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이 24.0%로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폭력 11.3%, 방임 2.0%

로 조사되었다. 14개의 세부유형 중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폭력유형은 정서적 폭력

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21.8% 고, 신체적 폭력 유형인 ‘손바닥으로 뺨이나 머리

를 때렸다’와 정서적 폭력의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의 응답이 각각 10.8%와 

9.0%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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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5] 지난 1년간 양육자의 아동에 대한 폭력 가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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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원폭력 피해 경험(만 65세 미만)

만 65세 미만 응답자를 상으로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신체적, 성

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족원에 의해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4.7%이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4.2%, 신체적 폭력 1.9%, 경제적 

폭력 0.4%, 성적 폭력 0.1% 순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정서적 폭력 피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의 가해자를 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성적 폭력을 제외

한 나머지 3개 폭력 유형에서는 부모가 가해자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즉, 부모가 가해

자인 비율은, 정서적 폭력 57.7%, 신체적 폭력 52.1%, 성적 폭력 22.8%, 경제적 폭력 

72.4%이었고, 성적 폭력의 경우에만 기타 가족원이 가해자인 비율이 38.0%로 가장 높

았다.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와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를 비교해보면, 신체

적 폭력의 경우 여성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이 2.1%, 가족원에 의한 폭력이 

1.6%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이 더 높았지만, 남성은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이 0.9%, 가족원에 의한 폭력 경험이 2.3%로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률이 

더 낮았다.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에 의한 피해 

경험률이 가족원에 의한 피해 경험률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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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6] 지난 1년간 배우자 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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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인폭력 피해 경험(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응답자를 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녀로부터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폭력 피해 및 방임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가족원에 의해 노인

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3.8%이었다. 폭력 유형별로는 정서적 폭력 3.5%, 방임 

0.3%,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각각 0.2%로 나타났다.

노인폭력의 주가해자는 아들, 딸이 8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위, 며느리 

11.5%, 손자, 손녀 6.9% 순이었다. 주가해자와 현재 동거하고 있는 비율은 24.6%이었

으며,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은 남성 노인(29.9%)이 여성 노인(20.7%)보다 높았다. 

가족원으로부터 노인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전체 피해

자의 11.1%이었다(여성 10.1%, 남성 12.6%).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라서’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20.8%, ‘그 순간만 넘기면 되어서’ 9.5%, ‘내가 잘못해서’ 

2.5%,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 1.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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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7] 지난 1년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에 대한 폭력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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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폭력 및 관련 법･제도 인식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응답자 전체를 상으로 가정폭력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에 한 허용

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4점 척도 평균 1.8점)이었으며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허용도가 낮아졌다. 그러나 여성이 아내폭력에서 스스

로 벗어날 수 있고 가해자를 떠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데 한 동의 정도는 

략 절반 내외로 낮지 않은 수준이었고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보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 또한 여전히 나타났다. 

2)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

이웃의 아동학  또는 부부 간 폭력을 목격했을 때 신고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4점 척도에서 아동학  목격 시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응답 평균은 3.4점, 부부간 

폭력 목격 시 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응답 평균은 3.2점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

이 높은 편이었으며, 부부 간 폭력보다는 아동학 에 다소 엄격한 태도가 나타났다.

3)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 여부

응답자들의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인지도를 8개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016년 조사와 동일한 5개 문항의 응답을 비교해보더라도 

인지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아동 및 노인 학  포

함)을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90.3%가 그렇다고 답하 으며(2016년 

83.5%),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90.3%로 인지도가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력

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에 ‘그렇다’는 답변이 85.8% 

(2016년 62.1%),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

니다’는 83.5%(2016년 57.5%),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 경찰은 가해

자를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다’는 81.8%, ‘가정폭력으로 신고된다 하더라도 반드

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80.1%(2016년 52.5%)로 부분의 문항에서 80% 

이상의 인지율을 보 다. 다만 ‘가정폭력 신고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경찰

은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74.9%로 인지도가 가장 낮았고 ‘가정폭력을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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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해서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79.5%로 2016년 65.3%에 비하여 상당히 향상되기

는 하 으나 다른 항목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경찰의 강제 진입 권한 및 신고자 비밀

보장에 한 정보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지원 기관 인지 여부

가정폭력 발생 시 지원 기관에 한 응답자들의 인지도를 알아보았다. 가정폭력 상담

소의 인지도가 74.9%(2016년 72.8%)로 가장 높았고, 가정폭력, 아동 및 노인학  긴급

신고 112가 65.1%(2016년 57.9%),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9.7%(2016년 61.5%),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 58.2%(2016년 51.6%), 노인보호전문기관

이 48.6%(2016년 55.3%), 여성긴급전화 1366이 43.3%(2016년 36.5%) 다. 전반적

으로 2016년 조사 결과에 비하여 인지율이 상승하 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인지율은 하락하 다.

5)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응답자 전체를 상으로 가정폭력 감소를 위해 관련 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지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8개 문항 평균은 3.4~3.6점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분포에서도 모든 문항에서 95%이상이 ‘필요한 편’ 또는 

‘매우 필요한 편’을 선택하여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체로 높게 평가하 다. 필요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문항은 ‘학교에서 아동기부터 폭력 예방교육’, ‘가해자에 한 법적 

조치 강화’로 평균 3.6점이었으며, ‘가정폭력 관련 법 및 지원 서비스 홍보’, ‘지역사회, 

직장 등 접근이 쉬운 곳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평등 의식교육’, ‘가정폭력 발생 가정

에 한 경찰의 지속적 사례 관리’, ‘상담, 교육 등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각각 

3.5점,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이 3.4점으로 나타나, 폭력 예방교육 및 가해자

에 한 제재 강화의 요구가 조금 더 높았다.



204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2. 시사점

가. 가정폭력 발생 특성

2019년 실태조사 결과, 2016년에 비하여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 으나 여성의 성적 폭력 피해 경험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 정서

적 폭력, 통제 피해율은 여성과 남성 모두 감소하 으며 남성의 성적 폭력 피해율이 

감소하 고, 남성의 경제적 폭력 피해율은 변화가 없었다.

성적 폭력 피해의 경우 여성의 피해 경험률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았다. 여성의 성적 

폭력 피해는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유일하게 피해 경험률이 높아진 유형이다. 

이는 실제로 지난 3년간 아내에 한 성적 폭력이 증가하 거나, 최근 미투 운동 등의 

향으로 성폭력에 한 여성의 인식이 확 된 결과일 수 있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의 해석에서는 여성의 피해와 남성의 피해 사이에 질적 차이

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간 정서적 폭력 및 통제를 포함한 폭력 피해율

은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여성 5.9%, 남성 1.3%로 여성의 피해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가해 경험은 여성보다 

남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 폭력 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아내에 한 가해

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며, 가해 이유로서 상 방의 폭력으로부터 응답자 자신이나 응답

자가 아끼는 사람, 동물,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항폭력 경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4배가량 높아, 여성의 가해 경험에는 실제로 가해라기보다는 방어에 해당하는 행동이 

남성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폭력 피해율 집계에서는 각 폭력 유형에 속하는 한 가지 행동에서 단 한 번의 경험만 

있더라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경험하는 폭력의 경중이나 삶

에 끼치는 향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폭력의 향을 살펴보면 경험의 성별 

차이가 드러난다. 

통제 피해에서 여성과 남성의 피해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통제의 향을 비교

해보면, 배우자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고 느꼈던 경험(‘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산한 값)은 남성(3.0%)보다 여성(5.3%)이 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 경험자 중에서 그와 같은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를 입은 비율은 여성 7.4%, 남성 3.3% 으며, 상처를 입은 횟수에서도 

남성은 3.3%모두 1~2회라고 답한 반면, 여성은 3~5회(1.8%) 또는 6회 이상(0.9%)의 

피해도 나타났다. 신체적 상처로 의약품을 구입한 경험은 배우자의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Ⅹ. 요약 및 시사점 205

신체적 상처를 입은 여성의 46.6%, 남성의 23.9%에서 나타났으며, 신체적 상처를 입

은 남성은 모두 병원에 가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여성은 8.6%가 매번 병원에 갔다고 답

했다. 또한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로, 상처가 병원에 갈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응답

은 병원에 가지 않은 경험이 있는 여성의 63.5%인 반면, 남성은 100.0% 다. 즉 신체

적/성적 폭력을 경험했더라도 남성은 상처를 입은 횟수가 더 적고 병원에 갈 만큼 심각

한 수준의 상처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폭력 피해에 한 응에서

도 별다른 응을 하지 않은 이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분석하면 남성은 

여성과 달리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 다.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경제활동상의 향에서도 여성은 단지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일을 그만두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실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 신뢰 상실을 경험하는 등의 향을 받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폭력 피해의 성별 차이를 보여준다.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에서 여성의 피해는 남성에 비하여 더 심각하며 피해의 향에서도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폭력 피해가 있을 때 ‘별다른 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의 경험률은 남성(43.6%)보다 여성(48.3%)이 더 높아, 피해아내의 응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의 임신 기간의 폭력 피해를 살펴보았다. 임신 전에 폭력이 시작

되었던 경우 부분은 임신 기간에 폭력이 덜해졌거나 중단되었다고 답하 고, 더 심해

진 경우는 없었다. 이는 임신이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현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성적 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으로서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4명 중 1명 이상인 26.9%가 임신 기간

에도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이혼, 별거 응답자의 폭력 피해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이 필요한 지점

이다. 이혼, 별거 응답자는 이혼, 별거 전에 높은 수준의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

적 폭력과 통제를 경험하 으며 이혼, 별거로 헤어진 이후에도 동거중인 유배우자보다 

훨씬 높은 피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에서의 이별폭력 문제에 응할 필요

가 있겠다.

13) World Health Organization(2005)에 따르면 10개국 15개 지역에서 신체적 폭력 피해 경험
이 있고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8~44%가 임신 기간에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
다. 이 다국가 비교 조사는 폭력 가해자를 현 배우자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실태조
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분의 가해자는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이며 당시 동거중
인 사람이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16~17)



206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노인에 한 폭력 피해 경험은 2016년 조사 결과에 비하여 모든 폭력 유형에서 피해 

경험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증가하여 피해노인

의 응력이 과거에 비하여 다소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도움 요청 비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성역할 태도에서는 이전 조사와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정폭력에 한 

인식은 이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에 한 정책적 

응 강화, 가정폭력을 비롯한 젠더폭력 예방교육의 확 와 가정폭력 예방 관련 홍보의 

강화, 인권 교육 확  등이 가정폭력에 한 사회적 인식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가 잔존하고 있고, 피해여성이 진정 원한다면 가해자를 떠날 수 있을 것이

고 떠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절반 정도로 나타나 가정폭력에 머무르

고 있는 피해자에 한 비난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나. 주요 정책 과제

1)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상실 예방 방안 마련

조사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차단하는 유형의 통제 피해가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의 결과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향을 끼치는 문제도 발견할 수 있었

다. 특히 피해여성이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향은 단순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

을 넘어 직장을 잃게 되거나 직장 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뉴질랜드, 미국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이미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장을 잃지 않고 필요

한 지원을 받도록 하며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를 법정책적 차원에서 마련

하여 시행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연간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근무장소,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의 긴급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2개월간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하는 ｢피해자보호법(Victims’ Protection Act)｣이 2019년 4월 시행되었으며,14) 

필라델피아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치료, 지원 기관의 지원, 상담, 법적 지원, 이사 등 안전 책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간 최  4주,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간 최  8주의 

14) 코리아 리뷰, “가정폭력 피해자, 유급휴가 연간 10일 받게 된다”, 2019.4.11.,
https://www.koreareview.co.nz/single-post/2019/04/11/가정폭력-피해자-유급휴가-
연간-10일-받게-된다 (최종검색일: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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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또는 근무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의 권리를 직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한다.15)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20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하 다.16) 여성의 경제적 능력 

약화 또는 상실은 배우자 간 권력관계의 불균형은 강화하는 반면 피해자의 폭력에 한 

응력을 약화시키고, 폭력 발생 이후 경찰 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 응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직장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업을 포기하는 일을 예방할 필요

가 있다.

2)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가정폭력의 발견과 대응 강화

조사 결과, 임신 기간에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처음 시작되거나, 임신 기간 전에 시작

된 폭력이 임신 기간에도 지속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구･경북 지역 

산부인과 병원 3곳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임신부 34%가 임신 기간에 친밀한 파트너

에 의해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Lee E. et al., 

2018). 

임신이 배우자에 한 여성의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정상가족’ 유지의 책임감을 느끼

도록 하여 폭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임신 기간의 폭력

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재생산 건강과 태아의 생명, 건강을 위협한다는 점 등

을 감안하면, 임신 기간의 폭력 피해 경험에 관심을 갖고 임신 기간의 폭력 문제에 응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5) Philadelphia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한 무급휴가
의 권리”,
https://www.phila.gov/HumanRelations/PDF/DomesticSexualViolenceLeavePoster
_Korean.pdf (최종검색일: 2019.12.31.)

16) 정춘숙 의원이 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 출석,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사용
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윤후덕 의원이 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병원 치료, 상담소 이용, 수사기관의 
조사, 거주지 이전 등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
휴가 외에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5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춘숙의원 표발
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1746, 제안일 2018.2.2.; 윤후덕의원 표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2498, 제안일 
201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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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스스로 피해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보건의료체계에서 임신 기간을 비롯

하여 가정폭력 피해를 발견하고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

에서도 응급의료기관을 상으로 환자의 가정폭력 피해를 식별하고 응하기 위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응급의료기관뿐 아니라 산부

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의사, 간호사, 직원 등이 가정폭력 피해를 발견하고 

응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 보수교육, 의과 학 

교육 등에 이와 같은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가해자 법적 조치 강화

가정폭력에 한 허용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필요성 문항에서 

가해자에 한 법적 조치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에 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폭력에 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 가정구성원 간에 발생한 폭력

을 가볍게 처리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고 가정폭력에서 수사기관의 권한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내에서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가해

자에 한 제재 권한조차 실무에서는 아직 충분히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 경찰은 가정

폭력 가해자에 한 제재 조치를 ‘가정에 개입하는 일’로 인식하고, 개입에 한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폭력의 심각성

이나 위험 정도, 재발 가능성과 같은 요인만을 고려하여 경찰에게 의사를 표현하는 것

이 아니다. 폭력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이유에는 자녀들에 한 고려, 경찰이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신고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고 후 보복이 우려될 경우 경찰

이 보복을 막아줄 것으로 기 할 수 없다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찰

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기도 한다. 신고 후 경찰이 묻는 ‘피해자의 의사’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게 된다. 결국 피해자의 표면적 의사에 의존한 사건 처리는 가해

자에 한 마땅한 제재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포기하는 것이며 가정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수사기관은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반 하여 가해자에 하여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춘 법 집행

을 해야 할 것이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 응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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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항폭력의 구분과 주가해자의 식별

아내폭력 발생 시 피해아내의 응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여성의 응 행동은 여성이 피해자성을 의심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경찰은 남편

이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이른바 ‘쌍방폭력’으로 보아 주된 가해자가 누구

인지 파악하려 하지 않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부부 모두에게 상담을 권하거나 아내까지 

입건하기도 한다(김정혜 외, 2018: 94, 150~152). 그러나 상 방의 폭력에 응하는 

행동을 마찬가지의 폭력으로 분류하는 태도는 가정폭력을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사소화하는 일임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아무런 응을 하지 말라

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경찰은 양 당사자가 폭력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주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알바니아에서는 경찰에게 주가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질문들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김정혜 외, 2018: 179). 이와 같이 경찰의 사건 처리

에서 상호적 폭력과 항폭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폭력

의 책임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요청된다.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이나 

부부를 상으로 제공되는 상담에서도, 폭력에 한 응을 동일한 폭력으로 간주하고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을 ‘갈등 관계에 빠진 위기가정’으로 단순화하거나 피해자의 항 

행동을 만류하는 방식의 상담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이별폭력 대응 강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별폭력에 한 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이혼･별거 집단의 폭력 피해 경험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령 이별 과정에서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은 어느 정도 예상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혼･별거 집단의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피해 경험도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심지어 헤어진 이후에도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헤어진 이후의 폭력 피해 경험률이 유배우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혼･별거 응답

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 배우자 역시 가정폭력처벌법 상 가정구성원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처벌법

의 범주에 포함되면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범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거나 상담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처벌을 면제하는 등 가정구성원 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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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일반 범죄에 비하여 가벼운 제재만을 할 수 있다는 특성도 있다. 피해자는 

이미 혼인 관계를 해소하 기 때문에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기도 한다. 전 배우자라는 관계 때문에 폭력 가해를 

하고도 가해자가 처벌의 면제라는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혼･
별거 집단에서 나타나는 폭력과 이별폭력의 특성을 좀 더 탐색하고 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6)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확대

가정폭력에 한 허용도가 종래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

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결과이지만, 폭력에 해 허용적이거나 관용을 보이는 태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응답의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여전히 절반 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가정폭력에 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예방교육의 

확 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겠다.

3년 전에 비하여 폭력 유형별로 피해율은 감소하 지만, 통제 피해율은 여전히 높은 

편이고 정서적 폭력도 여성의 경우 지난 1년간 8% 이상의 피해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신체적 폭력이 통제를 수반하며, 신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 통제도 폭력이

라는 논의가 확 되고 있지만 아직은 가정폭력이 신체적 폭력 중심으로 이해되는 경우

가 많다. 뿐만 아니라 통제와 정서적 폭력은 여성에게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성역할을 강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더불어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에 한 성적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배우자에 의한 성적 

침해는 우리 사회에서 폭력으로 인식되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잘 드러

나지도 않는다. 성적 폭력은 향후 인식의 개선에 따라 숨어있던 유형이 더 다양하게 드러

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가정폭력 관련 인식 개선에 있어서도 통제와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 또한 근절되어야 할 가정폭력이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 간의 폭력적 행동을 문제시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맺기의 중요

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폭력 및 통제 피해율

에서 가정 내 의사결정(재산 관리)에서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의 

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낮았고, 상 방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높았던 조사 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듯,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관계를 

독려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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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가해의 예방, 피해자의 응력 향상과 더불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동료 등 주변인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

를 중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또한 

주변인으로서의 역할과 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라는 주변의 

만류로 폭력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는 피해자 면접 사례들(김정혜 외, 2019), 폭력 

피해 시 도움 요청 경험에서 사적 관계가 공적 지원체계보다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시민의 인식 향상은 가정폭력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폭력을 예방

하거나 중단시키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가정폭력 관련 법제도 및 지원 기관 인지도 향상

가정폭력의 사건 처리 관련 법제도에 한 인지율은 지난 조사에 비하여 더욱 향상

되었다. 그러나 가정폭력 발생시의 경찰의 현장진입권, 신고자 비밀 보장 등 몇몇 항목

은 상 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신고 시 도움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경찰에 한 

신뢰, 신고하더라도 비밀이 보장되고 보복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 를 높인다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한 신고를 포기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

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한 인지도는 기존 조사보다는 높아졌지만 긴급전화

로서 폭력 피해 여성이 각종 지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1366의 인지도가 여성 응답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인지도는 2016년에 비하여 하락하 다. 또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피해

를 경험한 여성 중에서도 10% 가까이가 관련 기관의 존재나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피해자 지원 기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 다고 답하 다. 

모든 국민이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피해 경험 전부터 모든 피해자 

지원 기관에 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지원이 필요할 때 국가

의 지원 서비스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한 순간 그 

지원 서비스에 가닿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 가해자의 제재와 피해자의 안전 확보에 일차

적 역할을 담당하는 112에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 지원 체계로 연결가능

하다는 점에 한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자 지원 체계의 연결망 역할을 하는 여성긴급

전화 1366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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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속 실태조사를 위한 제언

1) 조사 범위 조정

그간 가정폭력실태조사는 배우자에 의한 폭력과 더불어 아동에 한 폭력, 65세 이상 

노인에 한 폭력, 가족원에 의한 폭력 등 가정구성원 간의 폭력을 광범위하게 조사 

상으로 삼았다. 조사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깊이 있는 조사를 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 이외의 폭력 유형에 한 조사는 경험률 이상의 정보를 얻기 

어려우며, 배우자에 의한 폭력조차 응답 부담으로 인해 심화된 조사를 하는 데에는 다양

한 제약에 부딪히고, 폭력 상에 따라서는 다른 실태조사와 중복되기도 한다.

아동에 한 폭력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

고 있다. 2018년에 실시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방임, 폭력(신체적, 정서적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에서 보호자와 아동 모두를 조사 상으로 삼고 있고,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서는 포함하지 않는 성적 폭력 피해 경험도 질문한다(류정희 외, 2019: 424). 또한 폭력 

경험 유무 외에도 방임 기간, 폭력의 빈도 등을 조사하며, 아동의 건강 상태, 부모의 

건강 상태, 부부싸움 빈도 등 가족관계,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양육방식, 체벌인식, 

아동의 권리에 한 인식 등(류정희 외, 2019: 62~66, 75) 아동의 전반적 환경을 조사

함으로써 폭력 피해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아동폭력 가해자의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경험, 배우자에 

의한 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는 반면에, 만 19세 이상 성인만을 상으로 하여 아동폭력에서는 폭력 피해자 조사가 

아닌 가해자 조사 방식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양육자의 아동에 한 신체

적, 정서적 폭력, 방임 경험은 아동종합실태조사의 폭력 문항과도 중복되고 있다.

노인에 한 폭력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노인실태

조사에서 노인학  피해 경험, 노인학  목격시 응 태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학  

피해 경험은 가해자와의 관계 제한 없이,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학  및 방임, 

유기 경험을 수집한다.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학  경험은 가족구성원 사이에서의 피해 

경험으로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가해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 또는 자녀에 의한 폭력 발생률을 집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실태를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노인실태조사

와 달리 폭력 경험을 수집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폭력 피해 척도 외에는 피해

자의 도움 요청 경험을 묻는 정도에 그치므로 노인실태조사로 통합하는 방안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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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가정폭력실태조사가 실시된 이래로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은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모두 조사해왔다. 그러나 가해 경험은 응답자의 가해 행위를 스스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조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동일한 응답자에게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2016년 조사까지는 피해 

발생과 가해 발생을 합산하여 발생률을 산출하 지만 남편의 아내에 한 폭력이 가정

폭력의 주요 문제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와 가해를 구분하지 않는 발생률이 아닌 피해 

경험률에 집중하는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해 경험 중 가해 이유 

문항을 통하여 항폭력 경험을 조사할 수 있었으나 항폭력 경험은 전반적인 ‘가해’ 

경험을 묻는 신 피해자에게 ‘폭력에 항한 경험’을 질문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조사

가 가능하다. 실태조사의 근거법인 가정폭력방지법과 시행규칙에서도 가해 조사를 필수 

사항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며, 가해 경험은 피해와 동일한 척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항 수도 적지 않다. 향후 조사에서는 부정확한 가해 경험을 제외하고 피해 경험을 중심

으로 문항을 구성한다면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거나 피해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조사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리하고 피해 경험에 집중하면서 폭력 피해가 발생하는 

관계를 확 할 필요도 있다. 그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배우자, 자녀, 가족원(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친척) 등 가정구성원 간의 폭력을 조사 상으로 제한해

왔으나 사회 변화에 따라 전통적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는 가족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 등 가족 외의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관계의 친밀성으로 인하여 가정

폭력과 유사한 특성을 보임으로써 특별한 개입이 요청되는 폭력 유형도 있다. 외국에서 

근래에 수행되는 조사들은 가정구성원 간의 폭력에 제한하기보다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IPV)’으로 범위를 확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여러 국제적인 피해 경험률 수치들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율로 발표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여성 건강 및 여성에 한 가정폭력에 관한 다국적 연구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2005)’에서는 ‘가정폭력’ 신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며,17) 여성에 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 실태를 파악하 다

17) 이 연구는 제목에서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지만, 연구 배경에서부터 “‘가정폭력’이
라는 용어는 이제 ‘친밀한 파트너 폭력’으로 체되고 있다”고 확인한 뒤,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로까지 가해자의 범위를 확장하 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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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Health Organization, 2005: 1). 이 조사는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경험

할 수 있는 폭력 경험을 신체적, 성적 폭력 외에 정서적 폭력, 통제 행동 등을 포함한 

4개 유형으로 파악하며, 15세 이후 친구, 이웃 등 친밀한 파트너가 아닌 사람을 통해 

경험했던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유아기 신체적 폭력, 15세 이전 성적 폭력까지 포괄

하여 조사하 다. 그리고 2013년에 출간된 보고서에서도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

하는 여성폭력에 해 10개국을 비교분석한 바 있다. 여기에서 친밀한 파트너는 혼인 

등으로 인한 공식적 파트너 이외에 데이트 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되며, 현재 

파트너와 과거 파트너의 폭력을 구분하고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6).

개별 국가의 조사 사례를 보면, 먼저 미국의 국가조사로는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공중보건 데이터 수집 및 폭력 예방 강화

를 목적으로 개발한 ‘전국 친밀한 파트너 폭력 및 성폭력 조사(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2015)’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 성폭

력, 스토킹 경험을 조사한다. 친밀한 관계는 배우자와 더불어, 데이트 관계에 있거나 만

나고 있는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포함하는, 연인 관계 또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

며, 성폭력, 스토킹,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4개 유형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 다

(Smith et al., 2018). 호주의 ‘개인안전조사(Personal Safety Survey, PSS, 2016)’

는 2005년 이후 3차례 수행된 개인의 폭력 및 안전에 관한 광범위한 국가조사로서, 여

기에서 파트너 폭력은 조사 당시, 폭력 피해 당시 또는 과거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

에 있었던 파트너로부터 당한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위협, 정서적 

폭력18)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가정폭력 경험 조사를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

로 확 하는 추세는 젠더폭력으로서의 ‘가정폭력’의 속성이 혼인 여부에 한정될 수 없는 

관계의 친밀성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반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9년 실태조사는 가정구성원 간에 발생한 폭력 실태로 조사 범위가 제한되어, 파

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은 현 배우자 또는 가장 최근 이혼한 배우자 1인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으로 축소되었고, 법률혼 외에 사실혼을 포함하는 정도로만 확 하 다. 

때문에 혼인 또는 혼인 외 유형의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다가 해소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하면서 다수에 의하여 수차례의 피해를 경험하 더라도 평생 피해율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누락되고 단지 가장 최근의 한 사람에 의한 피해 경험만을 집계할 수 있을 뿐이다. 

18) ‘개인안전조사’에서 정서적 폭력은 보통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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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피해율에서도 최근 1년 이내의 여러 명에 의한 피해 경험을 누락하게 된다. 

또한 사실혼과 법률혼 이외의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 경험은 집계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실혼 외의 동거 관계, 혼인이 허용되지 않는 동성 파트너 관계 등에서 

발생한 폭력 피해 경험은 현행과 같은 방식에서의 실태조사에서는 미지의 역이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경험하는 총체적인 폭력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의 관계만을 조사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가장 최근의 배우자에 의한 피해 

여부만을 조사하므로 이별폭력 경험을 조사할 수 있는 표본수는 한층 적어진다.19)

후속 실태조사에서는 아동 및 노인에 한 폭력 실태를 아동종합실태조사, 노인실태

조사 등에서 조사하도록 하고, 배우자에 한 폭력 가해 경험을 제외하는 등의 개편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우자에 의한 폭력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전체 생애

에서 경험한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피해 경험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수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심층적 조사 수행

조사 범위 축소를 통하여, 배우자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초점

을 맞출 수 있게 된다면,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의 폭력의 특성을 좀더 심층적으로 탐색

하는 문항의 개발이 요청된다.

가정폭력에 한 국가적 응은 가정폭력이 ‘성별에 기반한 폭력(gender-based 

violence)’으로서 사회문화적 차별로부터 지지되는 폭력의 유형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

실태조사 또한 폭력의 성별성을 밝혀내고 폭력에 한 응을 강화하고 폭력을 예방

하기 위한 취지에서 문항을 구성,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상 방의 

19) 2019년 실태조사에서도 가장 최근 배우자와의 관계로 제한하지 않고, 혼인 여부, 동거 여부, 
상 방의 성별 등에 관계 없이 응답자의 여러 파트너에 의한 생애 피해 경험을 포함하는 조사
표를 개발하고자 시도하 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근거법인 가정폭력방지법이 ‘가정폭력에 
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폭력 피해율을 과거의 조사 결과와 시계열로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기존의 핵심 문항과 구조를 유지해야 하는 점이 조사표 수정에 
큰 한계로 작용했다. 몇 차례의 수정 작업 결과, 기존 설문지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표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게 되어 가구 방문 방식
의 자기기입식 조사에서 정확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 으며, 조사 
결과 분석에도 난관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과 같이 가장 최근 배우자에 의한 
폭력만을 조사하게 되었다. 향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조사를 위해서는 실태
조사 근거법의 개정, 설문지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유형별
로 흩어져 있던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아우르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8년 12월 시행되
어, 가정구성원 관계로 제한되지 않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생애 피해 경험 조사를 요청하는 법 
개정도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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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한 항 행동, 임신 기간의 폭력 피해, 경제활동에의 향을 비롯한 폭력 피해

의 향 등의 문항을 보완함으로써 성별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 다. 후속 실태조사에

서는 경제적 향뿐 아니라 삶의 여러 역에 끼치는 향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심층적으로 질문하는 문항을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한다면 실효적 응 정책 

마련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력 유형 중에서는 성적 폭력 및 성적, 재생산적(reproductive) 통제 조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 실태조사에서 성적 폭력은 ‘성관계’ 강요 유형으로만 제한

적으로 조사되었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무력 사용 여부에 따른 구분, 상 방이 원치 않

는 성적 접촉, 카메라등이용촬  및 유포, 피임 거부 및 스텔싱(stealthing)20) 등의 행위

를 포함하 지만, 성적, 재생산적 통제가 여성의 삶에 끼치는 향을 고려할 때 통제 

문항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성적 폭력과 성적, 재생산적 통제 행위의 유형

과 향을 탐색하고 문항을 개발할 것이 요청된다.

또한 이별폭력 문항을 확 할 필요가 있다. 이전까지 이혼, 별거 집단은 사별 집단과 

통합하여 유배우자 및 미혼자와 구분되는 집단으로만 분석되었으나, 배우자의 사망으

로 이별한 사별 집단과는 달리 이혼, 별거 집단은 적어도 당사자 중 한 명이 이별하고

자 하는 의사를 갖고 혼인이나 동거 관계를 중단 또는 청산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혼, 

별거 또는 동거 관계의 파기 등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볼 때, 동거하 다가 이별하게 

되는 과정 또는 이별 이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피해 경험이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

지, 특성은 어떠한지, 유배우 집단이나 데이트 관계에 있는 집단의 폭력 피해 경험과

는 얼마나 같고 다른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의 한계 지점은 어디인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이혼, 별거 응답자의 이혼, 별거 전후 폭력과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지 여부만을 조사하 지만, 유배우 조사와 마찬가지로 피해 경험의 

질적인 차이를 분석하여 경험의 성별 차이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3)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표본규모 증가

가정폭력실태조사는 2013년 5,000명에서 2016년 6,000명, 그리고 2019년 9,000

명으로 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가정폭력피해율에 해 통계 품질을 개선해 왔다. 

2019년 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 유형별 폭력 통계는 전체와 여성에 해서는 비교적 

안정적 품질의 추정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성별로 남성의 경우 신체적/성적 폭력과 

20) 성관계 도중 상 방 몰래 피임기구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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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폭력에서 상 표준오차가 25% 이상으로 관리 수준의 오차 범위를 넘고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신체적/성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에서의 

피해율은 상 표준오차 25%를 넘기고 있다. <표 10-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셀의 

값이 상 표준오차 25% 이내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현행 표본 수준 9,000명으로도 충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성의 가정폭력피해율을 최소한의 품질 이내로 추출하

게 된다면 기본적 통계 이외 다양한 분석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의 규모는 현행

을 유지하며, 남성의 피해율 추정이 관리 범위 내 오차로 진입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실태조사는 여성에 한 폭력을 깊이 분석하기 위해 남녀 조사 

규모를 1:2로 하고 있다. 즉 여성을 남성의 2배로 추출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남성 

규모는 3000명 규모로, 이를 통한 추정한 피해율은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에서 모두 25% 이상의 상 표준오차를 보인다. 이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폭력 3,649명, 성적 폭력 7,434명, 경제적 폭력 4,951명이 필요하다. 성적 폭력 피해

율이 25% 이내 상 표준오차를 보이기 위해서는 현행 3,000명에 4,434명이 추가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는 연령의 경우 단순히 두 그룹으로 연령을 구분하면 현행 9,000

명의 설계로 충분하다. 하지만 연령 배분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1,000여 

명만이 조사되고, 이는 노인에 한 가정폭력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규모로 

나타난다. 가정폭력조사에서 노인 폭력피해율을 25% 이내 상 표준오차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폭력은 4,939명, 성적 폭력 4,903명, 경제적 폭력 6,120명으로 현행 

조사 규모보다 4,000∼5,000명가량을 더 조사해야 한다. 

요약해 보면 남성의 폭력 피해율을 25.0% 이내 상 표준오차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4,500명 정도의 증가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5,000명 정도의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2022년 가정폭력 조사는 현행보다 최소 5,000명의 규모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설계 검토 등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피해율이 일정 

품질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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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계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소계

성별

여성 1,896 1,441 980 2,495 589 175 151

남성 3,649 7,434 2,647 4,951 681 133 124

필요표본 5,545 8,875 3,627 7,446 1,270 308 275

연령

만65세 미만 2,690 1,995 1,320 4,138 736 209 187

만65세 이상 2,249 2,908 1,367 1,982 393 144 114

필요 표본 4,939 4,903 2,687 6,120 1,129 353 301

<표 10-1> 지난 1년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율을 상대표준오차 25% 이내로 
산출하기 위한 적정 표본 크기

(단위: 명)

한편 시도별 가정폭력 피해율에 한 수요로 인해 현행 조사에서 가족폭력 통계가 

상 표준오차 25% 이내로 추정할 경우 필요한 표본규모를 추정해 보았다. <표 10-2>

를 보면 17개의 시도에서 가정폭력피해율(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

적 폭력, 통제)이 상 표준오차 25% 이내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4,266명에서 최

 49,339명이 조사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피해 유형을 모두 산출

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5배가량의 표본 확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정폭력 유형

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신체적 폭력은 39,002명이 필요하고, 성적 폭력 46,857명, 

경제적 폭력 49,339명, 정서적 폭력 12,627명, 통제 4,266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표본증가는 예산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현실적 측면으로 보면 2022년은 시도별 

조사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시도별 폭력유형에 해

서도 장기적 계획을 통해 지역단위의 공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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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5개 유형 폭력

신체적/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통제 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소계

서울 2,506 2,243 1,536 4,640 750 239 214

부산 1,913 9,597 1,913 4,984 844 329 292

대구 2,387 939 939 1,607 462 158 150

인천 2,362 789 584 861 469 139 85

광주 2,811 3,029 1,906 - 1,042 552 362

대전 2,157 1,141 731 5,503 1,042 171 168

울산 2,259 4,839 1,559 4,646 1,400 231 231

세종 3,013 1,601 1,032 - 308 146 161

경기 2,004 1,111 801 2,081 619 137 126

강원 2,138 5,810 1,645 5,552 760 398 319

충북 2,288 1,111 793 2,948 978 118 100

충남 2,433 2,955 1,312 6,805 1,169 311 299

전북 3,552 3,421 2,325 - 408 316 287

전남 2,608 1,392 1,593 3,056 546 212 202

경북 2,156 2,601 1,408 - 1,113 477 466

경남 1,775 3,516 1,762 5,601 565 276 246

제주 640 762 572 1,055 152 56 44

합계 39,002 46,857 22,411 49,339 12,627 4,266 3,752

주: 상 표준오차 25% 이내

<표 10-2> 시도별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율을 상대표준오차 25% 이내로 산출하기 위한 
적정 표본 크기

(단위: 명)





참고문헌  22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미혜･권금주･임연옥 외(2006), 노인학  측정 도구: 학 유형과 심각성을 중심으로, 한국

노년학 26(4): 819~842. 

김정혜･윤덕경･정수연･이인선･이주 (2018),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응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류정희･이상정･전진아･박세경･여유진･이주연･김지민･송현종･유민상･이봉주(2019), 아동종합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이인선･장미혜･황정임･이미정･주재선･정수연(2016a),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

가족부.

이인선･장미혜･황정임･이미정･주재선･정수연(2016b),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수사･
사법기관 조사, 여성가족부.

조애저(1999), 노부모 학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 6개 도시 노인(종합) 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2009), 국가통계 실무지침: 조사통계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한국갤럽조사연구소(2019),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원 지침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7), 응급의료기관 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

황정임 외(2016),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2) 외국문헌

AAPOR(2009), Standard Definitions: Final Dispositions of Case Codes and 

Outcome Rates for Surveys, The American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

Breiding, M.J., Chen J., & Black, M.C.(2014),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2010.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ampbell, J., García-Moreno, C., & Sharps, P.(2004), Abuse During Pregnancy in 

Industrialized and Developing Countries, Violence Against Women, 10(7): 

770~789.

Lee, S. & Lee, E.(2018),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pregnant 

women, Int J Gynaecol Obstet., 140(2): 159~163.

McFerran, L.(2011), Safe at Home, Safe at Work?: National Domestic Violence and the 
Workplace Survey 2011, Gendered Violence Research Network.



22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Straus, M., Hamby, S., Finkelhor, D., Moore, D., & Runyan, D.(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Smith, S.G., Zhang, X., Basile, K.C., Merrick, M.T., Wang, J., Kresnow, M. & 

Chen, J.(2018),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2015 Data Brief – Updated Release, Atlanta, GA: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2005),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World Health Organization(2013), Global and regional estimates of violence against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nonpartner 
sexual violence.

(3) 인터넷 자료

코리아 리뷰, “가정폭력 피해자, 유급휴가 연간 10일 받게 된다”, 2019.4.11.,

https://www.koreareview.co.nz/single-post/2019/04/11/가정폭력-피해자-유급

휴가-연간-10일-받게-된다 (최종검색일: 2019.12.31.)

한국여성의전화, “2018년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 가정폭력을 중심

으로”, 2019.3.7., 

http://hotline.or.kr/board_statistics/55092 (최종검색일: 2019.12.31.)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17), 2016 Personal Safety Survey,

https://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4906.02016 (최종

검색일: 2019.12.31.)

Flood, M.(2008), Measures for the assessment of dimensions of violence against 

women: A compendium,

https://www.svri.org/sites/default/files/attachments/2016-01-12/measures.

pdf (최종검색일: 2019.12.31.)

Philadelphia Commission on Human Relations,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으로 인한 무급

휴가의 권리”,

https://www.phila.gov/HumanRelations/PDF/DomesticSexualViolenceLeave

Poster_Korean.pdf (최종검색일: 2019.12.31.)

(4)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고합117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 판결



<부록 1>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표

(만 65세 미만) 225

<부록 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표

(만 65세 이상) 245

▶
부 록





부 록 225

<부록 1>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표(만 65세 미만)



226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27



228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29



230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31



23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33



234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35



236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37



238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39



240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41



24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43



244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45

<부록 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표(만 65세 이상)



246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47



248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49



250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51



25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53



254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55



256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57



258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59



260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61



262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부 록 263



264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Abstract

The Domestic Violence Survey in 2019

1. Survey Overview

1) Survey Purpose 

○ This survey is a triennial study conduct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 purpose of 

the domestic violence survey in 2019 is to grasp and analyze the general 

conditions and trend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n society as well as its 

related impact and factors and to assess public awareness of policies on 

domestic violence to identify policy demands.

2) Survey Content 

○ The survey content includes attitude toward gender roles, experience of 

violence, including spousal violence, perpetration of child abuse, violence 

inflicted by family members (respondents aged under 65), and elderly violence 

(respondents aged 65 and over), and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3) Survey Method 

○ Survey period: August 26, 2019 ~ November 13, 2019.

○ Survey subjects: The subjects of this survey include a total of 9,060 household 

members, including 6,002 women and 3,058 men, ages 19 and over in the 

9,060 sample households nationwide (95% significance level ±1.03%p).



2. Major Findings 

A. Victimization from Spousal Violence 

1) Victimization Rate of Spousal Violence

○ This survey identified spousal violence experienced by married respondents, 

including common-law marriage, ages 19 and over. In the survey, the 

victimization rate of spousal violence refers to the rate of responses indicating 

that the subjects experienced any type of violent behavior among 22 question 

items of physical, sexual, economic, and emotional violence, and 11 question 

items of control. 

○ The victimization rates of physical/sexual violence by a spouse in the last 

year accounted for 5.9% for women and 1.3% for men; the victimization rates 

of four types of violence (physical, sexual, economic, and emotional violence) 

made up 10.9% for women and 6.6% for men; and the victimization rates of 

five types of violence (including control) occupied 28.9% for women and 

26.0% for men. 

○ According to the types of violence, 25.4% of women became victims to 

control, 8.3% to emotional violence, 4.6% to sexual violence, 2.1% to physical 

violence, and 1.2% to economic violence, while 24.5% of men to control, 

6.0% to emotional violence, 0.9% to physical violence, 0.8% to economic 

violence, and 0.6% to sexual violence. 

○ Among the experiences of spousal violence by their current spouse in their 

lifetime, the victimization rates of physical/sexual violence made up 10.5% 

for women and 2.9% for men, and the victimization rates of four types of 

violence accounted for 20.7% for women and 13.9% for men. 

○ Of the victims who experienced physical/sexual violence as well as pregnancy 

by their present spouse, 26.9% fell victim to violence by the spouse even 

during their pregnancy. Of the women who had experienced physical/sexual 

violence before they were pregnant, 62.8% experienced violence even during the 

pregnancy, while 37.2% saw the violence discontinue during the pregnancy. 



2) Impact of Spousal Violence

○ Of those who fell victim to physical/sexual violence by a spouse in the last 

year, 7.4% of women and 3.3% of men suffered physical injury. Of the women 

with physical injury, 8.6% answered that they had gone to a doctor’s office 

every time, while all men said they had not. For those had not gone to a 

doctor’s office, the reason (a multiple response) given by 63.5% of women 

and 100.0% of men was that the injury was not severe enough. 

○ As for the psychological distress from violence, the victims had animosity and 

anger toward their spouse, while suffering from a feeling of helplessness and 

loss of self-esteem. 

○ Of the respondents, 8.6% of women and 7.7% of men had difficulties in 

economic activities due to four types of violence. A high proportion of 

women who experienced physical violence had difficulties in economic 

activities.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of them either seriously considered 

quitting their job (29.2%) or actually quit their job (15.3%) as a result of 

violence. 

3) Response to Spousal Violence

○ Of the respondents who experienced violence from their spouse, 45.6% had 

never taken any particular countermeasure. Of those who took any action, 

the highest proportion of 43.1% confronted their spouse. 

○ Of those who experienced violence, 85.7%, with 80.3% of women and 94.2% 

of men, had never asked for help. Of those who called for help, more 

respondents asked personal relations, including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7.2%) and ‘neighbors and friends’ (3.6%) rather than ‘the police’ (2.3%) for 

help.

4) Victimization of Spousal Violence before and after Divorce/Separation

○ The victimization rates of physical/sexual violence by the spouse prior to 

divorce and separation accounted for 58.8% for women and 45.1% for men. 

The victimization rates of five types of violence made up 86.0% for women 



and 80.9% for men. 

○ A rather high proportion of respondents experienced violence from their 

then-spouse even after they had divorced or separated. A much higher 

proportion of divorced or separated respondents became victims to all types 

of violence in their lifetime than married respondents who lived with their 

spouse. 

B. Perpetration of Child Abuse 

○ The perpetration rates of child abuse in the last year by those who raised 

children under 18 years old accounted for 27.6%. By the type of violence, 

emotional violence made up 24.0%, physical violence 11.3%, and neglect 

2.0%. 

C. Victimization of Violence by Family Members (respondents under the 

age of 65)

○ The victimization rate of violence by family members other than their spouse 

in the last year was 4.7%. By the type of violence, emotional violence 

accounted for 4.2%, physical violence 1.9%, economic violence 0.4%, and 

sexual violence 0.1%. 

D. Victimization of Elderly Violence (respondents aged 65 and over)

○ The victimization rate of violence against the elderly by their children, 

sons-in-law, daughters-in-law, and grandchildren in the last year was 3.8% By 

the type of violence, emotional violence accounted for 3.5%, neglect 0.3%, 

physical and economic violence 0.2%, respectively. 

○ When the elderly fell victim to violence, 11.1% of them, with 10.1% of women 

and 12.6% of men, asked people around them for help. 

 



E.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Related Laws and Systems 

1)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 The overall tolerance of domestic violence was low, standing at 1.8 points on 

average on a four-point scale. About half respondents agreed to the statement 

that women can break away from violence for themselves. Some still thought 

that the victims too were responsible for domestic violence, regarding it as a 

private issue. 

2) Awareness of Laws/Systems and Support Center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 The overall awareness of laws/systems and support centers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was high and had increased compared to three years ago. 

3.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1) Characteristics of Domestic Violence 

○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spousal violence between women and 

men. In other words, women (5.9%) showed an even higher victimization rate 

of physical/sexual violence than men (1.3%) did, while men had a higher 

perpetration rate of violence against their spouse than women did. Women’s 

perpetration of violence seemed to include more actions that actually fell 

under defense than men’s. 

○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the victimization rate 

of control, a slightly more women felt spousal control as ‘violent’ than men 

did. In addition, women had a higher proportion, frequency, and severity of 

physical injury than men. Regarding the economic impact of violence, women 

had more cases of seriously considering or actually quitting their job as a 

result of violence than men did, with the impact going beyond the level of 

simply impeding their efficiency at work.

○ According to the survey of spousal violence against pregnant women, 



women’s pregnancy seemed to have played a role of protection from violence to 

some degree, but a significant number of women still fell victim to violence 

even during their pregnancy.

○ A very high proportion of divorced or separated respondents experienced 

violence. Before they were divorced or separated, they had experienced 

physical, sexual, economic, and emotional violence as well as control, and 

even after the divorce or separation, a much higher proportion of them 

became victims to violence than married respondents who lived with their 

spouse.

2) Suggestions

○ Prepare ways to prevent the loss of economic abilities of victims due to 

domestic violence.

○ Empower medical workers in emergency medical centers, obstetrics and 

gynecology, pediatrics, and family medicine to discover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connect them to support centers in response to the violence. 

○ Have investigation agencies enforce related laws focusing on ensuring the 

human rights of victims and family members and take active actions to 

secure the safety of the victims. 

○ Prepare guidelines for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mutual violence and 

counter-violence when the police handle domestic violence cases, so they do 

not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violence to victims.

○ Explore characteristics of violence against divorced or separated group as 

well as violence in the process of divorce or separation, and prepare measures, 

accordingly.

○ Enhance the awareness of domestic violence that not only physical violence 

but also control, emotion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hould be 

eradicated. Stress the importance of forming equal relationships between 

spouses. Include in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the roles and 

attitudes of people around victims and offenders that support victims and 

stop perpetration of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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