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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모두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되는 셈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범

죄의 과정과 결과가 경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살인으로 귀

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

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목격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자녀는 가정폭력

의 주요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

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

께 입소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

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

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규정이 피해자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정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법부 관

련자들이 자녀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가 위협받고, 실제 상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법

원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정 및 지침이 전

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은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

적 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

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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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Ⅰ. 서론

Ⅰ. 서론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는 11만 8백 건이며, 이 중 미성년자

녀가 있는 경우는 44.2%인 4만 9천 건임 

○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혼이 

가정폭력의 종결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임1)

○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의 피해자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살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법무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가정폭력으로 살해된 여성의 

75%, 그리고 심한 폭력 피해자의 85%는 가해자와의 결별 이후, 그리고 

결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포함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음2)  

-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이미 법적으로 결별한 전(前) 배우자에게 

살해당할 위험이 현재 혼인 중인 배우자로부터 살해당할 위험보다 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됨3)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과제에 대해서는 허민숙,「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보호 

제도의 한계와 과제」,『이슈와 논점』, 제1546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참조. 

2) Block, Carolyn Rebecca, “Risk Factors for Death or Life-Threatening Injury for Abused 

Women in Chicago”,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4, 

p.6.

3) Shinha, Maire, “Family Violence in Canada: a statistical profile, 2011”, Ottawa: Statistics 

Canada, 2013, p.43. 



2 ❘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이혼 등으로 관계를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배우자는 자녀면접교

섭권 등을 이용해 전 배우자를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음 

○ 자녀를 이용해 전 배우자를 추적하고, 재결합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위협하

고 괴롭히는 등 자녀면접교섭권으로 인해 폭력적인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4)

□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과정, 그리고 이혼 이후에

도 피해자의 위험이 증가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

체적인 제도가 필요함 

□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소송 과정 및 그 이후 절차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는 법·제도적 장치 등이 미흡한 편임

○ 피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가해 배우자가 자녀면접교섭 사전

처분 등을 통해 통제와 위협을 지속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음 

□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CEDAW)는 한국의 2018년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관련 사안을 지적한 바 있음5) 

○ CEDAW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자녀를 학대한 가해자 아버지에게도 자녀면접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함6)

4) Saunders, Daniel G., and Katherine H. Oglesby, “No Way To Turn: Traps Encountered 

by Many Battered Women with Negative Child Custody Experiences”, Journal of Child 

Custody, 13(2-3), 2016. 

5) UN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Eighth Periodic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CEDAW/C/KOR/CO/8), 14 March,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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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CEDAW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청구 시 이혼 결정 이전에 가해자

와 강제로 화해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함7)

○ 또한, 사법부 구성원들이 자녀양육권 관련 분쟁 시 가정에서 발생하는 젠더

폭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8)

□ 이 보고서는 혼인 관계 해소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피

해자와 그 자녀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 현황, 가정폭력 이혼 법·제도 등을 살펴보고, 주요 

피해 사례를 통해 제도의 한계를 탐색함  

○ 해외 주요국에서 자녀면접교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제도적 장치를 살펴봄

○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

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함 

6) CEDAW/C/KOR/CO/8, para. 46.

7) 같은 글. 

8) CEDAW/C/KOR/CO/8, para.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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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협의이혼 86.9 88.6 89.7 84.6 84.0 83.0 85.6 87.4

비율 76.0 76.9 77.7 77.5 78.3 78.3 78.8 78.9

재판이혼 27.4 26.6 25.8 24.5 23.3 23.0 23.0 23.3

비율 23.9 23.1 22.3 22.4 21.7 21.7 21.2 21.1

[표 1] 연도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천 건, %)

II.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이혼건수는 11만 8백 건이며 재판이혼보다는 

협의이혼의 비율이 더 높음

○ 2019년 총 이혼 건수의 78.9%가 협의이혼이며 재판이혼 비율은 21.1%임 

          

자료: 통계청,『2019년 혼인·이혼 통계』, 2020, p.25.

□ 미성년자녀가 있는 이혼건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총 이혼건수의 44.2%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에 해당됨 

- 1자녀인 경우가 23.6%, 2자녀인 경우가 17.1%이고, 3자녀 이상인 경우는 

3.4%임



❘ 5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사유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가족 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 미상 계

건수 7,528 3,837 7,523 10,742 45,676 594 21,195 8,937 106,032

비율 7.1 3.6 7.1 10.1 43.1 0.6 20.0 8.4 100

[표 3] 이혼사유(2017년) 

(단위: 명, %)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율

계 114.3 114.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100

미성년

자녀 있음 
60.3 59.0 57.2 52.8 50.1 50.1 49.4 49.0 44.2

1명 29.9 30.1 30.0 27.8 27.3 26.7 27.0 26.2 23.6

2명 26.2 24.7 23.3 21.2 20.0 19.7 18.7 19.0 17.1

3명 4.1 4.2 3.9 3.8 3.7 3.7 3.7 3.8 3.4

미성년

자녀 없음
53.7 56.1 58.1 55.6 55.4 54.4 57.6 59.4 53.6

[표 2]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 

   (단위: 천 건, %)

자료: 통계청,『2019년 혼인·이혼 통계』, 2020, p.24.

□ 이혼사유별로 살펴보면, ‘성격차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이혼사유인 비율은 3.6%임. 다만, 가족 간 불화, 기타 

및 미상에 가정폭력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5028&conn_path=I2 

(검색일: 20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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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 현황9)

가. 가정폭력 상담 

□ 2019년 기준 가정폭력 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실적은 23만 8,601건임10) 

○ 2019년 총 42만 1,916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 상담은 57%를 차지하고 있음 

- 가정폭력 외 상담 내용은 이혼, 부부갈등, 가족문제, 성폭력, 성매매, 성

상담, 스토킹 등이 있음

○ 상담의뢰자는 ‘본인’이 57.2%로 가장 많고, ‘경찰 등 관련 기관’이 36.3%, 

‘가족, 친인척’이 4.8%, ‘기타’ 4.2%, ‘동료, 이웃, 교사’ 등이 1.7%를 차지하

고 있음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19년 기준 66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2019년 연중 입소인원은 총 2,526명이고, 이 중 입소자(피해자)는 1,626명

이며, 동반아동은 900명임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1,626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가 가장 

많음

- ‘30~39세’가 22.6%, ‘50~59세’가 20.9%, ‘60세이상’ 15.4%, ‘20~29세’ 

13.3%, ‘20세미만’ 0.9% 순임 

9)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자녀관련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가족부의『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및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

수사기관 조사』를 참고하였음  

10) 여성가족부,『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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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세미만 20~29세 39~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입소자 수 15 216 367 437 340 251 1,626

비율 0.9 13.3 22.6 26.9 20.9 15.4 100

[표 4]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연령

(단위: 명, %)

직업
전업

주부

단순서

비스직

농림수산

노동자

농립

수산업
생산직 사무직 자영업

전문

관리직
기타 계

입소자수 907 184 31 45 44 102 59 254 1,626

비율 55.8 11.3 1.9 2.8 2.7 6.3 3.6 15.6 100

[표 5] 보호시설 입소자 직업(2019년)

(단위: 명, %)

자료: 여성가족부,『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2020.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전업주부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음11)

- 그 외 ‘기타’ 15.6%, ‘단순서비스직’ 11.3%, ‘자영업’ 6.3%, ‘전문관리직’ 

3.6%, ‘생산직’ 2.8%, ‘사무직’ 2.7% 순임 

자료: 여성가족부,『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2020. 

○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는 594명으로 피해자의 37%가 자녀와 함께 입소하였

으며, 동반 아동 수는 900명으로 전체 입소인원의 36%에 이름 

11)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민숙,「가정폭력 피해자 고용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현안보고서』, 제32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7.를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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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상태
결혼관계 

지속
별거 이혼

이혼

소송중
기타 계

퇴소자 수 582 301 204 237 309 1,633

비율 35.6 18.4 12.5 14.5 19.0 100

[표 7] 보호시설 퇴소시 퇴소자의 혼인상태(2019년) 

(단위: 명, %)

연령 3세미만 3~6세 7~12세 13~18세
19세 

이상
계

아동 수 134 195 386 161 24 900

비율 14.9 21.7 42.9 17.9 2.6 100

[표 6] 입소 시 동반한 아동 현황(2019년)

(단위: 명, %)

○ 입소 시 동반아동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7~12세 아동의 비율이 42.9%

로 가장 많고, 3~6세 21.7%, 13~18세 17.9%이며, 3세 미만 아동도 14.9%에 

이르렀음

   자료: 여성가족부,『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2020.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 퇴소자의 혼인상태는 45%가 별거, 이혼, 이혼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는 퇴소인원의 35.6%임 

 자료: 여성가족부,『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2020.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용자의 대부분은 현재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와의 이혼 및 별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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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보호시설 상담소

배우자와 결혼생활 지속 47.8 2.5 63.0

별거 12.6 15.0 11.8

이혼 39.6 82.5 25.2

계 100 100 100

[표 8] 배우자와의 관계 계획  

(단위: %)

○ 가정폭력 보호시설 이용자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97.5%가 별거·이혼 등 배우

자와의 관계단절을 희망하고 있었음 

자료: 여성가족부,『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2020.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

사』에서 조사대상자인 피해자들은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22.8%는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답변함

○ ‘폭력행동의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란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가 24.1%, ‘이대로 가

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22.8%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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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보호시설 상담소

폭력행동의 개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40.5 41.0 40.0

자녀들에게 피해가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4.1 30.8 17.5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2.8 25.6 20.0

혼자 헤쳐 나갈 자신감이 생겨서 6.3 0.0 12.5

주변(상담소, 보호시설 등)으 도움을 받게 되어서 3.8 2.6 5.0

5.00.02.5기타

100100100계

[표 9]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2019.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이 68.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그 외 ‘심리, 정서적 상담 지원’(62.7%), ‘주거지원’(57.3%), ‘경제적 지

원’(54.7%), ‘취업지원’(53.3%), ‘배우자의 접근 차단’(48%), ‘자녀에 대한 지

원’(42.7%), ‘자녀양육지원’(28.%), ‘치료지원’(20.0%)순으로 응답하였음12) 

12) 가정폭력 피해가정 양육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허민숙, 「가정폭력 피해가정 양육지

원을 위한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1415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를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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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하려면 필요한 지원(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보호시설 상담소

법률지원 68.0 64.7 70.7 

심리, 정서적 상담 지원 62.7 52.9 70.7 

주거지원 57.3 55.9 58.5

경제적 지원(생계비 지원, 자립정착을 위한 저리대출 등) 54.7 38.2 68.3

취업관련 훈련, 정보제공 등 취업지원 53.3 52.9 53.7

배우자의 접근 차단 48.0 41.2 53.7

자녀에 대한 지원(교육 지원, 심리상담 등) 42.7 41.2 43.9

자녀양육지원(돌봄지원) 28.0 23.5 31.7

14.626.520.0지속적인 치료지원이나 건강관련 프로그램

100100100계

자료: 여성가족부,『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2019.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 가정폭력 피해자는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조사됨 

○ 여성가족부의『2019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에서 응답자의 34.2%는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13)

13) 여성가족부, 『2019년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2019,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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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보호시설 상담소

자녀 63.3 69.7 59.6

가족 외의 지인(동네 이웃, 직장 동료 등) 27.8 30.3 26.3

배우자의 부모 21.1 9.1 28.1

기타 친인척 16.7 21.2 14.0

나의 부모 12.2 15.2 10.5

기타 8.9 12.1 7.0

계 100 100 100

[표 12]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주요 인물(중복응답)

(단위: %)

구분 전체 보호시설 상담소

예 34.2 38.5 30.0

아니오 65.8 61.5 70.0

계 100 100 100

[표 11]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2019.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

인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피해자 외 가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 주요 인물에 대한 설문에서 ‘자녀’가 

63.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가족 외 지인’ 27.8%, ‘배우자의 부모’ 

21.1%, ‘기타 친인척’ 16.7%, ‘나의 부모’ 12.2%, ‘기타’ 8.9% 순으로 답변함 

자료: 여성가족부,『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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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구분 전체 보호시설 상담소

예 65.5 79.2 60.5

아니오 18.0 7.5 21.8

자녀 없음 8.0 9.4 7.5

모르겠다 8.5 3.8 10.2

계 100 100 100

[표 13] 폭력 발생 당시 자녀의 목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보호시설 상담소

미취학 아동 65.6 66.7 65.2

초등학생 35.9 45.2 31.5

중학생 17.6 19.0 16.9

고등학생 11.5 14.3 10.1

성인 7.6 9.5 6.7

계 100 100 100

[표 14] 자녀가 최초로 폭력을 목격한 당시 자녀의 나이(중복응답)

(단위: %)

□ 가정폭력 발생 가정의 아동들은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자녀의 목격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5.5%가 ‘자녀가 폭력 현

장을 목격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시설 응답자의 79.2%가 ‘자녀가 폭력

을 목격하였다’고 응답함 

자료: 여성가족부,『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2019. 

□ 가정폭력 피해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폭력 상황을 목격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자녀가 폭력을 최초 목격한 당시의 자녀 연령을 묻는 질문에서, ‘미취학 아

동’이라는 응답이 65.6%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생’ 35.9%, ‘중학생’ 17.6%, 

‘고등학생’ 11.5% 순으로 응답함 

자료: 여성가족부,『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 2019. 



14 ❘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III.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이혼 시 양육자의 결정 등 양육 관련 사항은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함

○ 협의상 이혼 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

(「민법」제837조제1항 및 제843조)하고 있으며, 동조 각항은 그와 관련 세

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민법」제837조를 준

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의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동법동조 제2항)

○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동법동조 제3항)

○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함(동법동조 제4항)

○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음(동법동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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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혼 관련 규정 및 피해자 보호의 한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 우리나라에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함

○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

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만 하며, 조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가

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동법 제58조는 조정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정위원회는 조정 시 당사자의 이익뿐 아니라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 받

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을 평화적·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함

(제1항)

-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2항)

□ 「가사소송법」제6조 및 제56조는 조정 전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사소송규칙」제9조는 가사조사관이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적으

로 조사하며(제1항),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

태,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항)

- 가사조사관은 사실조사를 마친 이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함(「가사소송규

칙」제11조제1항) 

- 조사보고서에는 조사방법 및 결과, 그리고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

여야 함(「가사소송규칙」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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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 

및 지위로 양도 혹은 포기의 대상이 되지 않음14) 

○ 면접교섭권은 “상호간에 직접 만나거나 서신교환, 통화, 선물교환, 방학이나 

휴가 중 일정기간 체류 등의 것을 내용”15)으로 함

○ 「민법」제83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다만, 동법 제837조의2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

다”고 규정함

□ 「가사소송법」은 자녀면접교섭권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가정법원은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닌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음(「가사소송법」제64조) 

○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

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

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가사소송법」제67조제1항)  

14) 김상명·강봉현,「협의상 이혼의 법적 문제」,『법이론실무연구』, 5(3), 2017, p.179.

15) 이충은,「친권정지와 면접교섭권」,『법학논총』, 39(4), 2015, p.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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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혼 관련 규정 및 피해자 보호의 한계

라. 부부상담 권고 제도  

□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

을 권고할 수 있음(「민법」제836조의2)

□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할 수 있음을 규정함(「가사소송규칙」제12조의2)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

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관계인

에게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을 할 수 있음(「가사소송법」제62조제1항)

○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이혼소송 당사자는 소송 기간 중 상대방이 보호하고 있

는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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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 사례16)

가. 가사조사 제도

□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의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는 가정폭력이 발생

한 가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조정절차에서 가해자를 대면하는 일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9년 8월 가사조사를 받기 위해 OO가정법원에 출석한 가해자가 가사

조사 도중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하였음

- 2019년 6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가사조사를 받은 후, 먼저 귀가 조

치된 가해자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사건이 발생함 

○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가사조사관의 발언 등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과 위험을 가중한 바 있음  

- 2019년 8월 OO가정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피해자에게 “아빠가 아이를 

보고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아이들을 아빠가 키우길 원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발언함

-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가 아이들 앞에서 칼로 자해하고,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 등 폭력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렸음에도 가사조

사관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화를 가라앉히라고 주문한 바 있음 

16) 한국여성의전화는「2019년 국정감사 질의요청서」에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하려

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소송과정에서 가정폭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부상

담명령,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 가사조사 등으로 인해 폭력피해를 입는 등의 사례를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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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 자녀가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 또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

우에도 이혼소송 중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의 불

안과 위험이 가중됨 

○ 2018년 10월 OO가정법원은 가해자가 어린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피

해부모와 함께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함 

- 아버지의 폭력으로 자학 증세를 보여 보호시설에서 치료 중인 자녀에게 

면접교섭권을 결정함으로써, 해당 아동의 야뇨 증세 및 불안 증세가 악

화되었으며, 가해자가 자녀에게 보호시설의 위치와 어린이집 이름을 물

어 피해자와 그 자녀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함 

○ 2018년 5월 OO가정법원은 이혼소송 중이며 피해자 보호시설에 자녀와 함께 

거주 중인 피해모자에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함 

○ 가해자가 아이를 보자마자 유모차를 빼앗아 끌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같이 

가자며 마구 앞으로 감. 당시 경찰이 동행하여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모

차를 끌고 가려하였으며, 경찰에게 피해자의 거주 장소를 집요하게 물어, 피

해자의 두려움과 공포가 가중됨 

□ 가해자는 이혼을 원하는 피해 배우자를 조종하고 회유, 설득하기 위해 자

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 없이 자녀면접교

섭 사전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2018년 9월 OO지방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재판이혼 중인 피해자에게 자녀면

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하여 피해자가 3세 딸을 동반하여 가해 배우자를 만

날 수밖에 없었는데, 피해자가 가해 배우자를 만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호

소하며 두려워 함  



20 ❘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다. 부부상담 명령

□ 부부상담은 권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결정하여 피해자의 부담과 위

험을 가중시킴

○ 2018년 11월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하고자 하

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결정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안은 채 부부상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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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 ｢민법｣에 의한 자녀면접교섭 제한 사유 등에 가정폭력이 직접적으로 명시

되어 있지 않음 

○ ｢민법｣ 제837조의2제3항에 따르면, ‘자의 복리’를 위한 때에는 자녀면접교섭

에 대한 제한·배제·변경이 가능하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

을 뿐 가정폭력 피해 등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음 

□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해 친권 지정 변경 등을 조정 또는 

판결할 시,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함 

○ 「가사소송법」제58조는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

할 때에는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가사소송규칙」제18조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

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는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해당 사항을 정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가사소송법」및「가사소송규칙」에는 가정폭력 사안에 대한 처리

방침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피해모자가 가정폭력 피

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결정하

여 보호시설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던 자녀의 상태가 악화된 사례는 

이러한 제도의 미비점이 초래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특히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머무는 경우 자녀를 통해 현재 거주위치 

등을 알아내고자 하여 피해자 안전이 우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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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소송법」제6조에 따라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보고서

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가정폭력을 경

미한 사안으로 여기는 조사관에 의해 사실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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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해외 사례

1. 미국

□ 미국의 1990년 하원의회 결의안 172(House of Representatives 

Congressional Resolution 172)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의 위험성을 언급함

○ 결의안은 ‘배우자를 학대한 전력이 있는 자에게 양육권을 부여 하는 것은 자

녀에게 해롭다’는 법률상의 추정(statutory presumption)이 규정되어야 함을 

강조함  

- 법적 추정(legal presumption)이란 어떤 결론이 사실들의 특정한 조합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17)으로 어떤 사실들을 근거로 다른 사실을 인

정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상의 추정이란 법률에 결정적인 추정을 규정하

는 것을 말함18)

□ 전국 청소년 및 가정법원 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가 1994년 발간한 가정폭력에 대한「모범법(Model Code)」은 

양육권 결정에 가정폭력이 참작되어야 함을 지적함

○ 「모범법」제401조는 가정폭력이 연루된 양육권 분쟁에 대해 법원은 가정

폭력 가해 부모에게 단독 양육권, 공동 법적 양육권, 공동 신체적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로우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정해야 

한다고 규정함19) 

17) US Legal, “Legal Presumption”, https://definitions.uslegal.com/l/legal-presumption/  

(검색일: 2020.11.18.)

18) US Legal, “Statutory Presumption”,   

https://definitions.uslegal.com/s/statutory-presumption/ (검색일: 2020.11.18.)



24 ❘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미국의 경우 2008년도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가 

살해한 아동은 762명인 것으로 밝혀짐20) 

○ 가해자는 아버지가 73%로 가장 많고, 어머니 15%, 양어머니 3%, 기타 8%임 

□ 미국 변호사 협회(The American Bar Association)와 미국 심리학회(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는 각 주정부가 가정폭력 가해자의 양

육권에 대한 법률상의 추정을 규정하도록 함을 권고함21)

□ 일부 주정부 법령은 ‘반증허용추정(Rebuttable Presumption)’에 따라 가정폭

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공동 신체적 양육권 및 법적 양육권을 부여하지 않음

※ 반증허용추정이란 그 반대의 증거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사실로 간주하는 추정사실을 

말함22)

○ 앨라배마주는 법원이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인정한 경우, 그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가해자에게 아동의 공동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음

○ 애리조나주는 가정폭력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가해부모에

게 공동양육권을 허용하지 않음

19) Advisory Committee of the Conrad N. Hilton Foundation Model Code Project of the 

Family Violence Project, Model Code on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1994, p.33. 

20) Center for Judicial Excellence, “US Divorce Child Murder Data”, 

https://centerforjudicialexcellence.org/cje-projects-initiatives/child-murder-data/ 

(검색일: 2020.12.1.)

21) Lemon, N,  “Statutes creating rebuttable presumptions against custody to batterers: 

How effective are they?”, William Mitchell Law Review, 28, 2001, p.606. 

22) US Legal, “Rebuttable Presumption Law and Legal Definition”, 

https://definitions.uslegal.com/r/rebuttable-presumption/ (검색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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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해부모가 공동 양육권을 부여받

는 것이 아동복리에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할 것, 법원 결정에 의해 알

코올 내지는 약물남용 상담, 부모교육을 이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일부 주정부 법령은 양육권 및 자녀면접교섭 결정을 위한 ‘아동의 복리

(Best Interest of Child)’ 원칙을 판명하는데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음 

○ 애리조나주의 경우 가정폭력의 증거를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요인으로 간

주하며, 자녀와 관련된 법원 결정 시 피해부모와 자녀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

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아칸소주는 아동이 학대로 인한 상처가 없고, 가정폭력 상황을 목격하지 않

았더라도 법원이 아동과 관련한 결정 시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해 반드시 참

작하도록 함

○ 델라웨어주는 자녀가 가정폭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가정폭력

이 발생하였다면, 양육권과 거소결정에 가정폭력을 반드시 참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지아주는 가정법원이 해당 아동의 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는지를 반

드시 확인해야 하며, 피해부모와 아동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

○ 아이오와주는 아동복리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정폭력 전력을 가장 중요한 요

인으로 다루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매사추세츠주는 양육권 관련 결정에 있어 일방의 부모, 그리고 자녀에 대한 

학대 발생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로드아일랜드주는 양육권 등 관련 사안 결정 시, 가정폭력 피해부모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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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법령

아동복리(best interest of 

child) 판단 시 가정폭력 참조 

규정 

그 외 가정폭력 참조 

규정 

애리조나 §25-403.03

 법원은 가정폭력의 증거를 ‘아

동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

주해야 하고, 가정폭력 피해부

모 및 자녀의 안전과 안정을 최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해

자의 폭력 이력을 고려해야 함 

 부모의 부재 또는 거소

변경이 일방의 부모에 

의한 가정폭력을 원인

으로 하고 있는지를 참

고함 

아칸소
§9-13-101

§9-15-215

 아동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상처가 있는지의 여부, 가정폭

력 상황을 목격했는지의 여부

와 관련 없이 법원은 가정폭력

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참작하

여야 함

 배우자의 가정폭력으

로 인한 부모 일방의 부

재 또는 거소변경이 양

육권 및 자녀면접교섭

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함

[표 15] 미국 주정부별 자녀양육권 및 자녀면접교섭 결정 시 가정폭력 

관련 규정

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미네소타주는 양육권 결정을 위해 관련 중요 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아동의 

복리’를 판단할 때, 가정폭력의 발생 여부, 가해자가 해당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미국 각 주의 법령은 자녀양육권 및 면접권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이 사유

가 되어 거소를 변경하였거나 집에 머물며 자녀를 돌보지 못한 경우, 법원

이 이를 사유로 해서 피해부모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

고 있음([표 15] 그 외 가정폭력 참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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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법령

아동복리(best interest of 

child) 판단 시 가정폭력 참조 

규정 

그 외 가정폭력 참조 

규정 

델라웨어
tit. 13 §706A

tit. 13 §705A

 자녀의 목격 여부에 관련 없이 

과거 혹은 현재의 가정폭력 발

생 증거는  법적 양육권과 자녀 

거주지 결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조지아 §19-9-3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관련 

사실을 발견해야 하며, 가정폭

력 피해자인 일방의 부모와 그 

자녀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하며, 가해자가 

타자를 공격하거나 위협한 전

력을 고려해야 함 

 배우자의 가정폭력으

로 인해 일방의 부모가 

합리적 기간 동안 부재 

또는 거소변경을 하였

다면 이는 자녀에 대한 

유기로 간주되지 않음

아이오와 §598.41

 가정폭력 전력은 양육권을 결

정하는데 있어서 아동복리 판

단의 그 어떤 요인보다 가장 중

요하게 다뤄져야 함

 가정폭력 피해부모가 

공포와 가해자로부터

의 위협이 원인이 되어 

부재 또는 거소변경을 

하였을 경우, 법원은 자

녀양육권이나 면접권 

부여에 있어 이를 불리

한 사유로 삼지 않음 

매사

추세츠
ch. 208, §31A

 임시 혹은 영구 양육권 명령을 

발부하는데 있어서 가정법원은 

일방의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과거 또는 현재의 학대 증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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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법령

아동복리(best interest of 

child) 판단 시 가정폭력 참조 

규정 

그 외 가정폭력 참조 

규정 

로드 

아일랜드
§15-5-16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부모, 그

리고 그 자녀의 안전과 안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부모 일방의 부재 또는 

거소변경이 가정폭력

에 원인을 두고 있는 것

이라면 양육권과 자녀

면접교섭권을 결정하

는데 있어 불이익 처분

을 받지 않음 

미네소타 §257.025

 양육권 결정에 있어 법원이 모

든 관련 요인을 평가하고 아동

의 복리를 결정할 때, 가정폭력

이 있었던 경우, 가해자의 행동

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해야 함

- 

자료: 각 주정부별 법령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Child Protection and Custody 
(RCDV:CPC) and National Council of Juvenile and Family Court Judges 
(NCJFCJ), Domestic Violence As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Custody/Visitation 
Determination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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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 2001년 가족법 상원의장 자문위원회의 아동법 분과위원회(Children Act 

Sub-Committee of the Lord Chancellor’s Advisory Board on Family Law)는 

가정폭력이 개입된 경우에 참고해야 할 자녀면접교섭권 가이드라인을 출

간함

□ 그러나 이후에도 가정폭력을 사소하게 취급하고 자녀와 부모 면접을 우선

시하는 관행이 지속됨23) 

□ 2004년 영국 여성지원단체(Women’s Aid)가 발간한 법원의 신중하지 못한 

자녀면접권 결정으로 인해 29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한 보고서24)

출간 이후, 가사재판심의회(Family Justice Council)는 자녀면접권을 결정하

는데 있어 아동의 안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가사재판심의회 의장 Jane Craig는 자녀면접 교섭 결정에 있어서의 문화적 

변화를 촉구하며, ‘면접이 항상 옳다’라는 관점에서 ‘안전, 그리고 아동에게 

이로운 면접이 옳다’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함25) 

○ 또한, 아동법 분과위원회 및 Re L가이드라인을 참고한 실행지침(practice 

direction)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2008년 고등법원(High Court)의 가사부(Family Division)는 2009년에 실행

23) Hunter, Rosemary, Adrienne Barnett and Felicity Kaganas, “Introduction: Contact and 

Domestic Abuse”, Journal of Social Welfare and Family Law, 40(4), 2018, p.405.  

24) Saunders, Hilary, Twenty-Nine Child Homicides: Lessons Still To Be Learnt On 

Domestic Violence And Child Protection, 2004. 

25) Craig, Jane, “Everybody’s Business: Applications for Contact Orders by Consent”, 

Family Law, 37, 2007,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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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을 개정하였으며, 이후 가사절차규칙으로 통합됨 

○ 법원 및 관련 종사자들은 가정폭력이 관여된  가사재판의 자녀면접 교섭 결

정 시 가사절차규칙 2010 실행지침 12J(Family Procedure Rules 2010 as 

Practice Direction 12J(PD12J)를 준수해야 함 

○ PD12J는 2014년 개정되어 가정폭력의 유형에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를 포함함

- 강압적 통제란 신체적 폭력이 경미하거나 부재한 강압, 통제 등의 가

정폭력을 일컫는 용어로 영국에서는 2015년「중범죄법(Serious Crime 

Act)」제76조의 개정을 통해 강압적 통제 범죄에 대해 최장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26) 

□ 2016년 여성지원단체 Women’s Aid는 2005~2015년의 기간 동안 자녀면접

교섭으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19명임을 밝히며, 안전하지 못한 면접교섭을 

중단하라는 아동우선 캠페인(Child First Campaign)을 시작함27) 

□ 2016년 고등법원(High Court) 판사 Cobb는 고등법원 가사부 요청에 따라 

개정을 제안하고, 개정된 PD12J는 2017년 10월 2일 시행됨28)

26) legislation.gov.uk,「Serious Crime Act 201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5/9/section/76/enacted (검색일: 2020.11.2.)

27) Women’s Aid, Nineteen child homicides: What Must Change So Children are Put 

First in Child Contact Arrangements and The Family Court, 2016. 

28) Family Law, “President issues new PD12J – Child Arrangements and Contact Orders: 

Domestic Abuse and Harm”, 

https://www.familylaw.co.uk/news_and_comment/president-issues-new-pd12j-child-arra

ngements-and-contact-orders-domestic-abuse-and-harm (검색일: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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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제1단계

 모든 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반드시 가정학대가 연루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함

  - 자녀면접권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법원의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은 경 

    찰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관련 사안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 

제2단계

 가정학대 사안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법원은 반드시 진상조사청문회

(fact-finding hearing)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면접교섭

이 아동 복리에 부합한다는 확신 없이 임시 자녀면접교섭을 허용하여서

는 안됨 

제3단계

 가정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은 반드시 해당 아동, 각 부모에 대해 

전문가 심의(안전 및 위험도 측정 등) 명령을  고려해야 하며, 자녀면접교

섭 명령 이전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등의 전제조건을 부과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 

제4단계

 자녀면접교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자녀면접교섭으로 인해 아동이 폭력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다른 부모

가 가정학대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을 것을 확신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함

[표 16] 영국 가사절차규칙 시행지침(PD12J)

○ 개정된 PD12J는 가사절차규칙의 많은 부분을 의무화(mandatory)함 

○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용어를 가정학대(domestic abuse)로 대체하여 비

폭력 학대행위도 가정폭력의 범주로 포괄하였음

자료: Government of UK, “Practice Direction 12J –Child Arrangement & Contact 

Orders: Domestic Abuse and Harm”,   

https://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family/practice_directions/pd_part

_12j#11a (검색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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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나다 

□ 2017년 12월 25일 4살 Aubrey와 6살 Chloe 자매가 면접교섭과정에서 이혼

한 아버지 Andrew Berry에 의해 살해됨29) 

○ 자매의 어머니인 Sarah Cotton은 2016년 이혼 과정에서 전남편과 양육권 및 

면접교섭(parenting time) 관련 갈등을 겪었음

- Sarah Cotton은 2017년 전남편 Andrew Berry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점을 법원에서 진술하며 자매가 하룻밤 

이상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함30) 

○ 당시 법원은 전남편의 공격적인 성향과 부적절한 행동이 자녀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31) 

□ Chole와 Aubrey의 사망사건 이후, 이혼과정에서의 자녀면접교섭 관련 법

적 절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32) 

○ 특히 이혼재판에서 면접교섭 관련 분쟁 시, 판사들이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됨33)

29) Kane, Laura, “Chloe and Aubrey Berry’s Deaths Spark Debate on How Judges Handel 

Domestic Violence: The girls had been the subject of a custody dispute before they 

died”, Huffpost, Jan 7, 2018, 

https://www.huffingtonpost.ca/2018/01/07/chloe-and-aubrey-berrys-deaths-spark-debate-

on-how-judges-handle-domestic-violence_a_23326453/ (검색일: 2020.11.3.) 

30) Cotton v. Berry, 2017 BCSC 907, 

https://www.bccourts.ca/jdb-txt/sc/17/09/2017BCSC0907.htm#_Toc483898269 (검색일: 

2020.11.3.)

31) 같은 글. 

32) Koshan, Jennifer, “Specialised Domestic Violence Court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Key Factors in Prioritising Safety for Women and Children”, Journal of Social 

Welfare and Family Law, 40(4), 2018, p.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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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1일 개정되어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캐나다의「이혼법

(Divorce Act)」은 양육권 관련 사항을 결정할 시, 법원은 반드시 가정폭력

(family violence)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Sec. 16은 아동의 복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환경에 관한 모든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 

- Sec. 16(2)는 법원이 아동의 복리와 관련된 여러 요인(factors)들을 고려

할 때, 반드시 아동의 신체적, 정서 및 심리적 안전과 안녕을 가장 중요

하게 다루어야 함을 명시함 

- Sec. 16(3)(J)는 자녀면접교섭 명령을 부과할 시, 다른 무엇보다 모든 형

태의 가정폭력,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

을 요구하고 있음  

 Sec. 16(3)(j)(i)는 가정폭력에 연관된 자가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함

 이 때 점검 항목에는 ‘아동에게 폭력적인지’, ‘다른 자(전 배우자 등)를 

공격하기 위해 아동을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아동에게 공포심을 초

래해왔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됨34)

- 법률 Sec. 16(4)(a)~(h)는 가정폭력의 영향을 판단해야 할 가정법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가정폭력 관련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점검할 것을 명하고 있음 

33) Chambers, Lori, Deb Zweep, and Nadia Verrelli, “Parental Filicide and Coercive 

Control: Reviewing the Evidence in Cotton v. Berry”, U.B.C. Law Review, 51(3), 2018, 

p.673. 

34) Government of Canada, Department of Justice,「The Divorce Act Change Explained」,  

https://www.justice.gc.ca/eng/fl-df/cfl-mdf/dace-clde/div60.html (검색일: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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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Divorce Act 

Sec. 16(4)(a)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것의 본성, 심각성, 빈도

Sec. 16(4)(b)
 가족구성원의 행동에 대한 강압과 통제의 패턴이 있는지의 

여부

Sec. 16(4)(c)
 가정폭력이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향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아동이 가정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는지의 여부

Sec. 16(4)(d)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상해 또는 그러한 상해의 위험

Sec. 16(4)(e)
 아동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어떠한 절충 내지

는 타협이 있는지의 여부 

Sec. 16(4)(f)

 가정폭력이 아동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자기자신, 또는 

다른 가족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의 여부 

Sec. 16(4)(g)

 가정폭력과 연루된 자가 가정폭력의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

해, 그리고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의 여부 

Sec. 16(4)(h)  그 외 관련 요인 

[표 17] 캐나다「이혼법」의 가정폭력 관련 조항 

주: 2019년 6월21일 개정되어 2020년 7월1일 시행됨 

자료: Government of Canada, Department of Justice, “The Divorce Act Change 

Explained”, https://www.justice.gc.ca/eng/fl-df/cfl-mdf/dace-clde/div62.html (검색

일: 2020.11.2.)



❘ 35

IV. 해외 사례

□ 법률의 개정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 부모와 자녀 모두를 보호하려는 목

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가정폭력 가해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과 학대로부터 어린 자녀를 보호함은 

물론, 자녀면접교섭 등 양육권이 매개가 되어 결별 이후에도 피해 부모가 가

해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에 시달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

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35)

35) Bala, Nicholas, “Bill C-78: The 2020 Reforms to the Parenting Provisions of Canada’s 

Divorce Act”, Canadian Family Law Quarterly, 39, 2020,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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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 현행법에 의해서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

도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음

○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는 추상적인 표현인 바, 이의 내용을 구체적으

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자녀의 복리 실현을 달성할 필요가 있음 

□ 외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가정폭력

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 「가사소송법」에 조항신설 등을 통해 가정폭력이 자녀의 복리 판단의 중

요 참고 요인임을 분명히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 자녀가 가해부모의 친

권, 양육권, 그리고 자녀면접 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자녀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법령, 캐나다의「이혼법」이 자녀면

접교섭권을 결정할 시 가정폭력을 중요 요인으로 검토할 것을 규정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정폭력이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

토할 것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녀가 어린 경우 피해부모가 자녀와 동반하여 가해자를 정기적으

로 면접해야 하는 것은 피해부모의 공포와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음

-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 도움센터(예컨대 서울가정법

원의 이음누리센터)에서만 면접교섭을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36)

36) 법무법인 로고스 배인구 변호사의 자문의견(2020.11.1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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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요건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학대 부모에게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가정폭력의 직·간접

적 피해자인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수 있음  

○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피해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여 보호를 받

고 있는 경우는 면접교섭 사전처분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 보호시설 거주 자녀에 의해 보호시설의 위치가 노출될 위험에 따

라,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진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하

므로 피해부모와 동반자녀는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음 

○ 또한, 가정폭력 피해부모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처분의 효

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법」제62조제1항에 따른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에서 가정폭력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즉 이혼소송 기간 중 피해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의 신청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부모 및 그 

자녀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면접교섭권은 부모 및 자녀 모두의 권리이나, 부모 및 자녀의 복리가 서로 

충돌할 시 친자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37)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녀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37) 이충은, 앞의 글, p.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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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 이혼소송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자녀에 대한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가사조사 시 대면조사를 원칙

적으로 배제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송 당사자 개별조사 및 분리조사를 통해 가정법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

를 수집하는 방법이 피해자와 그 자녀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사조사는「가사소송법」제6조제2항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

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바,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과정에 가정폭력 확인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가사소송규칙」제9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가정폭력 등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이 구

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음 

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 가정폭력이 사유가 된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를 부부상담 명령의 대상에

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제도 하에서 판사가 부부상담을 권고할 수 있고,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

우’에 한해 부부상담에 응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재판결과에 대한 판사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판사의 부부상담 권고를 거절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39

V. 개선과제

○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부부상담 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를 위험에 노출 시킬 우려가 높음

○ 이에,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가정폭력 등 젠더

폭력에 관한 의무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가중처벌하는 국가38)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이후 22년이 경과한 시점

에서도 가정폭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있음39)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 가정폭력 사범 구속율은 0.86%에 

그치고 있음40)

□ 사법부 구성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가정폭력 관련 

38) 영국 양형위원회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특별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음(Sentencing Council, Overarching Principles: Domestic Abuse: 

Definitive Guideline, 2018.); 네덜란드에서는 가족구성원 간에 신체폭력, 성폭력, 

스토킹, 협박 등의 심각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고 있음(Government of Netherlands, “Domestic Exclusion Order and Sentencing 

for Domestic Violence”, 

https://www.government.nl/topics/domestic-violence/domestic-exclusion-order-and-sent

encing-for-domestic-violence (검색일: 2020.8.18.).

39)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 개선에 관해서는 조서연, 「가정폭력범

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별 대응의 개선방안」, 『NARS 현안분석』, 제84호, 국회입

법조사처, 2019.를 참조할 수 있음 

40) 경찰청 제출자료(2020.6.3) 



40 ❘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범죄 처벌, 피해자 및 자녀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여건일 수 있음 

○ 가정폭력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전담재판부41)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

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법부 구성원의 교육·훈련 과정에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자 안전

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일부 법관의 개별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법원 내 연구회 등을 통

해 관련 사안들이 논의·공유되는 실정이나, 보다 공식적인 정책과 프로

그램이 개발·도입될 필요가 있음 

41) 가정폭력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경찰, 검사, 판사 등이 사건의 수사, 증거수

집,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는 바, 가정폭력전담 재판부를 도입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적절히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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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9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15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제010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2018.11.29 김유향
김나정

제011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1.29 신동윤

제012호 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2.07. 권성훈

제013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개선 과제 2018.12.10. 김태엽

제014호 현행‘복지허브화’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사업을 중심으로- 2018.12.11. 이만우

제015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2018.12.13. 박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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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6호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18.12.13. 정준화

제017호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2018.12.14. 김현정

제018호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2018.12.14. 김진수

제019호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12.17. 허민숙

제020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2018.12.19. 김도희

제021호 개정 한 · 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2018.12.20. 정민정

제022호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증책임 전환을 중심으로- 2018.12.24. 박재영

제023호 시진핑 집권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2018.12.27. 김예경

제024호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27. 백상준
김예경

제025호 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31. 이승현

제026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01.18. 김창호

제027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9.09.24. 류영아

제028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9.10.31. 박선권

제029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9.11.01. 최미경
최정민

제030호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2019.11.15. 장은덕

제03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2019.12.10 김진수

제032호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9.12.16 박재영

제033호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2019. 12. 19. 김은진

제034호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19. 12. 23.
김유향
유지연
김나정

제035호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2019. 12. 24.
김영석
박준환
김대명

제036호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2019. 12. 26.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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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37호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2019. 12. 26. 구세주

제038호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9. 12. 27. 백상준

제039호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2019. 12. 27. 박명희

제040호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2019. 12. 31. 김도희

제041호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9. 12. 31. 황현영

제042호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19. 12. 31. 문은희

제043호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2019. 12. 31. 강지원
조영은

제044호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0. 05. 22. 허민숙

제045호 국회 안건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2020. 05. 30. 전진영

제046호 ILO 핵심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 2020. 06. 24. 신동윤

제047호 철도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2020. 06. 30. 구세주

제048호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2020. 06. 30. 김예성
하혜영

제049호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0. 07. 10. 김창호

제050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07. 김예성

제051호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2020. 08. 13. 박선권

제052호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8. 28. 김예경

제053호 대통령제 정부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와 시사점 2020. 09. 01. 허석재

제054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2020. 09. 01. 김종갑
허석재

제055호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07. 정준화

제056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2020. 09. 18. 박혜림

제057호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수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2020. 09. 21. 정민정

제058호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2020. 10. 07. 장영환

제059호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 10. 08. 김종규

제060호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2020.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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