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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 및 복지의 향상으로 해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노인인권을 침해하는 노인학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학대를 처벌하고 있는 법률은 ⌜노인복지법⌟, ⌜형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가 적용되는 현행 법률은 입법체계적으로는
규제 및 처벌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고, 입법기술적으로도 구체화 · 세분화 되어 있
지 못하여 노인학대에 대해 실효성있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노인인권의 한 분야인 노인학대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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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법제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 논의 및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노인학대의 가해
자 혹은 피해자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 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모방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화·세분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특별법의
존재의의는 반감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처벌 규정만을 상향하는 것은 노인학
대 발생과 관련하여 가족 사이에서 발생되는 가족 내 범죄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
해하지 못한 것이라 보여진다. 특별법은 특별법으로서의 의미와 존재가 있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인학대 가해자 혹은 피해자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진 특별법
제정안이 노인학대방지 및 근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지 의문이다. 최근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
으므로 중복입법 및 이중입법이라는 측면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따라서 필자는 다
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안인 차선책으로는 최근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이(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제도적 차원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특별법 제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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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노인학대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는 체계와 규정을 갖춘 규정을 대폭 추
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따라서 3개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대체하는 별도의 정부안을 발의하여 입법화하는 방식이 법적 통일성 면에서 타당
할 것 같다. 제1안인 최선책으로는 노인복지법이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에 관한
모법으로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므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거
쳐 관련 규정을 구체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는 제1안인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완입법에 대한 견해를 지지하고
몇 가지 규정을 검토하였다. 이에 현행 노인복지법상 입법기술적 차원의 논의에서
첫째, 노인학대의 정의 세분화 및 구체화의 필요성,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
담인력 확충 및 전문상담원 배치, 셋째, 전용쉼터의 이용주체의 확대, 넷째, 보호
명령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다섯째,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의무 및 긴급전화 활
성화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보았고, 이에 노인학대 예방·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필자가 제안한 견해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노인학대방지 및 근절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주제어: 노인학대, 노인복지법, 특별법 제정안, 입법체계적, 입법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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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
입하였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1) 매년마
다 노인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노인인
권을 침해하는 노인학대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
는 실정이다.
우리의 경우 노인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은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에 비해 상
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며,2) 이에 관련법제도 상당히 늦게 제도화되었다. 우리
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2004년 노인복지법상에 처음 신설한 후,3) 노인학대방지
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입법보완
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 을 기준으로 기타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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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노인학대방지에 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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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는 노인인권4)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이다.5) 그러므로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속하는데 위협이 되는 노인학대는 반드시 근절해야 함이 마땅하다.6) 그러
나 노인학대방지에 관한 현행 법률은 입법체계적으로도 규제 및 처벌 위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입법기술적으로는 구체화· 세분화 되어 있지 못하여 노인학대 방지
* 이 논문의 수정·보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7』, 2018, 2면. 2060년에는 40%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은영·최미
정·조귀영, “여성노인의 노인학대 인식과 신고의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호(한국콘덴츠학회, 2014), 239
면.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인인구 통계자료를 인용하였다. 통계청, 『2015 고령자통계』, 통계청(2015), 17면.
2) 황영희, “노인학대 실태와 대책방안 고찰”, 『사회복지지원학회지』 제4권 제1호(사회복지지원학회, 2009), 210면.
구미 선진국에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보고와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용어의 도입은 Block과 Sinnott에 의해 ‘매맞는
노인 신드롬(The battered elder syndrome)'이라는 용어가 처음 만들어졌다. 김태현·한은주,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에 관한 문
헌전 고찰”, 『한국노년학』 제17권 제1호(한국노년학회, 1997), 51-73면.
3)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2004년에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허은실,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
찰』,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9면.
4) 노인인권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라고 한다. 권중돈 외 4인,
“노인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2014), 42면. 노인인권침해의 태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학대라고 볼 수 있다. 김재곤, 『노인인권법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2013, 115면.
5) 장윤정, “FMS을 이용한 노인학대 발생요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의식구조 분석”, 『한국지능시스템학회지』 제26권 제6호, 한
국지능시스템학회(2016), 459면. 노인학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인 노인인권이라는 큰 범주에서 바라
볼 수 있다. 권금주, “노인인권 관점에서 노인학대 정책 방향 모색”, 『월간 복지동향』 제211호(참여연대, 2016), 41면.
6) 우리나라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에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
전된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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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효성있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인권의 한 분야
인 노인학대방지7)에 대하여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 개선을 위
한 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학대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현행 법률과 특별법 제정안에 대하여 우선 입법체계적 측면에서의
입법방향에 관한 논의를 다루며, 이후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분류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Ⅱ. 노인학대의 개념과 원인 특징
1.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를 정의하는 기준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단순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소극적이고 협의적인 개념에서부터 노인의 인권보호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광의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광의적인 개념에서의 노인학대는 신체
적 학대, 심리적 학대, 정신적 학대, 언어적 학대, 의료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을
포함하며, 협의적인 개념에서는 신체적 증거가 명백한 학대만을 노인학대로 간주
하고 있다.8)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1조의2 4호).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발생장소와 관련하여 가정 내 학대
(domestic elder abuse)와 시설 내 학대(institutional elder abuse)로 구분된
다.9) 가정 내 학대는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7) 사회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가 낮아 노인학대를 단순히 가정내의 문제로만 보는 분위기이다. 최영진, “노인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 제27권 제2호(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86면.
8) 김신겸·박인수, “노인학대”, 『대한노인정신의학』 제14권 제1호(대한노인정신의학회, 2010), 3-4면.
9) 최상섭, 앞의 논문, 3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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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그 밖에 친족에 의한 학대’로 정의된다. 시설 내 학대는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
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 관
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로 정의되며, 기타는 ‘가정 및 시설 외의 공
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로 정의된다.10) 학대방법에 따라서
는 크게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경제적 학
대, 방임(neglect)에 의한 학대로 구분된다.11) 신체적 학대란 노인에게 구타와 폭
력을 사용하여 육체적인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아내구타나 아동학대시의 양상
과 유사하다. 정서적 학대란 노인을 의도적으로 자주 구박·무시·방해·비난·소외·격
리하는 등의 유무형의 방법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경제적 학대란 노인 소유의 재산이 노인 자신의 의지와 상반되게 불법적으로 이용
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방임에 의한 학대는 적극적
방임과 소극적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12) 적극적 방임이란 노인수발자가 의도적이
지 않더라도 보호해 주지 않거나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노인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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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접촉이나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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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방임이란 노인이 혼자 있도록 방치하고 기초생활과 약물복용 등의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13)

2. 노인학대의 특성

노인학대의 특징을 살펴보면 노인의 의존성,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 특성, 노
인학대의 지속성 및 반복성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노인의 의존성을 살펴보
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협조를 받기가 힘들며,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고마움을 잘
10) 이윤경,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39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52면.
11) 최상섭, 앞의 논문, 32면.
12) 최상섭, 위의 논문, 32면.
13) 배석연, “노인 학대의 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6권 제4호(한국엔터테인먼트학회, 2012),
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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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경우와 자제력이 없어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욱
부담을 갖게 만든다. 둘째, 학대피해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대피해노인
에게서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인 기능과 인지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의 신체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의 장애는 노인의 부양자에게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노인학대의
지속성 및 반복성을 살펴보면 노인의 신체적 기능의 약화와 사회적 지위는 약화는
노인으로 하여금 피해발생의 상황을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요소들로 작용된다.14)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가정 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배우자 및
자녀이므로 학대행위를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15) 이것은 가정내의 사정
을 외부로 알리게 되면 체면이 구겨지는 웃음꺼리가 될 수 있다는 풍조가 잠재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16) 시설 내 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를 가족이나 외부인
의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학대는 지속·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17)

3. 노인학대의 실태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은 크게 학대행위자 원인과 가족·환경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대행위자 원인으로는 신체적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경제적 의존성, 개인
의 내적문제, 개인의 외적문제,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 과거 학대받은 경험, 학
대피해노인 부양부담 등이 해당된다.18) 이러한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문제로는
성격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노, 고집스런 성격, 사회적 반응의 결핍, 적대적 행

14) 선영화·강동욱,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방안”, 『법과 정책연구』제17권 제1호(한국법정책학회, 2017), 180-181면.
15) kbs 뉴스, “잊혀진 가정 폭력 ‘노인학대’ 체계적 대책 시급”2017.4.17. 홈페이지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B%85%B8%EC%9D%B8%ED%95%99%EB%8C%80).
16) 김원천·박현식, “노인학대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중복학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38집(한국지역사회복
지학회, 2011), 143-144면.
17) 오윤진, “우리나라의 노인 학대 현황과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에 관한 연구”, 『공공정책연구』 제16권 제2호(캠브리지
대학출판부, 2009), 102-103면.
18)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신체적 질환, 장애 등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
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적 의존성은 학대행위자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학대피해노인에게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정신질환, 우울증 등이다. 경제적 의존성으로는 학대행위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학대피해
노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의존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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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충동적 성격, 폭력적 성격,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등이 해당된다. 학
대행위자 개인의 외적문제로는 학대행위자의 이혼, 재혼, 부부갈등, 스트레스 등
이 해당된다.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장애는 알코올 및 약물의 중독이나 의존을 의미
하며, 과거 학대받은 경험은 과거 학대행위자가 아동이었을 때 그 부모로부터 아
동학대를 당한 것을 의미한다.19) 학대행위자 원인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6,651건 중 개인의 내적문제가 2,247건(3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
의 외적문제가 1,283건(19.3%)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 개인의 내적·외적 기질적
특성으로 인한 학대행위자 원인이 53.1%로 과반 이상, 그 외 피해자 부양부담으로
인한 원인 738건(11.1%), 경제적 의존성이 737건(11.1%)등으로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가족 · 환경적 원인은 학대피해노인 · 학대행위 갈등,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가족
어려움 등이 해당된다. 갈등은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 두사람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은 부모 부양문제, 재산문제 등으로 학대피해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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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간, 형제간, 친족간의 갈등으로 여러 사람이 갈등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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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은 학대피해노인의 부양 문제로 인한 부양가족들의 경제적 어려움
을 의미한다.21)22)
19) 보건복지부,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2016), 129-130면.
20) [표-1] 학대행위자 원인

학대행위자 원인
개인의 내적문제
개인의 외적문제
경제적 의존성
과거 학대 받은 경험
신체적 의존성
알코올 및 약물 사용 장애
정신적 의존성
피해자 부양부담
계

건수
2,247
1,283
737
121
280
618
627
738
6,651

비율
33.8
19.3
11.1
1.8
4.2
9.3
9.4
11.1
100.0

보건복지부, 위의 보고서, 130면.
21) 보건복지부, 위의 보고서, 133면.
22) [표-2]

자녀구성원과의 갈등
(자녀간, 형제간, 친족간)
893
25.3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720
20.4

피해자-학대행위자 갈등
1,917
54.3

계
3,530
100.0

보건복지부, 위의 보고서,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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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전국 2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
해 신고된 신고 접수는 11,905건이었다. 학대사례23)는 3,818건(32.1%), 일반사례
는 8,087건(67.9%)이다. 일반사례24) 비중의 경우 2010년 59.1%에서 2015년
67.9%로 증가하였다. 학대사례 비중의 경우 2010년 40.9%에서 2015년 32.1%로
감소하였다. 전체사례25) 중 일반사례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26) 학대사례
3,818건 중 신고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 428건, 부산 340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장소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사례 3,818건 중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
대가 3,276건(85.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27)

Ⅲ. 현행 노인학대 관련 법제의 체계와 한계
1. 현행법률 및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의 주요내용

(1) 노인복지법

(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규정의 도입 및 개정
우리나라는 2004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28)을 통해서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학
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각 시·도에 1개씩 총 16개가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29) 이후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2011년 6월 7일 일부개정, 2012년 10월
22일 일부개정, 2015년 1월 28일 일부개정, 2015년 12월 29일 일부개정30), 2016
23) 학대사례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로 판정
된 사례를 의미한다.
24) 일반사례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의미한다.
25) 전체사례란 학대사례와 일반사례를 포함한 신고 사례를 의미한다.
26) 보건복지부, 위의 보고서, ⅹ-ⅺ면.
27) 보건복지부, 위의 보고서, ⅺ-ⅹⅵ면.
28)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은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
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등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29) 최순옥 외 4인, 『노인복지의 이해』, 태영출판사, 2016,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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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2일 일부개정31), 2017년 3월 14일 일부개정, 2017년 10월 24일 일부개
정, 2018년 3월 13일 일부개정, 2018년 12월 11일 일부개정 등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이 중에서 다소 의미 있는 2017년 3월 14일 일부개정32)을 살펴보면 노인보호전
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
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
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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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노인학대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인학
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관련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이 휴지·폐지하거나 사업정지·폐지명
령을 받는 경우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으므로, 노인복지시설 휴지·폐지 또는 사업정지·폐지의 경우
이용자 권익보호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2015년 12월 29일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지상
파방송 및 전광판방송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 송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6조 제4항 및 제6조의2 신설). 공정
하고 전문적인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중앙사례판정위원회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역사례판정
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제39조의5). 노인학대신고위무자의 범위에 의료기관의 장,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를 추가하였다(제39조의6).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
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39조의17 신설). 노인학대행위로
처벌 등을 받은 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의18 신설).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을
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제43조 제3항 신
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상습적으로 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노인학대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 규정을 두는 등 노인학대 관련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제55조의3, 제57조, 제59조의2 및 제61조의2).
31)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행위 유형 중에서 정서적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에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금지행위 규정에 정서적 학대행위를 추가하고, 노
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노인의 연령기준을 65
세 이상으로 명시하며, 또한 현재 일정범위 직군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조항에도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 기
준이 없으므로 노인연령 기준을 명시하는 하는 한편, 현행법상 벌칙조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서 제시하는 징역형 대비 적정 벌금액의 일반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에 따라 벌금형의 금액을 조정하려는 것이
다. 법률 제14320호 일부개정 2016. 12. 02.
2016년 12월 2일 일부개정을 살펴보면 일정 시설 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노인학대신고의무 규정에 노인학대의 객체가 되는
노인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하였다(제3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에 정서적 학대
행위를 추가하고,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의 객체가 되는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명시하였다(제39조의9). 벌칙조
항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위원회의 권고안인 ‘징역형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비율로 정비하되,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중 업무수행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노인을 보호한 자에 대한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하였다(제55조의2부터 제55
조의 4까지, 제56조의2 및 제57조 등).
32)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학대행위를 한 사람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을 것을 권고하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정상적 관계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나, 그 이
행과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임시적으로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사업안내로 이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인학대행위자에게 노인학대관련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
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
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법률 제14596호 일부개정 2017.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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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도록 하였다(제39조의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
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이하 이 조에서 "학대피해노인"이라 한다)을 일정기
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제39조의19).

(나)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규정
1) 노인학대의 개념과 금지행위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척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의2 제4호).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
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
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
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
39조의9).
위의 규정 제1호에 위반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5조의2). 제1호 노인에게 폭행을 가한 자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제55조의3).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5조의4).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
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에 해당33)되는 경우를 말한다.
33) ① 형법 제257(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
264조(상습범)의 죄, ②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3조(학대, 존속 학대)의 죄, ③ 형법 제276조(체포, 감
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제
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 감금등의 치사상)죄, ④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제
285조(상습범)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⑤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
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5조의2(상습범)의 죄, ⑥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둥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⑦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⑧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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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학대 처리절차
가) 노인학대의 신고전화와 신고의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
급전화를 설치하고 있다(제39조의4 제1항).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39조의6 제1항). 더불어
(ⅰ)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의 장, (ⅱ)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ⅲ)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
한 상담·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ⅳ)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
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
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ⅶ) ⌜119구조 구
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ⅷ)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 장과 그 종사자, (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ⅹ) ⌜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xi)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xii)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
른 의료기사 등의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
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나) 응급조치의무 및 보조인 선임
법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의 죄, ⑨ 형법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⑩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⑪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제55조의4제1호, 제59조의2의 죄, ⑫ ①부터 ⑪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등을 말한다.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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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법
제

법제논단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
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제
39조의7 제1항).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
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
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
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
조 제3항, 제4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
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항).34)
학대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
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9조의8 제1항).35)

다) 조사 및 비밀누설금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
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
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11 제1항). 경찰청장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실종노인의
34) 이외에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
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
55조의3 제1항). 더불어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뢰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동조 제5항).
35) 이외에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법원은 학대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 검사 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을 조
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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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
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
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동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
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61조의2 제1항
제1호).36)

(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
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
공,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그 밖의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한다(제39조의5 제1항).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
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다.37)

(라) 학대피해노인의 전용쉼터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
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39조의19 제1항).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
36) 이외에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위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
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정해진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동조 제
3항).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7조 제1항 제2호).
37) 이외에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
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제
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사례 판
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한다
(제2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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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
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
담서비스 제공, 그 밖의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한다(제39조의19 제2항).

(마) 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
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가정폭
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푝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제39조의17 제1항).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
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제2항).38)

(2) 기타법률
(가) 형법과 노인학대

형법은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
273조 제1항·제2항). 여기서 학대의 개념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통설),39)

38) 이외에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
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제3항).
39)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15, 92면;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6, 187면; 유기천, 『형법학』, 일조각,
1982, 90면; 이영란,『형법학』, 형설출판사, 2014, 115면;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5, 119면; 정성근·박광민, 『형법
각론』, 삼지원, 2008, 110면; 정영일, 『형법각론』, 박영사, 2008,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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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 같은 태도이다.40) 예컨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휴식·수면을 허용하지
않거나 폭행을 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41)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한 때에는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학대죄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
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기 때문이다.42) 이른바 유기·존속유기, 학대·존속
학대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제275조 제1항).43)
더 나아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학대, 존속학대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75조 제2항).44)
이러한 학대행위가 상해 또는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한 때에는 상해죄·존속상해
죄,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폭행죄·존속폭행죄 또는 협박죄·존속폭행죄가 성립한
다. 학대행위가 체포·감금에 이르거나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체
법
제

포감금죄·존속체포감금죄 또는 중체포감금죄·존속체포감금죄가 성립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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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7)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40) 대법원 2000.4.25. 선고, 2000도223 판결.
41) 대법원 1969.2.4. 선고, 68도1793 판결.
42)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 2016, 112면.
43) 유기치사상죄는 유기죄·존속유기죄·영아유기죄·학대죄·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
과적 가중범이다.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지만 이를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때에는 살
인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뿐이다.
44) 존속유기치사상죄는 유기치사사상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이재상·장영민·강동범, 앞의
책, 111면.
45) 이 밖에 학대로 인한 노인의 명예가 공연히 훼손하거나 모욕을 당한 경우에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노인의 주거등에 무단으로 침
입하건 수색한 때에는 주거침입죄, 신체수색죄가 성립된다.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는
강요죄가,‘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는 사용자가 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의 범주에 들어가 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된 때에는 횡령죄 및 배임죄가 성립된다. 강동욱·문영희, “「노인복지법」 상 노인
학대에 관한 규정의 검토와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4-35면.
46) 1997년에 가정폭력의 방지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2개의 특별법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4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1997.12.13.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
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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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정구성원이란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
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의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노인학대의 대부분은 폭력을 수반하거나 유기와 방임을 내용으로 하며, 가정에
서 가족구성원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48) 따라서
학대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49)가 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50)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을 우선 적
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따라서 노인학대가 가정폭력범죄와 노인복지법상 노
인학대에 해당할 경우에 가정폭력범죄처벌법이 우선 적용된다. 노인학대가 가정
에서 가족구성원에 발생되는 것이라 타인 및 시설기관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가
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51) 위
와 같이 살펴보아야 법률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52) 동법에 따르면 가정구성원인 노인이 학대피해자인 경
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 지원받을 수 있고,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이 아닌 시설 내
에서의 노인학대의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나. 특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1) 특별법 제정안의 발의

현행 노인복지법과 기타법률의 노인학대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보기
어려워 특별법상의 노인학대방지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다수의
48) 한국사회에서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부인학대, 자녀학대, 노인학대를 가정폭력의 3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일, “가정폭력
의 법적대응과 개선방안”, 원광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12-13면.
49)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50) 강동욱·문영희, 앞의 논문, 36면.
51) 강동욱·문영희, 위의 논문, 35-36면.
5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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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2016년 6월 14일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년 11월 28일에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2016년 8월 18일에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2) 각 특별법의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년 6월 14일에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53)54) 총5장으로 분류되어 47개 조문과 부칙으로 나열되어 있다. 동 법
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 노인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에서는 사망 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죄의 상습범에 대하
여 가중처벌한다(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장 노인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
한 특례에서는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8조 및
제46조제1항제2호).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다(안 제9조부터 제11조까
지). 제4장 노인보호사건에서는 판사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적인 격리나
치료·상담에 필요한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장
기의 격리나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53)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래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54) 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6.14. 박명재의원은 2015년 4월 20일, 2016년 6월 14일
2차례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하였다. 2015년 4월 20일에 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16년 6월 14일에 발의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박명
재의원 대표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6.14. 제정이유를 살퍼보면 다음과 같다. 근래 노인학대범
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
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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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안 제17조 및 제31조). 제5장 벌칙에서는 임시조치·보호조치의 위반 범죄, 피
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범죄, 노인학대사건의 조사나 응급조
치·임시조치·보호조치의 업무방해 범죄, 노인학대범죄의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범
죄에 대하여 형사처벌한다(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55)

(나)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2016년 11월 28일에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56)은 총5
장으로 분류되어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나열되어 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57)
제1장 총칙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양의무자와 보호자로 하여금 노인학
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및
제4조).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
시한다(안 제6조 및 제7조). 제2장 긴급전화센터 등 설치·운영에서는 긴급전화센
터,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을 한다(안 제9조부터 제18조까
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
복지법인 등은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임시보호 등을 위하여 상담
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제3장 사례관리계획 등 권리의 보장 및 지원에서는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학대피해노인의 숙식제공 등 보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
55)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16.11, 3-4면.
56)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나 노인학대수사의 실효성 확보
의 곤란과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와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학대피해자인 노인을 보
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학대예방 대책만으로는 어르신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
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의 제
공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등 선진국은 노인학대에 대해 형사법적 개입보다는 민사법적인 보호와 복지행
정법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노인학대범죄의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 재발방치조치를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
로써 어르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57)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법”,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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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계획 등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제22조
부터 제28조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피해노인에게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4장 보칙에서
는 학대피해노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치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
여 노인학대의 위해성과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
도록 한다. 상담소 쉼터나 교육훈련시설의 폐지에 따른 청문과 비용지원, 긴급전
화센터 등의 평가와 이들 시설의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다)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6년 8월 18일에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동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안 제4조 및 제5조). 노인학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안 제6조).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한다(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여기에는 첫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학대피해의 신고
접수와 상담업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등을 위하여 긴급전화
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58) 보건복지부 소속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12년 9,340건, 2013년 10,162건, 2014년 10,569건
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해체,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 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학대피해자인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의 노인학대예방대책만으로는 노인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
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를
도입하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를 보다 증진시키려는 것이
다.
59)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1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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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법률안58)59)은 총5장으로 분류되어 35개 조문과 부칙으로 나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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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임시보호 등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학대피해노인의 숙식제공
등 단기보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한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간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노
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한다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개인
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반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② 학대피해노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법률과 특별법 제정안의 한계와 입법방향

가. 현행 법률과 특별법 제정안의 한계

현행 노인학대와 관련한 법률은 노인복지법 이외의 기타의 법률로 분산되어 있
어 노인학대의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에 있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와 관한 대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
법에서는 노인학대에 관련한 몇 가지 사항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60) 구체적·종합
적인 사항을 담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학대 관련 규
정은 노인학대행위의 규제 및 처벌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지원 및 노인학대의 예방조치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61) 이러한 상
황에서 노인학대방지에 관한 법률과 제도는 사후적인 대응의 측면보다 사전적인
예방의 측면이 중요하며, 학대가해자의 처벌의 측면보다 학대피해노인에게 적절
한 보호·지원의 측면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결국 학대피해노인의 정상적
60) 문영희·강동욱,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00
면.
61)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검토보고서”, 2017.2, 10-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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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년생활의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노인학대가해자의 현행 조사 및 수사의 실효성의 문제,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사회화에 관한 규정에 관한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특별법 제정안은 타 법률의 체계와 내용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현행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당히 유사한 체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
인학대범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 법률을 그대로 답습한 법안이 아닌가라
는 의문이 든다.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도 가정폭
력방지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의 조문 체계와 내용이 상당부분 유사하다.62)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노인복지법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부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노인복지법과 비교하여 보면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 중 긴급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은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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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규정이어서, 동 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이 분산되어 규
정되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63)
둘째, 특별법 제정안은 법 적용에 있어 중복 및 혼란의 문제를 야기한다. 박명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노인학대범죄
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한다는 취지는 상당한 의의가 있
다고 판단된다. 기존의 노인학대범죄를 처벌하는 「노인복지법」, 「형법」, 「가
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처벌의 중복과 혼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64) 게다가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도 현행 노인학대의 주체의 범위 및
처벌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문제점 등을 잘 지적하여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

62)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앞의 자료, 11-13면.
63)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016.10, 8-10면.
64) 여기에 노인과 아동은 경제적·신체적 능력에서 차이가 있고, 노인학대와 아동학대는 발생원인에 차이가 있음에도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동일한 내용과 체계로 규정하는 타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안의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
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있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은 노인학대에 대하여 형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국은 가정폭력 범죄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주에서는 가정학대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인 가정학대법(the Domestic Abuse Act)으로 처벌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앞의 보고서, 5면

2019.12

89

법제논단

원 등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는 상당히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 노인복지법상
규정이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인학대와
관련한 규정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된다.65) 또한, 제정안에 규정된 학대피해노인
보호·지원 관련 전달체계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등의 조
직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달체계와 유사하
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학대 관련 전달체계 조직의
설치·운영방법과는 차이가 존재66)하여 현재의 제도 및 체계와 상이하여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
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노인학대의 예방 방지와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지원
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노인복지법과 비교하
여 보면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 중 긴급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은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노인학대 신고의무, 응급조치의무, 홍보 조항 등의 규
정은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어서, 동 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에도
노인학대 관련 조항들이 분산되어 규정67)되므로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염
려가 있다.
셋째, 특별법 제정안은 처벌위주 또는 피해자 지원위주 중에 하나의 측면만을
부각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노인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규정들로만 이루어져
실제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 노인학대가해자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
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이다. 박인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
노인 지원법안」과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에 관한 법률안」은 학대피해노인의 예방과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 중점
을 두고 있어 애초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노인학대방지의
근본적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노인학대와 관

65)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 중 홍보영상의 제작·배포 송출(법 제6조의 2), 긴급전화 설치(법 제39조의4), 노인보호전
문기관 설치(법 제39조의5),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법 제39조의6) 규정은 동 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응급조치의무(법
제39조의7),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법 제39조의9),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법 제39조의17) 등의 규정은 제정안에 포함
되어 있지 않고 있다.
66)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앞의 자료, 10-13면.
67)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승기, 위의 자료, 8-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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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법률은 사전예방의 측면과 사후대응·처벌의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
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2개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관련한 법안들은 노인학대가해자의 제재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 다소 미흡
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나. 현행 노인관련 법제의 입법방향

현재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과 기타법률인 「형법」, 「가정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
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의 감소와 예방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노인학대와 관련하여 모법이라 할 수 있는 노인
복지법은 노인학대 규정을 단순히 몇 가지 조문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조문의 내
용도 구체화·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는 상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물론 현행 노인복지법상 체계와 규정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
하며 노인학대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노인학대를 예
방·근절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특별법 제정안의 의의는 상당히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노인학대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관련한 특별법이 현행 노인복지법 체
계와 규정을 그대로 모방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화·세분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특별법의 존재의의는 반감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처벌 규정만을 상향하
는 것은 노인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가족 사이에서 발생되는 가족 내 범죄라는 특
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 보여진다. 왜냐하면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자녀
이므로 피해자인 부모가 가해자인 자녀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는 노인학대
에 대하여 서슴없이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노인학대를 방
조·방관하게 만드는 구실로 이어지는 규정이 아닐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특별법을 제정하려면 기존의 일반법에서의 모든 규정을 포섭하여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특별법은 특별법으로서의 의미와
존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인학대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 중에서 한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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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치우진 특별법이 노인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
고 있으므로 중복입법 및 이중입법이라는 측면의 문제도 제기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입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차선책으로 최근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학
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제도적 차원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노인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는 체계
와 규정을 갖춘 규정을 대폭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따
라서 3개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대체하는 별도의 정부안을 발의하여 입법화68)하는
방식이 법적 통일성 면에서 타당할 것 같다고 판단된다. 최선책으로는 노인복지법
이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에 관한 모법으로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므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거쳐 관련 규정을 구체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69) 이하에서는 최선책으로서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완입법에 대
한 몇 가지 사항을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Ⅳ. 현행 노인복지법상 규정의 입법기술적 측면의 개선방안
1. 노인학대의 정의 세분화 및 구체화의 필요성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 또는 방임으로 구분된다(제1조의2 제4호). 최근 2015년 학대유형
통계결과70) 및 2016년 학대유형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노인학대는 1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71)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형
68) 필자는 노인학대 예방 및 처벌· 지원이 종합적으로 체계화된 특별법 정부안의 발의되기를 기대한다.
69) 필자와 같은 견해를 제시하는 학자로 강동욱(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2019, 292-293
면)이 있다. 강동욱, “노인학대에 관한 법률의 입법방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홍익대학교 법학연
구소, 2019), 292-294면.
70) 전체 학대사례 3,818건 중 “중복학대”가 2,4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대피해노인의 과반 이상이 중복학대를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앞의 보고서, 119면.
71) 첫째, 신체적 학대를 기준으로 전체 표본을 분석하면, 신체적 학대만 단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14개 사례에 불과하다고 한다. 2
개 유형 중복이 159개 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3개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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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하여 발생되는 경우를 중복학대라 명칭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각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 따라서 새로운 학대유형에 의
한 판정지표 뿐만 아니라 학대유형도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이다. 중복학대의 요인
은 개별적 학대 요인보다 더욱 복잡한 원인과 연관되어 있다.72) 통계에 따르면 중
복학대의 경우 성별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3) 노인학대 유형을 분류한 이유
는 노인학대가 발생된 이후 학대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여 정상
적인 노년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함이다. 통계상 중복학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중복학대피해노인의 치료
및 보호는 더욱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사회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
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유형에 중복학대를 추가하여, 학대피해
노인의 치료 및 상담에 전문화·세분화를 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노인학
대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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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행 노인학대 유형을 단일한 형태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중복학대를 유형화
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
학대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의2 5호). 노인학대가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74) 이러한 노인학대범죄가 보호자가 아닌 자
복이 58개, 4개 유형 중복이 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학대를 기준으로 전체 표본을 분석하면, 정서적 학대만 단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61개 사례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
체적 학대와 유사하게 2개 유형 중복이 가장 많았다. 2개 유형 중복은 192개 사례로 신체적 학대와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경제 또는 방임과 중복으로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3개 유형 중복이 60개에 달하였다.
셋째, 경제적 학대를 기준으로 전체 표본을 분석하면, 경제적 학대만 단일하게 존재하는 경우는 9개 사례에 불과하였다. 2개 유형
중복이 20개, 3개 유형 중복이 47개로 가장 많았다. 3개 중복유형 47개 중 신체, 정서, 경제적 학대가 중복으로 발생한 경우가 43
개 사례로 가장 많았다.
넷째, 방임을 기준으로 전체 표본을 분석하면, 방임만 단일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49개, 2개 유형 중복이 35개, 3개 유형 중복이
18개로 다른 학대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단일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미진·김혜련, “노인
학대유형별 노인 및 학대행위자 특성 비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사례 분석”, 『노인복지연구』 제71권 제3호(한국노인
복지학회, 2016), 72면.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중복학대로 구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위의 보고서, 119면.
72) 선행에서 분류한 7가지의 학대로 구분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분류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원천·박현식, 앞의 논문, 156-158면.
73) 박금령·정진주, “노인학대가 우율에 미치는 영향:학대의 유형과 중복 경험,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7
권 제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170면.
74)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15.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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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
의 관계는 친족, 타인, 기관 등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학대행위자로 타인 및 기관
은 15.7%를 차지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75) 따라서 노인학대범죄의 주
체를 보호자에 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76) 생각건대, 노인학대
관련범죄에 있어 가해자는 보호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도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입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상담원 배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제39조의5),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
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가족 관련자
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외의 업
무를 한다. 현재 전국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은 29
개가 있다. 지역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력현황을 살펴보면 충북 13명,77) 전북
12명,78), 경북 14명,79) 충남 12명,80) 서울시남부 9명 등이다.81) 2015년 통계청 자
료를 살펴보면 65세 노인인구는 서울이 1,262436명, 전북이 333,524명, 경북이
479,634명, 충북이 234,813명, 충남이 341,214명이다.82) 산술적으로 지방노인보
75) [표-3]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단위: 명 %)

피해자
본인

친족

타인

기관

계

46

283

379

4,224

1.1

6.7

9.0

100.0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

622

652

1,523

183

451

21

64

14.7

15.4

36.1

4.3

10.7

0.5

1.5

보건복지부, 앞의 보고서, 110면.
76) 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 2015.4.20, 8면.
77) 충청북도노인전문보호기관 홈페이지 (http://www.cb1389.or.kr/about/organize.php).
78)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jb1389.or.kr/bbs/content.php?co_id=sub01
_03).
79) 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noin1389.or.kr/g5/bbs/page.php?hid=m63.php).
80)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cn1389.or.kr/).
81)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http://www.seoul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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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문기관의 노인복지법상 잠재적 노인학대피해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44,44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운영 인력의 부족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상담과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인력 확충은 현행 노인복지법이 아닌 하위법령 및 보건
복지부 행정규칙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다. 생각건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이 아닌 하위법령 및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노인학대행위자
는 이에 협조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16). 2015년 노인학대행위자 직업유형에 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가 학대행위자 중 일부는 장애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애유형은 신체적
장애84)와 정신적 장애85)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학대행위 전체 중 10%가 장애를 가
지고 있다. 학대행위자 정신적 장애로는 알코올 사용 장애, 약물 사용 장애, 도박
중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
에 중독 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 상담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등 사후예방적인 지원
이 필요하며,86) 단기간의 아닌 장기간의 보호와 서비스가 필요하다. 학대행위자의
알콜·약물남용 등의 문제는 단기간 개입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은 익히 알려
진 사실이다.87)
위의 노인복지법 제39조의16 규정은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노
82) 보건복지부, 위의 보고서, 2016, 45면
83) 노인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살펴보면‘무직’이 2,331명으로 55.2%이었으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425명(10.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불안한 “무직”이나 “단순노무종사자”가 65.3%를 차지하고 있다.
84) 신체적 장애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지적장애가 이에 해당된다.
85) 정신적 장애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분열, 우울장애가 해당된다.
86) 보건복지부, 앞의 보고서, 113-116면.
87) 지역의 상황에 따라 타 기관(예:정신보건센터)과의 연계유무로 인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위기개입만 하
는 경우와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알콜중독자인 학대행위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종결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병원입원은 현실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기 어렵운 실정이다. 이미진·김혜련, 앞의 논문,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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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불안한 “무직”이나 “단순노무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83)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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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학대행위자가 성실히 협조하지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도록 강제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88) 따라서 노인학대행위자의 학대가해행위의 재발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상담 · 교육 및 심리적 치료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의무화활 필
요성이 제기된다.89)
생각건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 교육 등의 권고사항
(제39조16)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필수 규정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게다
가 노인복지법이 아닌 하위법령 및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등의 개선을 통하여 장애
와 중독을 가진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의학적 지식을
가진 상담원90)을 배치 해야한다. 더불어 장애 및 중독은 질병이므로 원인에 대한
분석과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유관기관(취업기관, 의료기관)
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전용쉼터의 이용 주체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
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제39조의19 제1항).91) 이러한 전용쉼터는 1인당 연면적
15.9 ㎡, 공용 99㎡이상의 공간으로 최소 5명 이상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고, 전용쉼터의 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장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92) 현재 전용
쉼터의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 연장이 가능
88) 김동하 외 5인, “한국 지역사회 거주 노인학대 연구의 체계적 고찰”, 『한국노년학』 제36권 제4호, (한국노년학회, 2016),
1018면.
89) 김재경, “한국에서 노인 학대에 관한 고찰”, 『효학연구』 통권 제26호(한국효학회, 2017), 233면; 김혜성, “노인학대 사례
분석을 통하여 본 노인학대와 가정폭력 문제”,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8호(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7), 505면; 문영희·강동욱, 앞의 논문, 226면.
90) 노인학대 행위자는 대체로 정신적 신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정신과 및 가정의학을 전공한 의사를
상주시켜 상담 및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
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전용쉼터는 만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환 경우에
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2017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2017), 402면.
92) 보건복지부, 위의 보고서(각주 91), 395-396면.

9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노인학대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하다.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퇴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시․도 승인을 거쳐 재입소가 가능하다.93) 현재의 전용쉼터의
이용기간이 현실적으로 학대피해노인의 심신 치유를 도울 수 있는 기간인지 의문
이다. 왜냐하면 학대는 단순학대보다 중복학대의 발생율이 높으며, 학대피해자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학대피
해노인의 전용쉼터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과 법적 근거만 두고 있고, 나머지
는 시행령,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위임되어 있다. 그 밖에 재량이 인정
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 기타 기관의 재량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전용쉼터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에 있어 혼란을 주고 있
다. 예컨대, 기본적인 의료비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여부가 모호하므
로 ‘아동복지법’에서 피해아동에 지원되는 특수한 치료, 건강검진, 심리검사, 전문
치료기관 입원‘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94) 따라서 전용
쉼터 이용과 관련한 사항의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위법령 혹은 보건복지부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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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의 제도 개선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의 하위법령 또는 보건복지부 행정규칙 차
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보호명령제도의 도입

현행법상 노인학대는 특성상 친족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자
가 친족에 대한 형사처벌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므로 노인학대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변을 돌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전용쉼터는 가해자의 학대행위로 인한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자의 사후적 대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적 대책(사전적 예방 기능)으로서의 성격을 지
닌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95)란
93) 보건복지부, 위의 보고서(각주 91), 402-403면.
94) 강동욱,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 제22권 제2호(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24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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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
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항에 ‘아
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제재 유형을 살펴보면
(ⅰ)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ⅱ)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ⅲ)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
용한 접근금지, (ⅳ) 친권자인 가정폭력피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은 기본 6개월이며, 2개월 단위 최장 2년
까지 연장가능하다. 노인학대에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와 같이 피해자보호명령제
도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96)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해자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제10조), 주거의 자유(제16조)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
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한 가정의
주축을 이루는 노인과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97)
이므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노인학대와 아동학대의 문
제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폭력의 문제는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므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95) 현재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적용되고 있다.
96) 현행 노인복지법에 ‘가정법원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명령’ 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신
설할 것을 제안한다.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체계상 제2장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➀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노인,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학대피해노인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행위자를 피해노인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노인학대행위자가 피해노인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노인학대행위자가 피해노인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
한
4. 피해노인을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노인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노인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노인학대행위자의 피해노인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노인학대행위자의 피해노인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97) 박종진, “『사회적 약자 및 사회복지시설 분포특성』,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2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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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노인복지법상에 학
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5.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의무 및 긴급전화 활성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제35조), 노인
의료복지설은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
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제34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내에서의 노인학대가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98) 시설내에서의 노인은 심신이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대를 받아도 제대로 표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99) 따라서 노인의료복
지설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노인학대의 발생의 자행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교하건대,

자들의 불안이 가중되어 2015년 어린이집 내에 영아학대예방 및 감시의 대안으로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다.100) 위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노인요양시설 내에서의
노인학대의 감시예방 및 증거확보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101) 물론 공공시설의 CCTV 설치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인격권으로 해석되
98) 보건복지부, 앞의 보고서, 15-16면.
99) 시설내 노인학대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시설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문용필·이호용,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대응정책에 대한
연구: WHO 및 주요국의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1호(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90면.
100) 2015년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를 등을 계기로 전국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화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
다. 강은진,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이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48호(육아정책연구소,
2016), 1면. 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어 2015. 9. 19.부터 시행된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
을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
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그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외에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허용,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어린이집 폐쇄명령,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자격취소, 결
격기간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및 그 보호자인 청구인들은 이러한 사항을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10.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CCTV 영상정보 열람 요청 및 어린이집 참관에 대해 정한 영유아보육법 조항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
사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제재조항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등이 인정
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12.28. 자2015헌마994결정.
101)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동년 5월 18일 ⌜영육아보육법」에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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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상권 침해와 제17조의 프라이버시권내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침해를 가져
오므로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102) 사회적 문제인 노인학대의 대책에 관한 예
방과 감시 및 근절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의 측면과 단순히 시설 내 종사원들의
인격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의 사적인 관점에서의 측면 등을 비교형
량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노인요양시설 내 CCTV 설치는 기본권 침
해의 사익보다 공익적 측면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치는 타당할 것
같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CCTV는 노인학대를 예방하
고 처벌함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된다.103)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
화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9조의4).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노인학대신고
긴급전화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만 1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3천 건 이상의 학대사례로 판정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과하고 현재 긴급전화로 사용되고 있는 번
호(1577-1389)가 노인들이 외우기 어렵고, 긴급전화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인학대신
고 긴급전화 번호를 노인들이 기억하기 쉬운 번호로 하고, 그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104)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콜센터 상담전화(129)와 국민
권익위가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통합상담 전화(110)를 통해서도 노인학대
신고가 가능하며, 노인학대신고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므로105) 관
의무화하였다. 법률 제13321호, 2015.5.18., 일부개정. 일반적으로 CCTV는 범죄의 억제와 예방, 범죄용의자의 색출, 대중의 심리
적 평온, 교통, 통제 등과 관련한 CCTV 활용과 산불방지, 시내버스 내 설치,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 설치,
금융기관과 쇼핑센터 설치, 놀이터, 엘리베이터 설치, 교통흐름을 파악을 위한 설치, 도난 방지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표창
원·박기남, “범죄 취약자 CCTV 등 범죄 감응 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논집』 제7집(치안연구소, 2011), 579-689면.
곽윤길·임태희,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CCTV 활용 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2호(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125-126면.
102) 국가인권위원회,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토론회‘, 2003, 22면.
103) 최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학대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
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노인의 권리도 훼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노인요양시설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영상정보의 열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어르신을 사전에 차단하여 노인학대범죄의 재발을 막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심재원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9.22.
104)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2.21.
105)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석영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7.8, 1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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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안 낭비라고 보여진다. 생각건대, 긴급전화 활성화는
현행 법률의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법률에 긴급전화 관
련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2019년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 및 복지의 향상으로 해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맞물려 노인 인권을 침해하는 노인학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노인학대를 처벌하고 있는 법률은 ⌜노인복지법⌟, ⌜형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가 적용되는 현행 법률은 입법체계적으로는

지 못하여 노인학대에 대해 실효성있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노인인권의 한 분야인 노인학대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인
학대의 법제 개선을 위한 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하여 입법체계적 측면에서의 입법방향에 관
한 논의 및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논의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노인학대의 가해
자 혹은 피해자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 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모방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화·세분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특별법의 존재
의의는 반감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처벌 규정만을 상향하는 것은 노인학대
발생과 관련하여 가족 사이에서 발생되는 가족 내 범죄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
지 못한 것이라 보여진다. 특별법은 특별법으로서의 의미와 존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노인학대 가해자 혹은 피해자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진 특별법 제정
안이 노인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제대로 되느냐가 문제이다. 최근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체계와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므로
중복입법 및 이중입법이라는 측면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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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법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안인 차선책으로는 최근 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이(노인학대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
원에 관한 법률안) 법제도적 차원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특별법 제정
에 있어서 노인학대 피해자와 가해자를 아우르는 체계와 규정을 갖춘 규정을 대폭
추가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따라서 3개의 법안을 종합적으
로 대체하는 별도의 정부안을 발의하여 입법화하는 방식이 법적 통일성 면에서 타
당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제1안인 최선책으로는 노인복지법이 노인학대 예방 및
근절에 관한 모법으로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이므로, 현행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거쳐 관련 규정을 구체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는 제1안인 최선책으로 노인복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에 대한 견해를 지지하고 몇 가지 규정을 검토하였다. 이에 현행 노인복지법
상 입법기술적 차원의 논의에서 첫째, 노인학대의 정의 세분화 및 구체화의 필요
성, 둘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인력 확충 및 전문상담원 배치, 셋째, 전용쉼터
의 이용주체의 확대, 넷째,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다섯째, 노인요양시설
CCTV설치 의무 및 긴급전화 활성화에 관하여 충분히 살펴보았고, 이에 노인학대
예방·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필자가 제안한 견해
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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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urrent Legal System of Elder Abuse
Seon-Hyub Kim
Professional Researcher, The Institute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Dongguk University

The abuse of elders who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in association with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which is a social
problem. Laws currently punishing elder abuse include the Elderly Welfare Act, the
Criminal Code,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Victim Protection. However, the
current law to which elder abuse is applied consists only of regulation and
punishment in the legislative system, and it is not effective to cope with elder abuse
because it is not specified and subdivided by legislative technology.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elder abuse, a field of elder human rights, it was
necessary to discuss legal policy for improving the current legislation of elder abuse.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legislative direction in terms of legislative system
and legislative technology in terms of elder abuse. The special legislation related to
the abuser or victim of elder abuse not only mimics the existing system and
regulations of the old man's welfare law, but also does not have more detailed and
detailed rule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that raising only relevant punishment
provisions does not proper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crimes that
occur among families in relation to elder abuse. Although the special law should have
meaning and existence as a special law, the question is whether the special law
enactment, which is one of the abusers or victims of elder abuse, is a fundamental
countermeasure against elder abuse. The recently enacted special law enacts the
system and regulations of the current Elderly Welfare Act as it is, thus raising the
issue of double legislation and double legislation. Therefor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legislativ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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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of all, the second legislation, the second legislative bill, recently proposed a
special law (special bill on the punishment of crimes for abused senior citizens, bill
for the support of elderly victims of abuse,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support
of the victims of abused elders). In view of this, we propose the view that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law needs to considerably add to the regulations with the
system and regulations covering elder abuse victims and perpetrators. Therefore, the
legislative method of initiating and enacting a separate government bill that
comprehensively replaces the three bills would be justified in terms of legal unity. The
first measure, the best, is that the Elderly Welfare Act has been operated as a
parental law on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elder abuse,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specify and refine the relevant regulations through complementary
legislation on the existing Elderly Welfare Act.
The following support the view on complementary legislation on the First Welfare
Act on the Aged Welfare Act and reviewed some regulations. First,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subjects of criminal abuse and the abuse related to elder abuse, and
use of dedicated shelter, and third, the elderly We have thoroughly examined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anti-abuse prevention measures and introducing a
protection order system, and the fourth, the necessity of installing CCTVs for elderly
nursing homes and the necessity of activating emergency telephones.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revention and reduction of elder abuse. I hope these
suggestions will be actively reflected in the policy.
[Key-Word]
Elder Abuse, Elder Welfare Act, Special Act Enactment, Legislative System, Legis
lative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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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manpower dedicated to elder abus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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