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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근절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인 사 말

우리나라에는 부모가 불법 체류라는 이유 등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이른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약 2만 명 가량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적법한 체류자격이 없어 대한민국 공적 장

부 상 등재되지 않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서, 우리나라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 아이들에게 인정되는 의료권이나 교육권 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

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생존에 대한 위협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정 내에서 학대범죄가 발생하더

라도 강제추방의 위험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사후 구제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사)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건을 접하면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행정절차 상

의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에 미등록 이주아동 사건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많은 

여성변호사들이 해외 입법 사례 연구를 비롯하여,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였습니다. 부디 오늘의 심포지엄을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에 관

한 한 근본적이고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애써주신 윤석희 부회장님을 비롯한 TF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를 전하며,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 7월 10일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 은 경





축  사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입니다.

‘미등록이주아동학대 근절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을 마련해 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은경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윤석희 변호사님과 발표를 해주실 이상희, 

고지운 변호사님, 토론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연일 경악할만한 아동학대 사건이 터져 국민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항상 소중히 아끼고 보호해

야 할 존재이기에, 학대당한 아동의 소식을 접할 때면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동학대를 떠올릴 때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이주아동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미등록이주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되짚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현행 아동복지법과 1991년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부모의 인종, 출신 등에 따라 아동을 차

별하지 않고,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2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이주아동은 법과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도 피해에 따른 신고 및 구제조치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갓 태어난 아기조차 부모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폭력에 노출되고도 아

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인권적인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아동들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미등록이주아동의 학대를 막고,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할 

생각은커녕 미등록자이기에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있습니다. 

국적, 체류자격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미등록이주아동이 안전하고, 건강

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오롯이 지켜줘야 합니다. 미등록이주아동들이 학대를 당했을 시, 신고 단계와 보호

조치, 사후구제까지 국내의 아동과 동등하게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오늘 많은 변호사님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므로 법 개정에 대한 많은 조언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저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등록이주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해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7월 10일

국회의원  김 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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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사건의

실태 및 법률 개정 등 개선방안1)

이 상 희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베트남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6학년생 김예진(가명) 양은 2년 전 엄마가 한국인 새아빠

를 집에 들인 뒤부터 집을 자주 나갔다. 붙잡혀 오면 엄마에게 회초리로 매섭게 맞았지만 나가는 것

이 더 나았다. 엄마가 일하러 나갈 때 새아빠는 짐승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만 

노려 예진이를 성폭행하였고, 예진이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어릴 적부터 바깥일에 

치인 엄마는 멀고 먼 존재였다. 예진이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했지만 추방될까 두려워 엄두를 내

지 못 했다.2)

Ⅰ. 서설

“이주아동”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나 보호자를 따라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아동 또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

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서, 대한민국 국적 없이 국내에서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한다.3) 

2015년 3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10만 명이 넘으며, 그 가운데 약 2만 명은 대한

민국 정부로부터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지 않은4) 이른바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추산되고 있다.5) 

1) 본 연구는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이지은 법제이사, 이현주 총무이사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2) 2017. 5. 19. 동아일보 기사(‘짐승’으로 변한 새아빠... 추방 두려워 신고 못한 지은이) 인용 http://news.donga.com/ 

3/all/20170519/84434541/1#csidx0bc4ee5d2c4801382653e2c59e56774 
3) 이주아동은 출생지에 따라 외국 출생자와 국내 출생자,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자와 무국적자, 체류자격에 따라 등록 아동과 

미등록 아동으로 나뉜다.
4) 이는 단기 체류(90일 미만)인 경우 사증(VISA)의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장기 체류(90일 이상)인 경우 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② 외국인등록을 하였으나 갱신을 하지 못하였거나, ③ 무국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분류 이주아동의 수 비 고
19세 이하 총체류외국인 90,727명 2015년 3월 출입국ㆍ외국인 통계월보
18세 미만 총체류외국인 81,654명 위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한 추산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18세 미만 이주아동

20,000명 내외
관련 전문가들이 추산하고 있는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의 수

* 위의 표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의 수를 합한 약 10만 명을 국내 체류 이주아동의 수로 추정

5)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2015),｢이주아동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브리프｣, 5면.
 - 2015년 3월말 기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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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 제4항6)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 자신이나 부모의 출생지역이나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1991년 비

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조7)는 협약 당사국에게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민족적ㆍ인종적 출신 등에 관계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아동에게 보장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다는 이

유로, 위 사례와 같이 학대피해 신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대피해가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구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현행법의 논의를 차치하더라도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온전한 인간으로 성숙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넘

어선 인간의 권리인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학대피해에 관한 한 예외 없이 내국인과 동

일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주아동과 관련하여서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또는 의료 접근권 보장 등 여러 이슈가 논의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대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중점적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①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피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와 ②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대피해 발생 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 그리고 ③ 향후 법령 개정 등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6)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Article 2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분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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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한국에서 출생한 김윤지(가명) 양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으로 한국어를 모국어와 같이 

구사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상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고 있음

○ 윤지는 출생 당시부터 3년 간 F-1비자(방문동거비자)를 취득한 상태였으나, 그 이후 비자를 재발

급 받지 못하여 현재 미등록 체류 상태임

○ 윤지의 어머니는 2015년 한국인 A와 재혼하였는데, A는 윤지가 평소 A를 ‘아빠’라고 부르며 지

시에 복종하는 점, 윤지가 미등록 체류상태이기 때문에 A가 윤지의 어머니와 혼인을 유지하면서 

장차 윤지를 입양하지 않으면 윤지가 강제출국당할 처지에 있어 윤지가 A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

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1년 여간 지속적으로 윤지를 위력으로써 추행 및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음  

○ 가해자 A에 대하여 제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

음 및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으로 징역 8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선고

되었음

○ 윤지의 어머니는 윤지가 미등록 체류상태이고 자신 역시 A와의 혼인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에 체류하고 있어, 윤지와 자신이 계속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A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에 있

기 때문에 A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Ⅱ.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피해 사례 

1.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피해 현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될  뿐, 그야말로 “미등록” 

상태이기에 구체적인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피해 통계 역시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있고, 개별적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다만, 학대

를 당하는 다문화 및 외국인 아동 피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8), 미등록 이주아동 학

대피해 역시 증가 추세에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피해 사례

가. 한국여성변호사회 진행 사건

8)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 집계에 따르면, 다문화 및 외국인 아동피해 신고는 2016년 1217건으로, 
2013년(340건)의 3.6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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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소재지에서 미등록 체류상태의 B 국적의 모가 아동에게 고데기

로 손에 화상을 입히는 신체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해당기관에 신고가 접수됨

○ 아동의 부모는 아동학대 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음

○ 아동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 입소도 어려운 상황이었음

○ 해당 관할 주민센터 및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 관련 문의를 하였으나, 외국인은 관리대상이 아

니라고 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아동은 결국 지인의 도움을 받아 가족과 함께 출국하였는데, 출국 전 국내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할 소재지에서 유기가 의심되는 생후 3주 미만의 아동이 발견되

어 해당 기관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음 

○ 아동은 일시보호시설로 인계되었고, 경찰 조사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를 찾았는데, 부모는 

모두 외국인이었음 

○ 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유기된 상태, 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동이 우리나라 국적

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복지시설의 입소 및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음

나.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9)의 사례

다.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10)의 사례

9) 최인용(2015), 201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모니터링(제1차) 자료 참조, 서울마포아
동보호전문기관.

10) 김형희(2015), 2015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모니터링(제1차) 자료 참조, 서울영등
포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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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

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

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

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

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

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

생지역, 인종, 체류자격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

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체류자격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Ⅲ.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범위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이고(｢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11)), ｢아동학대의 처벌 등

에 관란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은 해당 규정을 준용하므로(｢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12)), 문언 상으로는 18세 미만의 사람이라면 아동의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위 사례와 같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상
의 아동보호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이 미등록 이주아동에게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아동복지법｣ 제2조) 규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아동복지

법｣ 제4조) 규정에 “체류자격”을 불문한 보호를 적시하여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11)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12)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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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대피해 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1.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절차 개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절차 관련 내용을 규율하는 대표적인 현행 법제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등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즉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했을 때 상담,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함으로써, 아동

이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15조).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즉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에 대한 보호

절차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와 현장출동(｢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내지 제58

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정리해보면, 크게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 ② 피해아동

에 대한 보호조치, ③ 사후관리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단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피해 발생 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단계

가. 관련 규정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자의 경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13)).

13)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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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사범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수사기관 등이 해당 아동의 신상정보

를 출입국사무소 등에 통보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와 그에 따른 법무부 훈령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여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의 통보의무가 면제된다.14)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피해가 발생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수사기관 등은 해당 아동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나. 문제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은 ① 관련 공무원들에게 실효적 집행 차원에서 널리 공지되어 있는지 불

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는 원칙적으로 법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해당 공무원이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다투기 어려워 해당 공무원의 통보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15), ② ｢통보의무의 면

제에 관한 지침｣은 대외비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들은 어떠한 범죄피해가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시키

는지 알기 어려운 관계로 여전히 미등록 체류사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통보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형법상의 아래 범죄와 그 범죄가 포함된 특별법상의 범죄
※ 형법상의 범죄 : 살인의 죄(제24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장), 유기와 학대의 죄(제28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9장), 협박의 죄(제30장), 약취와 유인의 죄(제31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2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7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8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9장)에 해당하는 범죄

※ 특별법상의 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14)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이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관계로 2013. 5. 경찰청 브리핑 자료를 참조하여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2017.6.),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 23-25면에 
따르면, 통보의무 면제조항은 재량 형식의 규정으로서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통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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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

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

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공무원이 범죄

피해자 구조, 인권 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

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4조(미수

동학대피해 신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③ 현재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상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에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아동학대범죄 일부가 누락16)되어 있

는 문제점도 있다.

다. 개선방안

위와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피해범죄를 법무부의 ‘지침’이 아닌 ｢출입국관

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통보의무 면제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반인으

로 하여금 통보의무 면제대상 범죄를 인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가 있다.

16)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목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그리고 아목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가 누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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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죄

나. ｢형법｣ 제257조(상해)제1항ㆍ제3항, 제258조

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ㆍ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

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

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죄

라. ｢형법｣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

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마.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

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ㆍ

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바. ｢형법｣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

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사.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

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

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의 죄

아.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

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

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

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

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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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형법｣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의 죄

카. ｢형법｣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

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타. ｢형법｣ 제329조(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제331조(특수절도), 331조의 2(자동차

등 불법사용), 제332조(상습범)

파. ｢형법｣ 제333조(강도), 334조(특수강도), 제

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1

조(상습범), 제342조(미수범)(제338조, 제340

조 제외)

하. ｢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너.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

호의 죄는 제외한다)

더.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

라 가중처벌되는 죄

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

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3.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단계

가. 관련 규정

1)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17)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17)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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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

호시설 등으로 인도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행한다. 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복지법｣ 
제27조의3, 동법 제75조 제1항 제1호18)). 

그리고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을 인도받은 보호시설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아
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상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2)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19)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
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
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
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아동복지법｣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
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19)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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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상담, 대리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

설 입소 조치 등을 행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카드 등을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

의 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20)).

나. 문제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문언 상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의 보호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은 현행법

상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보호조치 단계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다. 위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로 서울 영등포구, 마포구, 용산구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대부

분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거부되어 학대가정으로 복귀되고 있는 것이다.21)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5. 19. 상임위원회 결정(제목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인권보호 정책개선 권고)을 통해,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분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이주아동에게 보호시설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
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ㆍ도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8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입소 의뢰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호대

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해당 보호대상
아동의 입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21) 국가인권위원회(2015),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학대 현장모니터링 및 자문내용(1차) 자료,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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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하는 등 이주아동 학대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권고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22)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유엔아동권리협

약 제2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적, 불법체류 상태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
동복지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기

도 하였으나, 이는 강제력 없는 지침에 불과하여 실무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23),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이와 같은 보호조치에서 제외되는 이유, 특히 아동복지시설 입소가 거부되는 이유는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적 부담에 기인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보호하는 

아동 인원수에 따라 비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로부터 미리 책정된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담당하는 아동 인원수를 무작정 늘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민인 

피해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되는 경우, 해당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제2항24)에 따

라 보장시설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는데,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

을 그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4조)25)상 

22) 보건복지부(2016), ｢2016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190-196면.
23) 보건복지부 ｢2016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피해아동 보호조치는 원칙적으로 시ㆍ군ㆍ구에서 담당하되, 시ㆍ

군ㆍ구의 조치사항이 미비할 경우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에 시정조치 요청 또는 직접 시정조치 시행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ㆍ군ㆍ구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과 관련하여 시ㆍ도의 시정조치 요청 
또는 직접 시정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보장기관)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
하 “시ㆍ도교육감”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실시한다. 다만,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수급자를 각각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경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이고, 이하 법령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특례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등 일정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로 인정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
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ㆍ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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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제27조의4(보호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복지

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시ㆍ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다.26) 즉, 현행법상 아동복지시설이 피해아동의 입소

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의

무화하도록 규정(｢아동복지법｣ 제15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시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아

동의 입소를 거부하는 것이다.

다. 개선방안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아동 보호조치 과정 관리ㆍ감독 강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을 보더라도 아동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해당 법령에 의한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

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충실히 마련하여 이들이 

보호조치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 ‘의무’가 

있는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해당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 예컨대 이들을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시키고, 입소 과정과 관련하여서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 철저히 그 

과정을 진행 및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면밀

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보호조치에 대한 거부 시 제재 부과 규정 마련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보호대상아동

의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기관 입소를 통한 

보호조치가 더욱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26)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사와동행(2017.6.),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 2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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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

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 

또는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

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키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2. 제27조의4를 위반하여 보호대상아동 또는 약

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

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

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소를 거부한 아

동복지시설이나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의 장

(신설)

3.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

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

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3)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적 지원 마련

아동복지시설이 현실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財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하여 제재

만 가하는 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아동복지시설의 재정적 지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국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학대피해 발생 시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

써27) 이들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책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보호

하는 아동 인원수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비례 지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책정이 

이루어져 아동복지시설의 재원 마련이 지금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27) 이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학대피해와 관련한 추적 관찰 및 보호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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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

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⑤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

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체류자격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25조의4(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자로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

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

서는 ｢아동복지법｣에 명시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체류자격” 불문한 아동보호시책을 강

구할 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아동복지법｣ 제4조)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28)

4) 피해아동에게 임시체류자격 부여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고, 이를 위해 동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취소소송의 경우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되

어 이의신청의 제기 혹은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퇴거명령이 집행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

적 구제의 실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4(아동학대피해

자에 대한 특칙)를 신설하여 ‘아동학대범죄피해자로서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

정하는 경우’에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피해구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8)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민 외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등에 한정하여 인정되는 문제에 관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도 추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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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체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

가 종료할 때까지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

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

행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

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 없이 그를 제64조에 따른 송환국으로 송

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에 따라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

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제한

설령 임시체류자격의 부여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에서 ‘난민 신청을 하

여 심사 중에 있는 사람’과 ‘난민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법률개정을 통한 보호필요성

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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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난

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

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0>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

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난민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

으나 이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0.5.14.]

경우에는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난민

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4호 각 목의 아동학대범죄를 이유로 피해아동

이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사후관리 단계

가. 관련 규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8조29)).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국

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아동복지법｣ 제28조의230))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

29) ｢아동복지법｣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된다.
30) ｢아동복지법｣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

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
수ㆍ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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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으로 보호 중이거나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해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하게 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나. 문제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대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에 사건 관련 정보를 기입할 수는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사건처리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정

보 단절 등의 문제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추후에 수사기관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있는 실정으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하여 사후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2018. 3. 23. 시행될 예정인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

대상아동의 사후관리)3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

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공적 관리시스템을 정립하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여전히 어려울 전

망이다. 

 

한편 2019. 3. 23. 시행될 예정인 ｢아동복지법｣ 제15조의232)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수급권자 선정 및 복지급여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기존에 구축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의 사건 중심의 한정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학

대피해아동 및 가정을 대상으로 폭넓은 지원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정보시

31)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
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 2018.3.23.]

32)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
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에 대한 조사 및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등 보호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 
2019.3.23.] 



|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 근절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 |

- 32 -

스템 구축의 근거법률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

우 사회보장기본법상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재될 수 없어 여전히 그 관리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

점이 있다. 

다. 개선방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투입되어 해당 사건이 신속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해결되는데 막역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사

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가 수시로 보고되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재됨으로써, 사건의 사후처리도 적

시에 관리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대피해 아동 관련정보 데이터베이스로서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미등

록) 이주아동 역시 하나의 범주로 별도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2019. 3. 23. 시행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관리에서도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함께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Ⅴ. 행정절차에서의 개선방안

- 이주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 매뉴얼 마련 등 대책 마련 촉구 

우리나라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아동의 부모인 이주민

이 현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아동인권의식이 부족하거나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환기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주민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 이주민 가정에 대한 문화

적 이해나 배려가 부족한 관계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① 미등록 이주아동 또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 및 대처하는 매뉴얼을 마련하여 외국인 출입이 많은 

외국인도움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체류외국인 지원단체에 배포하거나 이주민들이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소통 경로를 마련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② 이주아동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관련 내용의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③ 일정한 경우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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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 등에 대하여 해당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33)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3) 2014. 12. 18. 발의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이자스민의원 대표발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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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해외 비교법 연구

고 지 운 변호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I. 序 言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으며1) 이 중 아동의 비율은 약 6.5%인 약 1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고 학

대를 받는 이주아동2)의 피해 사례 역시 최근 들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한 언론기사에는, 약 2년간 한국인 양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신

고도 하지 못한 채 학대에 방치되어 있던 미등록이주아동의 사례3)가 소개된 바 있다. 이주아동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생등록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여전히 미등록 체류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여러 학대 피해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해당 아동은 학대피해자라는 문제와 동시에 체류자격 역시 문제

가 되어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가 되더라도 체류자격 문제로 인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아직까지 이주아동의 학대피해에 대한 통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

정이며, 또한 학대피해 이주아동과 관련한 최소한의 문제제기 및 문제인식조차 전무한 상황이다. 

본 발제문에서는, 발제자가 기존에 연구했던 내용, 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감사와동행)에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진행한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4)내용을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7년 4월호 13면 이하 참조
2) 본 발제문에서 이주아동은 외국국적이동 및 무국적자아동을 모두 포함하기로 한다. 
3) 동아일보 2017년 5월 19일자 기사, ｢‘짐승’으로 변한 새아빠… 추방 두려워 신고 못한 지은이｣,  조은아, 김예윤, 노지원 

기자, http://news.donga.com/3/all/20170519/84434541/1#csidxdcae159bf6740fea6914cfd75496ce3 (2017. 6. 26.자 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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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고 현행 우리나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제안을 함으로써 앞으로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다만, 본 발제문은, 2017년 7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 “미등록 이주아동 학대근절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전술한바와 같이 이미 진행되었던 위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을 재차 밝

히면서, 따라서 본 발제문의 내용이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 보고

서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동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II. 국제법상 아동 권리보장의 원칙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여러 국제협약 및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이후 비준한바,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가입ㆍ비준한 국제규약으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있으며,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경제적, 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도 아동의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ㆍ비준함으로서 동 협약, 규약 등의 의미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지니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역시 그 지위를 보장받게 되는바5), 이하에서는 각 협약 및 규약의 내

용을 간략히 살피고자 한다.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

약’이라 한다)을 비준하였는데, 동 협약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차별금지의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폭력으로부터의 아

동보호 등 각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03-161
5)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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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 협약의 당사국(이후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ㆍ인종적ㆍ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

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조

1. 공공ㆍ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

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및 기타 아동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

해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입법적, 행정적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 보호의 책임을 지는 기관과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

야, 직원의 수와 자질, 관리와 감독의 기준을 지키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법정후견인, 다른 보호자로부터 양육되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ㆍ정

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 부당한 대우,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ㆍ행정적ㆍ사회적ㆍ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 속에는 아동 및 아동의 양육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

의 수립과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ㆍ보

고ㆍ조회ㆍ조사ㆍ처리ㆍ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아동은 부모의 인종이나 체류자

격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 규정된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은, 해당 국가의 모든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구가 법, 

정책, 행정 행위나 법원의 결정 등 아동과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는 경우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여 결정 내지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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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

여된다. 혼인은 혼인 의사를 가진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

나라 아동복지법에도 반영되어 동법 상 각 개별 규정에서 아동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조항을 두고 있다6).

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역시 아동권리협약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학대사

례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방지책, 학대사례를 확인ㆍ보고ㆍ조회ㆍ조사ㆍ처리ㆍ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이 가능한 효과적인 절차가 포함된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우리나라는 1990년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이라고 한다)에 

가입ㆍ비준하였다. 

동 규약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관련 규정이 있는데, 동 규약 제10조에서는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6) 아동복지법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보호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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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

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동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만약 본 발제의 주제인 학대피해를 당한 이주아동의 경

우에는, 미등록인 경우에도 그 체류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Ⅲ. 해외 입법례 : 국가별 아동보호체계 

     

1. 미국

미국은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7) 자국 내 학대피해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피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아동보호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작업 및 학대피

해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갖추어 왔다.  

가. 미국의 아동보호법령

미국의 아동보호법령으로는, 대표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그 조치에 관한 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원가정보존법 (Family Preservation Act) 등이 있다.  

우선, 아동학대의 예방과 그 조치에 관한 법은 미국의 아동보호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동 법에서는 

아동학대 및 보호와 관련하여, 연방 정부의 역할, 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침, 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책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아동보호에 관련된 예방, 조사, 사정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 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며, 공공 기관이나 사설 프로그램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연방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8). 

7)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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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국적법 

제101조(a)(27) “특별 이민” 이란 - 

(J) 미국 영토 내에 있는 이민자 중

  (i) 미국 내 소년법원이 보호 중인 아동,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기관, 정부 부처, 개인 등이 아

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해당 아동이 학대, 방임, 유기 등의 이유로 부모 중 한명 또

는 부모 모두와 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ii) 행정 또는 사법 절차에 의해 해당 아동의 부모의 국적국 또는 거주국으로의 귀환이 아동 최상

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는 경우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32면 발췌

또한, 원가정보존법에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위탁 가정에 배치하기보다는 아동과 가족을 위한 가족 상담 

치료를 제공하고, 위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아동보호 관련, 

부모와의 분리를 최소화하고 가족의 해체를 예방하고자 원 가정보호의 원칙을 제시하는 법으로서, 동 법 제

정 이전에는 아동이 보호의 차원에서 원 가정을 떠나 위탁 가정 등에 배치되는 경우에 연방정부에서 주 정

부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9). 

     

나. 미국의 이주아동보호체계 및 출입국관련 특별아동지위제도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최종적으로 원 가정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는데, 다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

고 부모와의 장기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이민아동지위(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제도를 통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와 함께 이민 구호(immigration relief)로서 일정 금원 등을 지

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특별이민아동지위 제도는 이민 및 국적법에서 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이 방임, 유기되어도 체류

자격 문제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미국은 특별 이민 아동 지위를 마련, 학대 피해 아동

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10). 

8)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30면 발췌
9)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30면 발췌
10) 이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피해 아동은 일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소년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있거나, 아동보호기관(Administration for Children's Service, ACS)에서 작성한 법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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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가족 서비스법

주요 목적과 그 외의 목적

주요 목적

1.(1) 이 법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아동 최상의 이익과 아동 보호, 아동 복지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 외의 목적

  (2)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 보호, 아동 복지의 원칙에 부합하는 한에서 이 법의 기타 목적은 다음

과 같다.

    1.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이러한 도움은 가정

의 자율성과 가정 보전을 위한 도움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도움은 가능한 한 상호 동의

가 있을 경우에 제공됨을 인지함.

    2. 아동에 대해 조치가 취해질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가능한 한, 또한 적절한 한 현 상황에 대

한 방해가 가장 덜 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인지함.

    3.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인지함.

      iI 아동 보호에 있어 영속성의 필요성, 그리고 가족과 문화적 환경에 있어 안정된 관계의 중

요성을 존중함.

2.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국가로서 각 주 별로 재정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아동보호체계를 가지지만 대략

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온타리오 주의 개별적 보호체계를 살핀 후 캐나

다의 이주아동 보호체계와 출입국 관련 규정에서 아동최상이익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가.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예를 통해 본 아동보호체계 및 관련 법률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법(Child and Family Service Act)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요보

호 아동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족 단위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 내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정의 문화적, 종교적,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11).

(affidavit)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32면 발췌)
11)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34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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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아동에 따라 각기 다를 수 있는 신체적, 문화적, 정서적, 영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상의 필

요를 고려함.

      iii.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장기적 계획을 짜기 위한 빠른 사정, 계획, 그리고 결정을 

제공함.

      iv. 적절한 경우에는 결정에 있어 아동과 그 부모, 친척, 확대가족구성원, 커뮤니티의 참여를 

보장함.

    4.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문화, 종교, 지역별로 다름을 인지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인지함.

    5. 인디언이나 원주민은 가능한 한 그들의 방식을 고려한 아동 또는 가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며, 인디언 또는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그들의 문화, 유산, 전통, 그리고 확대

가족을 고려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을 인지함.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34면 발췌

온타리오 주에서는 학대 아동 방문 프로그램(Child Access Program)과 부모 지원 프로그램(Parent 

Support Program), 건강 전문가 프로그램 (Health Specialist Program) 등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부

모와 지속적인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위탁가정으로 배치하고, 아동보호기관은 

법적으로 관리권한을 가지며, 아동을 분리ㆍ보호하게 된다.  

      

나. 캐나다의 이주아동 보호체계 및 출입국 관련 규정 상 ｢아동최상이익｣
캐나다의 대부분의 주는 아동보호기관 연합을 두고 있는데, 특히 앞서 살핀 온타리오 주의 아동보호기관

연합은‘이민 관련 문제: 요보호 아동, 청소년의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Immigration Status 

Matters: a Guide to Addressing Immigration Status Issues for Children and Youth in Care)’을 발간하여 

이주아동이 학대피해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기관의 직원들이 관련 

출입국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있다12).

12)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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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난민보호법

제25조 인도적 고려 (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considerations)

이민부장관은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의 신청이 불허된 경우 (제34조, 제35조, 제37

조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이 법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캐나다 밖에서 외국인이 

영주 비자를 신청한 경우, 결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참작하여, 해당 외국인

에게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 외국인의 상황을 점검해 영주권을 발급하거나 영

주권 발급 요건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32면 발췌

유럽연합기본권현장 제24조 

① 아동은 보호를 요구할 권리와 그 복리에 필요한 배려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자신의 의

또한, 연방법인 이민ㆍ난민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2001)에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 고려’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학대피해를 당하고 가해자인 부모와의 분

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고려하여 출입국 관련하여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각 회원국이 합의하여 유럽연합 자체의 협약을 두고 있는바 주요 협약을 간략히 살

피고, 이후 이탈리아와 영국의 아동보호체계에 관하여 살피도록 하겠다. 

가. 유럽의 아동보호관련 법제 

(1) 주요 협약

주요 협약으로는 ‘유럽연합기본권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이 

있고, 각 협약 상 아동 및 가족의 권리 및 그 보호에 관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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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자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아동의 의견은 그 연령과 성숙도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② 공적ㆍ사적 기관의 모든 아동 관련 조치에서 아동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모든 아동은, 자신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와의 인간관계 및 직접적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38면 발췌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피해자 지침

서문 제14절

본 지침의 이행에는, 1989년 11월 20일 체결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럽 기본권헌장에 따라 아동 

‘유럽연합기본권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에는 아동의 보호,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등

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동 헌장은 유럽연합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각 회원국 및 유럽연합 기관을 

구속하게 된다. 또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상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제8조에 대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적극적인 해석, 즉 아동의 권리 역시 동 협약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해석해 온바 있다.

     

(2)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피해자 지침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지침으로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피해자 

지침 ｢EU Directive establishing minimum standards on the rights, suppor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2012/29/EU)｣’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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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이익이 주요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아동 피해자는 본 지침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모두 향

유할 수 있는 주체로 고려 및 대우되어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한 방식

으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범죄 피해자들이 적합한 정보, 지원 및 보호를 제공 받고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회원국들은 형사절차와 관련된 피해자 지원, 회복적 사법정의 서비스 또는 관련 정부기관와의 모든 

접촉에 있어, 피해자들이 정중하고, 세심하며, 맞춤식이며 전문적이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본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들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체류 자격을 포함한 영역

에서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 

회원국은 본 지침의 적용에 있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주요 고려 대상이며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 때 회원국은 아동의 연령, 성숙도, 의견, 욕구 및 우려를 충분히 고

려한 아동 중심적 접근을 택해야 한다.  아동과 아동의 양육권자 또는 다른 법적 대리인은 아동에게 

특별히 집중되는 조치 및 권리의 내용에 대해 전달 받아야 한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1면 발췌

동 지침에 따르면 아동은 그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기에 설사 

아동이 미등록인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따른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아동이 범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설사 당해 아동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도 아동 최상

의 이익을 당연히 고려하여야 함이 동 지침에서 도출된다.  

나. 영국  

유럽연합 탈퇴 이전,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유럽연합의 지침을 국내법으로 제정하여 이행하였

다. 그러나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서 이른바 대(大)폐지법안(Great Repeal Bill)을 통해 관련법을 모두 

폐지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지할 법을 선별하여 다시 국내법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법으로 이행된 유럽연합의 지침들은 폐지 전까지는 여전히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

고 있다. 영국은 “비정규적 이주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송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미흡하다는 이유

로”송환지침의 채택을 유보하였다. 피해자 지침은 2015년 영국 국내법으로 채택되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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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보호관련 법제 및 보호체계 

영국의 아동보호 관련법으로는 아동법(Children Act 1989, 1989년 제정)이 있는데, 동 법에서는 지방 정

부에 대하여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별도의 조

항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영국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동 최상의 이익’이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바 있다14). 

또한, 국경ㆍ국민 및 이민에 관한 법률(Border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09)에서도 제55장에

서 ‘아동의 복지 관련 의무’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어 동 규정은 특히 아동의 출입국 문제를 판단할 때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중요한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아동법상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은 ‘심각한 위해(significant harm)’이다. 아동

법은 요보호 아동에게 가해진 위해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학대, 아동의 건강, 발달 상태, 가정 

폭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동 법의 제17장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복지 

향상 및 가족에 의해 양육될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정부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로는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포함된다15).

(2) 출입국 관련 법제도에서의 아동보호16) 

출입국과 관련하여 항상 송환, 강제퇴거가 문제시 된다. 영국에서는 이주아동이 그 가족과 별도로 송환되

는 경우는 드문데, 영국 국적법은 영국에서 태어나 이후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에게 국적을 취득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고 국경국의 내부 지침은 영국 시민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향후에도 함께 거주할 것

으로 예상되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나 영국에서 대부분의 삶을 보낸 청소년 등의 경우에는 내무부의 재량

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내부 지침에 나열된 경우 외에도, 국경국은 아동의 최상의 이

익을 고려하여 국적을 부여할 수 있다.

1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2면 발췌
14)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은 1989년 제정된 아동법(Children Act 1989)으로, 이 법은 지방 정부에 요보호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법 등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국 대법원은 일련의 결정을 통해 “아동의 복지와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법 11장과 국경, 국민 및 
이민에 관한 법률(Border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Act 2009) 55장 (아동의 복지 관련 의무)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의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을 반영하였다고 해석하고, 아동의 출입국 문제를 판단할 때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중요한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2면 발췌)

15)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2-143면 발췌
16)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6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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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관련>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비교법 연구｣中

아동법 제31장에서 규정하는 절차 및 심사에 따라 미등록 아동이 요보호 아동으로 판명된 경우, 해

당 아동에게는 단기 체류 자격이 주어진다. 만일 향후에 본국 또는 부모 출신국으로 돌아갈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면, 12개월의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면 4년의 체류자격이 부여되

며, 4년 후에도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면, 장기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 아동의 체류자격 관련 판단 

시, 전문가의 의견으로 아동 복지 서비스 관련 기관의 아동이 영국에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면, 국경국은 결정 시 그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17)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해 배우

자, 동거인과의 관계를 종료한 여성은 자신과 자녀의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6-147면 발췌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는 학대피해 등 요보호아동으로 인정되면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

하고 있다. 

다. 이탈리아  

(1) 아동보호관련 법제 및 보호체계 

이탈리아는 민법과 형법을 통해 아동보호관련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부모에게 아동을 보호

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탈리아의 아동보호

법제의 특징은 보호와 관련된 별도의 독립법이 존재하지 않고, 민법과 형법을 통해 규율한다는 점이며, 보호

체계 역시 아동법원(Juvenile Court)이 아동보호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같은 아동복지법 등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 하지만, 

아동법원(Juvenile Court)에서 민법과 형법상 규정들을 토대로 아동보호와 관련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아동법원은 판사 및 아동 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체 재판부로 아동 보호 및 격리 등을 명령할 수 있고, 아동이 

위험에 처했거나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가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법원이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신문, 지역 복지서비스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보호를 결정하게 된다18). 

17) Para. 8, Annexe M, Chap. 8 Section 5A, Immigration Directorate Instructions , July 2012 
18)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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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제19조 (송환 또는 강제송환 금지)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자는 송환될 수 없다.

18세 이하의 외국인. 단, 부모 또는 후견인과 결합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

조 송환(assisted repatriation)21)의 대상은 될 수 있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9면 발췌

(2) 출입국 관련 법제도에서의 아동보호 

이탈리아 이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은 송환대상 및 구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19), 

18세 미만의 아동은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송환의 위협을 느끼는 미등록 이주민 부모가 신청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미등록 아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있다20). 

다만, 이탈리아 이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아동은 송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등 아동권리협약 상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보호체계를 마련

하고 있다.  

    

4. 해외 입법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보호체계: 비교ㆍ분석을 통한 제언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그 적용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동 법에서는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규정하고 있다22).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19) 이탈리아 이민법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의 이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원칙적으로 송환 대상이 
되지 않고,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9면 발췌)

20)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49면 발췌
21) 가족 결합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송환을 의미함.
22)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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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관련 법의 보호 ‘아동’에 이주아동 포함 ○ ○ ○ ○ ○

출입국 및 체류자격의 보장 관련 제도 마련 X △ ○ △ ○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55면 발췌

서 이주아동은 학대 피해를 받았더라도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보호자와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인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된 시설에의 입소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보호체계 정립을 위하여, 우선 전술하였던 해외 입법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국의 아동보호체계 현황>

전술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범위에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고 아동을 ‘18세 미만

의 사람’으로 규정하는바 현재 우리나라 관련 법제 하에서‘아동’의 범주에 이주아동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미 검토한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입법례에서는 연구대상 국가 모두 관련 법령에서 ‘아동’의 범주에 이주

아동을 포함하고, 이주아동도 요보호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차별금지 

원칙과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또한, 특히 요보호 이주아동의 경우 출입국 상 체류자격 보장과 관련하여, 미국은 ‘특별 이민 아동 지위’를 

통해 적절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며(아동이 당국에 거주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

우) 캐나다는 ‘인도적 고려’를 통한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사회복지기관 등이 아동의 체류가 

적합하다고 권고한 경우에는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23).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주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ㆍ격리가 필요한 경

우에도 이러한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특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이 필요하다24).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2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55면 발췌
24)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ㆍ인권분야 연구결과 발표회｣, 2017, 156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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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주아동,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요보호아동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 관련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법제도에서도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주아동을 제외한 채 운용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관련법

에 명시적으로 이주아동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대 피해 이주아동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가해자인 부모와 분리할 필요성이 발생한 경

우 당해 학대 피해 이주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학대 피해 가해자

인 부모 역시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피해자인 이주아동 역시 그 부모를 따라 

송환시켜야하는가 아니면 일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당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

적으로 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해외 입법례의 검토를 통하여 이미 우리는 각국에서, 학대피해 아동이 발생한 경우 그 아동이 이주아동이

라면, 해당 아동에 대하여 특별체류허가제도 및 영주권, 송환금지제도 등을 통하여 가해자인 보호자로부터 

격리를 지속하고 이주아동이 각국의 아동보호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의 혜택을 받으며 학대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학대피해를 발견하기 더 어렵다는 점, 가해자인 부모와의 격리필

요성이 인정된다면 설사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학대피해 이주아동이 요보호 아동에 해당되고 부모와의 분리ㆍ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이민 아동 지위’ 등을 부여하여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각 국가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 

법규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고 아동보호체계 및 관련 법령에서 이주아동도 그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특별체류허가제도, 송환금지, 영주권 부여 제도 등 다양한 보호체계를 갖추면서 학대피해를 당한 이

주아동이 다시 학대 상황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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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에서는 학대피해 이주아동에 대한 논의 자체가 전무하였으며, 관련 연구 역시 최근에서야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그 피해 신고조차도 어렵고 피해 사실 자체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문제도 여전히 발생한다. 

다만, 우리나라 역시 국제법 관련 제협약에 가입ㆍ비준하여 당해 협약이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 

현행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상 이주아동도 그 보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사회복지수

급 관련 제도에 이주아동이 배제되어 학대피해 이주아동이 부모와의 분리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국내 보호

시설에 입소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또한 잠시 입소한다 하더라도 장기시설 입소 및 관련 지원

을 받을 수 없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 등을 살피면, 학대피해 이주아동과 관련

한 법제도 및 관련 보호체계의 정립이 시급하다고 볼 것이다. 앞으로 학대피해 이주아동 실태 조사 및 실효

성 있는 보호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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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학대사건 대책마련”에

대한 토론

강 인 수 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지원팀)

2016년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학대사건으로 우리사회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예

방하기 위한 정부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국내아동 중심에 대책들이 마련되었고, 미등록이주아동의 

아동학대 사건은 보호체계 내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주제발표에서 제기된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대피해 발생 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동의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UN아동

권리협약에 따라 국내에서도 아동보호체계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개입절차와 개입과정중에 발생하는 문제

점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1.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부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이 발생 시 2가지 법률에 의해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첫 번째는 아동

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보호를 의뢰하여 승인 후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

호조치하는 절차이고,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12조 응급조치, 제47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으

로 보호조치를 하는 절차로 실시되고 있다. 응급조치의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권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미등록이주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발제문 내용처럼 수급권 선정 등의 문제로 지자체 및 양육시설의 입소 거부로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부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로 우선 보호조치

를 하더라도 아동의 언어, 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오히려 이주아동들이 힘들어 하는 경향도 발생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이 아동들이 일반 양육시설에서 보호 될 수 있도록 법과 행정절차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

여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이주아동들을 위한 시설유형에 대

한 법적조항 신설과 전문화된 보호시설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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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교육과목 신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매년 직무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교육, 현장조사기법, 아동학대사례관리방법, 수사기관 협조관련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도에 교육과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고, 이주아동 

보호 절차 및 법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을 제공하는 정도였다. 이에 상담원들의 이주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법률(출입국관리법) 및 피해아동의 보호절차 등을 숙지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안에 과정을 신설

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상 관리 체계 마련

발제문에서 지적된 것처럼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상에서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관리 범주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는  미등록 이주아동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이

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피해아동의 국적이 외국인이 아동이 87건, 다문화가정

이1,132건1)으로 나타나는 정도이다.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서는 국가아동학대 정

보시스템 상에서 아동의 국적분류에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3) 유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다문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주아동 및 다문화가정내의 학대 발생 시 의사소

통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차원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역에서 상호 기관들이 원활히 협력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상황이 발견되거나 신고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아동복

지법 제1조 목적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

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국적이 아닌 아동이라는 신분자체에 중점을 두

고 학대피해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길 희망한다.

1)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검색기간：2016. 1. 1. ~ 12. 31., 검색기준일 201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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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학대사건 실태 등” 

개선방안 관련

양 진 혁 사무관(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2016년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학대사건으로 우리사회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학대 방지대책(’16.3월) 및 보완대책(’16.9월)을 발표하였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오늘 제시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

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성에 공감하며, 그 과정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관련 부처(법무부, 복지부, 여가부 등)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1. 미등록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강화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이 출생지역, 인종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는 기본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가 필요한 무국적 및 외국국

적, 불법체류 상태인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하

였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활용하여 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나 제한된 재정여건 상 어려

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입소거부 등의 사례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인다.

앞으로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 간 협의체(다문화정책위원회,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 등)

을 활용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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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강화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

고, 대국민 홍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홍보예산을 신규로 편성(11억원)하여 TV광고 

등 홍보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학대로 의심될 경우 즉각적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등도 안내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홍보내용이 다문화, 이주민 등에게도 손쉽게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

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언어를 활용한 홍보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3. UN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따른 아동권리 보호 강화

정부는 현재 UN아동권리협약 관련 제5,6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민자,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담긴 이주배경 아동 및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정부정책

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이주배

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이민자 인권 존중 및 차별방지 제도화’를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다문화이

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주배경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예비학교를 설립하고 소수민족 아동의 이중언어교육 활성화

하는 ‘한국어교육을 위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정규과목으로 운영하는 등 대상별 다문화

ㆍ이주배경아동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 다문화유치원, 글로벌 브릿지, 레인보우스쿨 등

정부는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및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자 및 이주민 자녀에 대한 보호조치도 보고서의 일환으로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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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이 현 숙 팀장(서울시 아동복지권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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