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영 사

인사말씀

존경하는 한국아동권리학회 김경희 회장님과 학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기조강연을 하시는 Jean Zermatten 유엔아동권리위원장님,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
하시는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
신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인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사건의 조
사⋅구제, 법령⋅정책에 대한 개선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통하여 아동인권의 보장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체벌이나 두발검사,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휴대폰 소지금지, 학생의 집회의 자유,
학생운동선수, 아동의 의견존중 보장, 아동성폭력 등 위원회가 권고를 하기 전에는
아동의 ‘인권’ 영역으로 포섭되지 못하였거나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미흡하였
던 인권 사안들을 사회적으로 쟁점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사
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사회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0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의견서 제출 등을 통
하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을 위한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인권 보장과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에 비해 여전히 위
원회의 노력은 미흡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으로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국가행
동계획의 이행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
강, 학교폭력, 노동인권, 의견표명권 등 오늘 세부주제로 논의되는 사안들은 우리

위원회 또한 오래도록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오거나 앞으로 법령 등의 개정 권고 계
획을 가지고 있는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우리 위원회
에도 상당히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아동인권을 보장⋅증진
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술적인 연구와 활동을 통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온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하시는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원님들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아동인권 정책방향이나 과제개발, 법령⋅제도의 개선권고나 진정사
건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제시해주시는 내용은 우리 위원회의 아동인
권 정책검토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가 한국아동권리학회 관
계자와 상호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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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방안
Jean Zermatten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기조강연

ROK, Visit (Thursday)
Document on implementation of COBs
Jean Zermatten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In this short presentation, I will focus on the main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GMIs) and on three specific issues (violence,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exual
exploitation) , although I know that the Committee has raised many other questions. It’s
a choice due to time constraint, not an order of priorities.
Reminder :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consolidat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1) at its 1644th and 1645th held on 21 September 2011, and
adopted, at its 1668th meeting, held on 7 October 2011 (see CRC/C/SR.1668), its
concluding observations2).

A. GMIs
For me, the measures that a State should undertake in order to achieve a change are
always related to and depending on good governance.

1) CRC/C/KOR/3‐4
2) CRC/C/KOR/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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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governance can be understood as a set of major characteristics such as
participation, rule of law, transparency, responsiveness, consensus orientation, equity and
inclusivenes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accountability.3) These characteristics ensure,
inter alia, that the voices of the most vulnerable in society are heard in decision ‐
making, the views of minorities are taken into account, judiciary is independent and
corruption does not exist.

Good governance in the area of rights of children can be measured by the level of
realization of those rights. There is a direct and visible relation between good
governance and its results, such as the number of children surviving fifth birthday, using
harmful substances, placed in institutions or registered at birth. Child rights can be best
realized when the State provides for a high level of participation, equality, efficiency and
the rule of law. There is no better way to challenge (good) governance in a State in
relation to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ut to
assess the system in relation to the CRC’s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By ratifying the CRC, States, as RoK, have committed themselves to undertaking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nvention.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 parties shall undertake such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special importance, article 4 of the CRC: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3) Vučković Šahović, N: Measure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Good
Governance: The Case of Serbia, in: Ganguly Thukral, E (ed): Every Right for Every Child –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India: Routledge, 2011, pp 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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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such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s article requires State parties to undertake concrete steps to give effect to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llow me to make some considerations on the COBs

1) Reservations
According to article 5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tates parties are
entitled to enter reservations4)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e
Convention, as long as the reservation is 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5) The Committee constantly recommends that States parties review and
withdraw the reservations that they have entered, particularly if they are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In the Cobs for your countries, the CRC Committee raised this concern :

“The Committee welcomes the Government’s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 to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in October 2008. However, it regrets that the State party
has maintained its reservations to article 21, paragraph (a), on ensuring that adoption is

4) According to Art 2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reservation is a “unilateral
statement, however phrased or named, made by a state, when signing, ratifying, accepting,
approving or acceding to a Treaty, whereby it purports to exclude or to modify the legal effect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Treaty in their application to the State.”
5)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r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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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o competent authorities with due regard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s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article 40, paragraph 2 (b)(v), on ensuring that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State party’s penal law has a right to have
such a decision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6).

You have two problems here :

- one on adoption. Although you have revised the ‘Special Act concerning Promotion
of Adoption and its Procedures’ was revised to include the provision on the adoption
permit system in June 2011, the Government has not yet revised the Civil Code e
to introduce an adoption permit system nor has began the to review for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But it seems that materially, the possibility to withdraw the reservation on art. 21
CRC is open
‐

- on Juvenile Justice : the fact to have in your Constitution and Military act the
impossibility for a young offender to has his/her sentence reviewed continue to be
an obstacle to the withdrawing of this reservation (art. 40, para 2).

One of the minimal guarantee asked to a State party is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This issue is also well explained in the
Committee GC no 10 (2007)7).
6) CRC/C/KOR/CO/3, par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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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gislation
The legislative measures require that States parties ensure that national laws, including
any local or customary law, are fully compatible with the Convention. To do so
effectively, states parties should undertake a systematic review of the domestic legislation
and practice and related administrative guidelines to ensure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review needs to consider the
Convention not only article by article, but also holistically, recognizing the
interdependence and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It is important to stress that any
system of “customary”, regional or local law must also be reviewed and made
compatible with the Convention.

As a minimum, the Committee requests that states parties incorporate the Convention
into domestic legislation. Furthermore, a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given legal effect within their domestic legal system.8)

Often, actually, the domestication is not so easy and takes time, efforts, new
legislations, parliamentary debates, and voting .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of a
country, the “domestication” of the CRC provisions can be made simple and automatic,
if this state has a general provision indicating that international ratified treaties have
pre-eminence over national law and establishing hierarchical order between different
laws. In RoK,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 allows for the direct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 in its national law, what is very favorable.

7) CRC/C/GC/10
8) In the art 27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it is said that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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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obs for RoK , the concerns of the Committee9) are :
◦ that there are insufficient domestic regulations to implement the generic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at its courts very rarely apply the Convention directly
◦ the legislative prohibition of abortions, except in narrowly defined situations of

exception, does not adequately take into account the best interests of pregnant
adolescents and can give rise to situations which exacerbate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m, including exposing them to the risks of unsafe illegal abortions and/or
forced discontinuation of their studies and/or forced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The first question is about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he CRC in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by Korean authorities ; we think also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e four general principles of the CRC (non ‐discrimination, best
interests of the child,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 to be heard). it’s not
enough to mention them in regulations ; it’s necessary to implement them.

The second is the fact that Rok needs new regulations on abortion, considering it as
a global issue and not only for exceptional cases. All this question is linked to
adolescent health,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 schools ( please see
also Cobs para 57‐58 on adolescent health.

3) Coordination
Usually, the Committee requires from governments to put in place an intersectorial
coordination, with the stand that all Ministries, Offices, Departments and Services apply
different rights of the child in a concerted manner. This coordination not only should be
9) CRC/C/KOR/CO/3, para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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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ed between the different services of the public authorities, but also be respected in
the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and if indicated, with children themselves.

The Conventions is a holistic text and the child is omnipresent in all the sectors of the
administrative activity; many ministries are in charge of various matters related to
children and have to take action to implement the CRC. Without a very strong
coordination, the implementation will be hectic and inefficient; for doing so, the
government has to increase the visibility of children and to build permanent mechanisms
of coordination of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
n…. The coordination has to be done at three levels:

- at the horizontal level between the different governmental actors who are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different ministries),
- at the vertical level, between federal and central government and provincial, regional
or local governments (it’s at the local level that the children live),
- at the official non official level between government and public and private bodies,
including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ealing with human rights and children’s
rights, and between such bodies themselves.

For the Rok, the Committe has raised a concern :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reduced coordination in the State party’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due, inter alia, to the State party’s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CPCC) not being operational since 2008, and that the State
party’s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 are implemented by separate ministri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respectively,
leading to policy fragmentation. While no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par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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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Policy Intergovernmental Council,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need
for improved coordination of youth policies.” 10)

We can see here the urgent need of a coordination at the horizontal level between all
the ministries, and the coordination between numerous policies, programs and strategies
for the korean children.

The recommendations11) of the Committee are clear :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store and strengthen its CPCC or, preferably, establish an appropriate body
with the necessary authority and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b) Ensure clarity in the child rights‐related functions and relations between the
relevant ministr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relevant national, regional and municipal bodies, and in
doing so, effectively coordinate all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4) Independent monitoring
The Committee consistently recommends that a state party establishes an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Principles,12)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institution should have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should be
empowered to both consider individual complaints and petitions and to carry out
10) CRC/C/KOR/CO/3, para 12
11) idem, para. 13
12) UN Doc A/RES/48/134.

10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이행방안

investigations.

The principal concern of the Committee is the independence of this institution,
whatever its form. Its role is to monitor independently the State’s compliance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ation and to do all it can to ensure full respect of children’s
rights. The form could be a children’s ombudsman, commission or commissioner, or a
focal point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veloped within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r general ombudsman institution; the Committee thinks that it’s in the
competence of the state to decide.

The Committee insists on the specificity of this institution that has to be specialized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For the Committee it is clear
that children need special attention in cases of violations of their rights. There ias also
an obligation for the HRNI of raising awareness : to invoke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these rights must be known by children and adults. The Committee particularly
recommends that its Concluding Observations be disseminated to the public at large. It
could be a task of the Ombudsman or the HRNI...

For Rok, the Committee raised a long concern13) :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KMCCR) and its accompanying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acting in the field.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is institution lacks an
independent, operational mechanism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with regard to:

13) CRC/C/KOR/CO/3, para 16
기조강연 :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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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KMCCR not having legal status and being subject to a budget line that i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 The absence of a mandate for the KMCCR for Children’s Rights and
Ombudsperson system to actively monitor or investigate child rights violations and
receive complaints;
(c) The mandate of the KMCCR being subject to an annual evaluation of its
performance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with potential implications for its
independence and continuity.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ving
been downsized by 21 per cent in March 2009, and despite previous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remaining without a specialization in child rights.

The situation appears not to be very clear with the KMCCR and the NHRC and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learly define the legal status of the
KMCCR, with the objective of providing it with a clear mandate and provide sufficient
independent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sure the effective operation of
both the Centre as well as the Ombudspersons system to effectively monitor and
investigate violations of the Convention. Furthermore,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appropriate conditions for the independence and continuity and
children’s rights special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aking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2002) on the role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5) Allocation of resources
In order to implement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children must be mad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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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ble in budgets and states have to allocate enough resources for children. The
Committee has emphasized that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to implem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implies
the importance of an effective budgetary analysis. States parties are therefore required to
identify the proportion of national and other budgets allocated to the social sector and,
within that, to childre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 that regard, the Committee has
welcomed the practice of legally incorporating budget allocations for children in national
legislation and assigning a specific percentage of state’s budget to children.

The worldwid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strategies, as well as on the national plans of action. Other problems like
climate changes and its effects on the environmental life of families, not to mention the
dramatic increase of basic nutritive aliments. In these difficult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have a clear picture on what government is doing, where it is placing its
priorities and no to allow deterio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RC, or regressive
measures.

Resources mean also technical and human resources, and not only financial ones. It’s
one of the most important difficulties of the state parties to have the personnel trained
for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different professions: police officers, judges, social
workers, educators, teachers, medical doctors, psychologist, community leaders, religious
leaders, journalists…

For Rok, the Committee has welcomed the increase in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sectors (16.5 per cent higher than in 2008), but the
Committee remains deeply concerned… “that, in the context of the State part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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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current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s as a
proportion of available resources remain low. According to the 2009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Family database, the Republic of
Korea ranked the lowest among the 26 members”14).

The Committee was also concern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sparities in the level of
resources available to different municipal author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Committee, it’s clear that ROK has to increase the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th a view to aligning it more
closely with its advanced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o evaluate the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s at the central and municipal levels from a child rights perspective to
prevent disparities among children of different municipalities and/or geographic locations.

The Committee thinks also useful to ask Rok to utilize a child rights approach in the
preparation of the State budget by providing visibility to the investment on children.

6) Data collection
To implement and assess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development of indicators are also essentia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States parties collect disaggregated data by developing a comprehensive and
coordinated system of data collection covering all areas of the Convention. Furthermore,
it stipulates that the collected data should be evaluated to identify discrimination and/or
disparities in realiz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at regard, national
14) CRC/C/KOR/CO/3, para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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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indicators related to the rights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should be

developed for use by states parties in the formulation of policies and programme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is obvious that without sufficient data collection, it is impossible to know exactly
where the obstacles in the implementation are, nor to recognize the progresses achieved.
It’s also a challenge to design policies, programmes and strategies, if a government and
its agencies are not realistic, not only in the capital, but in all regions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remote areas.

The result of a coordinated action and of a very good statistical data provides an
opportunity for a government to build an effective policy for children’s rights,
programmes for the different needs of the children, action of prevention and protection
services and a global strategy to implement the CRC.

For Rok, the Committe was concerned
“at the lack of methodological coherency in the undertaking of data collection and the
absence of disaggregated data on area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was “also concerned that, despite various policies and programmes to
reduce relative and extreme poverty among children, there are no data on children living
in poverty in the State party and there are no measures to reduce disparities in the
budgets and 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to support poverty reduction” 15).

Without surprise , the Committee thinks that Rok has to establish a coherent system

15) CRC/C/KOR/CO/3, par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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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mprehensively collect disaggregated data covering all areas of the Convention that,
inter alia, take into account ethnicity, gender, age, geographic location and socio ‐
economic background.

B. three specific issues
1)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abuse and neglect
In the General Comment no 13, The Committee has defined “violence” as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as listed in article 19,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16) . The refrence in the CRC is the article 19 and the background
of the defintion is the 2006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The
Committee emphasizes most strongly that the choice of the term violence comment must
not be interpreted in any way to minimize the impact of, and need to address, non ‐
physical and/or non‐intentional forms of harm (such as, inter alia, neglect and
psychological maltreatment).

The special obligations of the State towards children and violence are the obligation
“to prevent violence 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 obligation to protect child victims
and witnesses from human rights violations, the obligation to investigate and to punish
those responsible, and the obligation to provide access to re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Regardless of whether violence takes place, States parties have a positive and active
obligation to support and assist parents and other caregivers to secure, within their
abilities and financial capacities and with respect for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the living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child’s optimal development (arts. 18 and 27).
16) CRC/C/GC/13, 2011, par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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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s parties, furthermore, shall ensure that all persons who, within the context of
their work, are responsible for the prevention of, protection from, and reaction to
violence and in the justice systems are addressing the needs and respecting the rights of
children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17).

For RoK, the Committe has raised the 4 following concerns18)

- the increased incidence of child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in the
State party and the narrowly defined legal obligation to report such abuse.
- the rate of bullying at schools has increased in occurrence and severity.
- the limited number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and their insufficient resources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 the provision of post‐trauma and rehabilitative support for victims of such abuse
and/or neglect is inadequate.
Inter alia, the Committe has recommmended to your country to

- “Strengthen and widen the legal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and neglect,
including with regard to bullying at schools, by providing adequate mechanisms for
such reporting to take place with due regard for the safety and privacy of persons
reporting such abuse,
- Establish more protection agencies, including at the local level and with the allocation
of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which are necessary to guarantee
their effective functioning, including for the provision of adequate post‐trauma and
rehabilitative support for victims of abuse and/or neglect…”19)

17) CRC/C/GC/13, 2011, para 4
18) CRC/C/KOR/CO/3, para 44
19) idem, par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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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relation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Committee notes that they are still
experiencing serious difficulties and facing barriers to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The barrier is not the disability itself but rather a
combination of social, cultural, attitudinal and physical obstacles which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counter in their daily lives. The strategy for promoting their rights is
therefore to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remove those barriers. The legal basis for this
issue are art 2 and art 23 CRC.

“Article 2 requires States parties to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in their jurisdiction
enjoy all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This
obligation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including on the ground of disability. This explicit mention of disability
as a prohibited ground for discrimination in article 2 is unique and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belong to one of the most vulnerable groups of
children. In many cases forms of multiple discrimination based on a combination of
factors, i.e. indigenous girls with disabilit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living in rural
areas and so on increase the vulnerability of certain groups…”20)

Unfortunately, girls with disabilities are often even more discriminated due to gender
discrimination. The States have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girls with disabilities by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in order to ensure that they have access to all services
and are fully included in society.

20) CRC/C/GC/9, 2006, para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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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rt. 23 para 1 + 2, the Committee observes :

“a) the provision of special care and assistance is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and
free of charge whenever possible. The Committee urges States parties to make
special care and assistance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a matter of high priority
and to invest to the maximum extent of available resources i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wards their maximum
inclusion in society.
b) Care and assistance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effective access to and benefit from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services,
recovery services,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recreation opportunities. The
Committee when dealing with specific articles of the Convention elaborate on the
measures necessary to achieve this”21).

For Rok, the Committtee has the folowing concerns22)

“The Committee welcomes the Act on Supporting the Welfare of Disabled Children,
its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Childrearing Assistance
Program for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government assistan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only provided to low income households and does not cover physical
therapy and vocational training.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bout the difficult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particularly females, face in receiving education, about the
limited availability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upervisors, and about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ceive their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or
classes that are segregated from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21) idem, para 14
22) CRC/C/KOR/CO/3, para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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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ommittee, it clear that ROK has to 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policy by means of a plan of action which aims at the full enjoyment of the rights
enshrined in the Convention without discrimination and which also ensure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undertake measures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further strengthen its measures to provide adequate
training to teachers and school supervisors and ensure that, whenever possible, inclusive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3) Sexual exploitation
Child sexual exploitation is not a new phenomenon, but some forms in which it
occurs today are certainly different.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a problem on an
international scale. Although varying in intensity, exploitation exists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Unlike sexual abuse, sexual exploitation has an economic
component. Profit generated by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s shared only partially or
not at all with the children, whilst various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exploitation,
from close family members to recruiters and organized industries are claiming the
majority of the profit. In terms of sexual exploitation, two forms are especially commo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hould not be confused with willing sexual
relationships of children, but attention should always be paid to the fact that what
appears to be a willing engagement could often disguise the use of the child to gain
profit.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placed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need for legislation as a basi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the sexual abuse and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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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itation. The State parties have to adapt their criminal laws to the new requirements
of the CRC, in particular since all contemporary technological changes offer new ways
of exploiting vulnerable children. “ … Protecting children from the negative potential of
technology is a serious challenge. The need for a focus on prevention as an absolute
imperative in addressing child safet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as a message that was reiterated throughout the Study process... … Governments
should also pursue law enforcement approaches, including criminalizing those who make,
distribute, possess or profit from pornography involving children.” 23)

Let’s mention the links between CRC articles 19, 34 and 35: the first covers
protection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and specifically mentions
sexual abuse in para.1; the second is about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by inducement
or coercion in unlawful sexual activity; and the commercial use of children by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abduction, sale and trafficking of children is to be found
in article 35.

In addition, we have to mention the articles 2 and 3 of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which have very precise
definition and strong requirements for the issue of sexual exlpoitatiton, and pornography.
RoK is party to the OPSC.

For RoK, the Committee has raised some concerns24) :

The Committee has welcomed the legal amendment introduced in 2007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which provides for the regular

23) 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ited Nations, Geneva, 2006,pp. 314 and 338
24) CRC/C/KOR/CO/3, para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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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of data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provides temporary and
emergency livelihood support, legal and medical assistance and vocational training for
victims

It has also appreciated the establishment of the Sunflower Children’s Centers and
One-Stop Support Centre for victims of abuse, which provide counseling, protection and
treatment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But the Committee was concerned about:

“(a) The drastic increase in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the high rates of
pornography consumption in the State party;
(b) The low rates of prosecution for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 The lack of victim rehabilitation services for men or boys, or in foreign
languages;
(d) The reduction in budget allocations for prevention and victim support despite the
increasing rates of such abuse occurring”.

It’s clear that the Committee has recommend to Rok, several measures, in particular :

- to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to compliance with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and articles 2 and 3 of the OPSC
-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 to facilitate the prosecution of cases of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 to criminalize all acts that constitute offering, delivering or accepting by whatever
means a child for the purpose of his/her sexual exploitation;
- to sanction in a appropriate manner the perpetrator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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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strengthen the efforts to rehabilitate offenders of sexual crimes without any
exemptions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 to provide rehabilitation services to boys and girls,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C. Conclusion
There are many other issues raised by the Committee in terms of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It’s the responsibility and the obligations of the RoK to make them
public, to work on it and to amend its legislation, to establish a effective coordination
of all actions, to improve the work of all the departments, offices and services at the
municip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to better the cooperation with the civil society
and to ensure to every child the enjoyment of all his/her rights.
But it is also the responsibility of all the citizen to contribute to this effort.
RoK is on the right track, but still has of the road to be crossed for a comprehensive
and harmonious implementation of the C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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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안 동 현 (한양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안 동 현
(한양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글 1)
1)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생명권
유엔 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은 일반적 원칙에서 천명한 아동의 생명권(right to
life)(제6조, 1항)과 함께 아동의 생존과 발달(제6조, 2항), 장애 아동(제23조), 건강
및 보건 서비스(제24조), 사회보장 및 아동 보호시설(제26조, 제18조 3항), 생활수준
(제27조, 1-3항)의 기본적 건강과 복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장애 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는,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규정되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무상으로 제
공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서 도움을 받을 필요
가 없거나 도움을 원치 않는 경우까지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들의 저개발국에 대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강조하고 있다.

1) 2008년5월17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저자의 <건강과 심
리적 측면의 아동의 행복한 삶>의 원고가운데 일부가 포함됨.
주제발표 1.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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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의 생명권과 관련한 현황
아동의 기본적인 건강 및 생명권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운데 아동의 사망 원
인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한 나라의 보건지표로 가장 중요한 영아사망율
(infant motality rate), 그 가운데서도 “신생아후사망율(생후 4주 후부터 생후 1년 사
이의 사망률)“이 가장 논의가 많이 되어왔지만, 한국의 경우, 영아사망율은 보건의
료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이것은 이제 OECD국가 평균을 훨씬 밑도는 선진
국 수준에 도달하였다2).
이같이 질병에 의한 아동의 사망률은 크게 줄었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
고에 의한 사망률은 여전하다.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
는 대표적인 예이다. 1991년 14세 이하 아동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비율은 전
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1.7%이었지만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정부의 ‘교통사고 줄
이기 5개년 계획’ 수립 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
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국가나 사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
지만, 부모들의 안전 교육 및 안전 의식에 대한 강조가 부족한 것을 반영한다.
최근 “태교”, “비폭력 출산문화운동”, “모유수유”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포럼도
개최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 가지인, 모유수유의 상대
적 장점들은 생화학적, 면역학적, 내분비적, 심리적, 발달학적, 위생학적, 경제적 측
면 등에 걸쳐 광범위하게 입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모유수유를 장려하고,
모유수유를 편리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여러 시책이나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점점 모유수유률이 저하되어 최근 조사에 의하면 초산부의
약 10% 정도만이 모유수유를 시행한다고 하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물론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어쩔 수 없이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들의 아동 양육이나 보호에 대한 무지와
방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2008년 현재 한국의 영아사망율은 신생아 천명 당 3.5(OECD국가 평균 4.7),
출처: http://www.index.go.kr, e-나라지표

28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이행방안

이러한 몇 가지 현상에서 아직도 국내에서 아동의 보호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 수준
이 매우 부족하고 또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예방접종율, 급격히
저하된 영아사망율, 급격히 향상된 신장⋅체중의 신장 등을 보면 부모들이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이에 반해 높은 안전사고 발생
율, 매우 낮은 모유수유 실천율 등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
을 보호하기 위한 부모나 가정의 긍정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가지만,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회나 국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내에서 보건의료분야의 자료가운데 아동의 보호에 관련한 통계 및 지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주로 영아사망율, 예방접종율, 사망률 및 사망원인, 장
애아동출현율, 그리고 학교에서 조사된 학생들의 체격 및 체질에 관한 자료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 외에 아동보호에 관련한 것으로 요보호아동, 시설에 입소된 아동 등
주로 극심한 상태에 놓인 매우 제한된 아동에 관한 사항들뿐이었다.
따라서 보건지표가운데 매우 중요한 질병의 유병율이나 음주⋅흡연⋅기타 위험
행동 발생율에 대해서 초보적인 수준의 자료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이러한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조사되어 그 변화 추이에 따라 국가의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국적인 조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
다. 그러기에 정기적인 추이 변화와 같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리고 장애
아동에 관한 자료(예, 장애아동출현율 0.4%)는 매 5년마다 조사되고는 있지만 이 또
한 매우 부정확하여 제대로 된 자료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것은 아
마도 지난 해 소위 “의료대란”을 통해 드러났듯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국가의 공
공 역할이 거의 없이 그 대부분을 민간기관에게 미루고 이에 대해 방임한 결과이
다. 이것은 몇 해전 발생한 홍역 비상과 같은 현상에서도 볼 수 있다. 즉,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익적 성격의 질병 예방과 같은 역할 대신 일반
진료에 치중하면서 그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서 전국적으로 수 십만 명의 홍역 환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는 예측이 일어나던 것이다.
또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적절한 사회 보장을 위한 마련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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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에 대한 논의 및 실질적인 대책이 요망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매우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역할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기형적이거나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유병율 파악과 같이 기초 자료의 수집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예방접종율에도 불구하고 홍역 발생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기현상과 같이 국가의 공
공역할의 왜곡이나 방임을 수정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아동 보호를 지금까지의 시설
중심이나 요보호 아동중심에서 일반 아동 혹은 고위험군 아동(high-risk children)으로
확대를 필요로 하는 분야도 있다. 이것이 정신건강 분야로 확대될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2012년 초에 발표된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가 발표되어 주목을 받았
는데3), 그 내막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조사가 이루어졌
지만, 한번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중앙정부의 담당책임
자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3) 건강의 새로운 파라다임
건강은 흔히 ‘병(disease)을 앓지 않는 것 혹은 장애(disability)가 없는 것’으로 정의
되기도 한다. 하지만, 건강이란 단지 병을 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건강 상태란 무엇인가?
먼저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신체적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갖지 않고 건강한 상
태지만, 자폐증상과 함께 인지기능이 떨어지며 자해와 과잉행동으로 유치원 수업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있다. 두 번째는 심한 뇌성마비로 거의 거동을 못하며 신변
처리도 어려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꿈꾸며 글을 배우고 있는 밝은 아이가
있다. 세 번째는 건장한 체격에 운동을 아주 잘하지만 화를 잘 참지 못하고 매우 급
해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학교에서 강제 전학을 권유받고 현재 집에서 빈둥거리
며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면서 지내고 있는 아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항상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 모든 불행이 부모의 잘못된 양육 때문이라며 탓하면서 친구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1년 성인 6명 중 1명 정신건강문제 경험>. 2012년 2월 16일

30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이행방안

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장래 희망도 갖지 못한 채로 나날이 피폐해져 가는 아
이가 있다.
우리는 이런 경우 과연 어떤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건강(health)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안녕 상태(well-being)’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대로라면 건강한 아동
은 위의 사례에서는 아무도 해당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에서 비
록 뇌성마비로 인해 신변처리도 거동도 불편하지만 시인을 꿈꾸며 글을 배우고 밝
게 지내는 아동이 그 가운데 가장 건강한 혹은 행복한 아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
다. 첫 번째 아동은 비록 신체 발달에는 이상이 없더라도 자폐증과 인지기능 저하,
자해 행동 등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갖는다. 세 번째 아동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
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빈둥
거리고 지내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하지 못하다. 네 번째 아동 또한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불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흔히 ‘건강한 아동’이라고 하면 대개는 체격이 좋고 용모가 훤칠하고 장애와 신
체적 질병이 없는 아동을 떠 올리게 된다. 하지만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건강한 아
동’은 그보다 오히려 ‘좋은 습관을 갖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밝고 희망에 찬 모습
으로, 가족 및 또래 등과 잘 어울리며, 열심히 성실하게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노
력하는’ 그런 아동들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이 단지 질병 혹은 장애가 없는 상태뿐 아니라 안녕(well-being) 상태이기 때
문에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자원으로 보고 있다. 즉 신체적 능력
(capacities)은 물론 사회적 및 개인적 자원(resources)을 강조하는 양적 개념(positive
concepts)으로 불건강(unhealthy)의 치료(treatment) 혹은 불건강의 예방(prevention)을
넘어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에 그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질병부담(disease burden)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 이것은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DALYs)’ 라는 개념으로 계산되어 제시되고 있는데 질병
으로 인해 개인이나 사회가 겪는 부담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질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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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치료비용, 업무 손실, 고통,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한 개념으로 우리가 흔히 생
각하는 암, 심장병 등보다 정신질환에 의한 것이 훨씬 질병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
져 있다[그림 1].

[그림 1] Burden of disease in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attributable to specific
causes by age and sex in the year 2000 4)

이와 같이 건강은 질병 치료와 예방이라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건강 증진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 밑바탕에 질병 부담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신체적 안녕에 대한 전통적 시각에서 심리적, 사회적, 영적
안녕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감기, 설
사와 같은 후진국형 질병이 문제는 되고 있지만 식습관의 변화에 따른 비만, 흡연,
문란한 성관계, 안전의식 부족에 의한 사고 및 손상, 스트레스 등 생활습관이나 양육,
심리적 안녕에 기인하는 건강 문제가 점차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WHO는 건강증진행동전략에 대한 오타와헌장
4) Remschmidt H & Belfer M. Mental health c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orldwide: a review.
World Psychiatry. 2005 October; 4(3): 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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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awa Charter of Health Promotion Action Strategies)을 발표하고, 5대 원칙을 제시
하였다5).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한 공공정책의 수립
2) 지지적 환경 조성
3) 지역사회 행동 강화
4) 개인의 기술 발전
5) 건강서비스의 방향수정
여기서는 건강에 대한 공공의 투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
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건강과 관련하여 각 개인이나 가족들에게 일임했던 것들에
대해 국가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그와 함께
단지 신체적 안녕이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 개념을 도입하고, 치료 및 예방뿐 아니
라 더 나아가 건강 증진을 위한 모든 자원의 연계와 계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명권과 관련한 건강의 개념가운데 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치료와 예방
뿐 아니라 증진을 포함하여 개인은 물론 가족, 사회, 국가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고,
그 내용은 아동 및 청소년을 모두 포함한다.

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1) 정신건강이란?
최근에 미국의 오바마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학교의 발전상을 비롯하여 교육에
대한 칭찬을 포함하여 한국의 우수성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후에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 G7을
5) WHO(1986).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Geneva,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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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G20개국 모임, 핵안보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여 국가의 위상을 한껏 드높
였다. 하지만 한국인의 자살률은 OECD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행복지수
도 비교대상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해
서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health)을 단순한 신체
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신건
강(mental health)은 ‘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스트
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이며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 상태(state of well-being)’로 정의한다(WHO, 2001).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건강,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정신건강에 주목해야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생명권과 관련한 건강에서 중요하게 취급된 것은 주로 질
병과 사망, 영양과 급식, 환경, 체격 및 체력 등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은 사실
상 국내에서 1970년대의 급격한 경제 성장이후 건강 주제에서 비만, 아토피 등 일
부를 제외하고 더 이상 주요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현재 아동⋅청소년들은 학업
과 연관된 스트레스, 또래 집단에서의 적응이나 문제 행동, 폭력, 자살, 인터넷(게
임) 중독, 성 일탈행동 등의 새로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중독, 학교폭력 같은 것이 그 예
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
아동⋅청소년에서 정신건강문제는 아직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이를 인식한다고 해도 대수롭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때로는 오해 혹은 편견을
갖는 수가 많다. 하지만 이들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로 이유로 해서 중요하게 다
루어야만 한다6).
6) 안동현 등. <학생정신건강검진사업의 현황분석 및 체계개발> 교육개발원(교육과학기술부) 연
구보고서(2009) 에 수록된 내용의 일부를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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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들의 정신 및 행동장애는 매우 흔하다.

아동⋅청소년기 정신장애 및 문제행동을 추정해보면 일반 아동인구에서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2%에 이른다. 그리고 정신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릴 정도로 심한
형태의 문제는 전체 일반 아동의 약 8%-10%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 아주 심한 정도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동에 대해 전국 단위 조사가 최근에 국내에서 시행되었
는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2001년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출현율을 조사한 바에 다
르면 6-11세 특수교육 요구 아동의 출현율이 2.71%에 이르는 것으로 매우 제한적이
다. 하지만 본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성동구 관내 초등학교 2-4학년 2,935명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조사한 것을 보면 총 372명(12.7%)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정서장애(우울 및 불안) 119명
(4.1%), ADHD 97명(3.3%), ODD/CD 89명(3.0%), 학습장애(정신지체 포함) 53명
(1.8%), 기타(틱장애 포함) 14명(0.5%)이었다.

(2) 아동⋅청소년의 많은 정신장애가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많은 유형의 학령기 정신장애나 문제행동이 흔히 “나이를 먹거나 철이 들면 좋아진
다”는 속설에 일부 부합하기도 하지만, 단지 학령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지속한다는 사실이다. 상당히 많은 아동들에서 학령기의 문제가 그대로 지속하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나 강도를 달리하여 변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또는
나중에 진단을 내릴 정도의 장애는 없더라도, 학령기 발달상의 문제가 가정생활⋅직
업⋅사회적응에 l지속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
기 비행 행동은 청소년기와 성인에서 부정적인 예후의 높은 예측 인자로 알려져 있다.

(3) 사회 변화에 의해 정신질환이 늘고 있다.

최근의 사회 변동과 상황이 아동⋅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더 어린 학
령기 연령일수록 더 심각한 발달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여기에는 도시지역의
집중화, 경제적 빈곤층의 증가, 급격한 이혼률 증가 등 가족 해체 현상,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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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 핵가족 등으로 인한 아동양육의 어려움 증가 등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아동들이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취급
(maltreatment)과 아동기 문제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동들의 부당취급에는 신
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 문제는 명확하게 드
러나 있지 않지만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지 그것이 노출되
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사회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기 정신장애와 문제행
동은 형태나 유형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다.

(4) 아동⋅청소년 개인은 물론 가정, 사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아동⋅청소년 정신장애 및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그 개인이나 가족⋅사회가 일생
동안 겪는 후유증은 경제적인 면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 경제적으
로도 보건⋅교육⋅정신건강⋅사법체계에서 지불되는 비용, 이로 인한 생산성 감소,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비용, 고통 받는 아동⋅가족 및 지역사회가 겪는 고통 등
을 추계한다면 매우 커다란 액수가 지불되는 것이다. 최근 “질병부담”이라는 개념
에 의해 가장 큰 질병부담을 갖는 병으로 ‘우울증’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동들의 정
신장애와 문제행동에서는 ADHD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지만, ADHD의 경우 의료이용률,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의존의 비율, 학교중
도탈락율 등이 일반아동들에 비해 훨씬 높다.

(5) 많은 학생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 한다.

이같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나 가족들 가운데 약 70%이상이 적절한 서비스 제공
이나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2003년 전국 초등학교 교사 544명을 대상으
로 조사한 연구(안동현, 2003)에서 교사들은 평균 2.07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정신과 진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은 0.95명이라고 응답하였지만, 실제로 정신과에 의뢰하거나 진찰을 권유한 경우
는 0.24명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약 1/10, 진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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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1/3 미만에서만 실제 의뢰 혹은 권유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하지만 학령기 장애
및 문제행동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적절한 치료나 서비스 제공을 받는다면 조기에 호전이
이루어져 아동의 정상 발달을 덜 제한 받거나, 혹은 적어도 고통을 경감할 수 있다.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들
1) 정신건강지표
흔히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접근할 때 가장 유용한 개념으로 생태학적
(ecological) 모형이 제시된다. 이 모형의 틀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정신건
강(positive mental health)을 나타내는 몇몇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이
여기서 논의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 유사한
개념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뿐 아니라 자아개념(self-concept), 자기효능감
(self-efficacy), 자긍심(self-esteem), 내성(resilience), 힘키우기(empowerment), 대처기술
(coping skills)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개인적 속성뿐 아니라, 부모를 포
함한 가정, 지역사회, 더 넓은 범위에서 국가나 전 세계적 요소들이 있다<표 1> 7).
<표 1> 긍정적 아동정신건강 지표의 예
개인
소속감(sense of belonging), 자긍심, 연대성(engagement),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 조절(control), 삶의 질
(quality of life), 내성, 힘키우기
가족
부모의 정신건강, 폭력으로 부터의 자유, 가족 응집력(family cohesion), 부모-자녀애착, 적절한 양육, 안전의
제공, 안정된 환경(secure environment)
지역사회
안전한 지지적 환경, 자기 가치 및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줄 사회적 및 교육적 환경의 질, 아동권리의
존중, 평등과 정의를 증진시킬 정책의 존재, 아동의 보호, 폭력 및 따돌림의 최소화
국가
평등 및 부모의 사회 참여, 아동에 관한 사회적 가치부여 및 보호, 통합적 및 지지적 아동 공공보건정책,
아동정신보건에 관한 강력한 법적 토대, 아동정신보건에 대한 적절한 자원 배분

7) Mahler & Walters, in Tilford 2006,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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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기 정신건강
이러한 지표로 대표되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 노
력들이 시도되고 있고, 몇몇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영유아기(0-5세)의 정신건강 증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
의 건강 증진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한 Head Start를 모델
로 하여, 영국의 Sure Start, 수년전 국내에서 시작한 We Start(희망스타트, 드림스타
트)프로그램들이 모두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낙후된(disadvantaged) 지
역의 아동과 그 가족 및 지역사회를 도와주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에서는 각 지역 별로 스스로 갖는 역량에 따라, 아동들의 건강에 대해 전인적 접근
과 함께 조기 교육, 놀이, 아동건강 돌봄, 가족 지지, 부모의 직업 준비를 통합한다.
국내에서는 처음 민간기관과 단체에서 몇 개 시범사업을 전개한 이후 최근 중앙정
부의 정책으로 발전되어 시행 중이다.
그 외에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양육준비(preparation for parenting) 프로그램이 있다.
영유아들은 생애 초기 여러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보살핌은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들의 몫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정방문 혹은 지역에서의 교
육, 훈련, 상담 등을 통해 이들에게 ‘부모됨으로의 전환(transition to parenthood)’과 ‘영
유아의 돌봄(care of infants)’에 대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형태가 존재
하는데, 예를 들어 첫 임신을 한 열악한 환경의 십대 부모에게 훈련받은 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약 2년 간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다른 형태로는
교육 및 경제수준이 낮고, 가족 및 심리적 곤란을 겪는 고위험 가정의 0-5세 아동에
대해 센터기반의 주간탁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모두 포함하며, 교육/상담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다.

3) 아동기 정신건강과 “건강증진학교”
아동(6-12세)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학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율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일찍이 WHO는 건강증진학교(Health Promoting School, 이하 H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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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제시하여 많은 지역, 국가, 학교에서 시도하여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HPS정책은 “건강”을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이라는 전제 하에, 학교와 지역사
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학생은 물론 교직원 모두를 포괄한 구성원 전원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HPS정책은 모든 학교가 건강을 향상시
키고 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6가지 주안점
(WHO, 1996)을 제시하고 있다8). 국내에서는 건강증진학교에 대한 개념조차 매우
생소하지만, 저자가 2006년~2009년에 걸쳐 경기도 양평군과 서울시 성동구에서 이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후9),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비록 시범사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4) 청소년 정신건강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그 관점에 따라 여러 접근이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
로 청소년들의 위험추구행동(risk-taking behavior)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이 행동이
청소년기의 사망율(mortality)과 이환율(morbidity)을 상당히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위험추구행동이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들과 연관이 되는데, 물질(술, 담배 포
함) 남용이나 무분별한 성행위, 난폭한 운전, 타살이나 자살, 식사 문제 행동, 비행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행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로는 원치 않
는 임신, 성병 감염, 중증 장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에 따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정기적으로 전국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이들 양상을 모니터링하는데 이를 YRBSS(Youth Risk-taking Behavior Surveillance
System)이라고 부르고 전국적으로 수백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조
사가 국내에서도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Korea Center for Disease
8) (1)건강 및 교육 공무원, 교사, 그들을 대표하는 조직, 학생, 부모 등 공동체 리더들을 건강증
진에 관여하게 하고 그 정책을 학교 내에 수립함, (2)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힘
씀, (3)기술에 기반을 둔(skills-based) 건강교육을 제공함, (4)적절한 건강서비스들을 제공함,
(5)건강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실제 방안을 수행함, (6)상호교류를 향상시키도록 힘씀.
9) 안동현 등. 여러 생활터를 통합하는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 개발: 지역사회 및 학교를 중심으
로(3년 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복지가족부 연구보고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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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K-CDC)에서 청소년건강행태조사라는 이름으로 매년
전국 5만명 정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오고 있다. 이 조사에서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예방, 약물, 성행태, 정신보건, 구강보건,
개인위생, 아토피⋅천식, 건강형평성의 여러 영역이 있고, 정신보건과 관련된 항목
의 결과를 보면 1)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2)주관적 수면충족율, 3)우울감 경
험율, 4)자살사고률 및 자살시도률이 포함되어 있다. 2007년 제3차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서 정신보건 영역의 실태를 요약해보면10) 5개 지표가운데 우울감 경
험률과 자살 시도률에서 2005년 조사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2006년
및 2007년도 조사결과는 매우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나머지 세 개 지표에서는
3년 동안의 조사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할 상황이라는 점이다. 특히 2007년 미
국에서 조사된 YRBSS 자료와 비교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나머지 두 개 항목은
동일한 지표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직접 비교할 수는 없었다. 두
나라의 자료를 비교해보면 심각한 우울감의 경험과 자살 사고률은 남녀 모두 우리
나라 청소년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자살시도률은 미국에
비해 낮음을 보여준다.
<표 2>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 비교 (2007)
(단위, %)

한국

미국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우울감 경험율

41.3

36.5

46.6

28.5

21.2

35.8

자살 사고률

23.7

19.0

28.9

14.5

10.3

18.7

자살 시도률

5.8

4.2

7.6

6.9

4.6

9.3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아지고, 주
10) 안동현, 질병관리본부.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신보건 실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간건강과질병, 2010년5월7일, 3(18), 질병관리본부. 출처: http://www.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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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적 수면충족률이 낮아지고, 우울감 경험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체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 한 가지 간접적인 증거로 자살 사고율, 자살 시도률의 양상은 모두 우리나
라와 같이 자살 사고률은 학년에 다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데 비해, 자살 시도
률은 두 나라 모두 유사하게 학년이 높아짐에 반비례하여 줄어든다. 이같이 자살
사고 및 시도율의 양상은 남녀를 막론하고 두 나라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비
해, 우울감 경험률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남녀의 차이는 비슷한데 불구하
고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감 경험률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 내재하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대해 스트레스 인지율에 이어진 질문으로 학생들이 스트
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조사되었는데 1위가 성적에 대한 부담 48.4%, 다음이
부모님과의 갈등 16.3%, 외모 11.3%, 교우 등과의 갈등 8.6%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
로도 알 수 있다.
<표 3>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학년에 다른 정신건강 상태 비교 (2007)
(단위, %)

한국

미국

우울감

자살사고

자살시도

우울감

자살사고

자살시도

중 3

40.7

23.8

6.1

28.2

14.8

7.9

고 1

43.2

24.0

5.9

28.9

15.6

8.0

고 2

44.1

23.4

5.2

27.1

13.5

5.8

고 3

46.7

23.4

4.8

29.4

13.5

5.4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가 흔히 자살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우울감 혹은 우
울증을 제시되어 왔다. 한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심각한 우울감 경험률은 학년에
따라 증가하는데 비해 자살 사고률은 학년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또 자살
시도률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우울감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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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에서는 이미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과 미국이 차이를 보이지만, 자
살 사고률 및 자살 시도률은 비율은 다른지만 학년에 따른 추이는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것은 자살에 미치는 원인으로 우울감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작
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견이다. 자살 시도를 보면 한국은 중2, 중3 이 가장 높다
가 학년이 높아지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자살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인
충동성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정신
보건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판단된다. 아마 이것은 이번 청소년건강행
태온라인조사에서 충동 경향을 보여주는 다른 영역의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4. 결론: 정신건강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동전략
최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측면에 대한 중요성과 크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
고, 여러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것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에서 수행하는 전국 시군구의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정신
건강사업이 그 예이다. 물론 전국 약 250개 시군구 가운데 약 2/3정도에만 설치되어
있고, 또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는 그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대략 70여개 지역에서만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물론
이것만 해도 괄목할 만한 발전이라고 할 지 모르지만 담당자 1-2명의 직원이 수
만~수 십만명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는 것
은 너무도 열악한 상태이다. 그것도 주무당국이 2002년 사업을 시작한 지 이미 10
년에 이르렀는데 겨우 이 정도로 밖에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아이존>이라는 기관을 4군데 설치하여 정신보건
센터 혹은 병의원 등과 연계하여 학령기 정서⋅행동장애 아동들의 사회심리적 상
담/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 기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한 기관 당 30~50명 내
외로 매우 적은 숫자이다.
이렇게 더디게 접근하고 있는 중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2007년부터 <학
42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이행방안

생정신건강관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고위험군 혹은 질환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학
생들을 선별하고 진단 및 평가하여 정신보건센터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에 대처하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이 사업을 전국
초등 및 중고등학생 전체로 확대하여 <학생 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
군 학생을 선별하여 폭력 가피해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는 생활지도 담당(학교폭력
코디네이터), ADHD 경향성 확인 및 기초학력 부진의 경우는 기초학력 지원담당(학습
클리닉), 정서⋅행동문제가 있어 심층사정평가를 받아 선별된 경우는 정신보건센터/
보건소/Wee센터 및 병의원으로 연계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11).
물론 이 사업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이
같은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을 집단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항을 선별하는 것
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12). 이러한 우려와 비판이 전혀 근거없거나 무시할 사
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고, 또한 일부에서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주장도 있다13). 하지만 현재 우리의 역량과 인푸라
로서는 이를 모두 수용할 상황은 아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 아동⋅청
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다소 부족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대책이 적절한 방법이
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선별된 학생들에 대해 구체
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직 역량과 인푸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집단
혹은 개인을 우선적으로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장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
11) 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 길라잡이(2012), 강원도교육청
12) 이와 관련한 몇 개의 신문기사 혹은 블로그가 있다.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곡 필요한가?
(청년의사, 2012년 3월 5일)>,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신중하게 접근해야(청년의사, 2010년
3월 5일)>, <[인권-별별이야기] 전 국민대상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우려(네이버 블로그, 윤설
아, 2012년 2월 21일)>,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우생학적 접근’ 우려(라포르시안, 서의규>,
<전문가들 “어린이-청소년 정신검진? 안 돼~!”, KorMedi, 안명휘, 2012년 2월 24일>, <“전국
민 정신건강검진, 현대판 주홍글씨 우려”, Doctor’e News, 2012년 2월 27일>, <‘전 국민 정신
건강검진’ 대책 마련 촉구, Digital BOSA, 김현기, 2012년 2월 28일>; <Protect Your children
Against Screening-the PPRA>
13) <Will Students Take a Mental Health Test?", The Wall Street Journal, 2011년 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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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
가? 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50여 년 전, 전 세계 국가가운데 가장 최빈국의 하나로 아동들의 건
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지 못하였다. 1960년 이후 수 차례의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후, 획기적인 경제수준의 발전에 힘입어
질병 치료는 물론 환경, 위생, 건강 예방 및 증진, 교육,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도 괄
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 및 발전으로 아동들의 신체 발달, 예로 키,
몸무게 등 체격 조건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높은 질병치료 및 예방
수준으로 영아사망율, 예방접종율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보건 수준 또한 이미 선진
국 수준에 도달하여 대부분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하였다. 따라서 약 50년 사이에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푸라는 가장 후진국 수준에서 세
계 최고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비약적인 성장,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새로운 주제로 불균형적인 영양섭취 및 신체활동의 과부족과 관련한 비만 아동의
급증, 환경 변화와 관련한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증가, 부적절한 양육 환경
및 건강관련 요소의 변화와 관련한 정신건강 문제의 급증 등 전통적 건강 관련 주
제와 다른 새로이 등장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적절한 대책은 매우
부족하다. 특히 현안으로 떠오른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생 정서⋅
행동발달 선별검사 시행과 그 후속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서 과연 아동⋅청소
년의 생명권 보호와 권리침해적 요소 사이의 논란에 대해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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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보호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 원칙(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의하면, 모든 아
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사국은 이러한 아동의 생존과 발
달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이 원칙에 의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네 가지로 분
류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권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
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은 2, 7, 10, 11, 16, 19, 20, 21,
23, 25, 32, 33, 34, 35, 36, 37, 39, 40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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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201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C. 시민권과 자유(협약 7, 8, 13-17, 19, 37(a) 조)는 (1) 출생신고, (2) 사
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 체벌, (5) 학
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당사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
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
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
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
이 불출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이와 관련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45.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
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
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 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
영되는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하라.
c)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2011)를 고려하라.
46.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서(A/61/29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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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하여,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
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우선시하라.
b) 특히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가 강조한 다음의 사항을 비롯하여,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
의 개발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iii) 자료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
c) 아동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
표사무소(OHCHR), 세계보건기구(WHO) 및 기타 관련 기구, 특히 국제노동기
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
죄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
원을 구하라.
끝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Ⅱ. 대한민국이 취한 후속조치 및 이룩한 성과에서
5. 위원회는 다음의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a) 2010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위원회(2012)에서는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2012년 1월 발간하
였다. II. 사회적 약자 및 위약계층의 인권보호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제2기 인
권NAP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2. 아동의 보호권을 위한 학교폭력의 안전정책의 강화

◀◀

51

1) 목표
- 위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함께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
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인권보장 체계 마련

2) 국가 정책방향
- 아동⋅청소년의 발달단계별 복지 확대, 모든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
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인권 보
장 체계 구축

3) 핵심 추진과제
가)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지원 확대,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등 아동⋅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기본건강 보장(재권고)
나) 공보육과 공교육 지원 강화(재권고), 학교학업중단 아동이나 청소년미혼모,
이주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신규)
다) 학대 및 폭력 특히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강
화(재권고)
라) 아르바이트 아동⋅청소년, 학생운동선수, 청소년미혼모, 아동연예인 등 인권
사각지대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마) 학생의 표현의 자유,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를 위한
학교규칙 개정 등의 대책 마련(신규)
바) 아동의 견해존중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아동의 실질적인 참여권 보장
을 위한 조치 마련(신규)
사) 시설보호 아동의 인권보장 및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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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 4. 1 시행, 법률 제11388호, 2012. 3. 21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
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 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
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의 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
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
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
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
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7조에 따른 학교
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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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

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
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

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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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
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

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

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
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

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
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
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
⋅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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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
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

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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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

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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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

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
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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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
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
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

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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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

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

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

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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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안전도 제고를 목표로 하는 제2
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10-2014)｣를 발표하였다. 기본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유관 부처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업무를 포괄하는 범정
부 차원의 국가 기본계획으로 5년간 시행할 범국가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제
시하고 있으며, 시⋅도와 시⋅도교육청은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특성과 상황에 맞
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2005년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이 추진되어 학교폭력 예방⋅신고⋅대처의 기본 인
프라가 구축되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율이 다소 낮아지는 성과를 거두었으
나, 크고 작은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고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집단화와
더불어 따돌림이 증가하고 다양한 유형의 강요에 의한 괴롭힘(예, 빵셔틀)이 새롭게
등장하는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제2차 5개년 기본
계획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과 유치원⋅초등학교 단계 조기 맞춤형 예
방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을 사전 차단하고, 가⋅피해학생을 위한 지역 단위 전
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 구축과 학교와 지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학교폭력 안
전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주요 추진내용
제2차 기본계획은 6개 정책과제 7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사전차단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대책이
강화된다. 세부내용으로 첫째, 180개 지역교육청에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긴급전화(1588-7179)를 운영하며, 학교 내 CCTV 설치⋅배움터
배치가 대폭 확대되고,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가 본격 실시되어 2012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초등학교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 휴대폰 SMS로 전송해 주며, 긴급상황 발생시 경고음서비스⋅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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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 웹상 확인서비스 등을 부가로 제공한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과 통합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조기예방 교육이 실시
되고, 학교급별⋅단계별 맞춤형 예방교육이 도입되는데, 특히 최근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는 따돌림⋅괴롭힘에 대한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셋째, 학교폭력의 효과적
예방⋅대처를 위해 학교관리자,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
는 연수⋅사이버연수 이수의무화⋅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교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전문상담교사 104명이 신규 배치되는 등 정원을
지속 확대학고, 단위학교에 wee 클래스를 매년 1,000교씩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전
문상담교사 미배치교에는 지역교육청의 순회상담교사의 위기개입기능이 강화되고,
학교상담자원종사자가 상담지원을 하게 된다. 넷째,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
기 위해 규칙과 질서가 살아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운영 중인 생활평점제와 학교자치법정이 대폭 확대되
고, 인성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화되며, 1교 1나눔 운동⋅가족봉사단 운영 등
학교봉사활동 내실화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학생 스스로 학교폭력을 자정하는 능
력을 키우기 위해 중학교를 중심으로 또래상담 사업을 활성화하고, 명예경찰소년단
의 또래 중재자 기능을 강화한다. 또래상담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다른 또
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둘째, 폭력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 적용과 지역단위 가⋅피해학생에 대한 전
문 진단-상담-선도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부내용으로 첫째,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에
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을 장난이나 사소한 다툼으로 받아들이는 사고가 잔존하여
학교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겨나고, 최근에는 강요에 의한 심부름(예, 빵
셔틀)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학교차원에서 적극 개입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전문상담을 병행한 선
도조치를 엄격 적용하며, 학부모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폭력, 위협
적 행동 등 기존 담임의 생활지도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경미한 폭력행위에 대해서
도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여 맞춤 지도하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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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선도가 필요한 모든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서 심의하며, 가해 정도⋅지속성 등에 따라 특별교육과 맞춤형 선도조치를 내리
며, 특히 가해정도가 심하거나 재비행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상담과 학
부모 특별교육(가족상담 포함)이 의무화되고, 교사-학생간 1:1 멘토링과 상담전문가
추수지도가 부과된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선도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연수와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내봉사⋅사회봉자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며, 특별교육이수를 위한 단기⋅장기 대안교육위탁기관을 대
폭 확대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wee센터와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의 전문상담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셋째,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부 내용
으로 첫째,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과 시⋅도 단위 ｢학교폭력
SOS지원단｣이 조직되어 학교폭력 발생 시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상담과 치유, 보호
와 교육, 법률⋅의료 연계 등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도
교육청별로 피해학생과 가족을 위한 상담⋅치유⋅보호기관이 지정되고, 학교폭력
피해가족지원프로그램(가족상담, 가족캠프 등)이 운영된다. 둘째, 그동안 부진했던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도 활성화되는데, 가해학생 보호자가 치료비를 부담하지 아니
할 경우, 공제회 또는 교육청 자원의 요양 실비 부담과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고,
특히 사회적 배려대상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합의조정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넷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단위 안전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단위학교와 시⋅도의 책무성이 강
화된다. 세부 내용으로 첫째, 매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안전도
평가가 실시되어, 안전도가 높은 학교는 학교폭력 안전학교로 인증되고 안전도가 낮
은 학교는 전문 컨설팅과 찾아가는 교원⋅학부모연수가 지원된다. 학교폭력 안전도
평가 영역은 예방인프라, 예방활동, 도움체제, 사안처리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학교
폭력관련 정보공시가 보다 상세화하게 이루어져 단위학교의 예방교육 현황,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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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발생현황, 심의현황,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 등이 유형별로 상세하
게 공시되고,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가 내려지도록 유도한
다. 셋째, 시⋅도차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정책기능도 대폭 강화되어 지역단위
학교폭력 근절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 활동이 활성화되고, 시⋅도와 시⋅도교육
청의 상시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64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이행방안

2) 비전 및 정책 목표

주제발표 2. 아동의 보호권을 위한 학교폭력의 안전정책의 강화

◀◀

65

3) 정책 과제별 세부 과제
정책 과제

주요 추진 내용

1.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 확충

-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 조기 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2. 맞춤형 예방교육 강화

-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전 교원의 대응역량 강화
학교폭력 추세에 맞춘 선제대응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

3. 단위학교의 대응능력 및 책무성 제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성화
학교상담망 확충
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강화
정보공시 상세화 등 단위학교 책무성 제고

4. 가해자 선도 ⋅피해자 치유 시스템
질 제고

-

전문 진단 ⋅ 상담 시스템 구축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관리
피해학생 보호⋅지원체제 구축
선도⋅치유 기관 확충과 특성화

5.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

규칙과 질서 존중 학교 시스템 구축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강화
언어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
또래상담 기능 강화

6.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안전망 구축

-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 범사회적 폭력근절 문화 조성
-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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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부 과제별 세부 사업
세부과제

학생보호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신고체제 강화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교육

전 교원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

학교추세에 맞춘
선제 대응

가정의 예방기능
강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활성화

세부사업

주관부처

학생보호 인력 확대 배치

교과부, 경찰청, 교육청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

경찰청, 교육청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

교과부, 교육청

학교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 확대

복지부,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단위학교 신고시스템 다양화

교육청

학원 등의 학교폭력 신고 의무화

교과부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설치⋅운영

교육청

국가차원의 긴급전화간 연계망 구축

교과부, 복지부, 여성부, 경찰청, 교육청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관계부처

학교간 생활지도 연계⋅협력지도체제 강화

교육청

아동안전지킴이의 집 운영 내실

경찰청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복지부, 교육청

유⋅초등학교 단계 조기예방교육 실시

교과부, 교육청

초⋅중⋅고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교과부, 교육청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다양화

교과부, 법무부, 경찰청, 교육청

학교관리자, 생활지도 담당자 연수 강화

교과부, 교육청

담임교사 대응역량 제고

교과부, 교육청

교원 대상 사이버 연수과정 운영

교과부, 교육청

학교폭력 유공교원 인센티브 강화

교과부, 교육청

따돌림 및 괴롭힘 사전차단 강화

교과부, 교육청

다문화가정 및 장애학생 보호체제 마련

교과부, 복지부, 교육청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도입

교과부, 여성부, 복지부, 교육청

정보통신 건전이용 교육 확대

방통위, 복지부, 교육청

학부모회를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교육청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

교과부,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가정용) 보급

교과부, 교육청

‘굿바이! 학교폭력!’ 문화운동 전개

교과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활성화

교육청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강화

교과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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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학교상담망 확충

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강화

정보공시등 책무성
강화

전문진단⋅상담
시스템 구축

고위험 가해학생
통합적 위기 관리

피해학생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가⋅피해학생
선도⋅치유기관
확충과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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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주관부처

단위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

교과부

wee클래스 확대 및 내실화

교과부, 교육청

전문상담순회교사 위기개입 기능 강화

교과부, 교육청

학생상담자원봉사제 활성화

교육청

학교와 외부 전문기관 간 연계망 구축

교육청, 교과부, 법무부, 복지부, 여성부

자치위원회 심의⋅조정 역량 강화

교과부, 교육청

자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 확대

교육청

자치위원회 분쟁조정 지원 강화

교육청

학교폭력 정보공시 상세화

교과부

정기 학교폭력 안전도 조사 실시

교과부, 교육청

학교폭력대책 추진점검단 조직⋅운영

교과부, 교육청

상시 평가체제 도입

교과부

wee센터 중개기능 강화

교육청

CYS-Net을 통한 연계체제 마련

복지부, 교육청, 지자체

고위험 가해학생 전문 진단⋅상담 의무화

복지부, 교육청

고위험군 학생 관리체제 강화

복지부, 교육청

고위험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정착

복지부, 경찰청, 교육청

소년범 범죄자에 대한 선도체제강화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네트워크 구축

경찰청, 교육청

지역 단위 학교폭력SOS지원단 운영

교육청

학교폭력피해학생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확대

복지부, 교육청

사회적배려대상자 자녀 치료비 우선 지원

교육청, 안전공제회

성폭력 피해학생 지원체제 강화

여성부

wee센터, wee스쿨 확대

교과부, 교육청

대안교육위탁기관 확대 및 특성화

교육청, 법무부, 복지부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기관 확충

복지부, 교육청, 민간단체

대안학교 설립 확대

교과부, 지자체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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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규칙과 질서 존중
학교시스템 구축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강화

언어폭력 없는
학교문화 조성

또래상담 기능
활성화

지역단위 대응역량
강화
범사회적
폭력근절문화 조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세부사업

주관부처

생활평점제 확대 운영

교육청

학교자치법정 확대 운영

법무부, 교육청

학생징계조치 다양화

교과부

준법교육 강화

법무부, 교육청

배려심 증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과부, 교육청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교육청

학생봉사활동 내실화

교육청

교사의 언어폭력이 없는 교직문화 조성

교과부, 교육청

칭찬문화운영 전개

교육청

언어폭력 자정운동 전개

교육청

선플운영 전개

방통위, 복지부, 교육청

또래상담 운영 확대

복지부, 교육청

명예 경찰 소년단 운영 내실화

경찰청, 교육청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활성화

교과부, 지자체, 교육청, 행안부

학교폭력근절추진협의체 실무기능 강화

교육청

중앙 컨설팅팀 운영

교과부, 교육청

범사회적 폭력추방 운동 전개

교과부, 관계부처

학교폭력추방 계도 및 홍보 강화

교과부, 지자체, 교육청, 관계부처

청소년 유해업소 등 정화

복지부, 경찰청

사이버 유해환경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방통위, 복지부, 경찰청

유해인터넷 차단 S/W 보급 확대

교과부, 방통위,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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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의 보호권을 위한 학교폭력의 안전정책의 강화
1)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 전환
첫째, 학교폭력의 해결에 있어서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해결과정에서
아동이 대상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학교폭력은 학생간의 폭력
외에도 교장-교사, 교사-학생, 학교-학생, 수도권-지방 제도화된 폭력과 연결되어 있
다. 따라서 진정한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화된 폭력을 없애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에서의, 학교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홍봉선⋅남미애, 2011).
둘째, 가해-피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
에서 전개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시각은 ‘가해-피재의 이분화’ 도식 속에서 전
개되어 결과적으로 그 대책이란 주로 소수의 문제학생들을 가려내어 엄중한 처벌
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들의 2/3이 가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소수의 문제학생에게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당한다
는 구도는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별이 모호하고 오히
려 동일성 원리가 강하며 한 개인에게 피해와 가해가 함께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
여, 학교폭력 대처방안은 가해유발요인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징벌 위주에서 치료적⋅예방적 차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단속
과 처벌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치료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학생을 학교와 사회에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행해져
야 한다.
넷째, 가정⋅학교⋅정부⋅사회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가정⋅학교⋅사회가 주도가 되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픅력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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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청소년을 끌어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분위기의 쇄신 및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에 민간단체와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첫째, 가정적 측면에서 아동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욕구좌절의 경험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과잉보호가 지양되어야 한다.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단절, 불안감을 조성하는 기능적 결손가정의 분위기는 자녀를
학교폭력 아동으로 이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적 측면에서 학교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1) 학교 내의 자율적 단위
들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갈
자치조직의 기능, 학교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교사들의 역할, 다양한 관
심사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기능의 강화 등이 필수적이다. (2) 학생자치 활
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이 학교 내에서 자기 생활의 주체
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 내에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해
학생 중 외부조직과 연계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와 경찰, 지역복지시설, 시민단체
등의 합동 선도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건강한 사회적 가치관의 형성과 유해환경의 정화가 필요하
다. 비폭력 지향의 사회적 분위기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확산시켜야 한다. 어떤 폭
력이든 단호하게 비난하고 비폭력적인 해결과 타협과 양보 등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
적 분위기와 무엇보다도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 각종 유해업소, 우범지대, 불법⋅음란서적,
매스미디어에 의한 폭력성이나 선정성들을 규제하고 제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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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폭력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을 위한 원조
학교폭력으로부터 가해자 자신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학교폭력 당사자 교정
프로그램에는 개별적 접근방법과 청소년의 집단 지향성을 활용하는 집단적 접근방
법이 있다. 첫째 개별적 접근방법으로서, 학교폭력의 개인적 요인 중에서 좌절과 그
로 인한 적개심 혹은 공격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은 애정의 욕구에서 비롯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애정욕구를 비롯하여 분노, 거부, 거절 등을 폭력적 방법이
아닌 사회에서 수용되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원조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기법으로는 주장훈련, 역할연습, 심리극,
이완훈련 등이 있다.
둘째, 집단적 접근방법으로서, 학교폭력 아동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그러한
행동에 대한 스스로 낮은 평가와 주위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하여 결국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장래에 대해 기대를 갖지 못하는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
다. 아동은 또래집단 지향성이 있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동질성이 많은 또래와
의논하기를 바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아동은 또래
집단의 역동성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기개입과 예방이다. 학
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법제도 교육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미 문제가 발생한 문제학생들에 국한되는 프로그램보다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문제
중심의 대처보다는 전반적인 폭력문화의 개선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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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과 기업의 인권책무성: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의 이해
김 영 지⋅김 기 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Ⅰ. 들어가며
이 글은 청소년 노동인권의 사례로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청소년연예인의 인권실
태와 보호대책을 살펴보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인권 이행 책
무에 대한 국제규범의 이해와 적용이 필요함을 제기하며 관련 국제동향을 소개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아동⋅청소년 권리와 기업’의 주제는 2011년 10월 제3⋅4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처음 등장하였다(유엔 최종논평 para 26,
27). 이를 계기로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온 기업의
인권준수와 사회책임투자 관련 논의가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어야 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청소년 노동인권의 두 가지 사안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청소년연예인 근로 실태와 대책을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중심
1) 학술대회 발표 주제로 제안받은 것은 ‘인권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아르바이트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연예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실태와 대책 제안에 한정하
는 것보다는 향후 연구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주제와의 연결점을 찾는
것이 의미있다고 판단되어 아동⋅청소년 노동인권의 주요 인권침해 주체인 기업과 최근 기업
의 인권책무성에 대한 국제규범을 연결지어 소개하는 것으로 주제범위를 확장해 보았다.
주제발표 3. 청소년 노동인권과 기업의 인권책무성: ‘기업과 인권 ’에 대한 국제규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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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주목해 본다. 둘째, 기
업과 인권이행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주요 국제적 지침 및 규범의 내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시사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나 청소년연예인 등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의 인권실
태와 일반적인 대책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차례 있어 왔으나 이를 ‘기업과 인권’
에 대한 국제규범의 틀 속에서 기업의 인권책무성을 강조하는 접근은 아동⋅청소
년 분야에서 소개되거나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되는 기본적인 정보
와 자료를 소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반면 연구자 역량 부족으로 인권과 기업에 대한 국제규범의 내용을 평면적으로
기술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용에 대한 심층논의와 분석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라 하겠다. 본 글에서 제시한 내용을 기초정보로 하여 향후 아동
⋅청소년 인권분야에서 기업의 인권책무성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주제가 개발되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Ⅱ. 인권 사각지대 :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1. 아르바이트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대책 2)
아동⋅청소년의 시간제 근로(part-time work) 혹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인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중⋅고생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활동을 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최근 10여년간 조사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한국 청소년들의 20-30%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2000; 노동부, 2006, 2009;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2) 이 원고는 2011년 발간된 이경상⋅김기헌⋅김가람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
과 과제｣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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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아르바이트는 우리나라 기업이 아동⋅청소년
의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가 불법화되고 유엔(UN)의 아
동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등을 통해 노동현장에
서 과거처럼 광범위하게 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까
지 진행된 이에 대한 국내 연구논문들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
리가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아르바이트가 외국과는 달리 긍정적 직업체험으로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는 아르바이트로 청소년들이 학업생활 및 친구관
계에 지장을 받거나,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고, 처음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키며,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하는 등
부당한 처우나 침해를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과 충돌된 아르바이트
참여로 인한 학업성취도 및 친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부당대우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경험, 비행위험 증대, 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대, 직업체험
효과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근로 참여는 청소년기에 갖춰야 할 자립심⋅책임감을 길러
주고 대인관계 경험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화에 기여할 뿐만 아
니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긍정적인 일자리 경력형성과 진로탐색
에 기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살펴
보고 기업과 인권이라는 맥락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30% 내외의 청
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철위 외(2000)는 조사에
참여한 중학생 가운데 23.5%가, 고등학생 중에는 35.3%가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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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하였고, 노동부가 2006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진학청소년 중 38.5%
가 2009년 조사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만15-28세)의 31.0%가 조사 당시 한
번이라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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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청소년위(2005), 국가청소년위(2007),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2009)

[그림 1] 아동⋅청소년 아르바이트 지난 1년간 경험률(%)

[그림 1]은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 현황 추이를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따른 것인데 이 조사는 2005년
조사부터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현황을 살펴볼 수 있
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는 전국의 중⋅고등학
생과 소년원,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 청소년, 학생과 보호관찰소에 등록된 상
태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을 구분하여 조사가 진행되며 전자는 일반청소년, 후
자는 위기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20% 내외
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번 이상 경험했는지와 관련하여 가장 최
근 실시된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1)에서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9-24세를 대상
으로 아르바이트 생애경험률은 38.1%로 나타나고 있어 10명 중 4명 꼴로 아르바이
트를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볼 때 남학생은 33.0%, 여학생은 42.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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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출처: 청소년종합실태조사(2011)

[그림 2] 아동⋅청소년 아르바이트 생애경험률(%)

[그림 3]은 2005년 조사부터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참여하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유해업소는 노래방, 만화방, 비디오방/DVD방, 카페,
호프집/소주방 등 청소년보호법의 고용 및 출입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곳을 의미한다.
2005년에 중⋅고등학생의 1.8%가 지난 1년간 유해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는
데 2009년도에는 4.4%가 유해업소에서 아르바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증가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0년에는 4.0%, 2011년 3.4%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

23.7

21.6

19.7

20
15
10.3

10
5

1.8

4.4

2.5

1.9

0
05년

07년

08년

학생

09년

위기청소년

출처: 국가청소년위(2005), 국가청소년위(2007), 보건복지가족부(2008), 보건복지가족부(2009)

[그림 3] 청소년 유해업소 아르바이트 지난 1년간 경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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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나 침해를 받는 사례
와 관련하여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는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보호
를 받지 못하고 폭행이나 성희롱, 업무상 재해 등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분
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 2009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 중 최저임
금(당시 시급 4,000원)3) 미만을 받았다는 경우가 50%로 저임금가 문제 심각한 것으
로 드러났으며, 임금체불이나 미지급도 학생의 18.0%, 학교밖 청소년은 24.0%가 경
험하였고,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법정근로시간(7시간) 초과도 만연하여 학생의 경우
27.0%가 7시간 초과근로를 경험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절반이상(54.0%)이
초과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동의서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
제도 심각하여 학생의 경우 부모동의서 미제출이 71.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0.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중 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처사나 성
희롱 등 성적 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업무상 재해도 상당수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었다.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친 경험은 학생은 30.3%, 학교밖
청소년은 27.0%로 나타났으며,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업무상 재해시 어떻게 대처했
는지를 물어본 결과, 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는 51.9%에 머물렀고 과반수
정도가 참고 일하거나(40.7%) 일을 그만두었다(3.7%)라고 응답하는 등 업무상 재해
에 대한 대처 방안이 미흡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 12월 한 청소년 피자배달원이 오토바이로 피자를 배달하던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제
기되기도 했으며 한 피자업체가 30분 배달제를 폐지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이에 대
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올해 4~5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봤거나 하고 있는
10대 청소년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0.2%가 ‘배달 중 사
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에서 사고로 다쳐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
은 비율이 사고 경험자의 54%로 절반이 넘었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2012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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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0.1%로 나타났다. 또한 배달 중 일어나게 될 사고에 대해 안전교육을 받은 적
이 없다는 응답자는 66.3%에 달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나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
서 정부는 2005년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
동으로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한 바
있으나 큰 개선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표 1>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결과
연도

점검사업장

위반사업장

법위반 건수

사법처리 사업장

사법처리 건수

2001

331개소

110개소

176건

1개소

1건

2002

524개소

206개소

369건

3개소

3건

2003

907개소

431개소

839건

19개소

22건

2004

1,241개소

727개소

1,485건

7개소

20건

2005

913개소

544개소

1,093건

0개소

0건

2006

1,502개소

876개소

1,718건

1개소

1건

2007

1,343개소

901개소

1,672건

4개소

6건

2008

1,318개소

1,031개소

2,567건

7개소

7건

2009

1,621개소

1,389개소

4,749건

1개소

1건

2010

1,545개소

1,300개소

4,977건

2개소

2건

출처: 국가청소년위원회(2007), 노동부(2008, 2009), 고용노동부(2010, 2011)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는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지도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은
고용노동부에서 2001년부터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실시한 지도⋅점검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점검사업장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331개소에서 2010
년 1,545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계획｣이 수립된
2005년 이후 점검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근로보호에
관한 정부의 의지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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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점검대상 사업장 대비 법 위반업체 비율은 2001년 33.2%에서 2010년 84.1%로 크
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점검 사항 중 최저임금 위반 관련 내용을
2005년 종합계획 이후 추가하는 등 점검 내용이 확대되었다는 점과 지도⋅점검에
있어서 사업장에 대한 계도나 법에 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측면을 강조하다가 직
접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단속하는 측면으로 바뀐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단속 의지가 과연 강화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인데 특히
사법처리 건수의 경우 2005년 종합계획 이후 크게 감소하였다. 2005년 종합계획에
서는 주요 법위반 반복 지적 사업장에 대하서 시정조치를 생략하고 즉시 사법처리
를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점검사업장과 위반사업장이
크게 증가한 2005년 이후 사법처리 건수는 오히려 크게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2004년도에는 1,241개 사업장을 점검해 727개 사업장에서 법위반 사항
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7개 사업장에 대해 20건에 대해서 사법처리하였으나 2009년
1,389개 사업장 중 1개소 1건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였다. 이는 법 위반 사업장이
시정조치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
고 대부분 법 위반 사항이 경미하여 사법처리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점검사업장 대비 위반 사업장 비율이 낮아지는 것이
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아동⋅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보호 대책
아동⋅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먼저 법적 측면에서 근로기
준법에서 현행 근로시간 규정뿐만 아니라 학생 연소근로자인 경우 학교 수업이 진
행되는 시간동안 고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학습시간을 포함해 근로시간을 규정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고려, 식사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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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반면,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근로권 보장 차원에서 하루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등 근로시간 제한
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
부 조항만 적용되고 있는데 많은 연소근로자들이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
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법적 문제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의 연소근로자 관련 규정에서 주5일제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주 5일제 근무를 전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연소자의 법
정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는 1주 5시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로보호가 추가된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지난
2011년 5월 19일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청소년근로의 교육적 육성, 청소년 근로인권 교
육의 실시, 청소년노동관계사건지원기관의 설치 등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대한 검토
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점검의 경우 기간(방학→상시), 지역(시⋅도→시군구), 대상(현행 2배 이상) 등을 확
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효성있는 근로감독의 필요하고, 모든 사업장에 근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근로감독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부여하는 것도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상시 점검과 관련하여 온라인을
이용한 모니터링도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이나 사업장 입장에서 불법인지 모르고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이
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강화된 연소근로자 표준계
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안전조치, 건강 및 보건
조치, 손해배상 등 금전적 압박을 취하는 행위, 인권적 차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한
조치 등 업무(작업)별 청소년 근로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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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연소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법적 문제나 근로계약상 문제를 일일이 또는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사업주도 법 규정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
다. 따라서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집 등을 비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 사건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연소근로자들의 해고, 임금
체불, 성희롱, 폭행 등 진정사건들이 접수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청소년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교사,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실태와 대책 4)
기업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아동⋅청소년 연예인에 관한 부분일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직업 혹은 아르
바이트 경험이라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연예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
해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몇 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그 심각성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등학생 그라비아(비키니, 세미누드) 모델등장, 아이돌 가수의 선정적인 무
대 등 청소년 연예인의 성 상품화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2009년 국가인
권위원회 조사 결과, 여자연기자 중 73.1%가 원치 않는 노출 요구를 경험하는 등
연예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동시에 비정상적으로 긴
계약기간 및 낮은 임금 수준,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청소년 연예인의 근로권을
보호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동시에 심각한 수업 결손 및 소속사의 학습권 침해
로 인한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에 의뢰해 2010년도 이루어진
4) 이 원고는 김기헌 외(2010)의 ｢청소년 연예인 성호보⋅근로권⋅학습권 실태 분석｣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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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김기헌 외, 2010)를 소개하고 관련 대책에 대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실태
먼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대상화 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
터 조사에서 19세 미만(88명)을 분석한 결과, 연예인 활동 시 10.2%가 특정 신체부위
(다리, 가슴, 엉덩이 등) 노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청소년의 경우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이라고 응답하였다. 동시에 연예인 활동 시 9.1%가 무대나 촬영장에
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 경험을,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인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 41명의
경우 다이어트 권유 56.1%, 성형수술 권유 14.6%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 연예인 노출 경험(2010)
단위: 명(%)

남성

여성

합계

연예인 활동 시
노출 경험

없다

43(91.5)

36(87.8)

79(89.8)

있다

4(8.5)

5(12.2)

9(10.2)

연예인 활동 시 노출
강요 여부

없다

4(100.0)
0(0.0)

2(40.0)

6(66.7)

3(60.0)

3(33.3)

있다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 청소년 연예인 생활실태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09)를 15-24세 여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 신
체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9.8%), 성관계 요구(6.4%), 성폭행(4.1%) 등 성추행 및 성
폭행 피해사례도 발견되었다. 같은 조사에서 옆자리에서 술시중을 들거나(13.2%),
원치 않는 음주를 강요한 사례(18.2%)도 발견되었으며 기획사 관계자로부터 유력인
사와의 만남(27.0%), 술자리(7.1%), 잠자리(2.7%) 등 성접대 제안을 받은 사례도 발
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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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청소년 연예인 성적 침해 경험(2009)
단위: 명(%)

사례수
내 몸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
성관계요구

성폭행

없다

198(91.2)

있다

19(8.8)

없다

206(93.6)

있다

14(6.4)

없다

211(95.9)

있다

9(4.1)

합계
217(100.0)

220(100.0)

220(100.0)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 국가인권위 조사(2009) 중 15-24세 청소년 대상으로 재분석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근로권 실태를 살펴보면, 18세 미만 39명의 청소년 연예
인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3%가 14시간 이상 근로 경험을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야간 및 휴일근로도 청소년 39명 중 41.0%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 청소년 연예인 노출 경험(2010)
단위: 명(%)

사례수
하루 8시간 이상 근로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

없다

25(64.1)

있다

14(35.9)

없다

35(89.7)

있다

4(10.3)

합계
39(100.0)

39(100.0)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 청소년 연예인 생활실태 조사

동시에 소속사와 불공정한 거래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 연예인
뿐만 아니라 연예인 전반에 걸쳐 과도한 계약기간, 소속사의 일방적 계약파기, 지나
친 사생활 침해, 불공평한 수입배분 등 전속계약이 연예인보다 소속사에 유리하게
맺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명 “노예계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가인권위 조사
(2009) 결과,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 계약 양도 36.5%, 과도한 사생활 침해 44.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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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여자 연기자의 49.2%가 기획사 주최 홍보활동 및 행사 무상출연 강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 실태를 살펴보면, 초⋅중⋅고 재학생
88명을 분석한 결과, 47.6%가 1학기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0.0%가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이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34.1%가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 응답자의
19.5%는 공부시간 자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이와 관련 18세 이하 여자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의
경우 성적 침해가 불면증(64.3%)을 비롯, 우울증 약 복용(14.3%), 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초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다.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0), 청소년 연예인 생활실태 조사

[그림 4] 아동⋅청소년 연예인 성적 침해에 따른 영향 응답분포(%)

이는 청소년기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어가는 시기에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리
적 외상이나 자존감의 훼손으로 연결,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 크다는 점에서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청소년 연예인들은 낮은 지위로 인해 성적 피해의 대상
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암묵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왜곡된 성의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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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의 근로, 야간⋅휴일 근로 등 연예활동시간이 늘어나면 청소년기에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청소년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동시에 청소
년 시기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은 청소년기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권과 관련하여 청소년 연예인의 잦은 수업 결손은 학업성적의 저
하는 물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건강
한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연예활동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사회적 열등생으로 남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연예인의 생활을 절대적으로 통제, 관리하는 소속사의 오판에 의해 미래에 대한 준
비를 하지 못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 대책
아동⋅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 법⋅제도 정비를
통해 성상품화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영리 및 상업적인
목적으로 청소년 연예인의 성을 이용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며, 폭력, 협
박 등 인권침해 및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
다. 방송사, 제작자협회 등 제작사 자구노력 차원에서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에 관
한 인권침해 방지 선언, 가이드라인 제작, 종사자 자체 교육 등을 유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외국의 경우5) 청소년 연예인에 대해 연령별 금로시간 규제 등 근로권 보호를 위
한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헌
법 제32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66조～제70조 등에 연소자 근로보호를 규정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6) 연예인을 특수형태 근로자(예 : 보험설계사, 외판원, 학습지 교사
5) 영국의 관련규정은 방송이나 공연장에서 13세 미만일 경우 오후 10시,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오후 10시 30분까지 일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리허설 참가 시간은 하루 최대 3시간 30분으
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무대 공연 외 행사에 3시～6세 미만 아동의 경우 하루 최대
2시간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는 등의 세부 규정이 있으며, 프랑스도 심야시
간대에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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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로 분류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이 적
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동⋅청소년 연예인 근로권 관련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보호 규정을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정
비하는 것이 필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연예인들의 활동은 대부분 연예매니지먼트나 소속사에서 이루어지므로 공
정거래위원회의 소속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예매니저 라이센스
규정 강화는 연예인을 관리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 업종에 종사한 경험과 주변의
추천을 통해, 혹은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얻어야 하는 제도이며 최소출자금 규정
은 소속사의 재무상태가 취약하면 연예인에 대한 착취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출자금을 가질 것을 의무규정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공정거
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를 강화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연예인 학습권 보호와 관련하여 청소년 연예인 학습권 보장제
실시(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제7)를 청소년 연예인에 적용 검토)를 비롯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노동법(Child Labor Law)의 청소년 연예인 학습권 보장방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위 법에서는 수업 결손 보충 의무화 방안으로 연
예인 활동으로 결석하게 될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정한 개인교사(studio teacher)
에 의해서 현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연령별 1일 학습시간과 연예활동시간을
규정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다. 연령별 활동시간 상한 규정을 보면, 6~9세 경우 4시
간 이하 연예인 활동, 3시간 학교출석, 1시간 휴식 보장, 9~16세 경우 5시간 이하 연
예인 활동, 3시간 학교출석, 1시간 휴식 보장 등이다.

6)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연소자 증명서 비치, 하루 7시간․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
로시간 제한, 22시～6시 사이의 근로 및 휴일 근로 제한 등
7)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 미달 학생선수에 대해 대회참가를 제한하고 다양한 학력증
진을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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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과 인권이행
1.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
1) 기업의 인권책임과 인권경영8)
아르바이트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인권 실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 기업은 인권 보호보다는 인권 침해의 주체로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업은 인권침해의 출발점이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제적 행위자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인권 향유 증진에 기여할 수도 있고 반대로 직⋅간접적으로 인권을 침해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 시대 이후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국가의 영향을 뛰어넘는 수준이 되어감에 따라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기업 또한 영향력 증대에 따른 인권 책임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향유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업의 책임도 커지고 책
임에 마땅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와 사회적 기대가 형성됨에 따라 기업에
서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정
경수, 2010: 8-9).
많은 국가가 국제인권을 수용함에 따라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인권에서 기업 책임
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인권장전,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등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관에 대해 적용됨을 언급
하고 있다. 기업은 인권 향유를 존중하고 그 실현을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권리침해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이는 국제적 또는 국내법적
으로 보장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존중의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기업의 최
8) ‘정경수(2010). 인권경영이란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 2010년 기업과 인권포럼 보고서 : 인
권경영의 이해, pp. 7-19. 서울: 국가인권위원회⋅글로벌컴팩트네트워크코리아⋅한국인권재
단.’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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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구성하는 3대 의무는 권리존중의무, 상당주의의무, 공범
회피의무라 할 수 있다(정경수, 2010: 10-19). 먼저 권리존중의무는 넓은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영업 면허에 상응하는 의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의 기본책임은
법의 준수와 더불어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실정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
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두 번째, 상당(한)주의의무(due diligence)란 기업이 해로운 인권영향을 인식하고,
방지하고 다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치들을 의미한다.9) 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정
에서 핵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행위자들이 기업의 인권영향을 평
가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을 구성하는 원리를 담고 있는 국제인권장전과 국제노동기
구 핵심 협약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업은 인권정책을 채택해야 하고, 사업 시작
전 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인권정책을 기업경영에 통합시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세 번째, 기업이 인권침해의 주체는 아니지만 정부나 기타 비국가행위자의 인권
침해를 돕거나 조장하는 경우 기업은 ‘공범(공모 또는 연루)’(complicity)이 되는데
기업은 인권침해 공범이 될 가능성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 즉, 공모란 “어떤 회사가
자사와 관계를 맺은 특정 실체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을 승인, 용인, 혹은 묵인
하거나 혹은 인권침해를 저지르는데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독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직접 인권침해를 돕거나 조장하는 직접적 공
범뿐만 아니라 공급업체가 자사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물품을 공급받는 업체도 수혜적 공범도 피해야 한다.
기업은 공범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확인하고 공범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정책

9) 홍성수(2011)는 due diligence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기업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였
다(홍성수, 2011: 74). due deligence는 기업이 인권존중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의 기
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주의의무’가 적절한 번역이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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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경영위험평가와 관리
도구가 필요하다. 1차적으로 투명하고 실행력있는 인권보장제도와 관행을 확립하고
기업 구성원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인권침해 위험이 큰 영역을 규명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한다.
한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서 ‘영향권’ 개념이 중요하다.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는 그 ‘영향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련된다는 것으로, 기업의 책임을 직
접적이고 내부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범위로 확장한
것이다.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설사 그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이 충분히 주의를 기
울였다면 적절한 노력으로 예방이 가능한 상태라고 여겨진다면 영향력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주거권을 약화시키
거나 하청업체가 불법적인 아동노동을 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도 영향력 범위와
관련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인권경영은 “사회책임경영보다 원칙적으로 더 강한 절대적 규범을 요청하는 패
러다임”으로 국제인권규범에서 출발하여 다른 요소로 개념을 확장하거나 적용범위
를 확대하여 보다 강력한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10) 사회책임경영이 기업의 반사회
활동에 알리바이를 제공하거나 홍보수단으로 전략했다는 비판이 있고, 사회공헌활
동이나 환경보호활동 정도로 축소 이해하는 경향도 있는만큼, 인권경영 논의를 통
해 사회책임경영 논의에서 간과되어왔던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 나가야 한다.
기업이 인권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의 과제로 인권관련 사업사례 개
발, 광범위한 인권개념 및 가용자원과 친숙해질 것, 글로벌컴팩트의 첫 두 가지 인
권원칙이 함축하는 바를 이해할 것11), 인권인지적 접근을 개발하도록 장려할 것 등
10) 조효제(2008)는 인권이 강한 규범인 이유는 인권이 단순한 윤리덕목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
가 의무의 주체에게 절대적 대응의무를 요구하는 청구권적 개념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11) 글로벌컴팩트 10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
기구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선언, 유엔반부패협약 등에서 도출된 것이다. 글로벌컴
팩트는 기업에 자신의 영향권 내에서 인권, 근로기준, 환경, 반부패 영역에서 일련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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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기업리더인권이니셔티브 등, 2008). 인권을 기업 내에서 정책화하기 위해서
는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정책과 전략 개발, 건강⋅안전 경영체계 개발, 인권문제에
대한 직원 교육,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와 감시, 인권기준 준수 여부에 대
한 정기적 감시 및 인증절차 마련,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토론, 노동자 대표와의 협
의를 통한 노동조건 개선,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 사용, 회사가 지원하는 지역적⋅국
제적 무역협정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

2) 유엔 기업인권 이행지침
(1) 기업과 인권에 대한 주요 국제규범12)13)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한 사회책임을 묻고 국제기구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규범화하려는 각종 국제규범
과 기준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유엔은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1976)’과 ‘ILO의 다국적 기업의 원칙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등 기존의
기업인권 관련 국제규범의 성과를 계승하여 2000년에는 유엔 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라는 이름의 사회협약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2003년 포괄적 기업인권규범
으로서 ‘초국적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Norms on the

원칙들을 채택, 지지,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원칙 1은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
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는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
다’이다. 원칙 5는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로서 전 세계 135여개국의
8000여개 기관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전략과 경영활동에 결합
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12) 이 부분은 ‘홍성수(2011).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최근 유엔의 논의에 대한
비평. 헌법논총, 제5권 제2호, pp. 65-95.’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보완한 것임.
13) 국가인권위원회(2010) 자료에 따르면, 기업과 인권관련 국제규범의 분류는 먼저 정부간 기
구로 유엔글로벌컴팩트, 보호⋅존중⋅구제 프레임워크 이행지침,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이 있으며, 다음으로 비정부간 기구로는 ISO26000(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과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RI) 등이 있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 기업이 참여하는
이니셔티브이지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정부간 기구인 유엔총회에서 유엔회원국 대표들에
의해 논의⋅결정됨로 정부간 기구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기업 이니셔티브에 속하는 여러
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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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이하 ‘유엔 인권규범안’)’을 작성⋅제출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홍성수,
2011: 66-67).
2005년 기업과 인문 문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된 하버드대학 케
네디스쿨의 존 러기(John Ruggies)교수는 2011년까지 7년간 활동을 통해 유엔의 기업
인권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존 러기 교수가 2008년 6월 작성한 ‘보호, 존중, 구제 :
기업과 인권에 대한 프레임워크(이하 ‘프레임워크’)’ 보고서는 같은 해 유엔 인권이사
회에서 승인되었다. 이후 프레임워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지침을 만드는 작업
에 착수하여 만들어진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
워크의 이행(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이하 ‘기업인권 이행지침’)가 2011년
6월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안 형태로 채택되었다.

① 유엔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안(2003)

유엔 인권규범안은 글로벌캠팩트가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고 10대 원칙이 추상적
이어서 기업의 인권침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를 가짐에 따라 기업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정되었다.
유엔 인권규범안은 전문과 총 23개 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 일반적 의
무, 동등한 기회와 비차별적 대우에 관한 권리, 안보에 대한 권리, 노동자의 권리, 국가
주권과 인권존중, 소비자보호에 관한 의무, 환경보호에 관한 의무, 일반적 이해, 용어
정의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에서 국가가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1차적 책임을
지고 초국적 기업과 다른 사업체들도 인권보호와 증진의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
다. ‘일반 의무’로서 기업은 활동 영역과 영향력 내에서 인권을 존중, 증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 부분에서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말 것과
아동들이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일반
이행’에서는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규범에 부합하는 방법 기업활동 내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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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실행 및 이행조치 정기 보고, 유엔과 국내⋅외 기구에 의한 정기 감시와 인증,
계약과 협정 및 거래관계에서 규범 적용 및 반영, 기업활동의 인권영향평가의 주기적
실시, 기업활동 피해 대상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등이 필요하며 국가는
이의 이행을 위한 법적⋅행정적 틀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
유엔 인권규범안은 기업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와 기업의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와 감시의 메커니즘을 규범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 협력
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의무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
가가 있었지만 기업 부담에 대한 각 국 정부와 기업들의 부정적 반응으로 결국 공
식적 채택은 되지 못하였다. 이 규범은 인권체계 내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을 확인한
최초의 시도이자 기업에 관련된 여러 국제규범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완결된 규범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② 보호, 존중, 구제 - 기업과 인권에 대한 프레임워크(2008)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5년 제61차 회기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된 존 러기 교수는 조사연구를 통해 2008년 ‘보호, 존중, 구제 : 기
업과 인권에 대한 프레임워크(이하 ‘기업인권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 승인받았다.
기업인권 프레임워크는 세계화로 인한 기업 영향력이 커졌지만 사회가 그 부정적
영향력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에서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기업인권 프레임워크는 기업의 인권보호를 ‘보호, 존중, 구제’의 관점 즉, 국가의
인권보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 등으로 구분한다. 먼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로 국가는 적절한 정책, 규제, 결정을 통해 기업의 인권침해를
막아야 하며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처벌하고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며, 특히 사업 파트너, 공급망, 정부기관과
비정부 행위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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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인권정책 채택, 인권영향평가, 기업구조와 인권 통합, 모니터링과 감사 등
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수단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보상, 원상회복, 재발방지 보장, 과련법 개정,
사과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기업인권 프레임워크는 여러 국제기준에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기업인권규범 내
용을 정리하고 국가와 기업의 인권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그러나 유엔 차원의 제도적 장치나 기구가 배제되고 기업의 자발성에만 기반하
고 있어 인권침해 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③ 유엔 기업인권 이행지침(2011)

존 러기 교수는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연구한 결과,
2011년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이행’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는 2011년 6월 제1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기업인권 이행지침은 국가의 의무(The state duty to protect), 기업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구제에 대한 접근(Access to effective remedy)이라는 기업인
권 프레임워크의 기본구도가 유지되고 이를 위한 이행지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전체 총31개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단락에는 주석이 제시되어 있다.14)
국가의 보호의무(para. 1-10)에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기
업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비법적 조치들이 제시되어 있다. 국가는 적절한 법을 시행
해야 하며, 적절한 지침 제공, 인권존중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장려 등이 필요하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para. 11-24)에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서 ‘영향범위’ 문
제를 구체화했고, 구체적 운영지침으로 정책적 서약, 인권에 대한 상당한 주의의무,
개선, 사업 환경 문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구제에 대한 접근(para. 25-31)에서는 인권침해 발생 시 국가의 조치 의무, 정부기
반의 사법적⋅비사법적 고충처리제도, 비정부기반의 고충처리제도 등의 이행지침
14) 기업인권 이행지침 전체 내용 번역문은 ‘국가인권위원회(2011).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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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시되어 있다.
기업인권 이행지침에서도 프레임워크를 이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나 제도,
절차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언급되지 않고, 기업과 국가의 자발적 노력과 자발적
이행지침 중심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홍성수(2011)는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 기업인권 프레임워크와 이행지침을 공
식적으로 채택함으로써 기업의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행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지만 ‘자발주의’에 기반한 입장에 의해 현실 작동 가능성에 한
계가 있음을 우려하였다. 존 러기 보고서에 기반을 둔 유엔의 기업인권문제에 대한
대응이 새로운 국제법적 의무를 만들어 내는데 실패하고 자율규제적 입장에서 기
업의 자발적 협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홍성수, 2011: 84-88). 인권존중에
관심있는 회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주고 있지만 인권에 관
심없는 기업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유엔 산하의 기업인권 관련 상설 기구를 제안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하고 있다. 기업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기업에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권고를 내리는 정도의 강제방법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행히 동일하게 자발적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유엔 글로벌컴팩트보다는 훨씬 자
세하고 현실성있는 실행체제를 제시하고 있어 유엔과 국제사회 노력에 의해 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동권리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인권단체인 The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CRIN)는 이행지침에 어린이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지
적을 하기도 하였다(송세련 외, 2011: 26)
한편, 이상수(2011)는 기업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흡한 점은 있지만
(soft law에 불과하다는 비판 등) 기업이 인권증진활동을 한다는 것의 실체적인 내
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권위있는 답을 주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제규범이 자발주
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시장과 사회의 압력을 동원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하므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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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개 등) 기업이 ‘적어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이상수, 2011:
85-88). 국제사회의 접근은 국제사회가 기업인권 증진활동을 기업의 업무로 만들어
나감으로써 주류화시키고 기업의 구조와 성격을 인권친화적 조직으로 만드는 대담
한 프로젝트로서 인권경영을 하려는 기업, 인권경영을 촉구하는 NGO, 인권경영 관
련 법을 만들려는 입법자, 그리고 인권경영을 평가하는 평가회사에게 권위있는 규
범적 준거와 실행방법론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유엔의 기업인권 이행에 대한 국제규범은 기업인권규범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냄
으로써 기업의 인권존중와 보호 책임을 촉구하고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긍
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의 자발
적 실천을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도화의 단초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발전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청소년 노동인권과 기업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에 따르면, 기업은 아동⋅청소년 노동인권을 보
장하고 존중할 책임을 갖는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피하고 기업이 연루되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은 국제권리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과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원칙을
포함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참고한다(유엔 기업인권 이행지침, para.
12). 여기에서 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집단이나 인구에 속하는
개인 - 원주민, 여성, 민족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어린이, 장애인, 이주
노동자와 가족 등 - 의 인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존중해야 한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규모, 업종, 운영 환경, 소유, 구조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
에 적용된다(para. 14).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 관계의 결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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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그리고/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및/또는 외부의 독립적 인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대상의 실질적 자문을 받아야 한다(para. 18). 상당한 주의 절
차에서는 특히 소외 및 취약 집단에 대한 실제적⋅잠재적 인권 영향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노동인권과 기업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추출해 볼 수 있는 자료
로 2012년 유엔글로벌컴팩트가 발표한 ‘아동권리와 기업원칙’과 2009년 국가인권위
원회가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규범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한 인권경영 자가진
단지표 중 아동노동 분야 지표를 살펴보도록 한다.

① 유엔글로벌컴팩트 ‘아동권리와 기업원칙’(2012)

유엔글로벌컴팩트(UNGC)는 기업인권에 관련한 10대 원칙에 동의하는 기업 및
단체들이 모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자발적 사회협약으로, 2000년 유엔에서 발족한
세계최대 자발적 기업시민이니셔티브이다. 글로벌컴팩트 참여신청 편지를 유엔사
무총장에게 보내면 회원이 될 수 있는데, 회원은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등 4
개 분야 10대 원칙을 기업전략과 경영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성
과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제출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
원자격이 박탈된다. 유엔의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는 글로벌컴팩트의 인권원
칙에 명확성을 부여해 주고 있는데, 글로벌컴팩트가 기업과 인권원칙을 보급⋅이행
하는 것을 증진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컴팩트는 2010년 6월 아동⋅청소년 권리와 관련하여 유니세프, 세이브
더칠드런 등과 함께 아동 권리 보호⋅증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안내하는 ‘아동권
리와 기업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개발을 시작하여 2012년 3
월 완료, 발표하였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원칙이 전무했던 것을 볼 때 기업
운영 활동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 고려사항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이선옥, 2010: 27)15). 원칙 개발을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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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폭넓은 산업 및 지역으로부터의 기업 참여를 고무하였
다. 원칙 개발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아동권리와 기업활동 모범사례에 견
해를 제공할 전문가 자문단이 조직되었으며, 전 세계 아동⋅청소년의 의견도 수렴,
반영하였다.
아동권리와 기업원칙은 기업이 직장, 시장, 지역사회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기업의 긍
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며 그 동안 기업의 이해관계자로
주목받지 못했던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 이 원칙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에 대한 기업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10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기업은 아동권리 존중책임을 다하고 아동 인
권을 옹호한다. 2) 모든 기업은 모든 기업활동과 기업관계에서 아동 노동을 철폐한
다. 3) 모든 기업은 연소노동자, 부모와 보육자에게 적절한/양호한 노동(decent work)
를 제공한다. 4) 모든 기업은 모든 기업 활동과 시설에서 아동 보호와 안전을 보장
한다. 5) 모든 기업은 안전한 생산물과 서비스를 통해 아동 권리를 보장한다. 6) 모
든 기업은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마케팅과 홍보를 하도록 한다. 7) 모든 기
업은 환경과 토지 취득⋅활용과 관련하여 아동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한다.
8) 모든 기업은 안보체제에서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한다. 9) 모든 기업
은 비상사태 영향하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도록 지원한다. 10) 모든 기업은 아동권리
보호와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 아동노동 분야’(2009)

아동⋅청소년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개발한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곽노현 외, 2009) 일
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는 기업 스스로 인권경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진단할 수 있는 틀로서, 한국의 기업들이 인권책임이 요구되는 기업환경
15) 아동․청소년권리와 기업 원칙에 대한 원문은 유엔글로벌컴팩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www.unglobalcompact.org/issues/human_rights/childrens_principl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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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비하여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권경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진단지표는 유엔 국제인권협약과 다양한 국제적 기업
인권가이드라인의 인권핵심기준과 헌법과 국내관련법률의 규범 등을 토대로 A. 일
반의무, B.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D. 노
동자의 권리,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 F. 소비자(고객)보호의무, G. 환경보호
의무, H. 일반이행 등 8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에서는 전체지표체계와 ‘D. 노동자의 권리’ 영역의 하나로 다루어진 ‘D8. 아
동노동 부분’의 지표를 제시하고, A. 일반의무와 B. 일반이행은 참고자료로 첨부하
도록 한다.
<표 5> 기업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체계
대분류(8)

중분류(23)

A1. 일반의무

일반의무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기회균등과 비차별
다양성 존중
개인안전보호
프라이버시보호

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C5. 보안관행

보안관행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D7. 강제노동

D. 노동자의 권리

소분류(40)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비노조국가 노동자대표기구 보장
강제노동 금지 보장
직원의 신분증명서 등 보유 억제
최저연령준수

D8. 아동노동 및 연소 노동자

취학연령아동 인지 후 교육보장
아동 및 연소노동자 노동조건

D9. 산업안전보건
D10. 고용유지

산업안전보건 보장
보호장비와 훈련 제공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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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8)

중분류(23)
D11. 적정보수
D12. 노동시간과 휴식

소분류(40)
최저임금보장 등 적정보수
노동시간 준수
유급휴가 및 육아휴가 등 보장

D13. 복리후생

복리후생 보장

D14. 교육훈련

교육훈련 보장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지역사회 고용증진 및 사회공헌
지역개발용 토지 구매 시 지역협의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자발적 이주보장 및 적절한 보상
지역주민의 자사토지통행권 보장
지역 개발 시 지역협의

E17. 부채방지의무

부패방지의무

E18. 국가거버넌스존중

공공정책 참여 및 공정경쟁 보장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고객의 안전보건보장
지역의 지적재산권 보장
지역사회 산업재해방지

G20. 환경보호의무

지역사회 고충처리 기구
환경보호 전담조직과 정책
H21. 내부운영규칙

H. 일반이행규정

H22. 모니터링 및 보고
H23.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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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가이드라인 정립
인권경영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인권경영 모니터링시스템
인권경영 보고시스템
인권경영 규제시스템

<D8. 노동자의 권리 -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분야 자가진단지표>
□ 의의
아동노동철폐는 주요 인권선언 및 규제의 핵심 원칙이자 목표이며, ILO 협약 138
및 182에서 다루고 있다. 아동노동(15세 미만) 및 연소노동자(18세 미만)에 대한 정
책 마련 및 효과적인 이행은 인권경영의 기본적 기대사항이다.

□ 행동기준
1. 기업은 아동노동을 철폐하여야 한다.
2. 기업은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여성의 노동조건을 보호하여야 한다.

□ 자가진단지표
D.8.1. 회사는 최저연령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1. 18세 미만의 직원 수

정성적 진단지표

해당사항
없음

D
명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회사에 고용 시 최저연령기준에 관하여 국내법을 따르되, 15세
미만은 고용하지 않는 분명한 정책이 있다.
2. 회사는 지원자들에게 입사 전에 출생증명서 또는 그들의 나이
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공식적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3. 고용담당자들은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에서 흔히 행해지는 신분
위조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위조문서를 구분해 낼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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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4. 출생증명서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자주 위조되는 국가에서 회
사는 평균 키나 역사상의 사건에 대한 경험 등과 같이 어린
지원자들의 고용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5. 회사는 현지학교에서 언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여 의
무교육연령을 넘기지 않은 아동들이 고용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6. 회사는 18세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7. 회사가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은 노동력의 주요부분을 구성
하지 않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
여(또는 노동부나 노동단체의 감독 하에)이루어지고, 학생에
게 교육적이며, 아동의 의무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8. 회사는 사회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노동보고서 등)에서 아동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음을 확증한다.
9. 현지 NGO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회사가 아동노동자를 고용하
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D.8.2. 회사가 취학연령 아동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을 때, 고용이 즉각 중단되는 대신 그 아이들이
교정/교육프로그램에 등록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1. 18세 미만의 야간학교 취학생 수
정성적 진단지표
1. 회사는 아동의 노동사실을 발견했을 때 해당 아동의 부모나 후
견인, 나이 많은 형제나 대가족 구성원을 고용할 것을 제안한다.
2. 회사는 아동의 노동사실을 발견했을 때 해당아동에게 업무경험
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노동자의 기초교육 또한
보장하는 연수프로그램(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수단들)을 수
립한다.
3. NGO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회사가 아동의 노동사실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고용을 종결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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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D
명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D.8.3. 회사는 미성년자들(18세미만)을 고용해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해로운 일 혹은 윤리적
이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회사에는 아래 지표들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특정 직무가 18
세 미만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해롭고 윤리적이
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하는지 규정하는 적절한 정책
과 가이드 라인이 있다.
2. 회사는 “심리적이나 감정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혹사당하는 일”에
18세민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ILO권고 190 Ⅱ 3(a))
3. 회사는 “지하, 물속, 위험한 높이나 비좁은 장소”에서 하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ILO권고 190 Ⅱ 3(b))
4. 회사는 위험한 기계, 장치, 도구를 가지고 일하거나 무거운 집을
인력으로 움직이거나 운송하는데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
하지 않는다.(ILO권고 190Ⅱ3(c))
5. 회사는 “위험한 물질, 제품, 공정, 또는 건강을 해칠만한 온도,
소음수준, 진동”에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ILO권고 190 Ⅱ 3(d))
6. 회사는 장시간이나 밤시간 동안 하는 일 또는 회사 건물에 합당
한 이유 없이 묶여 있을 것을 요구하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
들을 고용하지 않는다.(ILO 권고 190 Ⅱ 3(e))
7. 연소노동자들은 그들이 맡을 일자리 특성에 맞는 체력을 갖췄는
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다.(ILO권고 77, 2조(1), 1946;
ILO협약 78, 2조(1), 1946)
8. 회사의 관리자들은 18세 미만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일에 대한
상기의 제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다.
9.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나 NGO들은 회사가 건강, 안전, 교육적
내지 도덕적 발달에 위험하거나 해로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는 보다 단순화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며(현 406개 지표),
적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국가인권위
원회⋅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2011). 이 글에서 지표를 제시한 취지는 지표체계가
기초하고 있는 기업의 인권이행에 대한 보편적⋅국제적 인권규범의 내용을 이해하
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참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제발표 3. 청소년 노동인권과 기업의 인권책무성: ‘기업과 인권 ’에 대한 국제규범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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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며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출발
로 하여 노동인권 침해의 주체로 자주 등장하는 기업의 인권이행에 대한 국제적 규범
을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이행에 대한 국제적 논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기업과 인권, 불편하지만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한국인권재단 이성훈이사의 표
현대로 돈과 이윤을 상징하는 기업과 존엄과 평등을 상징하는 인권의 공개적인 만
남이 시작되었다.16)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적 경영 수준을 뛰어넘는 ‘인
권경영’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어 왔으며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일반명사로 지칭될 정도로 중요한 인권의제
로 자리 잡았다. 전통적으로 국제인권법은 국가를 의무주체로, 개인(시민, 국민)을
권리의 주체로 전제하였고 기업은 사적 영역으로 인권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지
않은 분야였으나,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된 지금, 기업 또한 인권이행의 주체로 자리
매김되고 있는 것이다.17)
그동안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부족했다
는 점에서 이번 유엔 권고의견을 분석하고 국내적 경험에 비추어 해석⋅논의하여
기업과 인권과 관련한 인권이행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인권과 기업의 역
할 증대를 위한 세부 과제를 발굴해 내고 기업, 국가, 민간이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18) 국내의 아동⋅청소년 노동에 대한 관심에서 우리 기업의 국제적
아동노동 관련 영향력에 대한 관심으로의 확대도 필요하다.19)
16) 한국인권재단 뉴스레터 제7호(2011. 7)
17) 조효제(2008)는 ‘소유권이 절대적 권리인가’ 질문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 현대 인권담론
에서 재산권이란 개인의 절대권이라기보다 국가에 의해 보호되고 통제되는 제한적 권리임
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재산의 소유가 공익에 어긋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국가
가 이를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8)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전문계고등학교의 기업체 현장실습에서의 노동인
권 침해 문제도 기업인권 이행책임의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19) 전세계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아동노동 문제(다이아몬드, 섬유수공업 카펫공장, 광산, 커피,
코코아 농장, 건설현장, 축구공, 아동노예, 빚의 대가로 아동이 담보가 되어 하는 노동, 상업
적 성적 착취 등) :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5세 어린이, 무거운 짐 나르기, 살충제 등 화학
물질 유포에 참여하는 등 위험 노출, 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 4살 때 카펫공장에 들어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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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역량 부족으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단순 소개하는데 그
쳤음을 아쉽게 생각한다. 국제사회의 기업의 인권경영 논의에 아동⋅청소년 인권논
의가 중요한 주제로 포함되고 기업의 아동⋅청소년 인권친화적 경영 확대를 위해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기업인권 이행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의 자발적 협약 성격이지만 유엔글로벌
컴팩트에서 제정한 ‘아동권리와 10대 기업원칙’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
색도 필요할 것이다.
오늘 기업과 인권이행에 대한 국제적 논의 소개를 계기로 하여 향후 아동⋅청소
년 관련 학계와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권리와 기업’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심층
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어 기업의 인권경영 논의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주
제를 더욱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인권이행 주체
로 새롭게 자리매김된 기업이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개발, 제시하여 아동⋅청소년 인
권친화적 기업경영을 촉구해 내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기업과 아동인권에 대한 과제를 찾는 것은 제3⋅4차 국가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의견 분석을 통해 1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
을 것이므로 기업 관련 유엔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의견>
아동권리와 기업(Child rights and the business sector)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당사국 재계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
제노동을 한 이크발 이야기, 축구공 꿰매는 일을 하다가 암모니아 독성으로 7살 때 시력을
잃은 이도 소녀 소니아, 새벽 5시부터 코코아 농장에서 감시와 고문 속에서 일하는 아동에
대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공정무역 상품구입, 세계아동노동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
기도 하다. 우리 기업이 제3세계 저개발 국가에서 행할 수 있는 아동노동 착취 가능성 문제
도 관심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직접 침해는 아니더라도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의
인권침해 문제도 기업의 인권이행 책임과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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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위원
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나, 당사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
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a) 당사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항이다.
b) 당사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
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c) 당사국이 이미 체결했거나 체결을 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영향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7. “보호, 존중, 구제” 체계 보고서를 채택한 유엔인권이사회의 2008년 결의안
8/7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설 실무그룹에 지시한 2011년 6월 16일 결의안
14/7은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모두 아동의 권리가 포함될
것을 언급하며,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대한민국 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생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을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
의 도입을 더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
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
체적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
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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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
하는 해외 정부와 협력하라.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
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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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업 인권경영 진단지표 : 일반의무와 일반이행규정(국가인권위원회, 2009)

A1. 일반의무
□ 의의
인간은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사회, 기업 모두가 인권보호에 대
한 책임이 있다. 21세기로 이행하면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국가를
능가하는 상황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
업은 인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이념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여
야 한다.

□ 행동기준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과 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연루되
지 않기 위한 경영정책과 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 자가진단지표
A.1.1. 회사는 인권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1. 인권경영 전담 직원 수
2. 인권경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1인당 교육훈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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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A

B

C

D

5명 이상

3명이상

2명이상

1명이상

없음

1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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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회사 최고경영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가 확고하다.
2. 회사 최고경영자는 인권경영이 회사의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
필수요인이라고 생각한다.
3. 회사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에게 인권경영실천을 자주 강조함으
로써 인권경영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한다.
4. 회사 최고경영자는 인권경영 추진조직을 확보하고 활동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5. 회사 임직원은 최고 경영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6. 회사의 인권경영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실천되
고 있다.
7. 회사는 충분히 달성가능한 인권경영 추진계획과 목표를 설정
하여 추진하고 있다.
8. 회사 구성원은 회사의 인권경영 실천로드맵을 인식하고 수용
하고 있다.
9. 회사는 인권경영의 국제기준을 잘 알고 있다.
10. 회사는 인권경영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이를 경영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11. 회사는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인권경영활동을 경영에 적극 반
영하여 실천하고 있다.
12. 회사는 인권경영 관련 국제규범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
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H21. 일반이행규정 - 내부운영규칙
□ 의의
경영에 있어서 인권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시스템 및 보고 체제를 확립
하였으면 이를 세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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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기준
1. 기업은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경영 교육 및 사내외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한다.

□ 자가진단지표
H.21.1 회사에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회사의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은 임직원들이 해석상 의문을 갖
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
2. 회사의 임직원은 인권경영방침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을 경우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이
에 대항할 수 있다.

H.21.2 회사에는 인권경영 교육 및 사내외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1. 회사는 임직원 채용시 개인의 인권적 가치관도 합격기준으로
고려한다.
2. 회사의 신입직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있다.
3. 회사의 기존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인권경영교육을 받고 있다.
4. 회사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들도 인권경영교육을 받도
록 하고 있다.
5.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경영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가 마련되
어 있다.
6. 회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적극적
이다.
7. 회사는 협력회사에게도 회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적극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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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보완
필요

아니오

H22. 일반이행규정 - 모니터링 및 보고
□ 의의
경영에 있어서 인권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규칙이 정립되어 있다면, 인권
경영의 운영규칙에 따른 인권경영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대비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
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인권경영활동 전반에 걸
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동기준
1. 기업은 인권경영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경영 관련 보고시스템을 정립하고 정기적으로 내외부에 보고하여
야 한다.

□ 자가진단지표
H.22.1 회사에는 인권경영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회사는 인권경영 점검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
하고 있다.
2. 회사 인권경영 모니터링 시스템의 점검리스트는 매우 구체적
이고 합리적이다.
3. 회사는 내부통제의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인권경영 준수서
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4. 회사는 회사 전 부문과 조직에 대하여 인권경영에 관한 내부통
제를 실시하고 있다.
5. 회사는 인권경영 모니터링 결과 제시된 사항에 대한 실천여부
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6. 회사는 인권경영 실천에 잇어 임직원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불만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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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7. 회사는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수준을 정기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8. 회사는 조직평가시 인권경영실천여부를 중요한 요소의 하나
로 반영하고 있다
9.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별로 인권경영 평가를 실시하
고 있다.

H21. 일반이행규정 - 규제
H.22.2 회사는 인권경영 관련 보고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1. 회사는 인권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2. 회사는 인권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하여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 의의
경영에 있어서 인권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규칙을 정ㄹ비하고, 인권경영의
운영규칙에 따른 인권경영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대비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모
니터링활동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인권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보고
서를 작성하여 내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행동기준
1. 기업은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상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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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진단지표
H.23.1 회사에는 인권경영 규제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니오

정보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 부서장 등 중요한 리더는
법령⋅인권준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 회사는 인권규범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적 위험
관리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3. 회사는 인권경영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상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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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4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
입법적 보완
김 용 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0)

Ⅰ. 서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가치로 간주되는 인격 주체성
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은 자기책임능력이 있는 인격체라는 것
을 의미하고, 인격의 주체성란 인간을 비인격적인 자연과 구별하여 자기 자신의 의
식하고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스스로를 규율하며 자신과 주변세계를 형성할
능력의 소유자임을 말한다.1)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동2)도 인격의 주체로서 법적
으로 또는 초법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이다. 그러나 부모를 비롯
해 우리 사회는 아동을 성장단계에 있는 존재=미숙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그들도 권
리의 주체라는 것, 스스로의 견해에 따라 선택할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외면하는 경향이 크다. 그로인해 아동은 어른의 보호의 대상으로
만 인식하거나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되고 아동의 문제를 어른의 관점에서 해결하
고 심지어 인간다운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매와 같은 폭력이 사랑으로 이해되거나

* 본 발표문은 아직 미완성 원고로 인용을 삼가 주기 바랍니다.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374면 참조.
2) 본 발표문에서는 아동의 용어를 통일하지 않고 실정법에 따라 쓰이는 용어를 그대로 표기하
기로 한다. 아동으로 지칭되는 용어로는 자, 자녀, 청소년, 학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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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시되기도 한다. 물론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 보호는 전근대
적 사회, 가부장제 사회에서 행했던 소유물로서의 보호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권리의 주체임을 인지하고 그들이 성장⋅발달해 가는데 필요한 보호, 즉 진정한 돌
봄을 의미한다.3) 이러한 인식의 법제화의 필요성은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탄생시켰다. 협약은 아동을 권리주체로서
보아 그들이 향유해야하는 기본적 권리의 국제적⋅국내적 보장을 위하여 특히 4가
지 일반원칙-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아동이익의 최우선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 생명권, 생존과 발달권(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의견표
명권(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원칙 중에서 아
동의 의견표명권은 협약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여타 다른 규정들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협약 중에서도 가장 높이 평가된다. 이하 발표문에서는 협약에
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의사표명권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정법상 아동의 의견표
명권 내용 및 한계, 그리고 3⋅4차 국가보고서 및 유엔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실
질적인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의견 표명권의 내용
협약 제12조 제1항은 실체적 권리로서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
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해서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
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절차적 권리로서 “이러
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
어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의 절
차에 따라 주어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아동이 자

3) 이화숙, 가족, 사회와 가족법, 세창출판사, 2012, 563-5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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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인간으로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지적인 개성신장의 수단으로의 의의와
기능을 말하며, 아동 자신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는 이를 결정하기 전/과정에 그의 의견이 존중되어야함을 뜻한다. 이러한 실제적⋅
절차적 정의실현을 통하여 아동 이익의 최우선원칙이 확보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self-determination)을 가지고 있다. 단지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
보호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
을 부여하고 있다.4)
한편, 협약에서 의견표명권의 주체는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
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도
록만 규정되어 있어,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
한 규정이 없어, 결국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기준과 연령, 정당한 비중을 정할 수밖
에 없다. 하지만 국내 실체법도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의 기준은 별도
로 없고 다만, 가족법5)상 일반적 원칙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부 입양과 관련
된 규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으로 인정되고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사소송규칙6)은 친권자 지정, 양육, 면접교섭권에서
4) 박주영,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관한 검토, 가족법연구 제23권2호, 한국가족법연구회, 2009, 162
면 참조.
5) 민법은 2007년과 2012년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된 대부분의 규정은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왕에 개정된 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제869조(입양의 의사표
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을 승낙한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6) 제18조의2(자의 의견의 청취)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
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5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
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9조의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
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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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은 “16세 이상” 등으로 제한하
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의견표명의 대상은 각 개별규정의 취지상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서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약 제12조 제2항은 제1항의 의견표명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절차법이라 할
수 있다-특히 사법절차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표명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판시 아동의 의사가 별로 존중되지 않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8) 이러한 절차의 주체는 아동이며 그 대상은
사법적, 행정적 절차로 한정하고 있다. 의견표명 방법으로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
는 아동은 아동자신이 하고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없는 아동은 대리인 또는
적절한 기관이 대신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국내 절차법에 따라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의견표명이 부모나 법정대리인 또는 국가의 의견과 다를 때, 이에
대한 우선권이나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아동의 의견은 형식적인
의견표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협약의 성질상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모든 것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 당사국의 재량범위가 넓어짐으로써 협약
의 취지가 미약해 질 수도 있다. 한편, 대리인 또는 적절한 기관이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결국 당사국의 재량에 따라 행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7)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
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
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
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윤진수, 아동의 사법절차상 청문, 이창희, 장승화 편저,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영사, 2003, 3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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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정법상 아동의 의견표명권 내용 및 한계
1. 헌법
헌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아동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
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9)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에서 유추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의해 아동은 아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
는 모든 문제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자기결정권과 관
련,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립학교 배정에 따른 종교수업 참여 여부에 대한 것이
다. 현재 고등학교까지 정부가 학생의 주거지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고 있어, 특정
종교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정부의 학교배정제도가 적용된다. 그로인
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의 경우,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종교에
대한 교육, 예배 및 집회의 참여를 강요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종교재단
이 설립한 사립학교라도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교수업에 학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대체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것은 우
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시한 바
있다.1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은 계속되고 있어
학생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는 상관없이 특정종교를 강요받을 수 있다. 2009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문계고를 포함한 전국의 941개 사립고교 가운데 종립고교는
9) 헌법재판소 2004.05.27, 2003헌가1.
10)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 “종립 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
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양
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
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학생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
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공동
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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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개교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상기 대법원 판단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즉 학생의 종교의 자
유 침해는 정부의 일방적인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으로 인한 것이지, 학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교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를 선택할 권리도 인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사립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학교선택
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는 학생의
무종교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
가 종교적 건학이념에 맞게 학생을 가르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면 학교선택권
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1)12)
한편, 지난 2012년 3월 22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표
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13) 청구내용은 청소년의 연령
을 이유로 정치적 자유(정치적 의사표명)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선거연령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법률이 공직선거
법14)이다. 또한 헌법 제25조는 공무담임권에 대해서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25세 이상, 대통령은 40세
이상, 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으로 피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선거권 연령
제한에 관하여 이미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공직선거법, 민법상의 성인인 20세 이
상으로 선거권연령을 합의한 것은 미성년자의 정신적ㆍ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
에도 교육적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을 고려한 것이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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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학교선택권 보장해 종교교육 갈등 풀어야”, 2010. 4. 24.
대한변호사협회, 25집 인권보고서, 2010, 152-154면 참조.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65521(검색일 2012. 4. 2.)
제15조(선거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피선거권)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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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으로, 선
거권연령을 공무담임권의 연령인 18세와 달리 20세로 규정한 것은 입법부에 주어
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15) 이렇
게 투표가 정치적 판단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연령에 의한 제한은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가 선거권 연령이 하향화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정
치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선거권 연령
을 18세정도로 하향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16) 하지만 2005년 공직선
거법은 개정을 통하여 그동안 선거가능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였으며, 민법
역시 성년의 연령은 2011년 3월, 20세에서 19세로 하향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 시
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관련법들의 성년연령의 하향은 그동안 우려하였던 청소년의
연령제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령에서
더 하향해야한다면, 그 연령의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그 연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정치적 권리 또는 정치적 의견표명권을 보장한다는 명백한 근거제시가 요구된다.

2. 민사법
최근 민법 중 소위 가족법 영역의 세계적인 추세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가족법도 대대적인 개정을 통하여 자
의 복리 우선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17) 자(아동)의 의견표명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는 부모의 이혼시 자녀양육권, 친자결정권, 면접교섭권, 입양, 친양자 제도 등이다.
이러한 권한들은 그동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등에서 직접 당사자로서 부부 또는
부모만을 상정한 일방적 어른 중심에서, 또다른 당사자로 자(아동)를 상정하여 이들
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일상의 가정생활에서 자(아동)의 의견표명은 생활
15) 헌법재판소 1997.06.26, 96헌마89, 헌법재판소 2001.06.28, 2000헌마111 등
16) 권영성, 앞의 책, 547면 참조.
17) 민법 제9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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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나 기준 등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으나,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등은
자(아동) 자신의 신분상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반드시 의견 표명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 생활형태 변화 등에 적극적인 견해를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
는 법이 정한 자(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따라 그 견해의 비중은 달라 질수 있으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동)의 견해를 표명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절
차적 방법도 아동의 입장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자(아
동)의 의견표명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정 조항에 임의
적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781조 제5항18)은 자(아동)가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와 동조 제6항19)의 자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
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지
정시 동법 제837조 제3항20)은 법원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자의 의사⋅연
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체법상
의 규정에 따른 절차법적 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는 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
2(관계자의 의견의 청취)에21), 후자의 경우는 동법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22)에
의해, 자(아동)가 15세이상 경우에만 법원이 자(아동)의 의견청취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견표명이 가능한 연령을 15세이상으로 정하여 이들만의
18)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9)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20)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
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1) 59조의2 ① 가정법원은 ｢민법｣ 제7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
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2) 제100조 제99조제1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5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
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
(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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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을 고려한다고 하는 것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입법적 취지를 무
색하게 한다. 자(아동)에 따라 15세이하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어 연령제한의 기준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모법인 민법은
개정을 통하여 자(아동)의 의견청취 연령을 개별규정에서 13세이상으로 하향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규칙은 그 연령을 15세이하로 하고 있어 절차법상의 연령
조정 또는 균형이 필요하다. 또한 가사소송규칙 규정 중에는 법원이 당사자인 자(아
동)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규정한 제100조 이외에는 나머지 관련 규정에
서는 임의적으로 자(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사안
에 따라 재량으로 자(아동)의 의사를 듣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된다.23) 따라
서 자(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아동 의견 청취가 임의적 규
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자(아동)의 의견표명 기회를 1회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자(아동)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
적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즉 양육자가 비양육자와의 면접교섭을 반대하는 경
우, 자(아동)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야하는데 이러
한 법적 절차는 아동에게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아동) 자신이
부⋅모를 직접 만나고 싶거나 거부하고자 할 때, 부⋅모간의 문제는 별개로, 자(아
동)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문 아동
관련기관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24)
둘째, 입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입양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당사자 사이
의 합의로 혼인과 더불어 대표적인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속한다. 혼인에서 당사
자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는 것처럼 입양에서는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25) 그러나 민법은 입양의 의견표명과 관련, 민법869조26)에서 양자가
23) 박주영, 앞의 논문, 167면 참조.
24) 김용화, 아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대안, 아동과 권리 제15권 제3호, 한국아동권리
학회, 2011, 297면.
2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1, 1935면 참조.
26)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
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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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사람이 13세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13세 미만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함으로써 입양이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
서 양자 형태의 입양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
고, 특히 법정대리인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은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물론 아
동 이익의 최우선원칙도 무색하게 한다. 따라서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예외적 사항만이 아닌 모든 입양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필수조건으로 하고 이때
법원은 자(아동)에게 그의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27) 또한 입양과
관련하여 새로이 신설된 친양자제도에서도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에서 친양자로
될 자(아동)의 의견표명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28) 친양자 입양의 법적 의미와 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및 자의 복리를 고려해 볼 때 반드시 자(아동)의 의견 표명
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29) 이는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30)나 친양자
파양시31)에도 자의 의견표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시에
도 반드시 자(아동)의 의견표명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요보호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2011년 8월 4일 전부개정
을 통하여 ｢입양특례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동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

27) 김용화, 앞의 논문, 297면 참조.
28) 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3(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①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에 관한 심판을
하기 전에, 양친이 될 자,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 친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 친양자로
될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부모 이외의 자, 친양자로 될 자의 부모의 후견인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9) 이승우, 한국 가족법의 최근동향, 성균관법학 제18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201면 참조.
30) 제27조(아버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 ①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
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다. ② 자녀가 제
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어머
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이하생략
31) 제908조의5 (친양자의 파양) ①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罷養)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2. 친양
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②제898
조 및 제905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파양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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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동법에서 법원은 요보호 아동 중 입양될 아동32) 및 파양될 아동33)(13세 이
상인 경우)에게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명시적
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 연령도 현행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보
다 2세를 낮추는 등 입법적 진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세미만 아동의 의
견표명 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입양될 아동의 의견
존중 및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하여 국내/국외 입양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친권자 지정 및 변경만큼이나 자(아동)의 신분변동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친권상실34)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발효된다. 부모가 자(아동)를 대상으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는 피해자인 자(아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동)의 의견청취없이 친권상
실을 결정한다는 것은, 복리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흔하게 발생되
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경우, 자(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는 민법에 자(아
동)의 친권상실선고청구권을 규정하거나 가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
으나, 기존의 법체계나 개정의 용이성 등을 감안할 때 가사소송법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아동에 대한 지정후견인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
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35)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 그
32) 제12조(입양의 동의) ①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
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1.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친생부모가 제1항 단서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동의권자의 동의 외에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3) 제17조(파양) ① 양친, 양자,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
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친이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
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2. 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경우, ② 가정법원은 파양이 청구된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입양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34) 제924조 (친권상실의 선고)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
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 또는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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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법정후견인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자(아동)의 복리에 기여
하는가이다. 오히려 지정후견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아동보호기관, 위탁가정 또
는 입양가정을 알선할 수 있도록 부모의 친권상실선고 후 자(아동)의 복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36)
넷째,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자 또는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친권자만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 때 자(아동)의 의견을 고려하여야한다는 규
정은 없다.37) 다섯째, 자(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동법 제44조 제2항 제2호는 출생 신고 시 ‘혼인 중의 자’인지, ‘혼인 외의 자’인지를
구별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자를 구별한 법적 필요성이 없고 차별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자(아동)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38) 이
렇게 민사법은 그동안 자(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자 많은 규정들을 개정하여 실제
자(아동)의 권리보장이 이전보다 나아진 부분도 있으나, 협약 제12조 제2항에서 요구
하고 있는 절차법상에서의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3. 형사법
첫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에서 가해자에게 친권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
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할 때에
는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9) 동 규정은 법원에
35) 민법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
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36) 이화숙, 앞의 책, 507면 참조.
37) 윤진수, 앞의 논문, 310면 참조.
38)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앞의 자료1로 표기함), 2010, 242면 참조.
39) 제15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 결정)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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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의무적 사항으로 아동⋅청소년의 의견존중을 명하고 있으나, 그 의견수용범위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그리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40) 그러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고죄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음-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의사존중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동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물로 녹화할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견표시
를 한 때에는 촬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1)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는 성폭력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
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견표시
를 한 경우에는 촬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양 규정은 그 내용이 중복적
이어서 한 법률에만 규정하고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조사과정에 대한 녹화는 아동 등 피해자가 심신의 안정을 취하
고 당시의 상황을 가감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녹화장소 및 신문자 등이 아동친화적
자에게 ｢민법｣ 제924조에 따라 친권상실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다른 친
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
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40) 제16조(피해자의 의사) ｢형법｣ 제306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
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1) 제18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
과정은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
물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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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5개의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
에서는 피해아동(여성포함)의 성범죄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증거물 채
취, 피해자 진술서 작성, 진술녹화 실시 등 법적 증거 확보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함으
로써 법적 증거 확보(진술녹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시설들의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인 아동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영향
을 주는 부득이한 사정이외는 동석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42) 이는 아동이 법정이라
는 낮선 장소에서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옆에 둠으로써 진술시 평온한 심리상태
를 유지할 수 있어, 자신의 피해 진술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적 배려는 특히 아동의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피해자등의 의사존중)는 상
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피해자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및 제13조제1항(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피해자등의 심
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의 제공 등)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대부분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성폭력 가해자에
고소 등을 지원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친고
42) 제18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
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36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이행방안

제에 대한 불합리성은 이미 많은 논쟁 속에서 친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 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절차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
을 당하는 아동이 청구하기에는 그 절차나 방식은 용이하지 않다. 피해자보호명령
은 어른을 기준으로 절차적 신속을 통한 피해자보호 제도인데, 이러한 사법제도를
아동이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 중, 특히 자(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 중
중한 폭력43)의 발생률이 7.9%인 점을 감안한다면,44) 이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용이한
절차적 방법이 필요하다.

4. 사회복지법
1) 아동복지법⋅장애아동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제10조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때, 즉 가정위탁, 아동보호시
설, 전문치료기관 및 요양소 등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5)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규정이 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어떠한 절차나 체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자(아동)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나 과정 또한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기초단체장포함)은 요보호아
동의 복지를 위하여 법원에 후견인을 선임, 해임 청구시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46)하고 있으나, 후견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아동이 어떠한 의견을
43) 여기서 중한 폭력은 자녀를 주먹이나 발로 세게 때릴 행위, 자녀를 사정없이 때리는 행위,
자녀의 목을 조르는 행위, 고의적으로 자녀에게 화상을 입히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자
녀를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함.
44) 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제1부, 2010, 154면 참조.
45) 제10조(보호조치)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조치
를 함에 있어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
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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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명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제13조에서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없는 아동
의 복지를 위하여 법원에 아동의 후견인 선임 또는 해임 청구시 아동의 의견을 존
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으로부터 청취하는 의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 없다. 이는 현실적으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게
의견표명권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아동과 무관한 후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따른
아동의 실질적인 복리가 과연 보장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동전문기관 등에 아동을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
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며, 장애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
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
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동
법 제4조). 그러나 실제 장애아동이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가 문제이다. 문화예술활동의 경우, 장애아동이 장애형태 및 정도에 따라 체
험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더욱이 장애아동이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을
직접하고자할 경우, 학습여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예시적으로 든 이러한 상황
만하더라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장애아동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참여하기엔 어려
움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으로 장애아동의 권리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애
아동을 위한 시설마련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여 제한적이라도 이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제13조(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
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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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스
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
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이러한 것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
육성정책에 청소년의 참여보장 등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청소년은 외부
적 영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
진 존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해 이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 있다.47) 이에 따라 국가는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
(동법 제12조)와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로서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관련 시설
에는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48)
그러나 청소년특별회의는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는 회의로 청소년들만이 모
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과제의 설정 등에 있어서 이들의 의견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고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경우도 형식적 위원회 운영이 될 가능성이 커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의견제
시 및 그에 따른 정책 마련 등이 가시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
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47)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
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
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
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
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48) 보건복지부⋅아동모니터링센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2008. 52-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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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
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동법 제3조, 제4조).
이러한 동법은 청소년 참여와 관련한 내용들이 청소년기본법과 중복되어 이를 통
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청소년의 교육적 선도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
다. 특히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49) 그러나 선도대상이 된 청소년이 이를 거부할
수 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방법(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본인의 동의라는 것이 선도대
상여부만을 말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5. 교육관련법
1)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기본법(제5조 제2항)은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고, 초⋅중
등교육법(제17조)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조
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50) 그러나 대부분
의 학교는 학생이 학교장의 행정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며,51) 학칙결
49)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
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
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생략,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0) 그러나 동법 제31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만 구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배제시키고 있다.
5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앞의 자료2로 표기), 2005년도 제20집, 대한변호사협회, 2005,
3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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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정에도 법은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52), 학생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한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는 제한될 수 있어 법의 실효성을 답보하기엔 한계가 있다. 더욱이 학생자치는
권장사항이며 교육과정일 뿐, 학생회를 법적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명목상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53) 그러나 규정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학생
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존중이며, 자율성에 대한 접근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 제도나 규정은 전부 소용이 없다. 민주시민
으로서의 기초적인 소양을 교육한다는 마음으로 학생의 의견을 학칙 등의 제정과
개정 시 경청하면서 들어야 한다.54) 그러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학생 자치는 선언
적 수준에 불과하고 학생자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학칙에 위임되고 있다. 학
교에서 학생회가 학칙 제⋅개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자치활동은 사실
상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소극적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에 학
생회의 법제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55)
한편,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최근 가해자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가 보호대상이다.
폭력에 대한 내용은 별론으로, 가해학생 역시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선진국에서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 대책
으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인 장기적이고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56) 현행 학
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시 가해학생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57)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폭력자치위원회가 소집되어 피해학생, 피해학생부모, 가해학생, 가해학생부모 등이
52)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
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53) 대한변호사협회, 앞의 자료 2, 318-319면 참조.
54) 대한변호사협회, 앞의 자료 1, 141-142면 참조.
55) 대한변호사협회, 앞의 자료 2, 319면 참조,
56) 대한변호사협회, 앞의 자료1, 149-152면 참조,
57)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
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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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여 각자의 의견을 표명한다. 특히 가해학생 및 부모의 소명절차는 반드시 필
요하며 실제 대부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학생인권조례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들의 의견표명권을 보장함으
로써 이들의 인권보장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이며 관련 조례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중 의견표명권을 보장하고 있는 조례규정의 조명과 조문내
용이 동일하다. 즉 학생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보장(제17조), 자치활동의 권리(제18
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제19조), 학교 운영 및 교육지원
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제
20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는 표현의 자유(제14
조), 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제15조), 적법한 징계 절차를 누릴 권리(제16조), 인권
침해에 대해서 청구 또는 청원을 할 권리로서 청원할 권리(제22조), 그리고 학생인
권위원회, 의회, 규정 제ㆍ개정심의위원회 구성시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
고 있다- 학생인권위원회,58) 학생의회,59) 규정 제ㆍ개정심의위원회60)-. 이러한 학생
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표명권은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결정 과
정에 참여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 결정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학교 교육의 목적 및 가치, 즉 차세대 인재
육성이라는 책무에 따라 정책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학생들의 참여는
국가정책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 및 교육정책결정과정의 참여
이전에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용여부에 대한 논의 속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
58) 제23조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
주광역시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4. 학생인권의 침해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개선 권고
59) 제29조 ① 교육감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학생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둔다.
60) 제42조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보호자⋅학생 대표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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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입시위주의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참
여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
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
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에의 학교운영 전반에 학생의 의견청취 규정은 상
위법의 범위를 넘는 규정들은 그 법적 효력을 따지자면, 한계가 있다할 것이다.

Ⅳ. 3⋅4차 국가보고서 및 유엔 권고사항 검토
국제적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국가행위(입법, 사법, 행정)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가입국을 확보하고 있는 협약에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다. 비준 당
시, 이 협약의 제9조 제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제21조a항
(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제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의 규
정을 유보하였으나, 2008년 10월 16일 유엔에 제9조 제3항의 유보를 철회하였다.
한편, 협약 제43조에 의거, 2008년에 제출된 3⋅4차 국가보고서에는 아동의 의견
표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행에 관한 내용이 보고되었다. 즉 관련
법률의 제⋅개정 등을 통하여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권이 보장되
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관련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
치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2004년), 인종차별 금지를 명문화 하였다는 것(2006년),
아동학대 예방사업 확대,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강화하였다
는 것(2008년) 등을 보고하였으나,61) 이는 아동의 의견표명권과는 직접적으로 연관
이 있는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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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가보고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의 견해 존중, 즉 의견표명권과 참
여권에 대한 용어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권은 개인이 자신이 권리나 이익과
관련된 결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여는 민
주적 국가형태의 기본적 요소에 속하며, 이러한 시각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
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참여권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62) 독일연방헌법재판
소도 참여권을 국가로부터 일정한 재정적⋅물질적⋅시설적 급부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보고 있다.63)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협약 제12조에서 강조하는 것
은 아동자신이 견해를 자유로이 표시할 권리보장과 특히 자신에 미치는 모든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의 진술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의
내용과 궁극적으로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해 볼 때 아동의 의견표명권은 참
여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아동의 의견표명권(의사존중)과 일반 행정적
절차 등의 참여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3⋅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우선 입양특례법,
민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가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한 아동의 권
리 확대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을 환영하나, 법률상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아동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첫째,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
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
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둘째,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
61) 보건복지부⋅한국아동모니터링센터, 앞의 보고서, 43면 참조.
62)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 264면 참조.
63)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7, 1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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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
한 교육정보를 제공할 것, 셋째,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
로그램 및 아동자신에 미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64)

Ⅴ.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
인간은 누구나 아동기를 거친다.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
여할 충분한 역량이 있는 존재로서 성인처럼 존엄성을 가졌으나, 발달⋅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다. 이렇게 발달⋅성장단계에 있는 아동
에게 부여된 의견표명권은 실체법과 절차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있는가 하면, 실체
법으로는 보장되어 있으나 절차법적 보장 규정이 없는 형식적인 규정도 다수 있다.
이는 아동의 의견표명이나 의견존중, 의견청문 등이 아동 자신의 신분 및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참고적 사항으로 그칠 가능성
이 상당하다. 대부분 아동의 의견표명이나 의견존중, 의견청문 등은 법원에서 심판
전에 이루어지는데, 실제 법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처리할 사건의 수가 많고 이를 처리할 판사의 수가 적다보니, 필연적으로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표명을 직접 들을 여지가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적⋅물적 자원의 확대를 통해 아동전담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전
담법원의 설치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년후견대상(장
애인, 고령자, 정신질환자 등)과 아동을 전담하는-이들 모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
한 집단으로서 공통점이 있다-법원이나 법원 내 조직의 신설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사법체계로는 아동의 의견표명권
은 한낱 법규상의 형식적 권리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국가적
보호⋅보장이 요구되고 있는 아동의 의견표명권에 대하여, 현행 실체법은 규정을

64) 보건복지부⋅한국아동모니터링센터, 앞의 자료집, 474-4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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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절차적 방법까지 제시한 내용도 있으나, 대부분은 임의적 규정으로 두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특히 사법절차상의 아동의 의견표명, 의견청취에 대한 임의적 규정
은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하여 적어도 1회이상 법원은 당사자인 아동에게 의견을 표
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체법상의 아동 의견표명권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첫째, 종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에 대한 학생의 의사 존중이 실질적으로 가눙하도록
관련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입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직은 학생에게 학
교선택권이 주어질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종립학교의 건학이념만을 학
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권연령 하향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판단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연령에 의한 제한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둘째, 부모와 자의 권리관계 등을 규율하고 있는 민사법, 특히 소위 가족법에서
자(아동)의 의견표명은 자(아동) 자신의 신분변동 및 생활환경 변화 등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왕에 규정에서 아동의 의견 표명, 의견 청취 등은 현행 임의
적 규정에서 의무적 규정으로 개정하고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아동전담법원이나
아동⋅성년후견대상자 전담 법원 또는 법원내 조직 신설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본다. 또한 민사법이 일반적 원칙은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부 입양과 관련
된 규정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으로 인정하고 있는 연령이 13세 이
상으로 하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규칙은 친권자지정, 양육, 면접교섭권 등
에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연령을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과 절차법상의 연령의 균형이 맞지 않고 있다. 연령을 통일하는 개정이 필요하
다. 셋째, 사회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진술은 상당
히 중요하다. 이들의 진술로 가해자의 처벌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유
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피해사실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마련 및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대상 성범죄 중 친고
죄로 규정한 범죄는 이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아동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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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복지법과 관련하여 요보호 아동의 실질적인 의견표명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절차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관련법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상 학칙결정과정에서의 학생의
의견 청문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학생의 참여는 어렵다. 이는 학생 자치는
권장사항이며 학생회는 법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
지지원법 등에서는 특별회의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학생회를 관련법에 법적 기구로 규정하여 학생들의 의견
청문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
법적 보완을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운
영에 학생들의 의견 존중을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학교운영 전반이 학생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모든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생의 의견존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영역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학생신분
에서 참여 가능한 부분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거나 대표자로서 의
견을 제시하는 정도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욱이 사회적 잇슈로 논쟁의 대상이 되
었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내용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를
넘어서는 권리를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할 것이다. 상위법을 개정하던지 조례를 개정하던지 하여 법의 위
계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다.

주제발표 4.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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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이 완 정
(인하대학교 교수)

1. 왜 생명권과 정신건강인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일반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을 아동의 기본 권리로 천명하
고 있으며, 이외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여러 가지 권리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생명권이 죽음에 반대되는 아동의 육체적, 인격적 존재형태인 생존에 대한 기본적
인 권리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교수님이 아동의 정신건강을 생명권의 연
장선에서 전제하고 있는 도입부는 매우 흥미롭다.
정신건강의 정의를 ‘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하고,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스
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으며, 생산적이며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
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 상태’라고 할 때, 아동이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적 안녕에 더하여 내⋅외부의 여러 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보다 심각
한 ‘사건’이 유발하는 스트레스에 건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 안녕상태를 유
지하고 지원받는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권 보장의 기초선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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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전기의 정신건강과 부모교육
영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기의 정신건강은 부모를 포함한 양육자의 정신건강
과 직결된다. 안교수님의 원고에서는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이를 지원하
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실 그간 구미각국에서는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정책 중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parenting)’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긴밀히 관여할 주
제라고 간주되지 않아왔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은 아동수당이나 부
모수당, 산전후 휴가 등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부모
가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와 같은
과정적인 부분은 정책이 관여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1990년대 초부터 영국 등 구미국가를 중심으로 부모에 대한 지원을 ‘부모
의 자녀양육역량을 강화(competent parent)’시키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정책이
보다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맥락에서
보면 부모를 ‘지원(support)’한다는 의미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암시되어 왔던 물질적
혜택(아동지원, 소득지원 등)보다는 ‘역량강화(empowerment)’라는 보다 덜 가시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때의 지원은 다른 한편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마주
치는 장애의 제거 혹은 극복의 의미를 띄기도 한다. 재정적이거나 물질적인 지원은
문제나 결손이 있는 비바람직한 상태를 암시하기 때문에 부모역할 지원정책에서는
시민이 ‘건전하고 윤리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
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강조점을 둠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족하거나 결핍
이 있는’ 수혜자라는 낙인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서
의 강점을 갖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부모에 대한 지원(support)은 부모역할을 하는 성인으로
하여금 보다 도덕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촉발하고 격려하는 상태를 지향한다. 이때
의 정부는 복지의 ‘제공자(provider)’라기보다는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자(enabler)’의
역할을 하게 되어,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자녀양육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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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역량(empowerment)’을 키우기 위한 정책내용에 치중하게 된다. 즉 부모역할을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가 아니라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일종의 ‘직업(occupation)’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부모역할 지원(parenting support)’이라는 용어는 ‘전문가(expert)’의
조언과 훈련을 참조하여 부모 역할을 수행할 것을 격려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점철
되어 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아마추어 부모(amateur parent)’는 자녀양육이라
는 복잡한 직능을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가령, 영국 ‘국립 가족 및 부모역할 기구(National Family and Parenting
Institute)’는 일종의 ‘전문가센터(centre of expertise)’로서 부모역할의 ‘바람직한 실제
(good practice)’에 대해 ‘권위 있는(authoritative)’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전기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동이 경험하여야 할
생활내용과 이를 위한 부모의 건전한 지원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
다는 점에 동의한다.

3. 아동후기의 정신건강과 교우관계 및 학교적응
아동후기가 되면 인지적으로 조작적,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조망능력이 높아지고 가족과 주변환경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수준도 깊어진다. 안교수님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청소년의 특
징이랄 수 있는 위험행동과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들고 있다. 아동후기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학업스트레
스, 부모와의 불화, 교우관계에서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의 가정과 부모, 가족관계의 특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
다. 아동중기 이후 우울의 많은 원인이 가정의 경제적 빈곤에서 비롯된다. 경제적
빈곤은 청소년의 학업전념을 방해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약하며, 그 결과 학업에 몰
두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젖게 한다. 청소년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에 따른
흡연, 음주 등의 각종 위험행동이 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재론할
토론 1. 아동의 생명권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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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없을 것이다.
성별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중학생의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 및 유
지는 이들의 학교적응과 스트레스 지각 및 우울, 자살 시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
다. 근래 신문지상에 보도된 극단적인 자살 사례들은 중학생의 교우관계 및 관련
체계 지원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중학생 시기를
원만하게 지내기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는 형편이다.

4. 아동의 정신건강은 생명권과 직결되는가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신체건강과 비교하여 정신건강은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며, 드러내놓고 의논하기 어려운 주제이고 가족의 사적 문제로 치부
된다. 하지만 가족 특히 부모는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관련
하여 적절하게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에도 무지한 편이다. 아동의 정신건강 문
제가 보다 일반적인 주제로 다루어지고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보다
건실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정신건강은 정말로 생명권과
직결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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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아동의 보호권을 위한 학교폭력의
안전정책의 강화에 대한 논평
정 경 숙
(동작Wee센터 센터장)

최근 우리나라 학교 장면에서 나타난 위기학생비율이약 25%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0년)에 의하면 추정 위기 학생수가 186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
살, 무단결석, 가출, 교내외집단 폭력 등 다양한 학교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어
2008년부터 wee프로젝트를 통하여 학생들의 심리발달 행동적 문제들에 대해 초등,
중등, 고등의 급간별단위학교 중심으로 진단-상담-치료의 one stop모형으로 위기학
생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 시스템은 학생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학생
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위기와 맞물려 가족해체현상이 증가하는 가운데 학생
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이 초래되고 학교폭력이 난무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까지 비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동의 보호권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국가 행동계획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 점
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고는 학교폭력의 안전정책의 강화로서 학교 폭력의 현 위치를
조명하고 wee프로젝트사업의 한 영역인 상담 및 치료에 대한 인식제고, 나아가 학
교폭력관련 상담 체제관리 및 연계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학교장면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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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상담의 접근성이 뛰어난 wee 센터역할 중심으로 언급될 수 있다 하겠다.
특히 추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근거로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6조에 의하면 아
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원칙에 의해 가능한 한 최선의 환경을 보장하고 제공
해야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포괄적 국가
전략의 개발을 권고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폭력 및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하고 2012.4.1부터 시행하도록 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그 성과를 평가 공표하도록
제정된 점 또한 밝히고 있다
실제 운영주체로서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를 두게 하고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
기 위해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제정된 점도
확고한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또한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받도록 한 항목은 현재 현장에서 의무조항으로 시
작되고 있다 하겠으며 또한 제2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과 주요 추진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전문상담교사의 확대와. 또래상
담자 양성프로그램을 실시하기위한 교육에 대해 논의한 점도 주목된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차츰 요구되고 실행되고 있으며 교과부
는 가해정도가 심하거나 재비행이 이루어지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 선도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교원 연수나 학부모 교육을 강화
하고 특별교육 이수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wee센터의 전문 상담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밖에 학교 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가 생
기는데 앞으로 보다 관심가져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왜냐면 아직 학교 상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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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체제의 미비로 인한 전문성을 갖춘 상담인력관리의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wee센
터의 경우 사례의 과부화로 인해 충분한 시간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기
에 학교상담의 질적 접근의 제한점을 부각시키고 그 대안정책으로 가해자가 비용
을 부담하는 전문상담의 필요성을 지적함은 본고가 갖는 의미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학교 폭력관련 피해자 상담의 필요성, 나아가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관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학교폭력상담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려 했다고 이해된다.
또한 나날이 심각해지는 아동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를 권리존중 및 보호권을 통
해 국가정책과제로 채택하게 하고 1,2차 5개년기본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비전 및 정책목표, 세부과제를 기술한 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저소득 부모 및 한부모 그리고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 점도
주목할 점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논자는 wee센터운영의 경험을 중심으
로 몇 가지 사항을 부언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시각전환이란 주제 하에 언급된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보다
구체적 접근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전학과 퇴학의 명제와 학생의 학교수업
받을 권리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징벌위주에서 치료적, 예방적 차원의 전환과 대책의 중요성은 인정되나 특
별교육, 적응교육이라는 명칭에 대해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즉, 가해
나 피해학생들이 대상화되어 주어진 교육적 관점이나 프로그램명이란 점이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서 언급된 폭력행위에 대한 가정적 측
면의 요인분석에서 과잉보호라는 점과 기능적 결손가정에 대한 언급만으로는 호소
력이 떨어진다 보인다. 심리적 문제인 우울, 무기력, 자살문제와의 연관성과 행동문

토론 2. 아동의 보호권을 위한 학교폭력의 안전정책의 강화에 대한 논평

◀◀

157

제영역의 가출 및 유예학생간의 선, 후배 고리 맺기를 통한 사회적 폭력 및 성문제,
학교생활, 친구관계의 왕따 문제, 그리고 가족해체현상에 따른 가정부재문제 등으
로 인한 복잡한 역동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보다 더 주목해야한다. 성인지
적관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성폭력피해자의 소리 없는 외침의 반동, 그리
고 가해자로 돌변하는 폭력 행동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름대로 Wee센터에서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성폭력문제와 성인지적 관점을
소화하고 있으나 계량적인 절대부족의 상담체계를 타 기관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할 것인가를 심도있게 다루어야한다고 본다. 즉 폭력문제와 아동보호라는 거시
적 문제 고리 속에서 미시적 문제현안인 여학생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타 기관과
어떻게 연계, 부각해야 하는지 전략적인 접근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데 이점에서 학
교와 Wee센터 그리고 성폭력상담기관과의 연계 역할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인간 중심의 가치관 확산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학교 내
교육 과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검토 및 교육방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인
간중심의 가치관을 성장 발달시킬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한 연구과제가 빠진 점에 아
쉬움이 있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 아동과 피해아동을 위한 원조’에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강
조한 점에 보다 지속가능한 전문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싶다.
논자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자살 위기상담영역과 가정해체위기에
서 발견되는 폭력 관련문제가운데는 가족 상담을 병행하며 긍정적으로 이끈 성공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이는 학교 교사의 체벌이 제한된 가운데 그 대안으로
특별교육 교실을 wee센터가 직접 운영하며 문제영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폭력이나 비행행동의 조절효과 등이 도출되는 wee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 강조될 수 있으나 기타기관, 예컨대 건강가정지원센터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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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저자의 견해와 같이 애정욕구에서 비롯되는 폭력 문제,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어
지는 사회적 폭력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무기력한 아동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동의한다.
본고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폭력상담과제를 진단하고 특히 아동의 보호권을 위한
학교 폭력의 안전정책의 대응방안으로 학교 전반에 걸친 예방차원의 교육과 전반
적 폭력문화개선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논점들은 폭력문제관련 정책
에 시급하고 귀한 자료가 될 것이며 앞으로 현장에서의 실질적 측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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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아동권리 보장과 안전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및 향후 계획
- 학교폭력 예방 정책 및 아동권리조례 제정을 중심으로 이 상 국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 과장)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한다. 물론 자살충

동을 느낀 청소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성적과 진학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피해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접할 수 있다.
○ 실제로, 서울시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348건에서 2010년

2,01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도 2008년 28.6%에서 2010년 38.1%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 서울시는 최근 이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 촘촘한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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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의 파편화된 지원정책을 벗어나, 아동청소년들이 살아
가는 지역사회 단위로 유관기관 및 NGO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망을 구
축할 예정이다.
○ 또한, 학교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으로써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 이러한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될 대표적인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정책

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정책들
① 학교폭력 예방 인프라 확충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먼저, 학교 안에서의 안전망 구축

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폭력 예방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 학교폭력 예방인력
으로 2011년부터 학교보안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국공립 초등학교 전체
553개교에 1,106명이 활동하고 있고, 긴급상황시에는 경찰과의 Hot-Line을 구
축하여 실효성을 더하고 있다.
○ 또한, 보다 밀착된 아동청소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 내 전문상담인력을 지

속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편하게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학생공감상담실을 조성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 아울러, 이제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 대책이 주로 학교 안에 머물러 있음

으로 해서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아동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원, 공원 등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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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는 기존의 스쿨존 개념을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스쿨존이 학

교 등 시설이 위치한 도로의 일정구간에서 선(線) 단위로 운영된 반면, 아마존
은 어린이의 동선에 따라 반경 500m 이내 모든 통행로까지 보호구역을 확대
한다는 점에서 훨씬 보호기능이 강화된 것이다.
○ 이와 함께,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외에도 안전펜스 설치나 비상호출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안전보호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다양한 물리적인 개
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② 위기상담 서비스 확대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 서울시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기개입 및 통합지원을 위해 ‘학교폭력 원스톱지

원창구’를 마련하여 가⋅피해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시립 7개소, 자치구 14개소)에 학교폭력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전담상담사를 배치하여 가⋅피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teen1318.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폭력 게임물에 과도하게 노출되어있는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인터넷중

독예방상담센터(I Will 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예방 교
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대처를 위한 노력을 하
고 있다. I Will 센터는 기존 권역별 4개소에서 2012년 강북지역 추가 설치로
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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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기존의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을 활성

화할 계획이다.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교과부에서 수립한 기본계
획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청⋅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지난 3월 자치구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를 신설하였고, 지

역별 특성에 맞는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응이 가능
한 학교폭력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④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실시 및 유해환경 정화
○ 학교주변의 폭력 및 비행 환경 정화를 위해 지난 2~3월 집중단속을 실시하였

고, 120 다산콜센터 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유해업소 신고체계를 강화하였다.
지난 4월 14일 가족사랑 학교폭력 예방 서울밤길 걷기대회 개최 등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다.
○ 아울러,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
년 총 18,015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599회의 권리교육이 이루어졌고 보다 확대
할 계획이다.

3. 학교 폭력문제 해결의 우선과제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학교, 가정 ”
○ 서울시는 학교폭력 문제를 더 이상 학교 안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으려고 한

다. 발제자께서 원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아동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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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 앞서 말씀드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 위기에 대한 적극적

지원 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 이에, 서울시는 아동청소년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지역사회, 학교, 가

정 곳곳에서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전
개하고자 한다.
○ 이러한 노력의 첫걸음이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동권리기본조례

(가칭)’ 제정이다.

4.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서울
-‘서울시 아동권리조례 제정 ’ 추진
○ 서울시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권리를 보장하고, 아이들이 안전

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권리기본조례(가
칭)’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전문적인 아동정책전문가 뿐 아닌 아동전문보호기관 대표, 시민활동가, 변호

사, 언론인, 의료계, 학부모, 교사 등이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조례를 구성하
며, 아동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다각도로 다양한 아동의 권리를 대
변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한 아동인권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각층 시민의 의견 또한 다양하게 수렴하여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반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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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본 토론의 주제인 아동의 보호권 및 학교폭력의 안전과 관련해서 보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인권사각지대의 아동(다문화⋅장애⋅탈북⋅학
대아동⋅학교밖 청소년 등)의 인권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학교폭력의 문제가 단순히 폭력자체의 차원이 아닌 폭력예방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아동의 안전과 보호가 위협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환경 - 학교내외에서의 폭력노출환경 뿐 아닌, 인권침해로 인해
폭력상황으로까지 발전가능한 요인(가정에서의 무관심, 방임, 우울 등) 등 - 에
대한 폭넓은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마
련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조례제정을 통해 아동의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을 마련

(옴부즈퍼슨, 모니터링 기구 등)하여 선언적인 조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는 그런 애들 없어요.”
…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
관심과 도움만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어느 공사의 학교폭력예방캠페인 광고의 문구이다.

‘그런 아이들’, ‘그런 무관심’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가정’, ‘그런 학교’, ‘그런 지
역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힘이 모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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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 위한
입법적 보완
이 석 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과장)

□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참여의 권리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협약의 일반원칙의 하나로 아동인권 보장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권리라
할 것임.
□ 최근 국내에서도 아동관련 법령 개정을 통하여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 노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음.
□ 김용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인권위에서 그동안 권고를

하거나 의견 표명하였던 사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추가하겠음.

1. 헌법 관련, 선거연령 하향조정
□ 인권위는 2004. 2.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당시에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20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허용하고 있었음.
□ 인권위는 20세 선거연령이, △병역법이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연령 등 국내

토론 4.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 위한 입법적 보완 관련 토론

◀◀

167

법령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고,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영국,
중국, 인도, 필리핀 등 100여개국이 18세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세
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보았음.
○ 무엇보다 선거권의 부여는 독자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판

단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반드시 민법상 성년 연령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거권 부여 연령의 하향조정 의견을 표명한 것임.
□ 현재 선거연령이 19세로 하향되어 민법의 성년연령과 동일한데, 정치적 의견

표명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보다 활
발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인권위에 관련 진정사건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인권위에서도 이에 대

한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됨.

2. 민사법 관련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
□ 김용화 교수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 민법(2012. 2. 일부개정, 2013. 7. 시

행)에는 특정 조항에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을뿐 자(아동)의 의견표명권을 보
장하는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 2009. 9. 인권위는 민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표명한바 있는데, 이때 주요하

게 법률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에 관한 것이었음. 인
권위 권고에 기반하여 현행법의 보완사항을 살펴보겠음.

가. 민법상 친권의 효력 규정
□ 친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은 여전히 부모의 권리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부모와 자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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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아동의 의사표명권 보장과 관련되는 것임.
○ 친권의 효력에 있어 민법 제914조(거소지정권)는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915조(징계권)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들은 1958년 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존속하고 있

으나 미성년자인 아동도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그들의 의견과 권리도 성년 못
지않게 존중되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친권자의 권리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인정

하며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아동견해 존중을 위한 입법조치를 수차례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민법 또한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
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36조 제1항 또한 가족제도가 인간의 존
엄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음.
○ 세계 각국의 흐름 또한 친권을 부모의 권리보다는 책임이자 의무로 파악하고

친권자를 결정하고 행사함에 있어 자녀 복리를 제일 먼저 고려하는 추세임.1)
□ 친권행사의 주된 목적이 자녀의 보호⋅교양에 있다는 점, 거소지정권이나 징

계권이 남용되었을 때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법상 거소지정
1) 독일 1979년 개정 민법은 친권(elterliche gewalt)을 “부모의 배려(elterliche sorge)”로 개정하여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위해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자녀
에 대한 부모의 배려 의무를 부모의 권리보다 앞에 놓음으로써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법적 지위의 의무적 성격을 강조함. 영국의 경우 원래 친권에 관한 법적 개념은 없었고 후견
(guardianship)이라는 개념 아래 아버지를 자녀의 유일한 후견인으로 하였으나 1989년 아동법
(The Children Act)에서 부모 지위에 있는 모든 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모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아동법 제3조는 “부모가 아동과 그 재산에 대하여
법에 의해 부여받은 모든 권리, 의무, 권력, 책임과 권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또
한 부모의 ‘보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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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나 징계권 규정은 친권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소지정권 규정의 경우 ‘친권자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주거를 제공하여

야 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임.

나. 아동의 의사청취 연령기준
□ 김용화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민법은 친권자 지정이나 후견인 선임 등에 있

어 “미성년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친권상실의 선고(제924조) 규정과 같이 아동의 의사 청취 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입양의 의사표시 규정 외에는 의사청취 대상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이 명

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가사소송규칙에서 일률적으로 15세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음(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의 직권결정 등, 제18조
의1, 제59조의2, 제100조).
□ 그런데 의사청취 15세 연령 기준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아동의 발달상태를 고려할 때 그 인정 연령이 매우 높고 아동의 의사존중 및
아동이익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바, 따라서 의사형성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청취 최저연령의 기준을 15세보다 하향할 필요가 있음.
○ 민법에 연령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면, ‘자녀가 본인의 의견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을 때에는 자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반적 규정으로 두
되 관련법령에서 최소한 중학교 취학연령(12~14세)에 해당하는 12세 이상
아동의 경우 그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을 대변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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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지원을 통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는 규정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2)

다. 특별대리인 선임제도
□ 김용화 교수님은 특별대리인 선임 제도(민법 제921조) 규정에 있어 자(아동)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동의하며, 추가적
으로 다음의 사항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특별대리인 선임청구권을 친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이해가 상반되는 미성년자

에게는 동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가 있었음.
□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이해상반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무권대리로서 미성

년자가 성년이 되어 추인하여야 확정적 유효가 된다고 하지만 불확정한 법률
관계를 장기간 유지시키는 것보다는 친권자 외에 미성년자를 위한 별도의 절
차상의 대리인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의사표명권 보장조치
□ 인권위는 2010. 6.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권고를 하였는

데, 권고의 핵심내용 하나가 형사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였음.
□ 성폭력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진술 등 아동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제대로 이행
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임.
2) 독일의 경우 가사사건 재판절차에서 14세 이상 아동에게는 의사확인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
고 6~14세는 직접 면접의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하며, 6세 미만은 절차보호인(verfahenspfleger)
이 선임되어 자녀의 의사를 청취⋅전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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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상장치를 통한 진술 및 신문
□ 성폭력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 피해아동 진술과 조사과

정의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한 촬영⋅보존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
□ 2010. 인권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찰의 진술녹화 실시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검찰수사나 법원재판에서는 경찰의 진술녹화물이 거의 재생되지 않
거나 증거로서 채택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원과 검찰에서 진술녹화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찰이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영상물 촬영과 함께 진술조서를 병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술시 아동의 얼굴표정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 단서를 놓치거나 조사의 흐름이 방해되고 아동의 주의가 분산되어
조사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실제로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영상녹화물 재생보다 조서작성을 선호하는 관행

이 있어 아동성폭력 사건에 있어 진술조서 대신 영상조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성폭력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아동이 공판기일에 출석

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증거물에 대하여 검사에
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증거보전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로 이 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됨. 증거보전특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경찰도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도록 법
령에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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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뢰관계자의 동석
□ 위 법률들은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2차피해의 감시, 진술로 인한 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정
서적으로 지지해주며 안심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실제로 이 제
도의 경우 시행률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현장에서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동석이 허용되거나 심지어 보호자가

가해자와 이익관계에 있거나 극단적인 경우 보호자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하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조차 동석이 허용되고, 보호자가 없는 경우
조사당일 처음 만난 상담소 직원이 동석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음.
□ 이와 같이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오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

다. 증인신문시 피해아동 보호
□ 법정은 아동에게 낯설고 불편한 공간이며 가해자와의 직⋅간접적 대면 등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한데, 증언을 위해 출석한 아동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
는 공간이 없어 증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 부가적인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
으로 확인됨.
□ 따라서 피해아동을 위한 대기실을 마련하고, 법복⋅좌석 배치⋅개정시간 등을

아동친화적인 방식으로 만들고 피해아동에게 법정 내부의 구조, 판⋅검사 및
변호사의 역할, 증인신문시 주의점 등에 대해 사전에 법정증언기술 교육을 실
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증인을 위한 배려 규정을 두고 있는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8을 준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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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2조의4제1항의증인신
문에관한규칙｣에 아동친화적인 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임.

4. 아동복지법상 아동견해 존중 보장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의 의견존중에 관한 사항들이 상당수 도입되었고,

이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진
행중임.
□ 그런데 최근 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에 있어 아동의 의

견존중을 위한 규정들에서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음(이와 관
련하여 인권위는 2012. 4. 복지부에 의견을 표명하였음).
□ 가령, 시행령안은 귀가조치에 있어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시설장이나 센터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는 있으나 아동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
정이 없어 이의 보완이 필요함.
□ 시행규칙안은 아동보호신청이나 입소조치, 귀가신청 등과 관련한 서식을 제시

하고 있는데, 이들 서식에는 아동 자신에게 취해지는 여러 조치들에 대한 아
동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부재함. 아동의 의견을 제대
로 청취하고 이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나 이를 위
한 서식 등에서 실질적인 장치를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시설의 퇴소, 보호조치나 이의 변경, 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등에 대

하여 지자체장이나 보호자 등에게 보고나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
한 절차에서 당사자인 아동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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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견해가 실질적으로 존중되기 위해서는 보호조치 등의 내용을 당사

자인 아동이 상세히 알고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
고, 이러할 때 아동이 자신에 대한 조치의 결과 등을 예상하고 적절히 대처
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동

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관련 서식에는 시설이나 센터,
학교 등의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토록 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통
보를 받는 기관에게 그 처리결과를 아동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즉 아동과 관련된 보호조치의 변경 등의 사항에 관하여 아동에게 관련 정

보를 제공하는 통지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토론 4.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 위한 입법적 보완 관련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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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분석과
*
실현방안
3)

김 경 희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Ⅰ. 연구목적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에 대한 한국의 이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정
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이에 대한 민간 보고서 그리고
유엔의 권고문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 앞으로의 실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 분석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에 나타난 조항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아동
의 권리영역을 8개 영역으로 나누었고, 각 영역을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였다. 8개 영
역은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
환경과 대안교육, 기초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이다.
한국은 제1차 국가보고서를 작성할 때부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결정한 보고서
양식을 적용하여 작성하였다. 위의 내용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아동권리협약의 조
항을 8개 영역으로 나누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 조약에 나타난 아동의 권리내용
을 국가보고서와 민간 보고서 그리고 유엔의 권고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11년 12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 발표논문의 일부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분석과 실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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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제언
1. 헌법에 아동의 수용
2. 국무총리산하 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
3. 지방자치제에 따른 지역아동권리위원회의 설립
4.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의 확보
5. 부모역할의 자격수여의 제도화
6. 헤이그 협약의 비준

Ⅳ. 결 론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정부는 2007년 5월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였으며, UN아동 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 아동권
리 관련 국내 헌법, 사회적 약자로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내 현황, 국제인권조
약기구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27개의 과
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높이 평
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이행사항들이 있다.

주제어: 아동권리, 국가행동계획, 국가보고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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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의 신념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김 랑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 영유아교육전공)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과 전통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
ICT 교수효능감, ICT 불안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특성변
인이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과 전통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을 통해
ICT 교수효능감, ICT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로, 총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200부의 자료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
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aonbach’s α값을 산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왜도, 첨도 등을 산출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구성주의에 대한 유
아교사의 신념, 전통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에 따른 ICT 교수효능감, ICT 불안
감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사특성변인이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과 전통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을 통해 ICT 교수효능감, ICT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의 신념에 대한 구조모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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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구조모형
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사특성변인이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 전통
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을 통해 ICT 교수효능감, ICT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본 후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 전통주의
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검정 공식을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교사특성변인과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 전통주의에 대한 유아교
사 신념, ICT 교수효능감, ICT 불안감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교사특성변인,
구성주의 신념, 전통주의 신념, ICT 교수효능감, ICT 불안감간에 유의한 경로가 발
견되었다. 즉, 담당학급연령, 학력, 경력이 높을수록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
념은 높은 것으로, 전통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이 높을수록 ICT 교수효능감은 높은 것으로, 전통주
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이 높을수록 ICT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
사특성변인이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 전통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을
통해 ICT 교수효능감, ICT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살펴보고, 교사특성변인으로부터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과 전통주의에 대
한 유아교사 신념을 매개로 하여 교사의 ICT 교수효능감, ICT 불안감에 이르는 경
로를 살펴본 결과, 교사특성변인이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을 매개로 하여
ICT 교수효능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교사특성변인이 전통주의에 대한
유아교사 신념을 매개로 하여 ICT 불안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ICT 통합 교수활동이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은 구성주
의에 대한 교사신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 제공이 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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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훈련프로그램은 교사 신념의 변화 및 교사의 전문성 강화,
ICT 통합 수업 실제에 대한 지식 및 정보, ICT 교수효능감, ICT 훈련 경험 획득에
기여해야 한다. 유아들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ICT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유아교
사들을 위한 심도 있는 훈련과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구성주의에 대한 유아교사의 신념, ICT 교수효능감, ICT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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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아동 자아강도 척도의 외적 타당도 검증 및
규준 연구
김 세 영⋅최 나 야
(신경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아동전공 전임강사⋅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조교수)

Ⅰ. 연구목적
이 연구는 초등학교 3-6학년 아동의 자아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아동 자아
강도 척도(ESS-C: Ego Strength Scale for Children)의 외적 타당성 검증 및, 연구와 임
상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준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Ⅱ. 연구방법
2011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군락표집 방법으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의 18개 초등학교 3-6학년 아동 5,494명에게 김세영(2012)이
개발한 ‘아동 자아강도 척도’ 및 준거관련 척도들로 구성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
였다. 이때 사용된 준거관련척도는 김아영(2002)의 ‘학교적응 척도’, 문혜신과 오경
자(2002)의 ‘사회불안 척도’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9.0과 AMOS 19.0, EXCEL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아동 자아강도 척도의 외적 타당도 검증 및 규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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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척도의 외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차타당도와 결과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첫째, 표본분할법으로 구분한 추정집단과 타당화 집단은 모델 적합도에서 큰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측정모델의 타당성 확장을 위해 전체집단의 자료를 성별, 학
년, 지역의 집단 변수별로 구분하여 모델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RMSEA를
기준으로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적합한 측정모델로 검증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척도를 통해 측정된 아동 자아강도는 학교적응에 대해 유의
한 정적 설명력을 보였으며, 사회불안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적 설명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과의 표준화 및 규준 설정을 위해 학년과 성별에 따른
자아강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학년과 성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규준을 산출하고 상대적 자아강도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백분위 점수를 정리하여 규준표로 제시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자아강도 척도의 측정모델은
척도 개발과정에 사용된 추정 집단의 자료가 아닌 다른 집단에서도 안정적으로 재
현되어, 모델 안정성과 관련된 교차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성별,
학년, 지역과 관계없이 적합한 측정모델로 사용될 수 있음이 검증되었으며, 이는 곧
척도의 타당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둘째, 결과 타당성과 관
련해 척도를 통해 측정된 아동의 자아강도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예측되는바와
같이 학교적응 및 사회불안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이 있음이 입증되었다. 셋째, 성별
과 학년에 따른 규준을 마련하여,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통해 아동의 개인 내
적 자아강도의 발달 양상과 아동이 속해있는 비교집단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를 파
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척도 점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척도 사
용의 유용성 및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이 연구는 전국적 지역 분포도를 고려한 자
료 수집 및 외적 타당도 분석과정을 통해 척도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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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연구와 임상현장에서 아동의 자아강도에 대한 이해와 강화를 위한 중재방안
마련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Key Word : 아동 자아강도 척도, 교차타당도, 결과타당도, 규준

아동 자아강도 척도의 외적 타당도 검증 및 규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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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지향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 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김 민 서⋅김 영 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외래강사⋅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전공 교수)

Ⅰ. 연구목적
유아들에게 영성지향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 조절력
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연구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B유치원과 H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 4, 5세 유
아 40명이다. 영성지향 평화교육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McGinnis와 Goldstein(1990)이 제작한 교사용 친사회적 행동 평정 척도(Teachers skill
Checklist)를 유은정(2010)이 번안하여 사용을 것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아
의 자기조절력 평정 척도는 Kendall과 Wilcox(1979)가 개발한 연구도구를 박미정
(2008)이 수정, 보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영성지향 평화교육은 평화의 개념이해, 놀이를 통한 평화표현, 교실활동을 통한
조화로움 체험, 연대감인식(공동체), 환경에 대한 책임, 자기 통제력 개발을 현행 유
치원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활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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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영성지향 평화프로그램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영역 중에서 유아의 사회
생활 기본능력과 기관 적응능력, 감정 다루기에서는 효과가 없었으나, 친구관계 기
술, 비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스트레스 다루기에서 효과가 있었다. 친사회적 행동 전
체적으로 볼 때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영
성지향 평화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영성지향 평화교육이 유아의 자기 조절력의 하위 영역중에서 자기 통제력, 충동
성 감소, 주의집중력 등 모든 영역에서 효과가 있었다. 자기 조절력 전체적으로 볼
때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영성지향 평화
교육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Ⅳ. 결 론
먼저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한 결과는, 명상활동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대인관
계 형성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유아로 하여금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효순(2004)의 연구와 영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를 발견하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참된 인간성이 완성되어 봉사심을 함양한다는 조연숙(2007)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영성교육을 통해 자아 인식하여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적인 생활에 더 큰 의미를 둠으로 협
동적인 생활에 익숙하여져 친구 관계 기술, 비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스트레스 다루
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 조절력이 향상한 결과도 명상활동이 정서적 안정과 충동성 감소, 주의
집중력인 자기조절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들과(김유미, 2009: 박미
정, 2008: 윤영희, 2006: 전미숙, 2005). 손은혜(2009)의 감각적 기도(영성)활동이 유
아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영성지향 평화교육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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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감각적인 활동구성으로 유아로
하여금 영성에 대한 이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주제어: 영성지향, 평화교육활동, 자기 조절력, 친사회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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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모래상자놀이치료 사례연구
김 재 옥⋅이 미 나
(목포대학교 가정학과⋅광주보건대학 유아교육과)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모래상자놀이치료 사례연
구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내적체험을 모래상자놀이치료를 통해 표현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보호된 장면에서 상징체험’으로 자아존중감을 향
상하기 위한 내적 에너지의 변화과정을 내담아동의 모래상자 작품에 관한 해석으
로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모래상자놀이치료를 실시
하여 내담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내적 힘의 변화과정을 통해 손상된 자
아를 회복하는 치료적 의미를 시사해 보고자 하였으며, 본 사례의 연구문제로 첫째,
성폭력피해 아동은 모래상자놀이치료를 통하여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고 정서적 안
정과 자아존중감 향상과 둘째, 내담자 자신의 내면세계를 어떻게 표현에 대하여 설
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성폭력 피해로 사회복지시설과 소아정신과에 의뢰된 초등학교
2학년 여아이며 가족형태는 친부와 새엄마 그리고 1남 1녀중 둘째로 소극적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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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된 행동과 거짓말을 잘하고 문제 해결력이 결여되어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호
소하였으며, 가슴이 두근거림과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불안해하는 등 심
리적⋅정서적 불안감과 대인관계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사전검사로는 K-WISCⅢ, HTP, KFD, SCT, 자아존중감 검사를 하였으며, 사후 검사는 모래상자놀이치료시

회기별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하였고 모래상자놀이치료의 전 회기에
걸쳐 사례분석을 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에게 16회기에 걸쳐 모
래상자놀이치료를 실시한 사례연구로 내적 힘의 변화과정을 통해 모래상자놀이치
료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였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자신의 감정이
나 생각, 의견 등을 언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도 자신을 창조적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허용적 공간인 모래상자를 통해서 자
기치유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Kim, 2005), 내면의 무의식 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무의식의 체험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아동의 억눌
린 감정들을 풀어내고 점차 자신의 자아를 구축하면서 불안요소가 감소되어 자신
감을 얻게 되고 위축과 불안한 행동들을 변화하게 된다(Jang, 2007).

Ⅳ. 결 론
본 사례연구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손상된 자아를 회복하여 자아존중
감 향상에 대한 효과를 보았으나,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
많은 성폭력 대상 아동에게 모래상자놀이치료를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해볼 필
요가 있다. 또한 모래상자놀이치료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몇 개월이 지난 후 추가적인 분석과정이 필요하다.

Key Word: 모래상자놀이치료, 성폭력,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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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부적응
모래상자치료 사례연구
선 애 순⋅김 경 희
(목포대학교 가정학과 박사수료⋅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모래상자치료를 적용하여 학교 부적응, 불안과
위축된 심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보기
위한 모래상자치료 사례임.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관
심도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기반이 취약하
여 교육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고 있음. 이에 학교부적응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로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
거나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외로움, 우울, 두려움 등 문제가 나타남.
따라서, 학교 적응에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모래상자치료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주고, 또래관계와 학교생활에 긍
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사례 연구임.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0년 7월 6일부터 2012년 3월 23일 주 1회 회기당 약 50분씩 총 64회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부적응 모래상자치료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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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실시한 사례임. 다문화가정 아동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12세 필리핀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모자가정임. 학교수업에 주 2~3회 정도 갈 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 와서 혼자 있거나 사람들을 피해서 주변을 배회하며 혼자 지
냄. 아들이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많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초조함이 행동으
로 학교공부에 관심이 없음

Ⅲ. 연구도구
아동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 심리검사로 투사검사인 HTP, KFD,
SCT와 객관적인 검사로 사회적 고립감, 학교생활적응검사 측정도구를 사용함.

Ⅳ. 연구결과 및 결론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 부적응 모래상자치료 결과 주제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기에는 자아를 표현하면서 아버지의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의 무의식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행동변화를 보여주었고, 중반기에는 자신의 재탄생을 표현하여 관
심의 대상이 자신의 불안감에서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표현함으로써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에서 변화를 보여주었음. 후반기에는 아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를 긍정적으로 표현함. 즉, 아동은 모래상자치료를 통하여 두려움과 소외감을 극복
하고 자아존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이 밝혀짐.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을 한다면, 첫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 1인으로 모래상자치료를 하였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대상 및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내담아동은 다문화가정
상황과 또래 및 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의 관련성이 있으므로 부모상담, 교사교육, 정
부차원의 지원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

Key Word : 다문화가정 아동, 모래상자치료, 학교부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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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척도개발 연구
심 숙 영
(숙명여자대학교 영유아교육전공 교수)

Ⅰ.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사회정서발달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발달관련 평가도구들
을 비교분석하여, 생후 12개월-36개월 영유아들의 사회정서발달과업 및 수준을 파
악하였고, 이 시기 영유아들의 사회정서 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발달적
위치를 진단해줄 수 있는 사회정서행동 평가도구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른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 평정척도의 구성요인은 어떠한가?
2.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 평정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척도를 타당화기 위하여 첫 단계에서는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80개의
가설적 문항이 타당한 내용인지, 그리고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이 적절한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영유아 전담어린이집 교사 45명을 대상으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즉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타당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용타당도 검증결과에 따
라 수정된 척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서울시 소재 20곳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
사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타당화의 세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척도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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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단계에서는 최대우도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e)에 의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한 척도의 관찰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설명계수와 구조모형
의 적합도를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결론
첫째,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척도 문항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영유아 교
사 45명(평균 연령 37.31)에게 각 문항이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 특성을 잘 반영하는
가를 조사하였다. 평정결과, 문항적절성 및 문항 중의 평균은 3.43(SD=.06)으로 나타났
으며, 문항 중 평균이 3.0이하인 문항 5문항을 삭제하였다. 둘째,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문항들에 잠재되어 있는 하위요인을 밝히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척도는 .50이하의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문항과 해당요인별로 내용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 문항 8문항을 제외하여, 총 67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총 12개였으며, 12개 요인들이 설명하는
누적변수는 총 70.392%였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행동, 우울위축, 공격
성, 주의집중, 식사문제, 자아인식, 수면문제, 정서조절, 반항성, 격리불안 등의 1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영유아 사회정서 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추정한 영유아 사회정서 행동 척도의 구조
모형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NFI=.879, TLI=.845, CFI=.913, RMESA=.101).
이에 영유아 사회정서 행동 척도의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계수값이 제일
낮은 또래상호작용 변인을 제거하였다. 수정한 결과 절대적합도 지수인 NFI=.911,
TLI=.901, CFI=.944, RMESA=.079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은 양호한 모형의 기준을
충족시켰다.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척도의 구조모형은 또래 상호작용을 제외한 11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62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척도 모형은 일반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Key words: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사회정서행동 척도, 영유아 사회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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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예비 영유아 교사가 찾아가는 ‘가르침 ’의
의미
안 소 영⋅서 혜 전
(목포대학교 아동학과⋅대구한의대학교 아동복지학과)

Ⅰ. 연구목적
영유아를 가르치는 예비보육교사는 ‘어떻게’ 하면 보다 잘 가르칠 수 있을까하는
방법적인 부분, 즉 잘 가르치는 기술에 관심을 갖기 쉽다. 그러나 교수방법이란 눈
에 보이는 기술적인 부분 이전에,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면의 이해를
바탕으로 드러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르치는 기술에만 중점으로 두기
보다는, 가르침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가르침의
의미를 찾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교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 영유아 교사가 ‘가르침’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나타내는 고민
과 혼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은 가르침의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유아교수방법’ 수업을 수강하는 4학년 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다. 자료 수집은 강의 및 모의수업 중심의 수업 참여관찰, 소그룹 토의 및 토의
중에 이루어진 인터뷰, 그리고 예비 교사의 반성저널과 연구자들의 피드백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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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문서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예비 영유아 교사가 ‘가
르침’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나타내는 고민과 혼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찾은 가르침
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Ⅲ. 연구결과
예비 영유아 교사가 ‘가르침’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루었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힘을 사랑하는 교사 vs 사랑의 힘을 가진 교사이다. 예비
영유아 교사는 영유아가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영유아를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교실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힘을
사랑하는 교사(권력)와 사랑의 힘을 가진 교사(권위)의 차이를 알아가게 되었다. 둘
째, 교사에게 집중시키는 교사 vs 영유아에게 집중하는 교사이다. 예비 영유아 교사
는 모든 영유아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유아를 집
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교
사가 준비한 수업이나 활동에 영유아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영유아가 필
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교사가 영유아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셋째, 알려주기만 하는 교사 vs 함께 참여하는
교사이다. 교사는 무언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예비
영유아교사는 이미 생각한 답을 유도하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거나, 영유아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영유아보다 더 많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
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의 과정에서 예비 영유아 교사는 가르침이 무언가를 알려
주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참여하는 것임을, 교사 혼자 만들어가는 활동이 아니라
영유아와 함께 배운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알아가게 되었다. 넷째, 똑같이
대하는 교사 vs 차이를 인정하는 교사이다. 예비 영유아교사는 자신이 경험해 온 지
금까지의 가르침을 돌아보며, 자신들은 영유아를 대할 때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에 평등하게 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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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가 똑같이 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영유아 개인의 차이와 각자의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Ⅳ. 결 론
예비 영유아 교사는 가르침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힘을 사랑하는 교사보다
는 사랑의 힘을 가진 교사, 교사 자신에게 영유아를 집중시키기보다는 영유아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교사, 알려주기만 하는 교사보다는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교
사, 그리고 똑같이 대하기보다는 차이를 인정하는 교사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가르
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었다. 첫째, 가르침이란 가르치는 자가 정체성
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둘째, 가르침이란 곧 배움이며, 셋째, 가르침이란 믿음을 가
진 기다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이란 누려야 할 권리이기보다는 가장 고
귀한 책임이 따르는 의무이다. 이와 같이 예비 영유아교사는 가르침의 의미를 찾아
가면서, 그저 기술만을 익혀 반복하는 교수방법이 아닌 내면에서 표출되는 교수방
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Key Word : 가르침, 배움, 교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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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영유아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어린이보호포장의 현황과 문제점
(영유아 권리 보호 관점을 중심으로)
윤 선 화
((사)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Ⅰ.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권리 관점에서 5세이하 영유아를 대상으
로 패널시험을 해봄으로써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보호포장제도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 어린이보호포장이 된 제품은 법에서
고시한 대로 영유아들이 개봉하지 못하는가? 2)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어린
이보호포장이 된 합법적인 제품만이 유통되고 있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청원군에 소재하는 28개 어린이집의 영유아
1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3월 13일부터 31일까지 패널시험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보호포장용기 패널시험은 KS A ISO 8317(2007) 재보함용기에 대한 유아보호용 포
장요건 및 시험절차에 따라서 두차례 실시하여야 하였다. 첫 번째 시험은 시험에
참가한 영유아의 최소 85%가 설명없이 5분내에 포장을 열수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시험은 시범없이 5분내에 포장을 열지 못한 영유아 중에서 최소 80%가 시범후 또
다른 5분내에 역시 포장을 열지 못하여야 한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패널시험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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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 가정용품은 어린이보호포장용기가 사용된 10개 제품으로 2009년 3월 1일
부터 10일까지 서울, 경기지역의 대형할인매장, 유통매장,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
매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였다. 패널시험에 사용된 제품은 세정제 3품목, 부동액,
워셔액 각 1품목, 접착제 5품목 등이었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주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빈도와 백분율을 주로 살펴보았다.

Ⅲ. 연구결과
어린이보호포장이 된 제품 10가지 중에서 1차 실험에서는 4가지 제품에서는 5분
이내에 개봉하지 못한 아동의 비율이 85%가 넘어서 어린이보호포장으로 합법적인
구실을 하였고, 6가지 제품은 5분이내에 개봉하지 못한 아동의 비율이 85%로 이하
여서 어린이보호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Ⅳ. 결 론
중독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한 어린이보호포장이 실제
로 효과적이며, 합법적인 제품이 유통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유통중인 어
린이보호포장이 된 10개 제품, 즉 세정제, 워셔액, 부동액, 접착제 중에서 합격제품
은 4개(40%), 불합격제품은 6개(60%)로 나타나, 불법적인 제품이 시장에 더 많이 유
통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정부는 시판되고 있는 어린이보호
포장제품을 수거하여 자주 패널 조사를 하여서 합법적인 제품이 유통되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부모와 소비자의 인식이 확
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Key word 어린이보호포장, 영유아, 중독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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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의
성과와 과제
이 옥
(덕성여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Ⅰ. 연구목적
아동 권리의 진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건으로서, 아동권리협약 비준 20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우리 정부가 20년간 아동권리협약이 담고 있는 숭고한 이념과
가치들을 얼마나 구현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약속한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들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본 연구에서는 그 성과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아동권리협약
의 세부 조항들이 담고 있는 아동권리의 이행 정도를 평가하는 작업이 간단할 수는
없다. 정부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도 있고 현재 진행 중
인 것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동을 위해 더 비중 있게 평가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평가자의 입장차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후의 학술 및 정책 자료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20년의 중요한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의 진전을 위한 학
술적,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20년간 진행된 주요 아동정책과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 내용의 검토, 제도적 진전 내용의 검토 및 1-4차에 걸친 국가보고서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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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신장 내용을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자료로 사용
하였다. 아울러 지난 협약비준 이후의 아동권리 관련 아동의 상황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통하여 아동권리의 진전 여부를 평가하고 아동권리 관련 학술적 연구의 성
과를 검토하여 향후 정책적, 학술적 과제를 탐색,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국가보고서 내용상의 아동권리의 진전과 평가

우리나라는 1994년 제1차, 1999년에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년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994년의 1차 국가보고서는 협약 이행 관
련 우리나라의 법령을 나열, 보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제2차 보고서는 내
용이 보완된 법규와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미흡한 조치 등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
함하였다. 2008년의 제3차와 4차를 통합한 국가보고서는 보다 풍부한 자료와 협약
이행 관련 개선 현황과 진전이 포함되었다.

2)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아동권리의 진전과 평가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20년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비롯하여 아동권리협약
의 아동권리 원칙의 적용, 아동의 보호와 발달권, 생존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우리
나라에서의 주요 입법적 조치의 내용을 검토 평가하였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 구축 노력과 학술적 연구의 진전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대로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정부가 이행하는
지 판단하기 위한 첫 작업은 ‘아동상태의 파악’이다. 2000년대 들어서서 각종 아동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해 정부(용역)의 자료수집 사업들이 시행되었고, 정부주도의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설치된 것, 아동전문가와 아동을 포함한 옴부즈맨(옴부즈
퍼슨)을 임명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조사, 관련 정책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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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등 중요한 역할을 부여한 것 등이 아동권리모니터링 관련 주요 성과였다.

4) 아동의 상태, 상황 지표로 본 아동권리의 진전과 평가

법적 제도적 조치와 학술적 논의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상황은 크게 진전
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기록, OECD 최저 수준의 아동복
지예산, 후진국 수준의 안전사고 사망률, 요보호 아동수 감소의 지체, 한부모 가구
수와 조손가구 수의 증가 경향은 요보호 아동의 증가와 양육조건의 악화경향을 드
러내고 있다. 입양 아동의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급격한 감소는 이루어지
지 않았다.

Ⅳ. 결 론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우리사회의 복지 확대 정책기조에 힘입은 바 있었겠으
나,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부의 긍정적 조치들이 이행되었음은 긍정적으로 평
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동의 상황을 나타내는 몇몇 주요 지표들을 보면. 협약 비준
이후 아동권리의 신장이 미흡한 수준이거나 일면 아동 보호가 더 절실해진 가족과
아동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아동권리협약 비준 20년은 한국사회가 향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답할 시점이기도 하다.’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가장 간단히 답한다면, ‘아동의 삶과 아동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성인의 권리와 차별화 될 수 없음을 먼저 인정하고, 제한된 아동의 권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한 국가(정부)의 책임을 강제하는 일’이다.

주제어: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지표,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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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사회복지관의 참여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 은 주⋅강 국 진, 우 영 미, 이 화 진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동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Ⅰ. 연구목적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에 대하여 우리사회의 사회적 인식변화는 더디게 변화하
고 있어 기존보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외국인근
로자와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경우 자신감의 결여,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한 여러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다양한 문
제에 대하여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참
여프로그램(활동프로그램과 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자아존
중감과 학교생활적응력향상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S시 Y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총 8주에
걸쳐 실시한 활동프로그램(주 2회 1일 2시간)과 학습프로그램(주 1회 1일 1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를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연구에 사용된 자아존중감 척도와 학교 적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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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척도를 사용하여 사전 및 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18.0으로 T-Test
분석을 통하여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활동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0.24 정도, 학교적응유연성 0.06
정도 향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습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아동의 자아존중감 0.21
정도, 학교적응유연성은 0.10 정도 향상하였다. 활동프로그램과 학습프로그램이 다
문화가정 아동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다.

Ⅳ. 결 론
활동프로그램과 학습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 활동프로그램과 학습프로그램이 모두 다문화가정아동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에
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 시행
되기 위한 견고한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진다
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유연성은 물론 앞으로 사회 적응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
료된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학습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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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발표

한국과 중국 청소년의 일상적 권리현황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장 위 천⋅이 완 정
(인하대학교대학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교수)

Ⅰ.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ㆍ중 양국 청소년들의 일상적 권리현황, 자아정체감과 사회
적 문제해결능력의 문화적 차이를 밝히고 변인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었다.

Ⅱ. 연구방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 인천지역 및 중국 요녕성(中国 辽宁省)에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각 3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도구는 일상적 권리현황에 대한 한국청소년 개발원
(2001, 2005)이 개발한 도구, 자아정체감에 대한 이승국(1999)의 척도와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김경희(1999)의 도구를 일부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중국청소년에
게 사용할 중국어판 설문지는 연구자가 중국어로 번역하였으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인에게 이를 다시 한국어로 역변역하도록 하여 초판 한국어 설문지와
내용이 동일한지 점검하였다. 설문지는 일상적 권리현황, 자아정체감,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경변인까지 총 13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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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최종 자료는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584명으로 총 1153명의 설문지를 분석
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X²검증, 삼원변량분석, 상관분석
으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첫째, 비교문화집단 청소년의 일상적 권리현황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권리현황은 중국 청소년보다 좋았다.
둘째, 비교문화집단 청소년의 일상적 권리현황,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교문화집단
청소년의 일상적 권리현황은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일상적 권리현황이 좋을수록 한⋅중 양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높게 나타났다.

Ⅳ. 결 론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비교문화집단 청소년의 일상적 권리현황은 한국 청소년
이 중국 청소년보다 좋다. 또한 일상적 권리현황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정적 상관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잘 실현하여 자
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정체감이 향상되어 자신과 자신, 자신과 타인의 문제
를 잘 해결함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도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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