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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
은 것에는 의문이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해당 조약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주
된 근거로 삼는 경향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또는 국내법적 효력이 불분명
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시각
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오
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자 보편적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판결이유에 설시하는 예가 자주 나타나고 있
지만, 그 인용빈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하기만 하다. 그마저도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해당 사건의 결론도출에 있어 준거법으로 삼은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가
사소송을 비롯하여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송분야에서 아동권리협약
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아동권리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적었던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이 중첩되거나 아동의 권리를 확인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성질상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규정내용의 중첩은
규정의 병존적 적용을 지지하는 근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아동권리협약의 배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성질상의 제한이라는 것도 관념적인 기준이어서 아동권리협약을 실
제 사안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법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 주제어: 아동권리협약, 비준동의, 국제관습법, 국내법적 효력, 재판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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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은 1989. 11. 20.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유엔’이
라 한다)의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1990. 9. 2.에 20개국 이상의 비준을 받아 국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90. 9. 25. 위 협약에 서명한 후 1991. 11. 20. 비
준서를 기탁해 같은 해 12. 20.부터 협약의 적용을 받았다.1)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그 협약에서 정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를 실현
하고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당사국의 조치는 입법과 행정
은 물론 사법의 영역까지 아우른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
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
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를 확인하고 있다.2) 사법심사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임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에서 아
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구현하여야 할 당위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사법부에서 아동권리협약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아동권리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지도 30여년이 흘렀지만 법원이 아
동권리협약을 판결이유에 설시한 경우가 많지 않을뿐더러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판단과
정에 ‘직접’ 적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나마 판결이유에 설시된 내
용도 관련 국내 법률의 취지나 목적을 부각시키는 ‘장식품’ 정도로 언급된 것으로 여겨질 만
큼 미미한 경우가 많다.3)
이 논문에서는 우리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에 인색했던 배경을 진단하고,
그 직접 적용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자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또는 국내법적 효력을 분명히 하고,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한 판결례들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해석론을 모색해 본다.
1) 오서현･정기상, 아동보호법론, 도서출판 유로, 2019, 25면.
2)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제4조, 제42조, 제44조 제6항)에서 “당사국이 아동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함에 있어 협약조항이 법원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서 ‘일반논평’이란 유엔의
국제인권법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조약기구(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가 해당 조약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해석이
나 당사국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 등을 담고 있는 일종의 유권해석을 말한다.
3) 즉,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설시 부분을 빼더라도 판결이유의 내용 전개와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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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아동권리협약의 효력
1. 국회의 비준동의 없는 조약인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
헌법 제6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체결･비준한다(헌법 제73조, 제89조 제3호).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
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
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헌법 제60
조 제1항).
아동권리협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의 유형을 열거하였는데, 아동권리협약
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따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어찌되었든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4)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조약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향을 띤다. 헌법재판소는 1998. 11. 28. 한일 양국이 서명하고 1999. 1. 22. 조약 제
1477호로 발효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5) 1945. 12. 27. 체결되어
1955. 8. 26. 조약 제24호로 발효된 ‘국제통화기금협정’,6) 1952. 12. 11. 조약 제38호로
발효된 ‘국제민간항공협약’7) 등에 대하여 이들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효력의 수준은 법률에 준하는 정도
라고 판단하였는데,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판시한 적은 없다. 헌법재
판소의 이러한 입장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아동권리협약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8)
4) 독일기본법 제59조 제2항에서는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 있는 조약은 각 그 연방입법에 관할이 있는 기
관이 연방법률의 형태로 하는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된다.”라고 정하여 조약의
국내법적 위계를 정하는 일응의 기준을 선언하였다.
5)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마139･142･156･160(병합) 결정.
6)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결정.
7)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마78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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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은 조약 제1072호로 발효되어 1991. 12. 23. 관보에 게재되는 일련의 절
차를 거쳐서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되었으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고 보아야 한다.9) 다만, 그 효력의 수준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비
준동의를 필요로 함에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은 아동권리협약에 ‘법률’에 준하는
효력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 중요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정한 것은 국가의 이익
이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된 조약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
다.10) 국민의 대표자이자 입법기관인 국회로 하여금 중요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하도
록 함으로써 해당 조약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권
력분립의 관점으로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을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이상 형식적 의미
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권한은 국회가 독점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회의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는 조약에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기전(機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11)
헌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법사항’은 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로 정하여야 하는 사항, ② 국
내법에 저촉되어 국내법의 수정･변경을 요하는 사항, ③ 그 이행을 위해서는 국내법의 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의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다.12) 조약의 어느 한 조항이라
도 ‘입법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되어 국회의 비준동
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13)
8)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비준동의 없이 1989. 9. 29. 조약 제990호로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등교육의 수학, 졸업증서 및 학
위인정에 관한 지역협약’ 조약에 대하여 그 법적 지위가 헌법적인 것은 아니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으나(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결정), 이는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방론으로 간략하게 설시한 것으로 상세한 논
증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다른 결정례에서 이와 같은 판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위 판시내용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9) 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주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아동권리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단지 그 효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될 따름이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이 국
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될 여지도 있어 우려스럽다.
10) 정재황, 헌법학, 박영사, 2021, 1662면.
11)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동의는 외교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동시에 입법의 측
면에서는 국회입법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권력분립상의 국회법률독점주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설명
(전종익, 조약의 국내법상 지위와 고시류조약,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239면)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12) 김용진,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범위, 순간법제, 통권 제244호, 1988, 32면; 도경옥,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서울국제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3, 105~113면; 박영태, 조약심사와 그 사례 소개, 법제, 통권 제473호, 1997, 113
면; 이상훈, 헌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고찰: 국회동의의 법적 성격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중심으로, 국제법 동향과 실무, 통권 제5
호, 2003, 101~102면.
13) 도경옥, 위의 논문,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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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가 주된 내용
을 이룬다. 아동권리협약에 열거된 아동의 권리 중에는 국내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
은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의 직접적인 면접
교섭권(제10조 제2항),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보접근권(제17조)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내 법률이 아동
권리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포괄한다고 볼 수도 없다.14)
나아가 아동권리협약에는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 당사국에서 이행법률을 제정할 것을 전
제한 조항도 다수 존재한다. 이를테면,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일시적 또는 항구
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
용될 수 없는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0조 제2항). 또한,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의 완전한 실
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15)
이처럼 아동권리협약은 국민인 아동의 권리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법률의 제･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주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아동권리협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
에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의 수준을 ‘법률’로 인정하
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는데도 그 비준동의를 거
치지 않은 조약이나 애당초 국회의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내법
상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16)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이 법률에 준하는 효력조
차 인정받지 못한다면,17) 그 실효성이 완전히 부정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아동권리
협약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여 법률에 준하는 수준 이상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4) 즉, 국회의 비준동의를 배제할 정도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국내 법률의 내용과 중첩된다고 볼 수 없다.
15) 이들 조항에서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다는 것이 이행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16) 전종익 교수는 “만약 모든 조약에 법률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면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조약의 경우 헌법상 법률제정에 국회가 관여할 방법
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는 조약체결권자인 대통령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민주적 의회의 입법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점에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는데(전종익, 앞의 논문, 239면), 이에 적극 찬동한다.
17) 심지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에 헌법과 동일하거나 헌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부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현소혜, UN 아동
권리협약 제4조의 이행상황, 법조, 통권 제713호, 2016,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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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의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미와 성립요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적어도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8)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에서 보편타당한 국제법규범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법규를 말한다. 조약도 그 ‘주요 내용’이 국제사회의 절대 다수
국가의 호응을 얻어 일반적인 규범력을 발휘할 수 있다.19)
국제관습법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는 데에 이론(異論)이
없다. 즉, 국가의 실행이 통일적이고, 일관되며, 일반성을 갖추되, 각국이 그러한 실행을 하
는 것이 단지 의례적이거나 습관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
된다는 확신이 수반될 때에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본다.20)
헌법재판소는 종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세계인
권선언에 대하여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
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
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거나21)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결사
의 자유 및 단결권 보장에 관한 협약),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
용에 관한 협약), 제105호 협약(강제노동폐지에 관한 협약), 제151호 협약(공공부문에서
의 단결권 보호 및 고용조건의 결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 국제노동기구 산하 결사자
유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
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22)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인정한 예가 있어 주목할 필요
18) 국제관습법 이외에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으나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널리 승인된 조약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포함될 수 있
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이므로 이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선행연구의 내
용에 맡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는, 정인섭, 헌법 제6조 제1항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 실행, 서울국제법연
구, 제23권 제1호, 2016, 52~55면 참조.
19) 정인섭, 앞의 논문, 53면; 조약에는 발효에 관한 절차 조항 등 기술적･절차적 내용도 포함되므로 아무리 많은 호응을 받은 조약이라 할지
라도 그 조약내용 전체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20)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제11판), 박영사, 2021, 40면.
21)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6헌마51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
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결정.
22)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헌법재판소 2005. 10. 27. 선고 2003헌바50･62 등 결정, 위 2003헌바51･2005헌가
5(병합) 결정, 위 2006헌마462 결정, 위 2006헌마518 결정,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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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 청구권협정’이라 한다)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사
건에서 “독립된 주권을 가진 국가라고 하여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 전범에 관한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의 권위와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범
적 질서라고 할 것이다. … 국제사회에서 개인이 행한 침략에 대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
쟁범죄 등에 대하여 국제전범재판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습법으로서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23) 독일
의 나치 전범을 처벌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일제(日帝) 전범을 처벌한 도쿄 재판 등을 통하
여 침략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 대하여 국제전범재판을 통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는 국제법적 원칙이 성립되었고, 1946년 유엔 총회에서 ‘뉘른베르크 헌장에 의하여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들과 동 재판소의 판결을 확인하기 위한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으로써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몇몇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인정하였다. “국제관습법에 의
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
나，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
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이른바 제한적 국가면제를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판단하고,24) “본국에서 정치범죄를 범하고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로 피난해 오는 경우에는 이른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정치범 불인도를 국제관습
법으로 인정하였다.25) 또한, “국제법상 전후 배상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 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은 국제분쟁의 해결･예방을 위
한 방식의 하나로서 … 국제관습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조약형식”이라고 보았다.26)
반면에 대법원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다.27)
23)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4헌마888 결정.
24)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제한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도형, 주권면제에 관한 한국법원의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2호, 2015, 131~143면 참조.
25)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26)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2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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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기본권헌장과 그에 기반한 유럽인권법원의 입
장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28)

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위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위상 또는 법체계적 지위는 재판규범성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헌법, 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의 어느
지위에 놓이는지에 따라 헌법소송과 법원소송에서 준거규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
고 최종적인 규범통제의 권한과 책임도 달리 귀속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헌
법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면 헌법소송의 재판규범이 되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
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헌법에 열위인 경우에는 헌법소송에 의한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 것
이다(헌법 제111조 제1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법률과 동등한 또는 그보다 하
위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그 해석과 적용의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
속하게 되고,29)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재판의 전
제가 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헌법 제107조 제2항).
이에 대해서는 ①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30) ② 헌법보다는 하위이나 법률
보다는 상위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31) ③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 ④ 법률
보다 하위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32) ⑤ 내용에 따라 다른 법체계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
다는 견해33) 등이 대립한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인정한 결정에서도 그 법체계적 지위를 직
접 논하지는 않았다. 단지 “헌법상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제6조)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된다.”라거나34)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
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28)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
2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66272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99
헌바91 결정.
30) 최재훈･정운장, 국제법신강, 신영사, 1996, 89면.
31) 성낙인, 헌법학(제15판), 법문사, 2015, 317면.
32) 김대순, 국제법론(제18판), 삼영사, 2015, 304면.
33) 김철수, 헌법학신론(제21전정신판), 박영사, 2013, 290면.
34) 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132･170(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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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35) 일반론을
설시한 몇몇 결정례를 통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법률에 준하는
정도의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법체계적 지위를 직접 판시한 적은 없고, 단지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한 예가 있을 뿐
이다.36) 다만,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면제에 관한 판결에서 “국제관습법상 인정
되는 국가면제의 법리는 … 헌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오로지 대한민국 국내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
유로 이러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였다.37) 국가면제의 법리를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이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포섭하면서 이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생각건대,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상위의
위상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어긋난다.38) 더욱이나 헌법과 동위의 효력을 인
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데, 국민
을 배제한 채 헌법의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39) 헌법 부칙(제10호,
1987. 10. 29.) 제5조에서는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동위에 있는 조약
에 대한 헌법의 우위를 천명하고 있고,40) 헌법과 법률 사이에 새로운 법체계를 형성할 것을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의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그
내용에 따라 구별한다는 것은 수범자로 하여금 해당 국제법규의 법체계적 위상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 채 행동하게 하고, 법집행자가 자의적이거나 자기편의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
게 할 우려가 있다.41) 결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문언이나 국제법 존중주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35) 헌법재판소 2001. 4. 26. 선고 99헌가13 결정.
36) 대법원 2005. 5. 13.자 2005초기189(2005도1936) 결정.
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16가합580239 판결;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사건으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8) 윤진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서울대학교 법학, 제46권 제3호, 2005, 86면.
39)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2019, 534면.
40) 헌법재판소 2013. 11. 29. 선고 2012헌마166 결정.
41) 정인섭, 앞의 논문,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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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아동권리협약은 유엔 회원국 중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193개의 모든 국가의 비준을
받은 다자간 조약이다. 아동권리협약이 이처럼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
는 그 내용의 보편타당성이 자리 잡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관
념을 아동권리협약으로 실현함으로써 ‘네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
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정언명령에 응답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입은 피해는 참혹했다. 이 전쟁
이 끝난 후에 영속적인 평화와 발전을 지향하며 1920년 국제연맹이 결성되는 세계적 분위
기 속에서 1922년 영국 아동구호기금의 ‘세계아동헌장’은 국제적인 아동권리운동의 토대
가 되었다.42) ‘아동의 권리’가 최초로 국제 문서에 채택된 것은 1924년 국제아동구호기금
이 발표한 ‘아동복지를 위한 제네바선언’인데, 이 선언은 같은 해 9월 국제연맹 총회에서 추
인을 받아 국제연맹의 이름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이것이 바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선언으로 알려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이다.43)
다만, 제네바선언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보다는 보호의 객체로 삼는 경향이 강하
였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은 것은 제2차 세계대
전이 끝난 다음이다. 유엔은 1959년 제14차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
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
고,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지만, ‘선언’은 어디까지나 ‘선언’
에 지나지 않아서 법적 효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44)
이에 그 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유엔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 채택 20주년을 맞아 그 해인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
로 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실질화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세계 각국이 아동권리에 관한 집단
지성을 결집하여 10년이라는 기나긴 기간 동안 조약안 마련과 그 비준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였고, 마침내 아동권리협약은 1989. 11. 20.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시각의 변화 등에 비추어
42) 송주미,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가이념의 방향과 과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3, 182면.
43) 이윤구,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한국청소년연구, 제2호, 1990, 121면.
44) 김승훈,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의 의미와 과제, 인도법논총 ,제29호, 2009, 145~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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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통
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자 보편적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
중 기술적･절차적인 내용45)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은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을 갖춘 국
제관습법에 해당하고, 이는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다만,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선언한 부분, 당사국에게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부분, 당
사국의 의무이행상황 점검 및 협약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들
내용은 각각 국내 적용과정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위헌확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논증구조로 법률유
보원칙의 준거가 되는 ‘법률’에 아동권리협약이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46) 적어도 아
동권리협약 중 당사국의 조치의무를 정한 부분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
인한 것이다.
㉠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위 조례 제5조 제3항에서 학교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별 등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이외에도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2호에서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조례 제5조 제3항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 선언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의 하나로서, 위와 같은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이다.

45) 대체로는 아동권리협약 제3부의 내용들이 그러하다.
46)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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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방식
국제법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국제법이 직접 국내에 적용되
는 수용(incorporation)의 방식과 국제법의 내용이 국내법으로 만들어져 국내법으로서
실현되는 변형(transformation)의 방식이다.47) 조약의 경우에는 당사국의 헌법조항이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양자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관습법을 포괄하는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경우 그 성질상 변형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국제
법 존중의 관점에서 옳지도 않다. 국제관습법의 성립 여부와 그 시점을 항시 파악하여 이를
곧바로 국내법으로 성문화한다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국제법 위반의 위험에
항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관습법은 수용의 방식으로 직접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48)
헌법재판소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침략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하여 국제전범재판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관습법이라
고 전제하고서 이를 직접 적용하여 국내의 모든 국가기관은 국제전범재판소의 국제법적 지
위와 판결의 효력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도출한 다음,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
으로 유효하게 승인되는 국제전범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처벌을 받아서 생긴 한국인 BC급
전범 피해 보상 문제는 처음부터 이 협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49)
대법원도 제한적 국가면제를 국제관습법으로 인정한 판결에서 그 직접 적용을 전제로,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므로 그에 관한 소를 부적법 각
하하고, 국가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
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50)

47) 전자의 방식을 일원론으로, 후자의 방식을 이원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48) 정인섭, 앞의 논문, 59~60면.
49)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4헌마888 판결.
50)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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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권리협약의 소송유형별 적용례 분석
가. 개요
법률과 같은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아동권리협약은 사법심사의 영역에서 재판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다. 법원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당연히 인지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건에서
직접 적용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이 재판규범으로서 작용하는 영역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사법심사의 영역을 아우른다. 이를테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
위법성,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의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 형사소
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있어 적법한 절차의 판단기준으로 아동권리협
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사건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직접 재판규범으로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다. 소송의 유형별로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한 몇몇 사안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아
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단초로 삼고자
한다.

나. 가사소송･비송
아동이 부모 등 양육자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가사
소송의 영역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직접 적용될 여지가 많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사건
에서 자녀인 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한 사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대상판결1]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 몰래 자녀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출국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원고에게
자녀들의 캐나다 내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원고와 자녀들의 연락을 수개월 동안 단절시켰다.
<판단>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제10조 제2항에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 모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는데, 자녀들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자신들과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원고와

1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아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성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하였다.51)

[대상판결2]
<사실관계>
원고가 약 한달 동안 자녀인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자녀와의 교류를 장기간 차단당하여 궁박한 상태에 처해있던 피고에게 증여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차용증을 받아낸 데에 이어 피고의 재산 중 상당한 비중이 있는 아파트의 일부
지분마저 증여받았다. 원고는 그 후 약 한달 동안 자녀와 영상통화를 하게 해달라는 피고의 요구를
또 다시 거절하면서 피고가 이혼을 협의하자고 말할 때까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
<판단>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아동에게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는데, 원고가 자녀와 피고의 교류를 차단하여 자녀의 부모
쌍방의 돌봄을 받을 권리와 피고의 자녀를 돌볼 권리를 해하고, 이러한 위법한 상황을 자신의
재산상･신분상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52)

이들 사건에서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이혼사건에 있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위한
직접적인 재판규범으로 삼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사자 중 한쪽을 아동의 친권자 및 양육
자로 지정하면서 해당 아동의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그 지정의 중요한 고
려요소로 삼음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이 가사소송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재판규범으로 작용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아동이 부모의 이혼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수동적 객체로 되는 것을 넘어 부
모에 의하여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된 민법에서는 제922조의2와 제924조의2
규정의 신설로써 그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
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
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
51) 서울가정법원 2021. 11. 23. 선고 2019드합11692(본소), 2020드합38808(반소)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른 증거들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그러한 권리침해 행위를 이유로 피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적합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52) 서울가정법원 2021. 2. 17. 선고 2019르33242(본소), 2019르3325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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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가정법원에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청
구할 수 있다.53) 종래 부모로부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
에 비하여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적 구제수
단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 형사소송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야 하므로,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별도의 법률규정 없이
곧바로 그 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이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
성, 위법성, 책임의 인정과 조각 등과 관련하여 직접 적용될 수 있다. 최근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내용에서 양형요소로 직･간접적으로 도출한 판결례들이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3]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자녀인 피해자(8세)를 3일 동안 폭행･협박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원용하였다. 법원은 먼저,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최우선이익, 무차별, 생명존중과
발달보장, 의사존중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두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대 권리의
증진에 국가적 보장,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대원칙에
기초하여 아동복지법이 입법화되어 아동의 권리가 구체적인 법률로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아동권리의 실천적 측면에서의 현실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채 여전히 아동을 자신의
전유물이나 보호의 대상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동권리
보호의 규범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무척 크다는 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며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다.54)
[대상판결4]
법률상 부부인 피고인들이 자녀인 피해자(여, 3세)의 전신을 밀걸레봉 등을 이용하여 30~40회
가량 때려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4대 원칙을 구현한
아동복지법에서 도출되는 ‘국가의 아동보호 의무’를 확인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이를 중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0년,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55)

53) 이 경우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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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5]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밀수입하여 투약하고 이를 판매하기까지 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서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미혼인 피고인이 갓 출산한 딸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 및 피고인의
딸이 그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특별히 보호하고 원조하여야 하는 국가의 역할과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56)

대상판결3, 4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양형의 고려요소로 전면에 내세웠으나 해당 사안에서
적용할 아동복지법의 입법취지나 배경을 부각시키는 매개체 정도로 언급하였을 뿐이어서
아동권리협약의 간접 적용례로 평가할 수 있을 따름이다. 대상판결3에서 아동권리협약으
로부터 도출한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형사재판의 양형요소로 삼았다면, 대상판결4에서는
아동권리협약으로부터 국가의 아동보호의무를 도출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
함으로써 아동을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선언한
점에 특색이 있다. 즉, 대상판결3에서 아동학대범죄의 보호법익에 중점을 둔 반면, 대상판
결4에서는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당사국의 책무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3, 4에서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을 지지하는 근거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설시한 반면, 대상판결5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아동권리협약 규정을 들었
다. 아동권리협약이 폭넓게 적용된 판결례로서 형사소송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더욱이나 대상판결5에서는 다른 국내법률
의 매개 없이 곧바로 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1항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직접
도출하였는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례로 볼 수 있어 고무적이다.

54) 서울고등법원 2014. 5. 13. 선고 2013노3788 판결; 이 판결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아동에게 고유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며 아동학대범죄의 보호법익에는 개별 형사법에서 상정한 법익에 더하여 아동권리라고 하는 보호법익
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대구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노14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5. 6. 11. 선고 2015노62 판결에
서도 아동학대범죄사건에서 위 판결의 논지를 원용하여 형을 양정하였다.
55) 울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고합180 판결; 이 판결의 이러한 판시내용은 의정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합31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이 후속판결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가의 아동보호의무가 실
현된 산물이라고 보고 있다.
56) 서울고등법원 2015. 9. 18. 선고 2015노14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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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민사소송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대하여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
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
다.”고 판시하였다.57) 아동권리협약에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유사한 대국가적, 방어권적
권리에 관한 규정이 다수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을 구성한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적 규정과 일반원칙은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중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내용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상판결6]
법원은 대상판결3 사안의 사망한 자녀의 친모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아동권리협약상 아동학대금지에 관한 규정을 들면서 아동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인
보호자가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이 받는 충격과 고통이 큰 점,
생활반경이 좁고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아동은 부모 외에 학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기
어려운 점,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종종 훈육 수단 또는 가정 내부의 문제로 포장되며, 구조적
특성상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더욱
중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58)

대상판결6에서 행위의 위법성을 아동권리협약상 아동권리의 침해에서 곧바로 도출한
것은 협약의 직접 적용을 전면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다만, 기본권의 대사
인적 효력을 의식한 탓인지 아직까지도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한 판결
이 매우 드물다. ‘누구라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적어도 불법행위의 위법
성 관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마. 행정소송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할 여지가 많
다. 특히 출입국, 난민 등과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할 수 있어 보이는데, 행정소송
의 영역에서도 역시 협약을 직접 적용한 사례가 드물다.
57)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5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3가합36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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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7]
중학교 교장인 원고는 교직원들에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응시하는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학생들의 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피고 전라북도교육감은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상 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헌법 제31조 제1항 및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교육에 관한 권리(학습권)는
1차적으로 학생에게 있고, 학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59)
[대상판결8]
원고는 15세의 외국인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호조치 및 강제퇴거명령을 하였다. 원고는 자신을 양육할 사람이 모두
국내에 있어 강제퇴거될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양육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퇴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2항의 취지가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당국이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 협약 제10조
제2항도 협약상 권리가 국가안보, 공공질서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60)
[대상판결9]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가인권위원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동청소년인권과에서
모니터링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로계약만료 통보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단체협약에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인권모니터링 업무가 그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법원은 우리나라의 아동권리협약 비준･가입 사실만을 적시하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계획,
직제, 권한분장 등에 비추어 아동인권모니터링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61)

대상판결7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헌법과 병렬적으로 적시하여 기본권인 교육에 관한
권리가 학생 또는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헌법재판소 결정례62)에 따라 헌
법 제31조 제1항에서 손쉽게 학습권을 도출해낼 수 있음에도 아동권리협약을 병존적으로

59) 전주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구합307 판결.
60) 대전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2392 판결.
61) 서울고등법원 2022. 1. 19. 선고 2020누47580 판결.
62)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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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게다가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을 나란히 권리 도출의 근거로
삼은 것은 국제법 존중의 차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한 의도
로 읽힌다.
대상판결8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제10조 제2항을 들어 사실상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
을 전면 배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제10조 제2항은 어떤 국가로부터 출국할
권리의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서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
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상판결9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내용을 설시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아동권리협약
의 적용례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원이 아동권리협약 제4조를 들어 그 협
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아동인권모니터링 업무를 바라보았다
면, 아동권리협약 제4조를 직접 적용한 판결례에 해당될 수 있었는데, 굳이 국가인권위원
회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시하면서도 위 제4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서 아동권
리협약의 적용에 꽤나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아쉽다.

3. 아동권리협약의 간접 적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가. 개요
실무상 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여 결론의 논리를 구성한 판결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아
동권리협약을 국내법의 해석을 돕는 정도로 그 역할을 제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국내
법의 해석만으로도 사건의 해결에 충분한데 그 실정법의 제정 배경이나 취지를 부연하는
정도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설시한 것이다.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아동권리협약
을 굳이 간접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이유나 근거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제시되거나 짐작되
는 것을 짚어보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봄으로써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하여야 할 정당성
을 논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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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권리협약을 간접 적용하는 이유
(1) 아동권리협약 직접 적용의 유인 부족
법원으로서는 국내법의 해석만으로도 사건의 해결에 충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할 유인을 찾지 못한다고 보인다.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이 제정되어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국내법 규정의 내용이 서로 중첩
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테면, 아동복지법에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등 상당 부분의 내용
이 편입되어 있어63)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올 현실적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법원은 논증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동권리협약을 보충적･보
조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을 띠게 된다.
형사소송에서도 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 정황이나 경위, 내용 등을
가중적 양형요소로 삼을 수 있는데, 대상판결3, 4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과 아동의
4대 권리를 구현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끌어냈다. 여기서
아동권리협약에서 구체화된 아동의 권리까지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인상마저 받는다.
아동권리협약을 보충적･보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국제법 회피의 경향으로 규정짓는다
면, 이는 아동권리협약에 친숙하지 않았던 실무례에 의해서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존재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재판규범으로 활용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설령 그 협약을 적용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보충적 수단에 머물게
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
고, 이것이 곧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원천이
될 것이다.
(2) 아동권리협약 직접 적용의 성질상 제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대국가적, 방어권적 측면에서 정하면서 아동의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에게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
한 아동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준하는 추상성과 일반성을 갖기 때문에, 이를 언제나 재
판규범으로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대국가적 방어권의 성질에 비
63) 아동복지법 제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 조치의무 중 상당 부분이 편입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제2
조의 기본이념과 제5조의 보호자 등의 책무에는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이 담겨져 있다.

2022. 6

21

법제논단

추어 이를 사법관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64)
법률규정에서 그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등으로 적용국면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데다
그 내용이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리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일반적인 법원리는 그 추상성으로 인하여 보충성을 갖게 된다. 구체적인 사건의 쟁점
에 맞는 개별적 규정이 없는 경우나 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인 법원리를 내세울 수 있게 되고, 이때 아동권리협약의 내
용이 해석의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을 가능케 하는 원천을 자기집행성,65) 즉 별도의 이행법률 없
이 그 규정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성질로 이해하는 경우 권리규정이 아닌 당사국의 조치의
무를 정한 규정은 자기집행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을 띨 수 있다.

다. 비판적 검토
(1)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 규정의 병존적 적용
국내법 규정이 있다는 사실이 아동권리협약을 뒤로 물릴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규정내
용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아닌 한 경합관계에 있는 규정들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즉,
아동권리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법률은 법리적으로도 병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66) 더
욱이나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원론적･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술적인 내용을 담은 법률규정과 결합하여 규범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은
아동권리협약 전부가 국내법체계에 그대로 스며들어 형성된 ‘전체로서의 법질서’를 고려하
여야 하는 것이다.67)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에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완전히 포섭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동
권리협약의 권리내용이 국내법의 규정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64) 헌법상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관련한 논란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적용부정설, 직접 적용설, 간접 적용설이 대립하
는데, 간접 적용설이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5) 미연방대법원은 의회의 관여 없이 법원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기집행적 조약’(self-executing treaty)과 이행법률이 있어야만 국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비자기집행적 조약’(non self-executing treaty)을 준별하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고, Sosa v. Alvarez-Machain 사건에서
자유권규약은 미국을 구속하지만, 비자기집행성 선언에 따라 자유권 규약은 연방법원에서 집행가능한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Sosa v. Alvarez-Machain, 542 U.S. 692, 735(2004)].
66)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
적, 규정 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아동권리협약이
기본권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음을 고려하면, 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이 서로 모순, 저촉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67) 장태영, 국제인권조약의 효력, 적용, 해석, 민사판례연구, 제42권, 2020, 10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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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부모를 둔 아동은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부모 모
두와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아동권리협약
제10조 제2항, 아동에게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가 있
다고 정한 아동권리협약 제7조 제1항 후단68)의 각 규정내용은 민법 등 국내법에서 정한 내
용으로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연유에서 법원도 이들 협약규정
을 구체적인 사건에서 직접 적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간접적으로만 적용하여 국내법의 해석에 참고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
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법원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협약내용을 배척할 논리로
남용될 수도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할 경우 국내법의 내용과 일부 상충하는 측면
이 있더라도 양자가 병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해석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간접 적용
할 경우에는 해석의 참고자료에서 배제하더라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아동권리협약의 간접 적용을 지지할 근거인 ‘성질상 제한’의 미흡함
헌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 적용에 입법부의 실질적인 관여, 즉 이
행법률의 제정을 예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태생적으로 이행법률에
친숙하지 않음은 앞서 언급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하지 않을 분명한 이론적·법
적 근거가 없다.
아동권리협약에서 당사국에게 일정한 국내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복지
법도 이러한 입법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아동권리협약과 해당 법률은
일체를 이루어 일정한 규율을 하게 된다.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 조치의무에는 그 규율의
목적과 취지가 담겨 있어 해당 법률의 규율범위를 확정하거나 권리･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과 해당 법률이 결합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69) 즉,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은 독자적으로 완결적 규율을 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행을 위한 법률과 결합하여 일정한 규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아
동권리협약에 의해 보장되는 아동권리의 구체적 내용과 보장의 정도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68) 이들 규정은 대상판결1, 2에서 법원이 직접 적용한 것이다.
69) 대법원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아동반환청구의 권원을 위 협약과 법률 모두에서 찾고 있다(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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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협약 전체 조항과 협약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 및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의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항고소송 중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작위의 위법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등을 떠올
려 보면, 아동권리협약에서 당사국의 일정한 조치의무를 정한 부분도 소송과정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70) 즉, ‘성질상’의 제한이라는 것은 해당 규정의 직접 적용을
배제할 일반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는 없고, 소송의 유형이나 규정의 적용국면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국제법 존중주의에 대한 헌법적 요청
당사국 내에서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이 관여
하지는 않는다. 단지 당사국이 선택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방식이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국이 그 협약의 위반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7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우리나라의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우
리나라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
였다.72) 법원이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을 통한 실행에 소극적인 것은 분명히 국제법 존
중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으므로(헌법 전문 및 제6조
제1항 참조),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 요청됨은 당연하다.”라고 전제하고서 국내 법률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법규를 위반한 경우 헌법원칙인 국제법 존중주의에 반하여 헌법 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73)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여 이를 직접 적용함으로써 그 규범력을 실질적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법 존중주의를 구현하는 길이다.
70) 이것이 곧바로 아동권리협약이 부작위위법확인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권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청구의 당
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법성 판단기준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협약에 따라 국가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각종의 보
호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다는 견해(현소
혜, 앞의 논문, 34면)도 있다.
71) 장태영, 앞의 논문, 1039~1040면.
72) CRC/C/KOR/CO/3-4, para. 10.
73) 헌법재판소 2014. 5. 29. 선고 2010헌마6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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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으며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
은 것에는 의문이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를 해당 조약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주
된 근거로 삼는 경향에 따라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또는 국내법적 효력이 불분명
해지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의 채택과정,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시각
의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는 것은 오
늘날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이자 보편적 법규범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최근 들어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판결이유에 설시하는 예가 자주 나타나고 있
지만, 그 인용빈도에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하기만 하다. 그마저도 아동권리협약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해당 사건의 결론도출에 있어 준거법으로 삼은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가
사소송을 비롯하여 형사, 민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송분야에서 아동권리협약
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동안 아동권리협약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가 적었던 것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관련
법률의 규정내용이 중첩되거나 아동의 권리를 확인한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성질상 직접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규정내용의 중첩은
규정의 병존적 적용을 지지하는 근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아동권리협약의 배제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성질상의 제한이라는 것도 관념적인 기준이어서 아동권리협약을 실
제 사안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할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법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동권리협약을 직접 적용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을 재판규범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동권리협약의 직
접 적용을 위한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이 더 이상 상징적인 의미로
남지 않도록 사법부가 아동권리협약과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부디 이 논문이 아동권리협약의 직접 적용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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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Adjudicatory Norms

Ki-Sang Jung / Judge, Suwon High Court
Seo-Hyun Oh / Director, Korea Legal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Protection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hereinafter ‘UN CRC’)
did not receive consent to ratifica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it fully deals with children's rights. The domestic legal effect of UN CRC
became unclear due to the belief that the treaty has the same effect as the act
by the National Assembly's ratification consent. However, in light of the
process of adopting UN CRC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he rights of children, recognizing children as the subject of
rights and guaranteeing them by the state should be seen as a general principle
and universal legal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UN CRC is generally an approved international law
and has the same effect as the act.
In recent years, there have often been cases in which the judiciary explains
the contents of UN CRC as the reason for the ruling, but in absolute figures, it
is still insufficient. It is rare to directly apply the provisions of UN CRC in
deriving the conclusion of the case. Nevertheless, it is encouraging that UN
CRC has been mentioned in various litigation fields, from family litigation to
criminal, civil,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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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UN CRC has rarely been directly applied is based on the
argument that the contents of UN CRC overlap with the provisions of related
laws or that the contents of UN CRC are not suitable for direct application.
However, the overlap of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 corresponds to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coexistenc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and is not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exclusion of UN CRC. Restrictions in nature are also
ideological standards, so they are not conclusiv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UN CRC can be directly applied in actual cases. Efforts are needed to
directly apply UN CRC, even in response to the constitutional request of
respecting international law.

※ Key word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nsent to
Ratification, Customary International Law, Domestic Legal Effect,
Adjudicatory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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