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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연구목적: 영유아 교실은 권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공간이며 우위의 권리가 존재
할 때 충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권리의 위계 가능성의 근거로 논의되
고 있는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 및 지지관계적 권리를 살펴본 뒤 이 개념들을 토대로
영유아의 권리인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로 구
분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방법: 이 연구는 권리를 위계화할 수 있다는 논의를 한 연구들의 원리를 차용한 문헌연구
이다.
결과: 4대 권리 중 생존권과 보호권은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 다른 권리보장을 위해
우선되는 권리에 해당될 수 있는 기본 권리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였
고, 또한 이 둘은 참여권 보장을 지지하고, 참여권의 보장은 다시 발달권의 보장으로 이어
진다. 따라서 협약의 4대 권리 중 생존권과 보호권은 위계상 가장 상위에 위치한 권리이
며 그 다음으로 참여권이, 그 다음으로 발달권이 순차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 교실에서 일어나는 권리 충돌의 해결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결론: 이 연구는 영유아 교실 내의 특정 상황에서 우선 선택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권리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주제어: 영유아 권리, 권리의 위계, 인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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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론
영유아의 모든 권리는 동등하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며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불가분성(indivisibility) 개념은 지금껏 자명한 원리로 간주되어 왔다. 특정한 권리
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그렇지 않은 권리에게 주어질 침해와 상대적 무관심이 예측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유아 교실을 들여다보면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명제와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함께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모든 권리
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영유아 교실에서는 그것들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유선택활동시간에 한 놀이영역
에서 놀 수 있는 유아의 수를 제한하는 방침은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접
근이 제한된 유아의 놀이권을 침해한다. 안전권과 놀이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없는 것
이다. 어느 권리를 선택하든 다른 하나의 권리는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권리의 충돌
상황은 ‘한 사람의 인권의 향유가 타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상황(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2018)’으로 교사로 하여금 어느 권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스럽게 만
든다(김호현, 장희선, 2017).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안전과 놀이에 대한 권리는 인권
의 불가분성 원리에 따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쉬이 결정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만약 안전권과 놀이권 중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
리, 즉 권리의 위계가 존재한다면 이 문제는 쉬이 해결될지도 모른다. 충돌하는 권리 중
더 중요한 권리는 더욱 보호되어야 하기에(Koji, 2001) 위계적으로 더 우세한 권리를 선택
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인권의 불가분성과 권리의 위계라는 개념이 대치되는 형국은
더 중요한 권리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낸다. 이에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법적,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권리는 중요도에 따라 나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
권의 불가분성 개념에서 시작된 권리의 위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권의 발
전 역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50여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의 법적 강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6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과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이 체결되면서 국제인권법
이 마련되었다. 이는 애초 권리를 두 범주로 구분할 생각이 없었던 위원회의 의견에 반하
여 이해당사국들 중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서양 대표들은 자유권 규약을, 사회주의와
개발도상국가 및 탈식민지 국가의 대표들은 사회권 규약을 국제인권규약에 포함시키고자
한 결과이다. 이후 1968년 테헤란 선언에서 유엔총회는 사회권의 실현 없이는 자유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기치아래 사회권을 다른 권리보장에 선행하는 핵심 권리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서양 국가들의 반대에 따라 1993년 인권에 관한 비엔나 세계 회의에서 선언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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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나선언과 실행계획’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은 서로의 우위에 서지 않는다는 인권의 불가
분성 개념이 적용되었다. 인권의 불가분성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
화적 권리는 서로 보충하는 관계이고 동등하게 중요하며, 위계화될 수 없다는 의미
(Quane, 2012)이다. 한 권리의 실현은 다른 모든 권리의 실현과 이어지는 것이지 한 권리
가 다른 권리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Macklem, 2015). 예컨대 생명․자유 신
체의 안전, 사상과 양심 및 종교, 평화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자유권은 교육,
거주, 건강, 문화를 누릴 권리를 포함하는 사회권의 보장에 의해 강화되며 그 역도 성립한
다(Quane, 2012). 즉 신체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연대의 자유가, 연대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신체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권리들은 서로 엮여 있다는 점에서 어느 권리가 우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Macklem, 2015). 불가분성의 의의는 굶주리는 사람에게도 생존과 자유
중 어느 것이 우선할 것 없이 둘 모두 동등하게 중요하다는데 있다(Koji, 2001). 이후 불가
분성 개념은 세계인권법의 핵심 뿌리로 여겨져 왔다(Hamlyn, 2008).
그러나 인권의 불가분성은 수사에 불과하며 현실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논의가 있다.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가 존재한다면 국가가 자의적으로 그 권리를 폐기하거
나 수정할 수 없고(Klein, 2008), 권리 충돌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Meron,
1986). 또 불가분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권리가 상호 연결되어 서로의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주어야 하지만 반드시 모든 권리들이 상호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
다. 예컨대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
만 표현의 자유는 이동의 자유에 필수불가결한 권리가 아니고(Nickel, 2008), 교육받을 권
리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관련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권리들은 범주별 가분이 가능
하다(Macklem, 2015).
이런 관점에서 권리의 위계에 관한 논의는 몇 가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첫 번째는
강행규범(jus cogens)과 대세적 의무(erga omnes)를 근거로 하는 논의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모든 국가는 그 권리를 보호할 의
무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 권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강행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
고, 국가는 이 근본적인 권리를 반드시 보장할 대세적 의무를 지닌다(김석현, 2014). 강행
규범은 인간의 핵심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국가 간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국가
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절대 규범으로(이진규, 2010), 그간의 판결에 따르면 침략적인
무력사용, 자결권, 고문, 반인도적 범죄, 노예제 및 노예무역, 해적 행위, 인종차별 및 격리,
민간인에 대한 적대 행위의 금지 등이 강행규범으로 인정되었다(이성덕, 2011). 강행규범
으로 인정되는 이러한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조약 비준국들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
며, 침범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이기에 다른 모든 권리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권리로 여
겨질 수 있다(Koji, 2001). 두 번째는 불가침의 권리(non-derogable rights)에 따른 논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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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가침의 권리는 국가재난상황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포기될 수 없는 권리로 자유
권 규약, 유럽인권조약, 미주인권협약의 조항에 명문화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생존권, 고
문․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받지 않을 권리, 노예․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형
법의 소급적용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Tahvanainen, 2006). Koji(2001)는 논의
가 필요하지만 불가침의 권리는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를 포함하면서도 그와 달리 구체
적인 권리가 조약에 명시되어 있기에 가장 명확한 권리 위계의 근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권리의 위계가 존재한다는 근거로 내세워진 이 개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약 비준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이자 ‘다른 가치보다 더 가치 있고, 향유될 때 내재적으로
더 만족감을 주는 권리(Shue, 1996)’이다. 이 권리들은 핵심 가치와 국제적으로 공통의 이
익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Tahvahainen, 2006), 여러 조약에 상위 권리로 명시되어 있
다는 점에서(Meron, 1986),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계상 더 중요한 권리로 상정
될 수 있다(Koskenniemi, 1997). 세 번째, 지지 관계에 따른 권리의 위계 논의가 있다. 이
논의는 경제 발달이 국가의 핵심 목표였던 식민지 국가들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다른 권
리의 실현을 위해 우선되는 관련 권리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식민지 국
가들이 다다르고자 하는 최상의 권리인 정치적 자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
유권이 실현되어야 하고(정치적 독립), 다음으로 사회권의 실현(생존권, 직업권), 힘을 비
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 경제 계획을 이행할 능력의 비축, 국제 원조로부터 벗어
난 자유무역의 실현, 그리고 강대국의 간섭을 벗어날 수준의 주권 강화가 순차적으로 이
행되어야 한다(Whelan, 2016). 이 논의는 자결권이라는 특정 권리는 그 자체로 실현될 수
없고, 그와 관련된 기본 권리들의 순차적 보장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권리의 관계적
위계 관점을 보여줌으로써 권리의 불가분성이 개념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보여주었다(Whelan, 2016). 권리의 순차적 보장에 의한 위계 구분은 Nickel(2008)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Nickel은 한 권리의 보장에 필수불가결한 권리가 있는데 이 필수불가결한
권리가 그 다음 권리를 얼마나 강하게 혹은 약하게 지탱하느냐, 즉 두 권리의 연관성 정도
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예로 반대자들의 폭력을 차단하는 안전권의 보장이 집회권의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 둘은 강한 지지관계에 놓이지만 교육권은 공정하게 재판받
을 권리에 대하여 필요하지만 필수불가결하지는 않기에 약한 관계이다(Nickel, 2008). 그
러나 안전권의 실행이 얼마나 가능한가 역시 집회권의 보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황
상 권리 실행 정도에 따라 이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Nickel, 2008). 이 논의는 지지하는
권리의 보장이 어려울 경우 지지받는 권리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권리가
더 중요한 권리이며 그 점에서 위계화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권리의 위계화가 가능하다면 유아의 권리에도 적용해볼만하다. 유아의 권리는 성인의
권리와 다르다는 관점에서 마련된 UN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네 가지 아동 권리인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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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증진에 대한 내용은 협약비준국의 국내법에 포함되어야 하
며, 시행 여부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의해 모니터링된다(박진완, 2010). 그러나 위원회는
미시행 부분에 대하여 권고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지 권리 증진을 강제하지 못하는데 이는
협약에 명시된 어느 권리들도 강행규범이나 불가침 권리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Pomerance, 2013). 이는 협약의 네 가지 기본권은 불가분성 원칙을 적용받아 모두 동
등하게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고는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으로 유아 기관 현실의 복잡함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을 보여준다. 그 현실이란 현장은 권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이지 말라는 부모나 낮잠시간에 잠을 재우지 말라는 부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유아의 생존권이 걱정되는 교사(김호현, 2017), 음식의 양을
조절하여 비만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기관의 결정과 양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아동
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Punch & Emond, 2012)이 그것이다. 이 예시는 각기 양육
자의 권한인 부모권과 유아의 생존권의 충돌, 그리고 생존권과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경
우이다. 이 두 경우는 두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와 같다.
많은 실증 연구들은 교사들에게 권리는 가치판단을 통해 더 중요한 권리를 선택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예컨대 영유아 교사들은 생존권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호해야 할
권리로 여기거나(이명순, 이은주, 2013) 보호권․참여권․발달권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
고(김정화, 2014), 아동의 사생활권 보호의 찬성여부에 대해 극과 극의 응답을 하기도 했
다(Kop & Tuncer, 2010). 이는 영유아 권리의 중요도에 대해 교사들 사이에서 합의된 인
식이 존재하지 않아 권리침해의 심각성이 어떤 교사에게는 가볍게, 또 다른 교사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장희선, 김호현, 2017). 인권의 불가분성을 아무
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의 인식에는 이미 서로 다르게 권리의 위계가 설정되어 있
으며 그 인식대로 저마다 다른 판단을 할 것이다. 권리의 서열에 대하여 교사들마다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권리 충돌 문제를 일관성 없게 해결할 가능성을 함의함
으로써 어느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보장되는 영유아의 권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함의한
다. 만약 더 중요한 권리가 존재하고,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강행규범 및 불가침의 권리
가 있고, 지지관계를 토대로 위계화가 가능하다면 어느 기관에 가든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을 토대로 논의되고 있는 강행규범 등에 대한 논의가 영유아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권리 충돌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
고자 한다. 국제인권법에서 논의되는 권리와 유치원 현장에서 논의되는 권리는 상이한 것
이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같은 뿌리로부터 시작되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포
함하는 동일한 권리의 내용과 충돌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점에서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와 같은 개념은 유치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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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연구는 인권의 위계 가능성의 근거로 논의되고 있는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
및 지지관계적 권리를 살펴본 뒤 이 개념들을 토대로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영유아의 권
리를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로 구분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그리고 특정 상황에
서 우선 선택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권리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 기본 권리에 따른 권리 위계에 관한 논의
1.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에 따른 권리 위계
강행규범은 국가가 개인이나 타국가의 근본적 이익, 즉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행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그 목적은 강행규범을 위반할 때 심각한 인
권침해가 초래되고(이진규, 2010), 국제공공질서의 근본 규칙을 준수하여(이성덕, 2011)
어느 국가도 국가공동체의 공통적이고 근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억제하는 데 있다.
그 근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권리가 존재함이 확인
이 되어 1969년 UN 가입국들이 국가 간 조약에 관한 공통된 규칙을 성문화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 75개 조항은 조약의 체결, 효력, 개정, 종료 등에
관한 사항을 망라하는데 그 중 제 53조와 64조에 따르면 ‘강행규범은 이탈이 허용되지 아
니하며...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에,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될 수 있다.’ 즉 어느 국가도 강행규범으로 인정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여기
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국제 재판소에 의해 2006년 ‘콩고 영토상의 무장활동 사건’에서 최초로 강행규범이 원
용된 이후 여러 국제적 판결에서 노예의 금지, 육체적 정신적 고문 금지, 재판에 의하지
않은 형 집행의 금지, 비인간적 대우 금지, 차별금지 등이 강행규범으로 인정되었다(이진
규, 2010). 이성덕(2011)의 정리에 따르면 비엔나 회의 당시 동구권 국가들은 침략금지,
국내문제 불간섭, 자결권을, 폴란드는 노에 및 집단학살금지를, 우크라이나는 무력사용 식
민주의 금지를 강행규범으로 주장하였으며, 학자들에 따라 고문금지, 동물 생명, 노예제
도, 인종차별, 전시 민간인과 전투원을 보호하는 규범 등을 강행규범의 지위에 놓을 것을
주장했다. 인간의 모든 권리가 강행규범의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와 견해
에 따라 강행규범 설정 주장에 차이가 있어 국가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만국
공통의 기본적인 권리만이 강행규범이 될 수 있다(Koji, 2001). Walker(2001)가 정리한 강
행규범의 지위를 얻기 위한 다섯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체나 부분의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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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가 있을 경우 (2) 국제 재판소에서 강행규범으로 인정하는 인권 (3) 다국간 협약에 명
시되어 이탈이 금지된 경우 (4) 대다수의 국가에 의해 강행적 지위를 얻은 인권 (5) 다국간
조약에 반영되어 뿌리 깊게 국제적 의식 속에 들어있는 경우이다.
한편 대세적 의무는 국가가 개인이나 타국가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가져야 할 국
가의 의무를 의미한다.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에 대한 판례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대세적
의무가 존재함이 공식 문서화되었다. 이후 집단살해 금지 의무, 고문의 금지, 장애인에 대
한 차별 금지, 민족 자결권 등이 대세적 의무임이 많은 판결을 통하여 인정되었다. 국가나
개인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강행규범과 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인 대세적 의무가 존재하는 한 국가 간 서로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요구할
수 있고, 의무 위반이 발생할 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김석현, 2014).

2. 불가침 권리에 따른 권리 위계
불가침 권리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자연재해나 전시상황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가는 위급 상황에서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의무를 정지시켜 일반 상황에서는 보호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이병화, 2010). 위급 상황에서는 학교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거
나 공정한 형법의 적용이 어렵거나 이동과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Nickel, 2008). 911사태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대테러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
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 그 예이다(최태현, 2012).
자유권 규약에 따르면 특별한 상황에서의 권리 훼손은 크게 제한(limitation)과 일탈
(derogation)로 구분된다(최태현, 2012). 권리의 제한은 공공질서, 공중보건, 국가안보, 공
공안전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 어느 누구의 이익이 앞서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 또 일상의 권리 충돌 상황에서 한 권리의 행사와 보호를
위해 다른 권리에 가해질 수 있다. 예컨대 국가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할 때 흡연권을
제한하여 별도의 공간에서만 흡연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건강권이 비탕이 되는 혐연권을
보장한다. 제한과 달리 권리 위계의 근거로 활용되는 일탈은 국제인권법의 권리보호 의무
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면제되지 않는 특정 권리가 존재한다. 권
리의 박탈이나 제한의 근거 중 하나는 자유권 규약 제 4조 1항에 명시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은 당해 사태의 긴급성에 의하여 엄
격히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이 규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며, 이는 4조 3항에 따라 ‘이 규약의 당사국은 위반하는 규정 및 위반하게 된 이유를 국제
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규약의 타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조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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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혼란이 아닌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상사태’일 때에만 국민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데, 이때 국가는 훼손되는 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훼손의 근거를 조약기구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세련, 2009). 일탈이 가능한 조건은 첫째, 국가의 안
보,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정도의 긴급성을 요하는 비상사태, 둘째, 국가의
자의적인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나 입법부에 의한 비상사태 선포, 일탈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탈조치의 성격을 UN사무국에 통보해야 하며, 긴급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특정 권리를 일탈시킬 수 있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의
이유로 일탈되어서는 안 된다(최태현, 2012).
불가침 권리들은 자유권 규약, 유럽인권조약, 미주인권협약에 공통적으로 명시된 생존
권, 고문․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받지 않을 권리, 노예․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
리, 형법의 소급적용에 처해지지 않을 권리이다(Tahvanainen, 2006). 권리의 제한이 이해
관계의 충돌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유용하여 평상시에도 작동되지만 일탈은 긴급 상황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그 긴급의 기간 동안만 불가침의 권리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에 적
용 가능하다(최태현, 2012).

3. 지지 관계에 따른 권리 위계
하나의 권리는 그보다 더 기초가 되는 권리 보장에 의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권리를 후
권리를 지탱하는 선권리의 관계, 즉 관계적 위계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지지
하는 선권리가 실현되지 않으면 지지되는 후권리는 실현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봉철(2010)은 한 권리의 보장은 그보다 더 기본적인 권리의 보장에 의
해 그 이후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리하여 그 이후의 권리가 보장되는 우선성 질서에 의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생명권, 신체보존권, 의식주에 대한 권리, 양심 및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권리로 다른 권리 보장의 전초가
된다는 점에서 생성기본권에 해당된다. 생성기본권이 보장될 때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
리, 노동여건에 대한 권리, 정당한 법절차, 정치 참여권 등을 포괄하는 최소목적추구권이
보장되며, 최소목적 추구권의 보장은 행복권, 문화공동체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괄하는 목
적증가추구권의 보장으로 이어진다.
권리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정한 Nickel(2008)은 <표 1>과 같이 일곱 가지 권리
범주를 설정하여 권리 범주들 사이의 지지관계와 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고 논의하였
다. 예컨대 안전권이 나머지 권리들을 지지하느냐, 지지한다면 얼마나 강력하게 지지하느
냐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즉 하나의 권리범주가 다른 권리범주를 지지할 할 때 전자는 후
자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된다. 이때 고려할 점이 지지하는 권리(S1)가 지지되는 권리(S2)

권리의 위계: 영유아 교실 내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의 구분 가능성 탐색

23(2) 223

를 얼마나 강하게/약하게 지지하는가, 지지하는 권리의 실행 정도가 높은가/낮은가에 따라
지지되는 권리의 실현 가능성이 달라진다.

<표 1> Nickel(1987)의 7개 권리범주
권리범주
안전권

내용
살인, 대량학살, 고문, 성폭행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

적법절차권

재판없는 구금, 비공개 재판, 과도한 처벌과 같은 법률제도의 남용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기본 자유

신념, 표현, 동맹, 집회, 이동의 자유

정치적 참여권

투표, 관공서 이용, 정보조회, 집회, 항의를 통한 민주적 정치 참여

평등권

동등한 시민권자로 대우받을 권리, 법 앞의 평등, 비차별의 보장

사회권

모든 아동에게 교육 제공, 심각한 빈곤과 굶주림으로부터의 보호

소수인종 및 집단권

집단 살해부터 인종집단의 보호, 인종집단의 자국 영토 및 자원에 대한 소유권

Nickel(2008)에 따르면 기본 자유는 정치적 참여권에 비해 평등권을 그리 강하게 지지
하지 않는다. 또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의 실현은 정치적 참여권에 해당하는
집회권의 보장과 강하게 이어지며 교육권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약하게 이어진다.
강한 관계는 지지하는 권리가 지지받는 권리의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관계이지만 약한 관
계는 지지받는 권리의 실현에 중요할 수는 있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Nickel,
2008). 이때 권리의 실현은 S1(지지하는 권리)과 S2(지지되는 권리) 각각의 권리 실행의
질 혹은 실행의 정도에 달려있다. 즉 S1이 전혀 실행되지 않거나, 약하게 실행이 되면 S2
의 완전한 실현은 어렵지만 S1이 완전히 실행된다면 S2의 완전한 실행이 가능해진다. 또
한 S1이 완전히 실행이 된다 해도 S2의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는데 Nickel(2008)은 권리의
완전한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절차를 언급했다. (1) S1의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부
터의 보호, (2)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 (3) 방해 요인의 조사를 통한 권리침해요인의 제거,
(4) 권리보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할 능력의 증진이다. 지지관계로서
의 권리는 두 권리의 충돌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예컨
대 개발도상국의 한 학교가 최소한의 배정된 재정으로 교과서를 구입할지 영양 좋은 식단
을 구성할지 고민하는 상황, 즉 의식주에 대한 권리(생성기본권)와 교육받을 권리(최소목
적추구권)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전자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이봉철, 2010).
강행규범, 불가침 권리, 지지관계적 권리의 차이와 공통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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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행규범, 불가침 권리, 지지관계적 권리의 차이와 공통점
강행규범과 불가침 권리의 공통점은 둘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일탈을 허용하지 않는다
는 점과 그 점에서 그 외의 권리들보다 우세하다는 점(Koji, 2001)에 있다. 지지관계적 권
리는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점에서 선
권리는 일탈이 불가능하고 후권리들보다 우세할 수 있다. 따라서 강행규범, 불가침 권리,
지지관계적 권리의 선권리는 기본 권리로써 그것이 박탈당할 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을 하지 못하게 되기에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Ⅲ . 영유아 교실의 권리 위계 가능성
이 장에서는 강행규범, 불가침 권리, 지지관계적 권리를 토대로 교실 내에서 영유아 권
리를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로 위계화할 수 있는지에 논의한다. 영유아 권리의 위
계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
권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협약의 4대 권리는 성인과 아동의 발달적 차이를 토대로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는 성인과는 다르다는 전제 하에 설정되었고 앞서 강행규범
등의 논의에서 다룬 권리들이 영유아에 특화된 권리가 아니므로 영유아 차원 및 영유아
교실에서 일어나는 권리 논의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협약에 명시된 다양한 권리들을 4대 권리로 범주화하면 다음과 같다. 생존권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니즈를 누릴 권리인 영양, 주거, 적절한 생활수준, 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발달권에는 교육, 건강, 재활, 취업, 여가, 문화에 대한 권리가, 보호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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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학대와 착취로부터의 자유, 착취나 학대를 받은 아동의 보호 및 재활 등이
포함되며, 참여권에는 관점을 존중받을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
회․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UNICEF, 2014).
이 4대 권리를 토대로 강행규범의 영유아 교실에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해볼 수 있다.
우선 협약에 명시된 권리 중 현재 강행규범의 지위를 얻은 권리는 없다. 그러나 협약 37조
에 명시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한 사형 금지를 강행규범의 지위에 놓으려
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다. Walker(2001)는 아동 사형 금지는 강행규범의 다섯 가지 기준을
만족시킨다고 보았다. 즉 아동사형금지는 (1) UNCRC 37조를 포함하여 6개 협약 및 조약
에서 금하고 있고, (2) 그것을 거부한 미국에 대하여 국제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한 사례가
있고, (3) 자유권 규약 4조 2항, ACHR 27조 등에서 그 일탈을 금하고 있으며, (4)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UNCRC를 비준함으로써 37조에 자동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지켜져
야 하며, (5) 지난 50년의 장기간 동안 국제 조약들에 의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Pomerance(2013)도 협약의 권리들을 강행규범 지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협약의 권리들이 협약 비준국에 의해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준국의 권
리이행 보고서 날조, 아동권리위원회의 법적 강제성의 부재에 대응할 장치가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Walker(2001)와 마찬가지로 협약 35조 아동의 유괴, 매매, 거래 금지
를 토대로 하는 아동 노예 금지, 37조 고문금지는 이미 여러 판결에서 강행규범으로 인정
되었듯이 협약의 보호권은 강행규범 자격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자유권 규약
등의 국제규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듯 아동의 생존권 역시
강행규범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Pomerance, 2013). 비록 협약의 네 가지 권리가
강행규범의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보호권과 생존권이 강행규범의 지위를 획득해야 한
다는 이 논의는 협약의 나머지 두 권리인 발달권과 참여권보다는 보호권과 생존권이 더
중요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불가침 권리의 적용에 대한 논의이다. 자연재해나 전쟁과 같은 긴급 상황에
서 일탈될 수 없는 불가침의 권리에는 생존권, 고문․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받지 않을
권리, 노예․강제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포함된다고 논의되었다. 불가침 권리의
관점에서의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논의는 찾을 수가 없었으나 이들 불가침 권리는 생명과
국가의 보호와 관련된 권리로써 강행규범 논의와 마찬가지로 불가침의 권리에는 생존권
과 보호권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논의인 지지관계에 따른 권리 위계는 일곱 개의 권리범주들의 우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Nickel(2008)의 논의를 토대로 한다. Nickel은 권리범주들 간 지지 여부와 지지
강도를 토대로 위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지만 모든 범주를
위계화하지는 않았다. 이에 Shue(1996)의 기본권(basic rights)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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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충분한 음식․의료서비스․깨끗한 물과 공기․옷․머물 공간과 관련된 생존권
과 폭력, 강간으로부터의 안전권은 다른 모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향유되어야 하며 참
여권이나 집회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보장되어야하는 기본 권리이다. 국가가 다른 권리
를 보장해준다고 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건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는 다른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권리는 우열을 나눌 수 없이 동등하게 중요한 기본 권리이다(Shue,
1996). Shue가 언급한 기본 권리인 생존권과 안전권은 강행규범 및 불가침 권리의 생존권
과 보호권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이 권리들은 이봉철(2010)이 논의한 생성기본권에 해당
되기도 한다. 생존권과 안전권이 다른 권리보다 우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라고는 하지만
이 권리들이 나머지 권리들을 지지하는지, 또 얼마나 지지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Nickle도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강행규범, 불가침권리, 지지관계에 따른 권리에 대응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 지지관계적 권리와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의 위계적 관계
이봉철
내용

Nickle

UN아동권리협약
유형 유형 유형
유형
내용
유형
내용
학대와 착취로부
살인, 대량학살, 고문, 성폭행 등의
안전권
보호권 터의 자유 및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
재활 등
불가
생명권, 신체보존권, 의
영양, 적절한
강행
생성
침의
식주에 대한 권리, 양 소수인종 집단 살해부터의 보호, 인종집단의
생존권 생활수준,
규범
기본권
및 집단권 자국 영토에 대한 소유권
권리
심 및 표현의 자유
의료서비스
기본적
자유

신념, 표현, 동맹, 집회,
이동의 자유

사회권

심각한 빈곤과 굶주림으로부터의
보호, 교육권

발달권
교육받을 권리
일부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정치적 투표, 집회를 통한 민주적 정치 참
의견을 말할 권
최소
참여권
권리, 노동 여건에 대 참여권 여 등
리, 집회의 자유
목적
한 권리, 정당한 법절
위급
추구권
차, 정치 참여권 등
비기 상황
적법절차권 재판없는 구금, 비공개 재판 등
본권 시
동등한 시민권자로 대우받을 권리,
일탈
평등권
비차별의 보장 등
목적증가 행복할 권리, 문화공동
추구권 체에 참여할 권리 등

건강, 재활,
발달권 취업준비,
일부 여가, 문화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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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 사이에 권리범주의 구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 2>는 UN아동권리협약의 위
계 가능성을 보여준다. 협약의 보호권과 생존권은 강행규범, 불가침의 권리, 이봉철의 생
성기본권, Nickle의 안전․소수인종 및 집단권에 해당됨으로써 세계 공통의 가치로써 어
떤 상황에서도 포기될 수 없는 기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참여권은 이봉철의 목적추구권
과 Nickle의 정치적 참여권에 해당됨으로써 생존 및 보호권이 보장될 때 발현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발달권의 일부인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권리는 이봉철의 목적증가
추구권에 해당됨으로써 생존 및 보호권의 보장을 통해 참여권의 보장으로 이어짐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두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면 다른 권리의 보장
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권리보다 더 중요하고, 도덕적으로 보장할 가치가 있는 권리들이
다(Koskenniemi, 1997; Shue, 1996).
이를 토대로 협약의 4대 권리들 사이의 지지관계와 지지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기본 권리에 해당하는 생존권과 보호권은 교육권과 관련된 발달권과 참여권을 지지한다.
학대에 의해 피폐해진 심신과 불충분한 영양은 사고활동을 방해함으로써 배움을 어렵게
하고, 의견표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또 교육권과 관련된 발달권과 참여권이 침해된 상태
에서는 취업준비가 불가능하고, 여가와 문화를 누리고자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취
업, 여가, 문화와 관련된 발달권의 보장이 어렵게 될 수 있다.
협약의 위계는 서론에서 문제로 제시되었던 권리 충돌을 해결하는 데에 적용될 수 있
다. 자유선택활동시간에 한 놀이영역에서 놀 수 있는 유아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는 안전
권(보호권)은 증진되지만 놀이권(발달권)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안전권은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놀이권보다 우선 고려될 수 있다. 또한 놀이영역 내에 다툼이 없고,
위험 요소가 없어야 발달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강한 선후의 지지관계로
이어져 있다. 이에 이 충돌 사례에서는 놀이권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선권리인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점심시간에 밥을 먹이지 말라는 요구나 낮잠시간에 잠을 재우지 말라는 부모의 요구
상황이 있었다. 이는 자녀에 대한 권한인 부모권과 유아의 적절한 영양과 관련된 생존권
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충분한 식사와 수면은 더 즐겁게 놀고, 교육을 받을 권리인 발달권
보장의 토대이자 선권리가 되는 기본 권리이다. 발달권의 토대가 되는 영양과 수면과 관
련된 생존권은 어떤 경우에도 일탈될 수 없는 권리이기에 부모권보다 더 우위의 권리이
다. 이에 이 사례에서는 부모의 의견보다는 유아의 식사와 낮잠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
세 번째 예시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기관과 음식의 양을 스스로
조절하려는 아동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영양 및 의료와 관련된 아동
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아동의 참여권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권리의 위계에 따르면 생존
권은 참여권보다 더 중요한 권리이다. 또한 기관이 음식의 양을 아동의 의사에 맡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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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날 수 있는 불충분한 영양 혹은 과한 식사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방해할 수 있
다. 이는 아동의 참여권을 인정하다가 오히려 아동이 참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
생할 수 있기에 생존권과 참여권은 선후 관계로 강하게 이어져 있다. 따라서 이 사례는
생존권이 우선하기에 기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 연구결과는 이 외에도 다양한 권리 충돌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바깥놀이를 해야 하는 교사와 하고 싶지 않다는 유아의 충돌은 유아의 교육의 발달권과
참여권의 충돌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는 참여권보다 교육과 관련된 발달권이 더
우위에 놓이므로 교사는 유아들을 바깥놀이터로 이끄는 것이 권리 위계상 더 적절할 수
있다. 또 권리의 위계는 특정 활동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바깥놀이를 하지 않을 이유를 생존권(미세먼지로 인
한 피해)과 발달권(교육)의 충돌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권보다 생존권이 우
위에 서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 바깥놀이를 하지 않을 근거가 될 수 있다. 또는 식
사할 때 의자등받이를 앞으로 돌려서 밥을 먹고 싶다는 유아가 있다면 유아의 참여권과
식사예절이라는 교육과 관련된 발달권의 충돌 문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때는 참여권보
다 발달권이 우선되기 때문에 식사예절을 지키게 할 수 있다.

Ⅳ . 논의 및 결론
이 논문은 모든 권리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인권의 불가분성이 영유아 교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영유아 교실 내 영유아의 권리를 더 중요한 권리와 덜 중요한
권리로 위계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권리 위계화 논의에 등장하는 강행
규범, 불가침 권리, 지지관계적 권리를 살펴보았고, 이를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와
비교하여 영유아 권리의 위계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4대 권리 중 보호권과 생존권은 강행규범과 불가침 권리의 보호권과 생존권에
해당됨과 동시에 참여권 보장을 위한 선행 권리이고, 참여권은 발달권의 실현에 선행하는
권리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영유아 교실 내에서 권리문제가 대두될 때 포기될 수
없는 기본 권리와 후권리를 지지하는 선권리가 우선시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영유아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권리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 이 연구는
영유아 교실에서 일어나는 권리 충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논의 결과 협약의 4대 권리 중 생존권과 보호권은 기본 권리에 해당되고, 비기본 권리인
참여권에 선행하는 권리이고, 참여권은 발달권에 선행하는 권리였다. 이는 기본 권리와 비
기본 권리가 충돌할 때 전자의 두 권리가, 참여권과 발달권이 충돌할 때 참여권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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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복잡한 영유아 교실의 권리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결과는 권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합법적인 제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인권의 불가분성은 모든 권리는 포
기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로 상정되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외면하는 측면이 있었
다. 특정 상황에서 특정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이 논의는 유아교육 현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셋째, 이 결과는 교사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참여권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요즘 점심을 먹기
싫다는 유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유아의 참여권을 보장하려한다면 기본 권리
인 영양과 관련된 생존권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이때는 식사를 권하는 것이 유아의 더
중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며 Nickel(2008)의 논의대로 선권리에 대한 위협을 줄여 후
권리를 실현하는 방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론적 측면에서 권리의 위계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나 어느 권리가 더 중요한
지를 판단하는 일이 이론처럼 쉬이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 논의한 영유아 권리의 위계 가능성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컨대 부모권보다 유아의 생존권이 중요하
다고 논의되었으나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점심을 먹이지 말라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에
의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었다면 점심을 먹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아의 생존권을 보장
하는 길이 된다. 낮잠을 재우지 말라는 부모의 요구에도 생존권과 관련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마찬가지일 터이다. 이는 우선되는 권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논의를 고려하되 영유아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생존권과 보호권이 기본 권리라는 점에 너무 얽매이면 과보호로 이어지고 참여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안전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위험이 예상되는 산행, 소풍,
현장견학이 제한되기도 하며, 바깥놀이에서 뛰어놀자는 유아의 의견이 제한되기도 한다.
위험 가능성을 예견하여 생존 및 보호권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기본 권리의
보장에 얽매이면 의견 표명의 참여권과 놀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인 발달권이 제한될 수 있
고, 이는 다시 문화에 대한 발달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충분한 음식을 주는 대신 표현
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에 권리 위계의 이점 이면에 존재하는 위계의
위험한 측면이기도 하다(Klein, 2008). 교사들은 비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혹은
침해할 의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기본 권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권리의 침해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예컨대 한 끼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생존권을 침해할
정도로 문제시될 수 있는 사안인가, 교실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충족될
수 있을 터임에도 산행과 소풍의 제한을 발달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그것이
다. 이는 교사와 부모 및 유아 관련자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저마다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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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견이 오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기본 권리에 포함되는 보호권과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교육과 관련된 발달권과 참여권의 충돌 및
보호권과 보호권의 충돌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보호권을 위시하여 각 권리
범주 안에 다양한 권리가 속해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모든 권리를 위계화
하는 일에 관해 Nickel(2008)은 40가지의 권리를 쌍으로 위계화할 때 1,560개의 지지관계
가 만들어질 수 있기에 이는 불가능한 작업임에 일곱 개의 범주 간 위계를 따지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했다. 다음과 같은 접근은 가능하다. 생존권과 보호권이 충돌할 때는 둘 모두
기본 권리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권리를 먼저 보장해도 상관이 없고, 우선 보장할 권리
는 교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 있다는 논의가 가능하다. 교사들은 아마 신체 상해와
관련된 권리를 우선 보호할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과 관련된 발달권과 참여권 사이의 위
계와 관련하여서는 개인적, 문화적, 정치적 생각차이 때문에 의미 있는 합의를 찾기 어렵
다(Meron, 1986). 마찬가지로 발달권과 참여권 중 더 중요한 권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다른 것은 교사의 개인적 경험, 문화적 차이에 달려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 사이의
경험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 위계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일은 중요하다. 합의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되는 권리를 선택하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되는 권리를 실질
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Meron, 1986). 따라서 기본 권리 내 충돌, 비기본 권리 내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사이에 위계의 합의를 결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또한 Nickel(2008)이 권리의 범주를 일곱 개로 세분화하였듯 UN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도 세분화된다면 한 권리범주 내에서 충돌하는 권리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타 위계
와의 비교표인 <표 2>에서 협약의 발달권 일부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4대 권리의
세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 논의는 이론적 위계만으로는 교실 내 영유아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권리의 현실적인 위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처해진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인식, 부모 및 자신의 판단을
조정해줄 다른 교사들과의 소통, Nickel(2008)이 제시했듯 선권리의 보장을 방해하는 위협
제거로서의 영유아 스스로의 권리 보호 및 주장 능력의 증진과 관련된 많은 논의가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매 상황에서 권리의 위계를 잘 결정하기 위해 교사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 책임,
권한을 포괄하는 전문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영유아 교실과 관련된 영유아의 권리들을 중요도에 따라 우위를
구분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로 영유아 교실 안에 존재하는 많은 권리의
충돌 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위계를 더 탄탄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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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후속 질적 연구를 통하여 유치원 현실에서 일어나는 더 많은 권리 충돌 사례
를 밝혀내고, 충돌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전후 맥락을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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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 ACT
Objectives: Early childhood classroom is a rights-competing place. For example, limiting
number of children playing in one play area leads to ensuring those children’s security
rights but to violating play rights of the other children restricted. If more important rights
exists between security rights and play rights this competing problem may be easily solved.
To find ways to order rights in importance, this study explored jus cogens, non-derogable
rights and relational rights which have been discussed for possibility of hierarchy of rights,
and examined, based on the discussion, if ordering 4 grand rights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importance is possible.
Methods: This study is a literature study that applied researches on discussions of hierarchy
of right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survival and protection rights are basic rights corresponding to jus cogens, non-derogable rights and prior rights of relational rights, which are more
important rights tha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rights in any circumstances. Also these
two rights support participation rights, which in turn supports developmental rights.
Therefore survival and protection rights are rights the most important and prior to all other
rights, the next come the participation rights and then developmental rights.
Conclusions: This study established a foothold to solve rights competing problems by suggesting that there are rights that should be chosen prior to other rights.
Keywords: rights of young children, hierarchy of human rights,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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