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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헌법의 아동명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고 헌법에서 다루어
야 할 아동권리의 범주를 탐색하고 그 내용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국회 등의 국가기관이나 학회 등을 중심으로 제안되어 온 헌법
의 아동 명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아동권리에 관한 주요국의 아동과 관련
한 헌법 개정 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헌법내에 ‘아동’ 용어만을 편입하기 보다 아동지위 혹은 권리를 향상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와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아동이 보호대상자이
며 권리의 주체자 임을 규정하고 아동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우선적
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헌법내 용어를 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넷째, 어느 조건과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비차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이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자신
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 내에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부모 등의 양육책임을 명시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이 부적절할 때 국가개입의 근
거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 헌법내에 아동보호와 권리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헌법내 아동권리, 아동권리, 아동최선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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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법률이나 행정, 그리고 사법이 아동의 지위나 권리를 보호하는데 충분하
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아동권리협약의 이념과 정
신을 반영한 적극적인 입법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헌법의 아동관련 규정은 용어의 통일
조차 되어 있지 않다. 아동에 대한 명백한 법적 차별의 문제가 아동권리 연구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김선택(2009)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이라는 문구에 아동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의 아동관련 규정은 “자녀”(제31조 제2항), “연
소자”(제32조 제5항), “청소년”(제34조 제4항) 등 여러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용어의 불통
일성, 불명확성이 있으며, 아동을 사회적 기본권 목록 안에 일반적인 권리보장에 병렬 배
치한 규정의 비체계성,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만 이해하
는 관점의 일방성과 후진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아동의 권리와 지위에 관한 법률적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의 불충분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2008년 제헌 60주년을 맞으면서 헌법 개정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 하였을 때
헌법에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우리나라 아동에 대한 변화한 시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관련자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국가는 노
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특별한 배
려를 필요로 하는 생애과정에 속한 노인과 청소년을 명시하고 있으나 정작 성인의 보호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이 조항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우려되었다.
당시 한국아동권리학회를 비롯하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아동관련 단체와 몇 몇 학
회가 공동으로 ‘헌법 아동수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헌법의 아동 명시에 대한 몇
가지 입장을 제안하였다. ‘헌법 아동수용 추진위원회’는 헌법의 국민 개념에는 아동이 포
함되며, 아동도 당연히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려야 하는 존재이고 아동의 권리증진과
관련된 규정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행 헌법 제34조에 아동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이 위원회는 제34조 제4항에“국가는 노인과 청소년 그리고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는 개정안을 제시하여 제34조 4항에 ‘아동’이라는 용어를 헌법
내에 포함하자는 다소 소극적인 수준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2009년에 국회의장의 자문기구로 활동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도 기본권 규
정으로서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헌법연구자문
위원회, 2009).1)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헌법의 아동수용 추진위원회’와는 달리 우리나라
1) 아동의 권리보호에 관한 외국입법례를 보면, 스위스 헌법은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와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규정(제11조 제1항)하고 있으며, 일본 헌법은 “아동을 혹사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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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아동권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주장의 근거로는 스위스
헌법과 일본 헌법, 아동권리국제협약 등의 입법례가 활용되었다. 즉 이들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헌법에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
거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헌법연구자문
위원회, 2009)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아동의 권리 증
진을 위한 국가목표조항을 명시(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최근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고, 2017년 새 정부 출범이후에는 개정 논의가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헌법개정 논의의 과정에서 아동의 헌법 명시에 대한 제안이 재점화 하였다.
헌법의 아동수용은 헌법 제34조에 단순히 ‘아동’이라는 용어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2009년 헌법자문위원회의 제안처럼 아동의 권리를 좀 더 구체화해서 아동권리의 기
본원칙 등의 내용까지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황옥경 외, 2015). 2017
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헌법에 아동권리 조항 규정을 신설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헌법의 아동명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고 헌법에서 아동이 어떠
한 범주로 포함되어야 할지를 탐색하고 그 내용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는 국제규정에서의 아동권리의 의미와 아동의 헌법상 지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동안 제기된 헌법의 아동 명시 안 간의 내용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
과정을 거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헌법상 아동이 어떻게 명기되어야 하는 지의 범위와
내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헌법의 아동명시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의 이행의무를 고려하여 아동고유의 인권에 대한 국제규정의 내용을 준거로 하였
다. 본 연구를 위하여 그동안 국회 등의 국가기관이나 학회 등을 중심으로 제안되어 온
헌법의 아동 명시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아동권리에 관한 주요국의 규정 등의
관련 자료 역시 헌법의 아동 명시 안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헌법의 아동 명기를 촉구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7조 제3항). 동 보고서,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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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규정과 아동권리
1. 아동의 일반 인권과 아동 고유의 권리 규정
아동의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일반인권과 아동의 자격으로 승인되는 ‘아동고유의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고유의 권리’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그 내용적 원칙은 아동이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존을 확보한다는 것이다(황성기, 2010).
1948년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1989년 아동권리협약을 별도로 채
택⋅공표 한 것은 아동권리는 아동의 자격으로서 승인되는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의
자격으로서 승인되는 일반 인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기인한 바 클 것이다. 즉 유엔
은 세계 인권선언이 아동이 인간으로서 부여 받은 일반 인권을 보장할 수는 있으나 ‘아동
고유의 권리’를 포괄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이 가지는 아동 고유의 권리는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과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에서도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다. 1959년의 아동권리선언 전문에서는 아동의 생존과 생활
및 행복추구권으로 제2조에서는 아동의 성장발달의 권리로 아동고유의 권리가 제시되어
있다. 1989년 아동권리협약은 제6조 2항에서 가입국의 아동의 생존과 성장발달을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7조의 부모에 의해 양육될 권리, 제12
조의 의견표명권, 제20조의 가족이 없는 아동을 위한 특별 보호와 아동이 가족의 보호를
대신하는 가정보호 또는 시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고유의 권리를 명
시하였다. 이러한 아동 고유의 권리는 아동의 일반인권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된다(황성기, 2010).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인권은 기본적으로는 성인의 그것과 동등할 것이다. 그러나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없고, 성인에
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제한이 아동 보호를 위해서 가능하다.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제한이 타당할 수 있는 범위
를 최소로 한정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 모든 국민이라는 문구에 아동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는 기본
권을 일반적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동고유의 권리를 포괄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자로서 아동의 권리를 인
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헌법에 아동을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국제규정이 아동
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일반인권외에 아동 고유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헌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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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고유의 권리를 명문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0조2)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3) 역시 아동고유의 권리를 규정하였다.

2. 법 개정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약속
정부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하게 제시
한다. 대한민국도 이에 대해 세계에 약속을 하였다. 특히 협약 제4조는 아동의 권리를 실
현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여야한다는 국가의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유엔아
동권리위원회는 추가 이행사항을 권고하였다. 특히 위원회는 우리정부의 1차에서 3⋅4차
통합보고서에 이르기까지 협약의 국내법과의 조화(1차 para 22, 2차 para 12, 3차 para 10-11)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협약 내용의 국내법 합치의 구체적 내용은 권고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1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에서는 ‘차별 금지(협약 제2조), 아동의 최선의 이익(협약 제3조), 아동의 의사 존
중(협약 제12조) 등을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할 것(22항)’, 2차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부응하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
를 취할 것(12항),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해서는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
법규가 불충분하고 당사국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우
려’하였다(황옥경, 201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협약의 내용이 국내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
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
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
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
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
벌될 수 있도록 한다.
3)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
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되고, 성명을 가진다.
3. 모든 어린이는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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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협약과 국내법이 조화를 이루어나가게 모
든 적절한 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므로 법과
법체계를 개정, 개편하는 것은 협약 이행의 기본이다. 법과 법체계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
하기 위해 사용된 전통적인 책략이었다. 법 개정 시도는 협약이행의 의무를 달성하고 각
국에서 협약이행을 지원하고, 권리에 기반한 접근을 하는데 필요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
이다.

Ⅲ. 아동의 현행 헌법상 지위
1. 헌법의 아동 명시 현황과 문제점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이는 개인의 삶에 직간접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는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에서는 “국
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에서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이 이미 헌법에 명기된 권리
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헌법에서 아동관련 규정은 제31조 2항에서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
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2조 5항의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4항에서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다.
헌법의 아동관련 규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모의 취학의무 이수 규정, 근로환경에
대한 보호입법 규정,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 실시의무 규정, 가족 내에서의 아동
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 등과 같이 아동고유의 권리에 기반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선택(2010)은 현행 헌법이 아동에 대한 용어의 불통일, 불명확성, 규정이 비체계성,
관점의 일방성, 후진성, 내용의 불충분성 등의 헌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용어의 경우,
현행헌법의 아동관련 규정은 “자녀”(제31조 제2항), “연소자”(제32조 제5항), “청소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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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제4항) 등 여러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단일 헌법전에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제각각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하고 그 의미를 불명확하게 하여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온다(김선택, 2010). 내용의 비체계성의 경우, 아동관련 규정은 사회적 기본권
목록 안에 일반적인 권리보장이 부분적으로 병렬 부가 되었다. 아울러 현행 헌법은 아동을
독자적인 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보다는 국가와 사회 내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만 주목하
고 있는 관점의 일방성과 후진성의 문제가 현행 헌법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본다.
이외에도 헌법은 아동관련 규정의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을 뿐 국제인권법
규의 아동지위와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의미상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헌법 제10조 제1문, Kim, 1997)는 것으로 아동이 인간으로서 이 헌법 조
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아동은 어린 시민이기도 하지만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권리는 주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주장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들 간의 권리가 제3자에 의해 주장될 때 때로는 상충할 수 있다. 이때 우리 사회에 존재는
하되 ‘소리 없는 국민(seen but no heard)’인 아동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손상받을 수도 있다
(이재연, 2010).

2. 헌법에서 아동이 명기되지 않는 문제
헌법에서 아동 명기의 당위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법은 항상 아동과 성인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여 아동과 성인의
처우를 구별해왔다. 이러한 법률상 처우의 구분은 사회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관념을 내포한다(Breen, 2002). 아동에 대한 이러
한 시각은 부모의 의사결정에 통용되었고 이는 오히려 차별의 원천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아동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감내해 온 것도 아동에 대한 법적 처우의
구별에서 비롯한 것일 수 있다. 성인 중심의 사회에서 성인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었던
아동은 법적으로도 온전한 시민으로서의 사회구성원으로 대접받지 못하였다. 도네이도
(2011)는 성인지배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아동식민화’4)하였다는 극단적인 표현으
로 역사적으로 아동이 어른에 의해 차별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이재연(2010)은 아동이 헌법에 명기되지 않음으로써 아동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취약한
정책 수립 등과 같은 문제가 파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동을 위한 적절한 법적 장치
4) ‘만들어진 아동’의 저자 조셉조네이도는 문학과 소비주의에 나타난 아동과 성인의 관계를 분석
하고 성인지배구조에 아동을 적응시키는 것이 ‘양육’이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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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한 상황에서 훌륭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유능하고 책임있는 성인
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아동에 대한 보호와 양육은 때로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만, 이때 권리 제
한이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권리의 보유자간 특히 부
모와 아동 간 권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차별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우의 구분이
공평해야 하고 합리적일 수 있어야 한다.
헌법상 아동의 명시는 법적처우의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요건이며 궁극적으로 연령
에 따른 아동차별을 제한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법에 아동이 점점 더 독립적이고 합리
적으로 되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도 발달해 나가는 아동의 ‘변화해가는 능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람들을 성별이나 소속 민족에 따라 구별해서 대우해야 하는
것처럼 나이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구별해서 대우할 수 있어야 한다(Breen, 2006).
그동안 아동차별은 여성이나 장애인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아동은
위험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저항하고 어려움을
피하는데 취약하여 자신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05)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체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능력이 발달해 가는
아동기의 발달적 속성(Breen, 2006) 때문이다. 아동이 연령 차별을 받는다고 해도 성장해
가면서 아동이란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에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
러나 이러한 평가는 언제나 아동이라는 분류가 남아있게 되고 이러한 분류는 항상 차별
대우를 낳게 되며, 아동의 권리는 언제나 제한 당할 것이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연, 2010).
‘비차별’은 국제인권선언의 기본원칙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제2조 1항과, 2항)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교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천명하
였다. 국제인권규약은 비차별을 아동권리의 기본 요건으로 전제한다. 특히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연령차별에 대해 주목하였다(황옥경, 2011). 2005년 ‘유아의 권리 이행’에 대한
일반논평 7호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비차별의 권리 제2조에 근거하여 유아는 타인에
게 의존적이기 때문에 차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고, 차별은 아동의 사회참여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성인에 대한 아동의 분노와 충돌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기회와 자기
존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아동의 삶은 과거세대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아동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헌법의
아동 명시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출산 사회에서 아동학대와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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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자살률, 사교육의 증가 등 너무나 많은 아동이 불리한 조건에서 살고 있고, 해결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다루어진 문제 때문에 불행한 아동기를 보내고 있다. 소외계층 아동의
학업성취수준은 기대 이하로 낮고, 학교 간 그리고 교사 간 질적인 편차로 인하여 아동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삶의 결핍지수는 빈곤가구 아동
이 85% 이상으로 높았고, 가정 유형별로는 한부모 및 조손가구의 결핍지수가 75.9%에 달
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입양,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중 어떤 곳에서 양육을 받는
가에 따라서 양육의 지원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갈린다(Song, 2014). 아동
이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에서 양육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반면에
입양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양육 받으면 중앙정부가 예산 등의 책임을 진다. 부모가 보호
하지 못하는 가정 밖의 아동이 0.3%로 3만 2천명의 아동이 있다. 학대아동의 보호를 정부
에 의해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실행하는 예를 선진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100만 명
내외의 아동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현실도 있다.
헌법이 아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어려움을 더하고 단지 아동이라는 이유로 아동기 내내 차별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헌법에서 아동 고유의 권리에 기반하고 법적처우의 기준을 달리할 수 있는 헌법의
아동명시아동기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 헌법에 아동의 보호를 규정한 내용의
삽입은 더욱 의미를 갖는다.

Ⅳ. 외국 헌법례 검토
최근 몇몇 주요 국가는 헌법 개정에서 자국의 헌법에 국제규정의 내용을 담고 헌법을
세계의 보편적 수준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국가의 헌법은 아동의 보호
와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위스 헌법은 아동의 판단능력 범위 내에서 아동의 권리 행사를 명문화하였다. 스위스
헌법 제11조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명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은 특별한 보호 및 발달을
위한 지원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아동과 청소년은 판단능력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
한다고 아동권리 규정을 헌법에 포함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헌법 제28조에서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28조는 아동
의 연령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으며, 성명권과 국
적취득권, 가족부양, 부모부양 또는 가족환경에서 벗어났을 경우, 적절한 대체적 부양을
받을 권리, 기초영양, 피난, 보건 및 사회서비스를 받을 권리, 노동착취로부터의 보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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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연령에 부적절하거나 아동의 복지, 교육,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내지 영적, 도덕
적, 사회적 발달을 위태롭게 만들 일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되거나 허가
되지 않을 권리, 아동최선의 이익에 이르기까지 아동고유의 권리를 구체화하였다.
포루트갈은 헌법 내에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하여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특
히 혼외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제36조 가족, 혼인, 친자 조항에서는 혼
인외 자녀를 차별하지 않을 것과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부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질 것,
아동은 부모가 양육에 실패하지 않는 한 그들의 부모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등
과 같이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받아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제69조 아동조항에서는 아동은 성장을 위해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고아와 유기된 아동은 일체의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가족 및 기타 제도내의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사회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호의 대상이 구체화되
었다. 청소년에 대하여서는 제70조에서 교육, 직업훈련, 문화, 스포츠, 휴식시간 등의 특별
한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을 명시하였다. 제67조항에서 가족에 대한 규정을 다루었는데, 가족
역시 사회와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가 가족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였다. 특히 눈에 뜨이는 것은 자녀교육에 있어 국가는 부모와 협력할 것을 규정
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인 나라중 하나가 아일랜드
이다. 아일랜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신에 입각하여 아동의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까지
격상시키는 헌법 개정을 하였다. 아일랜드에서도 아동은 한때 ‘소리 없는 국민’(children
were seen, and not heard)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발효되면서 아일랜드에서도 각종 법 개정과 정책변
화를 통하여 18세 이하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이재연, 2010).
아일랜드 헌법 제42조항에서 국가는 국가 내 모든 아동을 동등하게 소중하게 대우할 것이
며, 복지를 가질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아동의 천부적이며 불가양적인 권리들을
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인정하고 확인하며 실현가능한 권리들을 보호하고 주장하여야 한
다고 아동권리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헌법 내에서 아동권리가 보호되어야 할 것임을 구체
적으로 언급하고 규정하였다.
해외 몇 국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계 주요국은 헌법에 아동의 지위를 각 국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이고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로 헌법에 아동이
라는 용어를 수용하기 보다는 아동권리와 아동보호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행수준을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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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헌법의 아동 명시 안에 대한 비교분석
그동안 헌법의 아동명시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 있었다. 한국아동권리학회와 한국아동
단체협의회가 주축이 된 헌법의 아동수용 추진위원회(2010)의 안, 헌법 연구 자문위원회
(2009)의 안, 황성기(2010)의 안, 그리고 김선택(2010)의 안이 대표적이다. 이의 내용을 각각
정리하고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아동수용 추진위원회(2010)의 안
헌법의 ‘아동’ 수용추진위원회는 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행 헌법 제34조에 아동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국가는 아동과 청소
년,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다른 안과 비교할 때 명목상 아동을 추가하는 가장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는데,
이렇게 할 경우 상징적인 의미 외에 아동의 지위 혹은 권리가 향상되는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1 안> 헌법의 아동수용추진위원회의 안
현행

개정안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의무를 진다
실시할 의무를 진다

2. 헌법연구자문위원회(2009)의 안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스위스 헌법과 일본 헌법의 예, 아동권리국제협약 등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현행 헌법에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바,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거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동 보고
서, p.109)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종적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목표조항을
명시(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 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즉 현행 헌법에는 아동의 권리
증진과 관련된 규정내용이 없는 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국가는 노인⋅청소년
과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개정안은 헌법의 아동수용추진위원회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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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하여 국가 목표조항을 명시해야 할 것을 제안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국가 목표조항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명
령하고 지시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는 실질적 과제로 국가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정종섭, 2009). 헌법상 국가목표규정의 예를 보면, 현행 헌법
제5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등과
같은 조항이 있다.

3. 황성기(2010)의 안
황성기(2010)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일반 인권은 기본적으로는 성인의 그것과 동
등하지만 아동은 그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성으로 인하여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동의 보호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아동의 인권을 제한하는 경
우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를테면 보호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고 보호를 위한
제한이 타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황성기
(2010)는 결국 헌법정책적인 관점에서 헌법에 명문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동 고
유의 권리라고 할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동의 생존⋅성장⋅발달권’이라고
본다. 아동의 생존⋅성장⋅발달권은 그 성격상 기본적인 생존과 적절한 성장⋅발달을 위
한 제반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생존⋅성장⋅발달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이다.
헌법의 아동수용 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였는데, 1안은 헌법의 아동수용추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제34조 제4항에 ‘아동’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안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
한 헌법규정이 국가목표규정이 된다는 측면에서 헌법 내에서의 체계정합성 및 형평성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동의 생존발달권을 명문화 하는 것
보다 국가에 대한 구속력이 약할 수 있다.
2안은 1안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아동의 생존⋅성장⋅발달권을 기본권규정의 형태
로 명문화하는 것이다. 스위스 헌법 제11조(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 ① 아동 및 청소년은
특히 온전하게 보호받고 그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같은 차원의 기본권 규

<2 안> 생존⋅성장⋅발달권을 기본권 규정의 형태로 명문화
현행

개정안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실시할 의무를 진다.
지며, 아동은 생존 및 적절한 성장⋅발달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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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황성기(2010)는 기본권 남용의 비판 우려가 있다고 본다.
3안은 절충안으로 국가목표규정의 형태로 하되, 아동 고유의 권리 중 특히 핵심적인 내
용인 아동의 생존⋅성장⋅발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제1안보다 구체적
이다.
<3 안> 아동의 생존⋅성장⋅발달의 개념 명시
현행

개정안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및 아동의
의무를 진다.
생존⋅성장⋅발달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4. 김선택(2010)의 안
김선택(2010)은 ‘아동’이라는 용어를 헌법전 내에 편입하기 보다는 아동의 지위내지는
권리를 명문화할 수 할 것을 주장한다. 단순하게 헌법내 아동이라는 용어를 편입할 경우네
는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관련 규정의 용어를 아동으로 통일하고 34조 4항에 아
동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아동권를 확보하는 실익은 별로 없을 것이다.
헌법개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아동의 본래 지위를 찾아주는 보다 적
극적인 개정방안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김선택, 2010). 이러한 맥락에서 김선택(2010)은
아동의 권리보장 입법의 단계적 방안을 몇 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단계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 평등조항 개정
-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 추가
- 혼인외 자에 대한 차별금지
- 혼인관련 지위가 아동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
•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요건 규정 신설
- 부모의 양육권 규정을 명시하고, 아동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
해하는 불가피한 경우 국가개입의 헌법적 근거조항을 마련
• 개인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의 주관적 권리규정 신설
-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특성에 상응하는 고유한 기본권을 소유한 존재라는 아동을
주체로하는 규정 마련
- 특히 영양, 건강, 의료, 교육, 놀이와 휴식 등 아동의 성장발달에 꼭 필요한 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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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권리를 인정
- 아동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청문기회 보장과 적절한 절차
명시
• 권리 침해에 대한 절차적 구제수단의 인정
- 권리를 침해당한 아동에게 국가가 도움을 손길을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야 한다.
• 권리제한의 특별규정
- 부모나 가족의 이익, 아동 본인의 미래의 이익을 위하여 권리제한의 규정 마련
<표 4> 헌법 개정안 제안 비교
헌법의 아동수용
추진위원회 (2010)

헌법연구자문위원회
(2009)

황성기 (2010)

(1안)국가는 아동과 청소년, 노
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2안)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
“국가는 노인⋅청소년
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
과 아동의 복지향상을
할 의무를 지며, 아동은 생
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
존 및 적절한 성장⋅발달에
를 진다
관한 권리를 가진다.
무를 진다.”
(3안)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
지향상 및 아동의 생존⋅성
장⋅발달을 위한 정책을 실
시할 의무를 진다.

김선택 (2010)
‘아동’ 용어 삽입보다는
아동권리/아동지위 명문화
- 평등조항 개정
-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 요건
규정 신설
- 개인적인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의 주관적 권리 규정
신설
- 권리 침해에 대한 절차적
구제수단의 인정
- 권리제한의 특별규정

5. 여성가족위원회(2017. 3)의 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성평등 실현 및 아동권익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관련 의견서｣
는 헌범내 아동권을 신설할 것,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할 것,
여성과 아동 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 할 것의 세 가지를 헌법내에 포함할 것을 제안
하였다. 이 위원회는 아동권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모든 정책
적 조치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제안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과 관련한 국가 의무를 명시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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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구현되어야 할 4대 영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헌법 개정에 반영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
도 아동의 안전한 삶의 보장을 강조하면서 국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헌범에 반영될 것을 촉구
하였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제안은 아동권이 기본권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아동의 최선의 이익
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회기반의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종류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Ⅵ. 결론: 아동권리의 헌법적 수용 방안
앞서 외국의 헌법례와 국제규정의 내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규정 아동
고유의 권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의 의
미이행국가이며 동시에 우리나라는 헌법상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제법의 국내 이행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황옥경 외, 2015).
주요 국가의 경우 자국의 헌법에 아동의 고유한 권리에 해당하고 국제법 규정에서 포
괄한 아동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국가가 아동을 사회구성원으로, 인권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박선영, 2007).
2009년 이후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할 당시에 제시된 몇 가지 안은 헌법 제34조에 ‘아
동’이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제안에서부터 아동의 지위 혹은 아동권리를 헌법전내에 명문
화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다양하였다. 김선택(2009)은 헌법전내에 아동이라는 용어를 편입
하자고 한다면 헌법내 용어를 우선 아동으로 통일하고, 국가사회보장정책실시의무규정
(헌법 제34조 제4항)의 “청소년”에 ‘아동’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개별입법에 있어서 청소년의 연령범주가 제각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특히 청소
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명시하여 0세~8세의 아동이 배제되어 있는
점을 보면 헌법규정에 청소년과 아동을 함께 규정하는 용어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칠 뿐 아동의 권리가 향상되는 그 어떠한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헌법
내에 단순히 아동이라는 용어를 편입하는 것이 아동의 지위가 달라지고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아동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을 지를 확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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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규정의 국내 헌법 반영의 필요성이 있고, 헌법 개정논의의
과정에서 제안되었던 몇 가지 안에 대한 분석 결과 헌법내에 아동은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과 4가지 권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헌법 제34조의 보완적 성격에서 ‘아동’ 용어만을 편입하기 보다 아동지위 혹은
권리를 향상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와 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앞서의 분
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제34조항에 아동 용어를 추가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
아동의 권리를 향상하는데 실효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이 보호받을 권리와 권리의 주체자 임을 규정하고 아동과 관련한 모든
조치는 아동권리협약의 핵심개념인 아동최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을 포함해야 한다. 헌법상 명문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아동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동의 생존과 성장 발달과정에서의 보호이다.
셋째, 아동, 어린이, 청소년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헌법내 용어를 아동
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넷째, 어느 조건과 상황에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비차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령차별에 대한 아동과 성인의 인식은 아동의 지위를 낮추고 온전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
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황옥경, 2011). 아동의 권리와 같은 사안이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의해 검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검토의 부재로 아동은 연령에 의해 차별
의 대상이 될 수 있다(Breen, 2006).
다섯째, 아동이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이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자
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내에 규정해야 한다. 아동참여를
국가법에 명문화하지 않을 경우 아동참여를 제도화하기 어렵고 정치적 권리를 통한 아동
참여를 알리기 어렵다(Johnes & Welch, 2010). 아동권리협약 12조항은 아동을 사회구성원
으로 이해하고 성인 중심의 사회가 변화할 수 있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부모 등의 양육책임을 명시하고 양육이 부적절할 때 국가개입의 근
거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듯 받아들이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다.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아동의
보호자나 부모임을 명시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규정인 아동권리협약은 ‘무능하다’는 아동에 대한 편견에 도전한다. 그리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자이면서 동시에 권
리의 주체자라고 규정한다. 아동에게 권리의 주체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 국제사회
는 아동 개인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성장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
을 발달시켰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안녕과 행복이 정책의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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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아동이 처한 환경적 조건들이 아동의 안녕과 복지를 해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일치
된 시각을 발달시켰다(이재연 외, 2015).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25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나라 아동은 여전히 사회적 약
자의 위치를 감내하고 있다. 아동이 무능하고 미숙하다는 아동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팽배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나 권리에 대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헌법에 아동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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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necess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tipulation of children’s rights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eek out what
category the children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and to suggest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regarding Children’s rights.
Methods: In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ports on the children’s rights of the Constitution,

which were proposed by national institutions and academic societiess.
Results: First, specific details of children’s rights and protection should be included so that these can

improve childhood status or rights rather than stating only the term ‘child’ within the Constitution.
Second, it should b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that child is the subject of rights – children’s
rights should be protected- and all measures related to children should be given priority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ird, although various terms such as children, young child, and youth
are used, the term in the Constitution is used as a child under the age of 18, similar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Fourth, non-discrimination for children should not be
discriminated under any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nd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stitution.
Fifth, i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that – child must have an independent personality,
have the right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freely, and be entitled to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s that affect him or her.
Conclusion: In the Constitution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responsibilities of parenting of such as

family and parent, and to specify the grounds for state intervention when parenting is inadequate.
key words: children’s rights in the constitution, children’s rights, the best interest of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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