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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한민국은 아동의 권리 실 을 하여 련 법률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아동권리 약의 이행수 을 높이기 하여 다양한 노력을 개하고 있다.

 2. 특히, 2000년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과 2003년 아동권리 원회의 권고사항을 계기로 

국제  수 의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 하여 아동 련 종합 책의 수립, 아동 

련 산의 확 ,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정비 등을 추진하 다.

 3. 정부는 2002년에 아동이 인격체로서 삶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인 생활환경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어린이보호‧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 다.

 4. 2003년에는 학 , 폭력, 안 사고 등의 방을 통하여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안  종합 책’을, 2004년에는 빈곤의 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하여 ‘빈곤아동종합 책’을 마련하 다. 

 5. 이와 더불어 청소년정책의 종합 인 국가기본계획인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

(2003-2007)’을 수립하여 청소년의 권리신장, 정책참여기회 확 , 복지지원 등을 한층 

강화하 다. 2008년부터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추진하고 있다. 

 6. 한 아동정책이 효과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을 확 하고 있다. 유아  ·

등교육, 아동  청소년의 복지와 활동 증진, 보육, 성폭력 방 등에 련된 

산은 2003년에 약18조원에서 2007년에는 약28조원으로 늘어났다. 

 7. 2008년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환기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정책은 

보건복지부(아동정책), 여성가족부(보육정책), 국가청소년 원회(청소년정책)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해 왔는데 2008년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합 으로 추진하도록 

하 다.



16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8.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정책 련 법률을 정비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동 계획은 아동의 기본생활보장, 안 ‧보호, 건강, 보육‧

교육, 놀이‧활동‧문화, 참여‧권리 등에 한 포 인 정책이 담겨질 것이다. 

 9. 정부는 아동 련 법률의 제·개정 시 아동권리 약의 이념과 아동권리 원회 권고

의견이 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권리 약 비  당시에 유보하 던 아동의 

부모면 교섭권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반 하 다. 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와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를 강화하 다.

10. 정부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문가가 참여하는 아동

정책조정 원회를 설치하여, 아동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아동권리 약의 

이행상황을 확인 검하고 있다. 

11. 본 국가보고서는 각 역별로 2003년 아동권리 원회 권고사항의 이행 황, 아동

정책의 변화된 내용, 2008년 6월에 아동권리 원회가 채택한 선택의정서 권고사항에 

한 이행 황 등이 체계 으로 반 되어 있다. 한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된 아동 련 통계자료와 이행상의 장애요인 등도 포함하 다.

12. 보고서 작성에는 정부부처 외에 아동 련 학계  아동단체 문가가 참여하 으며, 

아동을 포함한 민간의 의견이 극 으로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13. 한민국 정부는 아동권리 약의 규정과 련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 ·제도 ·행정  조치들을 지속 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 2 부

아동권리협약 이행 현황

제1장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제2장 아동의 정의

제3장 일반원칙

제4장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제5장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제6장 기초보건 및 복지

제7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제8장 특별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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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약 이행을 한 일반조치
(제4조, 42조, 44조 6항)

제1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유보

CRC/C/15/Add.197, para. 10:

The Committee, noting that juveniles sentenced for having committed a crime have the right to 

appeal,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withdraw, as soon as possible, the reservations made to 

article 40, paragraph 2 (b) and (v). The State party is also encouraged to expedite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Civil Act so that both children and parent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each other, and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change public attitudes to domestic 

adoption, in order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to articles 21, paragraph (a), and 9, paragraph 3,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in 1993.

14. 정부는 약 비  당시 유보하 던 세 가지 유보조항  아동의 부모면 교

섭권에 해서는 2007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재 유보를 철회하 다. 아동입양 

허가제 도입은 국내 입양문화의 개선과 함께 단계 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다

만, 아동의 상소권 제한 규정을 둔 ｢군사법원법｣ 제534조는 분단 상황을 고려하여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동의 상소권(제40조 2-b-v)

15. 아동의 상소권 제한은 ｢헌법｣ 제110조 제4항(비상계엄하의 군사재 )  ｢군사

법원법｣ 제534조에 따라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 에서만 용된다. 한 비상계엄에서

도 모든 범죄에 한 상소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죄들(간첩죄, 

유해음식물 공 죄, 병에 한 죄, 포로에 한 죄 등)에 해 단심제로 용하고 있

다. 이유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과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기 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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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허가제 도입  인식개선(21조 a항)

16. 종래 ｢민법｣은 당사자 간의 입양 합의에 의한 입양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2005년에 ｢민

법｣을 개정하여 입양의 성립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요하는 친양자제도

를 도입하 다.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법률 계를 단 하고 법률 ‧실제

으로 마치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 히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

다. 

17. 국내입양에 있어 친양자제도의 도입으로 입양허가제를 요구하는 아동권리 약 

제21조 a항의 취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지만, 국내입양 반에 하여 입양허가

제를 도입하는 데는 국민인식과 국내 입양 실의 측면에서 아직 어려움이 존재한다. 

정부는 입양 진 차원에서 볼 때 국내 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양에 한 

국민 인식변화와 국내 입양 실을 고려하여 신 하게 검토할 정이다. 

18. 재 정부는 국제사회의 력을 통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외입양에 

한 헤이그 약 비 에 해서는 사회각계 차원에서 다양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 

에 있다. 

19. 정부는 당장에 면 인 입양허가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양의 활성화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한 노력을 극 개하고 있다. 2005

년에 ｢입양 진 차에 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의 날’(5.11)  ‘입양주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2007년 1월 ‘국내입양활성화 책’을 수립하여 TV, 인터넷, 종교 

신문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개하 다. 특히, 입양에 한 편견 불식  입양을  

하나의 출산이라는 사회  인식이 확산되도록 홍보하 다. 

20. 이와 같은 인식 개선 노력은 2007년에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상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국외입양은 국내입양의 체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한

다는 약 제21조 (b)항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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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부모면 교섭권(제9조 3항)

21. 정부는 1991년 약 비  시 제9조 3항의 아동의 부모면 교섭권은 ｢민법｣과 상충

한다는 이유로 유보하 었다. 하지만 정부는 아동의 부모면 교섭권 제한이 아동의 복

리를 해할 수 있으므로 단계 으로 개정을 추진하 다. 

22. 정부는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부모의 자녀면 교섭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 다. 하지만 여 히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모 일방에게만 면 교섭권을 인정하고 자녀에게는 인정하지 않아 자녀는 면 교섭권

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2월에 ｢민법｣을 

개정하여 약상의 ‘아동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 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하여 아동에게도 부모면 교섭권을 인정하 다.

 <민법>

 ∙제837조 2(면 교섭권) ‘①자(子)를 직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는 직권에 의하여 면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23. 정부는 아동의 부모면 교섭권을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하여 부부가 의이혼 할 

경우에는 면 교섭권의 행사여부  그 방법을 담은 의서 제출을 의무화하 다. 

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용, 면 교섭권의 행사 여부  그 방법 등이 기재되고, 양육

사항에 한 당사자의 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단될 때에는 가정법원

이 그 의 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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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CRC/C/15/Add.197, para. 1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its 

domestic legislation conforms full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4. 정부는 2003년 이후 약의 이념이 국내법에 반 되도록 지속 으로 련법을 제‧

개정하여 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요 아동 련 법령 제‧개정 황〉

구분 시기 법령 련 정책

개정

’04~’07 아동복지법

∙아동정책조정 원회 설치, 아동학 신고의무자확

∙가정 탁 개념, 가정 탁센터에 한 근거규정 마련

∙학 피해아동보호체계 확

’04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불법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온라인상 청소년보호 강화,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제도

’04 유아보육법 ∙표 보육과정령 마련

’04 소년원법 ∙비정규학교로 운 되어 온 소년원 학교를 정규학교화 함.

’05, ’07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청소년 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정보등록 

열람제도 신설(’05)

∙청소년 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취업제한 

제도 강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07)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 담검사, 경찰  지정‧운 , 진술녹화제도 도입

∙조사 시 신뢰 계가 있는 자의 동석

∙13세 미만 아동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개정

’05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정책 계기  의회 마련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등 참여기회 확

’05, ’07 민법

∙호주제 폐지, 친양자입양제도 도입(’05), 여성의 

결혼연령 상한조정, 아동의 부모면 교섭권 신설, 

의이혼 시 아동양육자 결정.

’05 학교보건법 ∙보건교육 강화, 학교주변 유해환경 설치 지 강화

’05
입양 진  차에 

한 특례법

∙입양의 날  입양주간

∙국내입양 활성화 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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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기 법령 련 정책

개정

’07 ‧ 등교육법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보장 의무화 

규정 신설

’07 소년법

∙교화‧선도 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 용연령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

∙검사의 결정  조사제도 마련

’07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한 법률
∙구 자 보호장비가 징벌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함

’07 형사소송법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한 수사상 진술  재 상 

증언 시 신뢰 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신규

’04 유아교육법 ∙교육과정 운 을 한 로그램 개발 보

’04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권리보장

∙유엔아동권리 약 홍보 등

’04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보장  참여

’04
성매매방지  피해자 

보호 등에 한 법률
∙성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자립지원 

’04
성매매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

∙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  인신매매 근

∙피해자의 인권보호

’04

’07(개정)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

∙학생인권보호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05 문화 술교육지원법 ∙문화 술교육활성화, 학교문화 술교육지원

’05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한 법률

∙실종아동 등 발생 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귀

이후의 사회 응 지원

’07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장애인의 완 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

∙모든 생활 역에서의 차별 지  정당한 편의제공

’07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에 한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 등

’07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 계 등록제도 마련

∙가족 계 등록 등의 사무를 법원 장

’0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  자녀에 한 차별 지

’07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한 치추  자장치 

부착에 한 법률

∙아동성폭력 범죄자 등에 한 자 치 추 제도 도입

’0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진에 한 법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 기  제도  장치 마련

’08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의 복지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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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

CRC/C/15/Add.197, para.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broaden the scope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Child Rearing, formulated in 2001, to include all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ments made at the United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May 2002) and outlined in the outcome document entitled "A World Fit for Childre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signate one permanent and 

central mechanism to be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of all policies and programmes for 

children, and ensure that it has the necessary authority and adequate financia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effectively.

련 법

25. 정부는 2004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정책조정 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 다. 아동정책조정 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성장을 한 종

합 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

고 평가한다.

아동정책조정 원회

26. ‘아동정책조정 원회’는 국무총리를 원장으로 하고 정부 원 12인과 민간 원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원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장  등 

9인의 당연직 원과 안건과 련하여 원장이 지정하는 앙행정기 의 장 3인으

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원은 아동 련 단체장 는 아동에 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학계 문가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7. 동 원회는 아동 련 정책의 조정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실 을 하여 아동

련 국제조약의 이행  평가‧조정에 한 사항을 심의한다. 한 원회는 효율 인 

운 을 하여 ‘아동정책실무 원회’를 두고 있다. 실무 원회는 필요에 따라 아동권

리, 아동안 , 빈곤아동 등의 분과 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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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정책조정 원회의 심의‧조정 사항>

 ∙아동정책  아동 권리증진의 기본방향에 한 사항

 ∙아동정책의 개선과 산지원에 한 사항

 ∙아동정책에 한 련 부처 간 조 사항

 ∙아동 련 국제조약의 이행  평가‧조정에 한 사항

4. 공 기 에 의한 모니터링

CRC/C/15/Add.197, para. 1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e the establishment of such a 

monitoring mechanism and actively monitor its activitie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8. 정부는 아동의 권리증진  유엔아동권리 약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하여 

2006년 10월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 다. 동 센터는 아동의 권리실 에 장

애가 되는 요인들을 검하고, 정책이나 제도개선을 꾀하기 하여 약의 역별 문

가와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

터는 2008년까지 시범운  된다.

29. 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 운 하고 있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성인 21인, 

아동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은 아동권리, 교육, 법조,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

서 실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은 일반아동 뿐만이 아니

라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장애아동, 기 수 상 아동 등 다양한 환경의 아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 실 을 한 국가정책에 한 자문, 

약 이행상황의 모니터링, 국가보고서에 한 의견제시 등을 하고 있다. 한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 참여하여 아동권리의 에서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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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립 인 모니터링

CRC/C/15/Add.197, para.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aris 

Principl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annex)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Ensure that there is at least one child rights expert amongst the Commissioners, or 

alternatively, that the Commission establish a sub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b) Ensure that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s accessible to children, in 

particular by raising awareness of its power to receive, investigate and address complaints by 

children in a child-sensitive manner.

국가인권 원회

30. 국가인권 원회는 인권에 한 국민의 이해와 심을 높이고,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원회는 아동의 권리증진을 하여 아동권

리 침해사례에 한 권고, 인권상담, 인권교육, 홍보, 연구사업 등을 극 으로 추진

하고 있다.

31. 국가인권 원회의 원은 재 법조계, 학계, 여성계, 인권단체 활동가 등으로 인권

문제에 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동 련 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

다. 다만, 아동권리 약 이행과 련하여 자문기구로서 ‘아동인권 문 원회’를 운 하

고 있다.

32. 국가인권 원회는 모든 국민의 인권보장과 구제를 해 노력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인권상담센터를 통해 권리침해 사례에 해 상담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진정

을 낼 수 있다. 이는 특별법으로서 제정된 ｢국가인권 원회법｣을 통해 법 으로 보장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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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원의 할당

CRC/C/15/Add.197, para.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by:

(a) Prioritizing budgetary allocation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ren, in particular those belonging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to the maximum extent of … available resources."

(b) Identifying the amount and proportion of the State budget spent on children in the public, 

private and NGO sec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expenditures and also, in view 

of the costs, the accessibility,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ervices provided to children in 

the various sectors.

33. 정부는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 련 산을 확충하여, 취약계층은 물론 

체아동의 복지  교육에 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한 성폭력 방  피해자 지원을 한 산도 증액하고 있다.

34.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수  향상을 하여 보육료 지원 확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보육서비스 다양화 등을 해 노력하고 있다. 보육 산은 2003

년 약3천1백억원에서 2007년 약1조4백억원으로 234.4% 증가하 다.

35. 정부는 18세 미만 소득아동에 한 무상의료 여 실시 등 보건서비스를 강화하

고, 지역아동센터 확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도입 등 빈

곤아동‧청소년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한 사회  투자를 확 하고 있다. 한 장

애아동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하여 2007년 장애아동수당을 최  월 20만원까지 

증액하 고, 수 상자도 2002년 2,617명에서 2007년 23,000명으로 폭 확 하 다.

36. 정부는 학교교육 내실화, · 등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사업, 특수교육 지원 등 

유아  · 등교육 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산은 2003년 약17

조6천억원에서 2007년 약26조8천억으로 52.2%가 증가하 다.



28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37. 청소년정책, 청소년활동  복지증진, 청소년성장환경 개선 등에 투입된 청소년

산은 2003년 약9백억원에서 2007년 약1천6백억원으로 77.8%가 증가하 다. 

38.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련 산은 2003년 약63억원에서 2007년 약

203억원으로 221.8%가 증가하 다.

7. 자료 수집

CRC/C/15/Add.197, para. 2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and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disaggregated data, specifically for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8, and use these data and indicators for the formul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mplete the work on the child rights' index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be able to evaluate continuously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39. 정부는 매년 5월, ‘청소년통계’를 발간하고 있다. 한 소년사건에 한 통계집을 발

간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에는 아동권리 수 을 악하

고, 약 이행을 한 정책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하여 ‘아동권리지표’를 개발

하 다. 앞으로도 권리지표를 지속 으로 보완하여 아동권리의 실태를 악하고 

아동권리정책의 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동 련 통계 수집

40.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 한 육성  보호에 한 사회 인 심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한 통계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련 자료를 한 에 살펴볼 수 있

도록 ‘아동청소년통계집’을 발간하고 있다. 통계집은 아동의 활동, 복지, 보호정책의 

기 자료로 활용되며 2002년부터 발간되고 있으며 인구와 가족, 교육, 노동, 보건, 복

지, 교통과 정보화, 문화와 여가‧사회참여, 안 으로 구성되어 있다. 

41. 정부출 연구기 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3년부터 ‘청소년패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연구는 국의 학교 2학년생(2003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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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 국의 등학교 4학년생(2004년 조사시작~2008년까지 추 조사)을 상으

로 잠재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비, 일탈행 , 여가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해 추  조사하여 종단  패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데이터는 청소년의 생활

실태를 악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2. 정부는 2006년에 유치원,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 등 체 교육기 에 

한 통계자료를 체계 으로 조사하고 한 곳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교육통계 

One-Stop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다. 한 2007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정보수요자가 신

속하게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콜센터’를 운 하고 있다.

43. ‘소년사법’과 련한 통계는 범죄분석, 사법연감, 범죄백서, 소년보호통계, 보호 찰

통계연보를 통하여 수집되고 있다. 범죄분석은 매년 검찰청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소

년범죄 처분 황  소년범죄자의 비행‧환경 등 12개 항목, 학생범죄자의 범행동기 등 

10개 항목, 가정폭력  학교폭력 처분결과 등에 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

다. 사법연감은 매년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의 수내역, 처리

상황, 보호소년에 한 분석, 수‧처리‧미제별 년통계, 연령별‧처분별 년비교통

계를 제공하고 있다. 범죄백서는 매년 법무연수원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소년범죄 동

향, 소년사건 처리 황, 소년수형자의 처우, 소년보호 찰 등에 한 통계자료를 제공

하고 있다. 소년보호통계는 격년으로 발간하며 소년범죄 황,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  교육 황 등을 제공한다. 보호 찰통계연보는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발간하

고 있으며, 소년보호 찰, 수강명령, 사회 사명령 상자에 한 처분‧집행 등 리 

상자의 반 인 사항에 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44. 정부는 와 같은 아동 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매년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청소년백서’는 아동과 련하여 부처에서 수집된 통계자료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 추진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종합 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

정책의 통합에 따라 2008년부터는 ‘아동청소년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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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지표

45. 정부는 2003년에 아동권리 약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 다. 지표는 유엔아동권리 원회가 제시한 8개 역을 참고로 하여 인구, 생존

과 건강, 가족, 시민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문화와 여가, 특별보호로 구성되

어 있다.

46. 2006년에는 행 통계체계가 아동권리 반에 걸쳐 수집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식

하여, ‘40개 주요아동지표(Key Indicators)’를 만들었다. 아동 지표를 아동발달 단계별 조

기개입, 양육 로그램 개발 등 장기 아동정책 수립과 각종 아동복지사업의 기 자

료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한 ‘드림스타트’,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등 아동을 

한 국가지원서비스를 확 해 나가고 있다.

47. 정부는 한 유엔 등의 권고내용과 국내·외 지표 개발 사례들을 분석하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역으로 하는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 다. 

8. 시민사회와의 력  감독

CRC/C/15/Add.197, para. 24: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important role of civil society as a partner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vol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a more systematic and coordinated manner, in all stag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policy formulation,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in the drafting of future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2002 on the theme "The private sector as service providers and its 

role in implementing child rights"(CRC/C/121, para. 630) and improve its supervision of private 

organizations delivering services by, inter alia, improving the system of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of service providers.

48. 정부는 사  서비스 제공자가 정부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동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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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정부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아동 련 기  종사자를 상으로 아동권리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아동과 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

하여 민간의 의견을 극 으로 수렴하고 있다. 아동학 방, 청소년 흡연 방, 학교폭

력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해서는 민간단체와의 연계가 요하기 

때문이다.

9. 홍보

CRC/C/15/Add.197, para. 26:

While noting the activities of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children's rights,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42 and 

44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its own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Undertake public awareness campaigns on children's right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and 

specifically at children;

(b) Carry out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for all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 particular teachers, judges, 

parliamentarians, law enforcement officials, civil servants, municipal workers, personnel 

working in institutions and places of detention for children, health personnel, including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50.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아동권리인식 향상을 해 다양한 공공캠페

인을 개하고 있으며, 아동과 련된 종사자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

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 개발  교육에 힘쓰고 있다. 

51. 국가인권 원회는 아동권리 약, 아동권리 원회의 권고  일반논평 등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통해 쉽게 련 정보에 근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원회는 사법기  종사자, 경찰, 일반 행정공무원, 교사 등을 상

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과 아동 련 종사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한 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52. 법무부는 2006년 ‘인권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소년보호와 

련한 종사자를 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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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연수 시 ‘학생생활 지도 방법 제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는 아동복지시설, 유아보육시설 종사자 등을 상으로 아동학  방교육과 함께 아

동권리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3. 정부는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선포하고 있다. 이 기간은 국제사회에서 아동권리에 심을 갖기 이 인 

1922년에 아동의 노동을 없애고, 배우고 즐겁게 놀 권리를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정

된 ‘어린이 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주간이다.

제2   NATIONAL PROGRAMMES

1. 당사국의 이행의무( 약 제4조)

54. 정부가 추진한 아동 련 3  종합 책과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은 아동의 보

호와 육성, 안 , 기본생활 보장, 권리, 참여를 강화하는데 기여하 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련법을 제‧개정하여 아동권리 증진의 법 근거를 확보하 다. 한 

2008년에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련법 제‧개정은 극 인 아동권리 실

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정책5개년기본계획’ 수립은 아동 련 종합

책을 포 으로 계승한 아동권리증진의 국가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55. 2008년에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련법 제․개정은 그 동안 이원화되어 추진

되어 왔던 아동과 청소년 련 정책의 통합을 지원하고, 아동의 권리를 효과 으로 증

진하기 함이다.

56.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과 함께 아동권리실 의 국가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동 계획은 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이 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리고, 권리행사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하는데 역 을 두고 있다. 아동은 차별 없는 교육과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

을 것이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철 히 보호받을 것이다. 동 계획은 그 동안 추진되

어 왔던 아동 련 종합 책을 계승‧발 시킨 것으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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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실 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 한다.

57. 2001년 국가인권 원회가 설립된 이래 사회  약자에 한 인권보장은 지속 으로 

개선되고 있다. 인권에 한 국민들의 의식도 향상되어 가고 있다. 향후 정부는 약

의 이념을 아동과 련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삼아 아동의 권리가 실 되는 행복한 

세상을 해 국제사회와 긴 히 력해 나갈 것이다.

2. 약 홍보( 약 제42조)

58. 정부는 민간단체와 력하여 약 홍보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동 련 

종사자 교육으로 약에 한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아동

권리 증진을 해 교원연수와 학교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교사와 아동에게 약을 

홍보하고 있다.

59.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교사를 상으로 학생의 인권제고  폭력 방‧

근 을 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 각 시‧도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는 문직‧

리직을 상으로 아동권리에 한 연수과정을 운 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교사의 

인권의식 향상을 하여 교육청  학교별로 아동권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60. 법무부는 2006년에 ‘인권국’을 신설하고 인권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소년사법｣과 련한 종사자 등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  교재 개

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법 종사자 양성기 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61. 보건복지가족부는 2005년부터 매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아동권리 약을 이해하고 이를 장에서 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62.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에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교재를 

개발 하고 있다. 교육교재는 아동 련 시설종사자, 교원, 아동  일반시민 상의 교

육  홍보자료로 리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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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국가인권 원회는 2005년 9월 ‘사이버 인권교육 배움터’를 개통하 다. 언제, 어디

서나 인터넷을 통해 인권에 해 쉽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아동

권리 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한 홍보책자를 발간하 고, 아동권리와 련한 국제기

의 움직임을 악하여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 알리고 있다.

64. 국가인권 원회는 2004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인권교육

연구학교’를 운 하고 있다. 2005년에는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용 인권교육 로

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 다. 2006년에는 유아용 인권교육 로그램, 인권교육 사회드

라마(Sociodrama), 지역아동인권센터 인권교육 로그램, 성 인지  해외 사례 연구, 인

권친화  학교운  모델 등 5종을 개발하 다. 한 ‘인권교육연구학교 운 지침’을 

마련하 다.

65. 국가인권 원회는 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교육 능력을 제고하기 하여 

인권교육 연수과정을 운 하고 있다. 원회는 2006년에 시‧도교육청  교육연수

원의 연수 담당자를 상으로 인권교육 로그램 활용방법을 심으로 연수를 실시하

다. 

3. 국가보고서 활용 ( 약 44조 6항)

66. 1994년과 2000년에 제출된 국가보고서, 2006년에 제출한 선택의정서 이행에 한 

국가보고서를 비롯한 아동권리 약 련 자료는 국가인권 원회, 아동권리모니터링센

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67. 정부는 본 보고서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공개할 

것이다. 정부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게재하여 구나 쉽게 근 가능하도록 할 것이

다. 한 홍보용 책자를 발간하여 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

가  NGO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본 보고서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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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STATISTICS

아동 련 산

68. 정부는 유아  · 등교육, 아동복지, 보육,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 련 

산을 매년 증액하여 아동 련 정책이 안정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부

표 1-1>.

제4   FACTORS AND DIFFICULTIES

69. 정부는 친양자입양제도를 신설하는 등 아동의 복리를 하여 입양 성립의 면 

허가제를 향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입양과 련한 유보조항 철회를 

한 련 법률, 사회  인식 문제 등에 하여 다각 인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아동의 

상소권 제한은 분단국가의 실을 감안하여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70. 정부는 약 비 국으로서 아동의 권리실 을 하여 련정책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약 비  당시 유보하 던 조항을 철회하는 등 2003년 원회의 권

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하여 노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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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아동의 정의
(제1조)

제1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CRC/C/15/Add.197, para. 2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that it raise the 

minimum age of marriage of girls to that of boys.

71. 종 의 ｢민법｣은 약혼연령  혼인 령에 하여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남녀평등에 반한다는 비 이 있

었다. 따라서 정부는 행법의 합리  근거 없는 성차별  요소를 없애기 해 2007년 

11월 ｢민법｣을 개정하여 만 16세인 여자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남자(만18세)와 동일하게 

하 다. 

제2   NATIONAL PROGRAMMES

1. 아동의 정의( 약 제1조)

72. 행 법 체계는 법의 목   정책내용에 따라 다양한 용어와 연령기 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정책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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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련 법률의 용연령 기 〉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청소년 만19세 미만

유아교육법 유아 만3세부터 취학 까지의 어린이

유아보육법 유아 6세 미만

민법 미성년자 20세 미만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

형법 형사미성년 14세 미만

입양 진  차에 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한 법률 아동 14세 미만

가정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취학 인 경우는 22세 미만)

도로교통법 어린이 13세 미만

모자보건법 유아 6세 미만

국민기 생활보장법 아동 부양의무자가 없는 18세 미만

제3   STATISTICS 

아동인구

73. 아동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는 지속 으로 변화

추이를 검해 나가고 있다. 재 출산 상으로 인하여 아동인구는 지속 으로 감

소하고 있다. 아동인구 비율은 2003년 24%에서 2007년 22.1%로 감소하 다. 2010년에

는 21.5%로 감소 될 것으로 측되고 있다<부표 2-1>.

제4   FACTORS AND DIFFICULTIES

74. 행 법체계에서의 다양한 연령기 은 아동의 권리실 에 장애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법의 목 에 따라 정책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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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부 효과 이고 효율 인 아동정책 수행을 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

서는 연령기  통일에 한 계부처 간 의  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정이다. 

제3장  일반 원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일반원칙

CRC/C/15/Add.197, para. 3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ppropriately integrate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namely articles 2, 3, 6 and 

12, into all relevant legislation concerning children;

(b) Apply those principles in all political,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as well as in 

projects, programmes and services which have an impact on all children;

(c) Apply those principles in planning and policy-making at every level, as well as in actions 

taken by social and health welf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ourts of law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75. 정부는 약의 일반원칙이 반 된 법률, 규칙에 근거하여 재 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약의 일반원칙은 아동 련 정책에 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각종 정책은 일반원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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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 지

CRC/C/15/Add.197, para. 32, 3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act legislation explicitly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order to include all grounds enumerat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ll necessary proactive 

measures to combat societal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against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of migrant workers 

and girls through, inter alia,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s.

The Committee requests that specific information be included, in the next periodic report, on the 

measures and programmes relevant to the Convention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follow up 

on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at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held in 2001, taking account 

of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on article 29, paragraph of the Convention (aims 

of education).

76. 최근까지 제‧개정된 아동 련 법률은 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

지 원칙을 충실히 반 하고 있다. 를 들면, 2004년에 제정된 ｢청소년복지지원

법｣, 2006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 지  권리

구제 등에 한 법률｣과 ｢장애인등에 한 특수교육법｣ 등이 있다. 2008년에는 ｢ ‧

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자의 아동도 거주지 확인만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한 정부는 다문화아동, 새터민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된 생활

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련 법

77. 한민국 ｢헌법｣은 모든 역에서의 차별 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아동 련법은 

이를 극 으로 반 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2006년 ｢아

동복지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인종 차별 지를 명문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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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은 자신 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은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  신분, 경제  지  는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제1조 ‘동법은 모든 생활 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 으로 구제함

으로써 장애인의 완 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 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 함을 목 으로 한다.’

78. 정부는 2007년 3월에 장애인의 모든 생활 역에서의 권익보장에 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권리 약’에 서명하 다. 재 정부는 동 약의 국회비  차를 진행하고 있

으며, 비  후에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과 함께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한 법 ‧제도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79. 정부는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

아동의 입학 는 학을 강요할 수 없다. 한 장애를 이유로 교내외 활동(수업‧실험

‧수학여행 등)의 참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 으며, 통학‧이동  교육활동을 한 정

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80. 2007년 5월에는 ｢장애인등에 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장애아동  

특별한 교육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

애유형‧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 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 으로 제정되었다. 

81. 정부는 2007년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 다. 동법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의 자녀에 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인권옹호를 한 교육‧홍

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 동법에 따라 정부는 2008

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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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지

82. 정부는 2001년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과 련하여 이주

아동의 교육  건강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국 기 이주가정

의 아동이 원활하게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다문화아동에게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로그램을 실시하여 기 응을 지

원하고 있다.

83. 정부는 외국인 아동을 하여 한국어교재  교육 로그램, 정체성 확립 지원을 

한 교재  로그램을 지속 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 한 외국인 아동 집지역 

학교 등을 특별학  는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 하는 방안을 검토 에 있다.

84.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아동을 하여 2007년부터 지역사회 다문화아동 

종합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다문화아동의 욕구  실태조사 결과를 토

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7년 부산(도시형), 2008년 익산(도‧농형)

에서 실시되었다. 향후 다문화아동 집지역을 심으로 지역사회 다문화아동 종합지

원 사업을 순차 으로 확 해 나갈 계획이다.

85. 정부는 아동을 상으로 반편견‧반차별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사회 이주민에 한 

수용 인 태도를 향상시키기 한 노력을 개하고 있다. 한 아동의 타문화에 한 

편견해소  다양성이 존 되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하여 학교순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무지개문화탐험 ’를 운 하여, 이주아동과 

한국의 아동이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에 기반한 래 계를 형성하

고 다문화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터민 아동 지원

86. ‘새터민’이란 북한을 이탈해 한민국으로 들어와 거주하는 자를 일컫는다. 종 에 

사용하 던 ‘탈북자’라는 용어의 부정  인식을 감소시키고자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

고 하 다. 정부는 새터민 아동의 안정 인 정착지원  보호를 하여 입국 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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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재원 )부터 정착 시까지 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87. 정부는 하나원 입소교육, 비교문화체험학습, 사회입문 로그램, 거주지 방문교육으로 

이어지는 새터민아동의 정착 기교육 로그램을 개발‧운 하고 있다. 한 하나원 퇴

소 후 거주지에 안정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지원인력 양성 로그램 등 지역사

회 새터민아동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터민아동을 한 정

착 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 사업을 확 해 나갈 계획이다. 

3. 아동의 견해에 한 존

CRC/C/15/Add.197, para.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 Ensure that the Child Welfare Act, amended in 2000, be revised to include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nd take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 views of children and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by courts, administrative bodies, school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in the education system;

(b)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to, inter alia, parents, educators, government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judiciary and society at large on children's right to have their views taken into 

account and to participat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c) Undertake a regular review of the extent to which children's view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of the impact this has on policies, programmes and children themselves.

88. 정부는 련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한 련법률 제‧개정을 비롯하여 참

여기회를 확 하기 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아동의 견해를 존

하고 참여를 증진시키기 한 조치를 지속 으로 취해 나갈 것이다.

 (a) 련법

89. 정부는 아동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오고 있다. 

2004년에는 아동정책조정 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 고, 2006년에는 ‘인종’차별

지를 명문화하 다. 한, 2008년에는 아동학  방 사업의 확 , 정기 인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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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 아동학  련 정책을 강화하 다. 재 ｢아동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

합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 에 있으며, 약의 기본원칙, 특히 아동의 의사표 의 권

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90. 정부는 2007년에 ｢ ‧ 등교육법｣을 개정하여 학생징계 시 학생 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과 징계처분  퇴학조치에 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는 보호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다. 한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

률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한 징계 시 가해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도록 하고 있다.

 < ‧ 등교육법>

 ∙제18조의2 (재심청구) ‘①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퇴학조치에 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 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 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

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한 조치)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한 차를 거쳐야 한다.’

91. 정부는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부모면 교섭권에 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아동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

지를 침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로 하고 있다. 

 (b) 아동권리 정보제공

92. 정부는 각종 인권교육을 통하여 아동과 학부모, 교사에게 아동 의사표 과 참여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아동 련 민간단체의 아동권리 홍보사업 지원을 통

해서도 아동의 의사표 과 참여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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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동의 견해와 그 향에 한 평가

93. 정부는 2008년에 국단 의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아동정책의 목표설정  장기 계획의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함이다. 동 조사는 아

동의 견해가 일상생활의 각 역에서 어떻게 존 되고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 요

한 자료가 될 것이다. 조사에는 아동학 , 폭력, 아동권리에 한 인식수   보건‧복

지‧교육 등 아동의 성장환경과 련된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 실태조사가 

정기 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2   NATIONAL PROGRAMMES

1. 차별 지의 원칙( 약 제2조)

94. 차별 지의 원칙은 ｢헌법｣과 아동 련법의 기본정신이다. 정부는 아동이 어

떠한 차별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련법을 제‧개정함은 물론 외국인 아동, 다

문화가정의 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복지혜택을 릴 수 있도록 종합 책을 수

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 차별행 를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95. 2007년 5월 정부는 1993년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행동계획’을 

통해 각국에 권고된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에 따라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 다. 이 기본계

획은 ｢헌법｣과 함께 아동권리 약을 포함하여 한민국이 가입‧비 한 6개 핵심인권

조약의 내용을 기 로 향후 2011년까지의 인권에 한 법‧제도‧ 행의 개선과 련

한 범국가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 약 제2조에 규정된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한 기본정신과 함께 이를 한 제반 정책  제도는 아동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리 보호에 한 사항이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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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책 기본계획

96. 정부는 2007년 재정된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의 규정에 따라 2008년에 ‘제1차 외

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이다. 본 기본계획에는 아동이 외모나 문화  차이 때문

에 사회로부터 부당한 차별  인식과 편견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려하여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 이해 증진 정책이 포함될 정이다. 한 외국인 자녀가 친구들로부터 집

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실제 학교생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이 언어 교육환경 조성 

등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도 포함할 정이다.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책

97. 정부는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을 하여 2006년에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책’을 수립하 다. 경제 ‧사회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아동이 정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우리 사회

가 다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해서이다.

98. 본 책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방과후학교’ 로그램 개설 지원, 학생 

멘토링 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 선정, 교사  래집단과의 1  1 결연을 통

한 자녀의 정서  안정 도모, 교원연수 강화, 교육과정 개정 시 도덕교과에 ‘타문화 

편견극복’ 단원 포함, 지역단 의 지원 로그램 활성화, 불법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

호를 한 부처 의 추진 등이 포함되었다.

차별행 에 한 조사와 구제

99. 국가인권 원회는 차별행 에 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민국 

국민과 한민국의 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법인, 단체 는 사인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를 당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재 국

가인권 원회는 주요 차별행  권고사항에 한 국민 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

여 국민에게 차별 지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100. 정부는 2006년 7월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 이후 차별 지법안을 마련하여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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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차별 지법안은 성별, 연령,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을 지․ 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한 기본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8년 5월 국회의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재는 법무부가 차별 련 국

내 법제  해외 입법사례 연구를 진행하면서 ｢차별 지법｣의 제정 추진 여부를 신

하게 검토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 원회는 ‘성별을 이유로 한 교육기 에서의 차별’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 원회는 등학교에서 출석부 번호를 부여할 때 남학생에게 1번을 부여하고, 여

학생에게는 남학생에게 번호를 모두 부여한 이후의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어린학생

에게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 으로 심어  수 있는 성차별  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합리  이유 없이 여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단하여 등

학교장에게 출석부 번호부여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 다.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약 제3조)

101. 정부는 아동 련 법률의 제‧개정, 종합 책 수립, 련 정책  제도 등의 추진

에 있어서 약의 일반원칙, 특히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각 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아동정책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

칙을 고려한 것이다.

102. 정부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 교섭권을 자녀에게도 인정하 다. 한 이외에도 아동이 최 한 가정 인 

환경에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입양에 한 인식을 개선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해 

노력하고, 가정 탁, 그룹홈 등의 가정보호 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03. 정부는 성폭력 피해아동, 아동학  피해아동이 조사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뢰 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하고 있으며, 아동이 진술을 할 때 마음의 상처

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하여 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녹화하게 

하고, 재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104. 정부는 한 아동의 부모, 법정 후견인, 는 여타 아동에 하여 법  책임이 있는 

자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해 지원하는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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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사업은 표 인 라 할 수 있다. 한 ｢국민기 생활보장법｣, ｢가족친화 사

회환경의 조성 진에 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은 아동

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가족에 한 극 인 지원정책이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 인 가족생활과 삶의 질 향상

을 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 다.

3. 아동의 생명‧생존  발달의 권리( 약 제6조)

105. 정부는 2003년 이후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가능한 자원을 최 한 활용하여 생

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2003년을 ‘어린이 안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안 사고 사망자 수를 이기 하여 ‘아동안 종합 책’을 수립하 다. 본 책

은 아동학 ,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교통안 , 추락, 익사, 독 책 등 12개 분야 58

개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추진하 다. 특히 학교폭력을 방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하여 2004년에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을 제정하 고, 2005년에는 학

교폭력 방  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련 법

106. 정부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방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하여 

2004년에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학교폭력은 재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박‧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 를 말한다. 동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 은 학교폭력 방 

 책에 한 정책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폭력의 근 을 한 조사‧연구‧교

육  계도에 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 방  책에 한 기본계획을 5년마

다 수립해야 한다.

107. 정부는 학교폭력을 효과 으로 방하고 처하기 하여 2005년에 계부처, 

시민단체, 문가, 교직‧교원단체 계자, 학부모, 교육청 등과 함께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 다. 본 계획은 학교폭력 방‧근 을 한 사회  분 기 

조성과 학생의 인권‧자율‧책임 시 풍토 조성을 목 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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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정부는 체벌, 두발 규제 등과 련된 학생인권 보호는 물론, 안 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기 한 노력을 개하고 있다. 2006년 9월 11일에는 국 1만여 각 학

교와 16개 시‧도 교육청, 그리고 181개 지역교육청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학교폭력 

추방의 날(매년 3월과 9월 셋째주 월요일)행사를 실시하 다.

109. 학교폭력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해 정부는 학교 내 상담기능을 

강화하는 등 인권 인 학교문화 창조에 노력하고 있다. 한 인권교육연구학교를 운

하여 실천사례를 확산시키고, 안교육 체제를 강화하 다. 2007년에는 학생들의 안

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해 ｢학교안 사고 방  보상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아동안 종합 책

110. 정부는 2003년을 ‘어린이 안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의 안 한 생활환경을 조

성하기 하여 아동의 안 과 련한 부처‧청이 범정부차원의 ‘아동안 종합 책’을 

수립하 다. 본 책의 효과 인 추진을 하여 국무조정실에 ‘안 리개선기획단’, 

통령비서실에 ‘어린이안 검자문단’을 구성하여 운 하 다. 한 2003년부터 아

동안 사고 방을 해 4개의 법률을 제정하고, 11개 법률을 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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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  련 법령정비 황〉

구분 시기 법령 주요내용

신설

법규

’04.1
학교폭력 방  책에 

한 법률

학교폭력 문제 효과  처 담기구 설치, 방교육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 방  책을 한 제도  틀 마련

’05.5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한 법률

실종아동 등 발생 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  복귀

이후의 사회 응 지원

’07.1
학교안 사고 방  

보상에 한 법률
학교안 교육의 실시 근거 마련

’07.1
어린이놀이시설안

리법

어린이놀이 기구  시설에 한 안 리의 일원화  

체계화

개정

법규

’04.3 재난  안 리기본법 재난 방교육홍보 방법과 시기 명시

’04.10 품질경   공산품

안 리법

어린이보호포장제도 도입

’05.12 안 인증 등 안 리 제도 개편  신속조치제도 신설

’05.3 유아보육법 보육시설 안 기  강화

’05.3 아동복지법 아동학 방교육의무화 등

’05.3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 수련시설의 화재안  도모

’05.5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

’05.7 수난구호법 구조구  책임명시

’05.11
소방시설 설치  안  

리에 한 법률
아동 련 시설 방염처리제품 사용

’05.12 약사법 약품보호포장용기 도입

’06.6 소방기본법 안 체험  설립근거 마련

’07.1 학교 식법 학교 식 생‧안 리 기

청소년자살 방

111. 정부는 자살 방을 한 2004년에 ‘자살 방 기본 책’을 수립하고, 2005년에는 

구체 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 으나 청소년 련 책은 미흡하 다. 이에 따

라 정부는 자살시도자의 긴 구조  사후 리 책을 마련하고, 자살 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살자 수를 감소시키기 한 ‘청소년자살 방 책’을 

2007년 9월에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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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정부는 청소년 자살 방을 해 ‘ 기청소년 사회안 망(CYS-Net)’ 등을 통한 

긴 구조시스템을 강화하고, 청소년자살 험도 측정도구를 개발하 다. 한 정부

는 청소년의 올바른 문제해결을 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안 하고 건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청소년 사회안 망(CYS-Net)

113. 학교부 응, 가정해체 등으로 기청소년의 수는 증가하고, 기청소년의 사회  

서비스 욕구 수 은 높아가지만, 청소년 서비스기 의 지역  분산과 상호 력체제 부

재로 지역사회의 지원체계는 취약하 다. 이에 정부는 기청소년의 문제에 효과 으

로 응하기 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

기청소년 사회안 망(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을 2005년에 구축하

다. CYS-Net 사업은 2007년에는 16개 시‧도와 52개 시‧군‧구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를 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114.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련 기  간의 네트워킹으로 통합지원체계 

구축하여 기청소년에 한 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맞춤형‧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하고 있다.

Help Call 청소년 화 1388

115. 정부는 2005년부터 그동안 인지도가 낮았던 ‘청소년 긴 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 화 1588-0924’ 등을 통합하여 지역사회 기청소년 사회안 망(CYS-Net)의 문

으로 ‘Help Call 청소년 화 1388’을 운 하고 있다. 청소년 련 모든 문제에 해 365

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보다 편리한 이용을 해 

SMS(Shot Message Service)와 VM(Virtuer Machine)을 구축하 다. ‘Help Call 청소년

화 1388’은 국 142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운 되고 있으며, 인터넷, 언론, 

기업과의 력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 홍보활동을 개하고 있다. 그 결과 2005

년 통합 이후 하루 평균 이용이 17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7년에는 하루 평균 675건

으로 274%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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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의사표 의 권리( 약 제12조)

116. 정부는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를 정책 으로 보장하기 하여 련 법률을 제‧

개정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학교에서 자신과 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제도 인 보장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련법 제‧개정

117. 정부는 아동 련법 제‧개정을 통하여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와 참여권 보장의 

법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3항 ‘아동에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10조 ‘당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의사를 존 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

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를 실시할 시에는 아동의 의견을 존 하여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 ‘청소년의 기본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역에서 존 되어야 한다.’

 ∙제12조 ‘국가는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검을 하여 청

소년분야의 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2항 ‘청소년은 외부  향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 련 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차에 청소년의 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고, 차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 하는 개인‧법인‧단체  탁운 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 원회를 

운 하여야 한다.’

118.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다. 먼  앙

차원에서 청소년 정책과제 설정‧추진‧ 검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해 

‘청소년특별회의’를 설치하 다. 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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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강화를 하여 ‘청소년참여 원회’를 설치하 다. 그리고 청소

년 련 시설에는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 한 청소년 심의 시설로 운 되도록 ‘청

소년운 원회’를 설치하 다.

청소년특별회의

119.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16개 시‧도 청소년 표 

 청소년 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행정부처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연간 과정으로 운 된다. 청소년특

별회의는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요성에 한 사회  심을 이끌어내고 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강화를 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 이 있다. ‘청소년참여 원회’나 

‘청소년운 원회’는 자치단체 는 청소년시설 심의 지역단 의 참여기구이며, 청

소년특별회의는 국의 청소년들이 동일한 정책의제로 함께 참여하는 국 단 의 참

여기구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회의를 거쳐, 매년 실시되고 있다.

120. 2005년 제1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참여기반확 ’라는 정책의제와 ‘비폭력 

반편견 청소년 평화운동’이라는 실천의제를 갖고 2005년 6월부터 11월까지 활동이 

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청소년참여 련 6개 역, 20개 과제를 채택하 다.

121. 2006년 제2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을 정책의제와 

‘서로 존 하는 청소년사회 만들기’를 실천의제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06년 10

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회의를 진행하 다. 본 회의에서 교육‧복지‧사회문화 등 5개 

부문 16개 정책과제를 채택하 다.

122. 2007년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이 의 특별회의와는 달리 별도의 정책의제를 

정하지 않고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임을 감안하여 청소년이 제안

하는 정책을 기본계획에 반 하거나 재 추진 인 정책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

다. 그 결과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된 98개의 정책과제  ‘비만청소년을 한 

학교 식 양표시제’ 등 35개 과제가 기본계획에 반 되었다.

123.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는 5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53

보장되는 사회’를 정책의제로 선정·추진하 다.

청소년참여 원회

124. ‘청소년참여 원회’는 지역사회 청소년정책 참여기구라고 할 수 있다. 동 원회는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 인 정책을 구 하고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해 설

치되었다. 

125. ‘청소년참여 원회’는 특별시· 역시·도  시·군·구에 설치되는데, 2003년 42개에서 

2008년 재 162개로 확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자치

원회, 청소년회의, 차세  원회 등의 명칭으로 약 3,200여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

다.

청소년운 원회

126. ‘청소년운 원회’는 국의 공공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 과 청소년문화의 집 

등에서 시설의 사업과 로그램 운 과 련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  장치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 하

는 개인‧법인‧단체  수련시설 운 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

여를 보장해야 한다. 

127. ‘청소년운 원회’는 2003년 88개에서 2008년 258개가 국 16개 시·도의 생활권 

수련시설에 설치·운 되고 있다. 원회 구성은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

되며, 원의 임기는 1년이다. 재 약 3,8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정기회의, 시설

운 과정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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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아동총회

128. ‘ 한민국아동총회’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아동 표들이 

외국아동들의 활발한 참여 동향을 한 후 아동총회 개최를 요구하여 2004년부터 매

년 개최되고 있다. 아동총회는 국의 아동 표가 모여 아동과 련된 문제들에 해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회를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증진하는 행사이다.

129. ‘청소년특별회의’의 참가자가 주로 고등학생과 학생인 데 반해 아동총회는 

등학교 고학년과 학생 주로 참여하고 있다. 아동총회는 ‘아동권리 수호천사’ 응

모를 통해 선발된 100명과 16개 시·도  아동단체 추천으로 구성된 50명 등 총 150명

의 아동 표들이 참가하여 특정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친 후 그 결과를 정부에 달

한다. 2006년에는 ‘아동,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2007년에는 ‘아동폭력 없는 행복한 세

상’, 2008년에는 ‘아동이 안 한 세상을 하여’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제3   STATISTICS

‧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130.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와 국가인권 원회가 실시한 ‘ ‧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생활규칙 제‧개정과 징계통보  소명 차 등의 진행에 있어서 교사

와 학생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131. 학교생활규칙 제‧개정에 있어서 교사의 67.6%는 학 회, 학생회와 의한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은 35.6%만이 의한다고 응답하 다.<부표 3-1>.

132. 학생 징계 차에 있어서도 학생과 학부모는 징계통보나 소명 차, 문 인 지원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 다. 하지만 교사는 징계통보나 소명 차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응답하 다. <부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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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실태

133.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으로 발생건수를 정확히 악할 

수는 없지만,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 수로 황을 악할 수 있다<부표 3-3>. 

학교폭력은 신체  폭행, 박, 품 갈취,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 

에서 품피해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부표 3-4>.

아동안 사고

134. 정부는 ‘아동안 종합 책’의 효과 인 추진을 하여 련 산을 2003년 1,523억원

에서 2007년 2,746억원으로 증액하 다. 본 책의 시행으로 체 아동 안 사고(교통, 

익사, 추락사고 등) 사망자는 2002년 1,210명에서 2006년 645명으로 46.7% 감소하 다

<부표 3-5>.

135. 아동 교통사고 방을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단속강화  노상 치물 

정비, 보호구역 지정범  확 (2005년에는 특수학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까지) 등을 

실시하 고, 이로 인해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02년에 468명에서 2006년에는 276

명으로 41% 감소하 다<부표 3-6>.

136. 아동 익사사고 방지를 하여 구명복  물놀이 안 기 을 강화하 고, 익사사고 

빈발지역에는 2004년에 ‘119시민수상구조 ’를 설치하 다. 아동 익사사고 사망자는 

2002년에 198명에서 2006년에는 78명으로 60.6% 감소하 다. 한 아동의 추락사고 

방을 하여 2003년에 주택난간 기 을 강화하고 안 검사 품목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로 지정하 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동 추락사고 사망자는 2003년에 108명에서 

2006년에는 58명으로 56.7% 감소하 다<부표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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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FACTORS AND DIFFICULTIES

137.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

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학습이해도가 낮고, 친구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 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그 자녀들은 래 아이들에 비해 기 학습 능력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138. 정부는 아동과 련한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아동의 의사표 과 참여를 제도 으로 

보장해 나가고 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 원회’, ‘청

소년운 원회’ 활동의 법 근거를 마련하 으며, ‘ 한민국아동총회’를 매년 개최하

여 아동의 참여를 극 으로 보장하고 있다. 

139. 정부는 학교에서의 인권 인 학교환경 조성을 하여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과 

징계 차 등에서 아동의 의견이 극 으로 반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

에서는 아동의 의사표 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

라서 정부는 인권교육, 연수과정 등을 통하여 지속 으로 아동권리에 한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 아동의 의사표  존 과 참여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극 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동 련 시설,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활동하는 모든 공간에서 실질 으로 존 될 수 있도록 권리교육

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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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민  권리와 자유
(제7조,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37조 1항)

제1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표 과 결사의 자유

CRC/C/15/Add.197, para. 37:

In the light of articles 12 to 1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mend legislation,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facilitate children's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 political activ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schools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fully enjoy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expression.

140. 정부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기 하여 ‘학생회’ 등을 제도 으로 보호하고 있

다. 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교생활규정은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학교운 원회

141. ｢ ․ 등교육법｣은 학교운 의 자율성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창의  실시를 해 ‘학교운 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 원회’는 학교

헌장  학칙의 제정 는 개정에 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공립  사립

의 ‧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동 원회는 교원 표‧학부모 표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142. 정부는 학생회 표가 그 조직활동과 련하여 ‘학교운 원회’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교칙 공시제 환 등의 후속조치를 마련

하여 자율  운 을 확 해 나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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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143. 정부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  합의와 합리  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동의 능동 인 참여를 진하기 하여 학생인권침

해 논란이 있는 학교생활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생활지도 방

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한 학생주도의 학생회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 체벌

CRC/C/15/Add.197, para. 3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be amended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schools and all other institutions;

(b) Carry out public education campaigns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ll-treatment of 
children in order to change attitudes to corporal punishment, and promote positive,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as an alternative to such punishment.

144. 체벌은 원칙 으로 지되어 있으며, 교육상의 필요에 의해서 매우 제한 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145. 체벌에 하여 ｢ ‧ 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제7항)은 학생을 지도할 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

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심한 폭행‧욕설행  등 사회

통념상 지나친 체벌을 한 교원에 해서는 교원양정기 을 강화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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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례, 2004.6.10>
  2004년 6월 법원은 체벌에 하여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 ‧정신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 학생에 한 폭행‧욕설 등의 지도행 는 사회통념상 용인
될 수 있을 객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 로 인정 가능하다.’라고 결하 다.
 <헌법재 소 례, 2006.7.27>
  2006년 7월 헌법재 소는 ‘징계방법으로서의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의 
훈육‧훈계가 원칙이고 학생에게 신체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외
으로만 허용한다.’라고 결하 다.

146. ‘아동보호 문기 ’은 아동학 신고의무자 등을 상으로 아동학  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부모에 한 교육을 통하여 비폭력 인 훈육방법과 아동학 방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교육사업을 의무화하기 하여 2008년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  방과 방지 규정을 한층 강화하 다.

제2   NATIONAL PROGRAMMES

1. 이름과 국 ( 약 제7조)

147. 한민국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 법｣에 의거하여 이름과 국 을 취득할 수 있

다. 한민국은 국 취득에 있어서 부모양계 통주의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

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 취득)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민국 국 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는 모가 한민국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 이 없는 경우에는 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148.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에 한 사항을 엄격히 리하고 있다. 2007년에 제정된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에서는 부 는 모에게 출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부 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거 친족이나 분만에 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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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산사 는 그 밖의 사람을 출생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 기아를 

발견한 사람,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신분의 유지( 약 제8조)

149. 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에 따라 출생‧혼인‧

사망 등 가족 계의 발생  변동사항에 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아동의 신분은 가족

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등재된다. 아동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의를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 다.

150.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은 호주제 폐지로 인한 ｢호 법｣의 체법으로 

2007년 5월에 제정되었다. 정부는 2005년 ｢민법｣개정에 따라 2008년부터는 아버지의 성

과 본을 따르도록 한 부성주의의 원칙을 수정하여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의를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 다. 한 자녀의 복리를 하여 아버지 는 어머니의 청구

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는 ｢민법｣개정

에 따라 가(家) 단 로 호 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 지에 따라 가

족 계를 등록하도록 한 것이다. 호주제의 폐지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151.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 제정으로 부성주의 원칙의 수정, 성(姓) 변경, 

친양자 제도 등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한 동법은 기존

의 ｢호 법｣이 개인의 정보보호에 취약하 지만, 목 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철 히 보호되도록 하고 있다.

3. 표 의 자유( 약 제13조)

152. 아동의 표 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국가인권 원회는 ｢헌법｣과 국

제조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표 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를 지속 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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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정부는 학교에서 아동의 표 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동 개개인과 학생회의 

활동을 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민주  합의 차 없이 아동

의 표 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로 교내 단지 배포로 인

한 징계사례에 한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가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동의 표 의 

자유가 보장되고, 권리행사에 있어서 교사의 교권과 충돌 시에는 민주 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7년 4월, 박모 학생이 P고등학교장을 상 로 ‘학생인권 련 토론회 단지를 교내에 

배포하 는데, 허가받지 않은 단지를 배포하 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진정인에 해 징계

차를 진행하여 표 의 자유를 침해당하 다’며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 하여 국가인권 원회는 P고등학교장에게 학교 안에서 학생의 표 의 자유가 최 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학생 표 물의 표  범   차에 한 합리 인 기 을 만드는 등 

재발방지를 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4.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약 제14조)

154. 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양

심에 따라 결정할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신앙‧선교 등의 자유를 릴 수 있다. 

155. ｢민법｣ 제913조는 부모나 법정 후견인이 자신의 신앙에 련하여 아동에게 종교 , 

도덕  교육을 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신앙을 아동에게 강요

할 수 없다. 한 특정의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아동은 다른 종교를 가

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의무 인 종교행사 참석과 련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논란이 있었다. 

5. 결사  집회의 자유( 약 제15조)

156. ｢ ‧ 등교육법｣  동시행령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그 조직  

운 에 한 기본 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시하는 생활지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2003년부터 각  학교의 학생생

활규정의 제‧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 신장  자치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157.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809개 모든 ‧고교 학교생활규정을 제출받아 권리침해 



62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분석하여 문제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학생 권리를 극 보호

할 것을 밝히고, 각 학교의 교사‧학부모‧학생이 모두 참여하여 행 규정을 민주 으

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 다.

6. 사생활의 보호( 약 제16조)

158. 정부는 학교에서 아동의 정보가 아동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공될 수 없도록 하

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련된 정보가 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국가인권 원회는 

학교에서의 두발규정 등이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을 권고하 다.

련 법

159. 모든 국민의 사생활은 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요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제한에 그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은 아동에 한 정보보호의 원칙, 

｢ ‧ 등교육법｣은 학생 련 자료제공의 제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성범

죄 피해아동의 사생활에 한 비 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설하는 것을 엄격히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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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학생정보의 보호원칙) ‘①학교생활기록 등의 아동 련 정보는 교육  목

으로 수집‧처리‧이용  리되어야 한다. ②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아동에 한 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아동(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 등교육법>

 ∙제30조의 6(학생 련 자료제공의 제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기록  ‘학교보건법’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한 자료를 당해 아동(아동이 미성년자인 경우

에는 아동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청소년성보호에 한 법률>

 ∙제18조(비 설 지) ‘①아동 상 성범죄의 수사 는 재 을 담당하거나 이에 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 는 상아동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 사항이나 사진 등 는 그 아동의 사생활에 한 비 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기 ‧시설 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 을 타인에게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든지 피해아동  상아동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는 직업‧용모 등 아동을 

특정하여 악할 수 있는 인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60. 정부는 2007년 1월에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을 개정

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 다. 동법에 따른 

‘방송통신심의 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사생활 침해, 명 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161. 정부는 2007년 5월에 ｢공공기 의 개인정보 보호에 한 법률｣을 개정하 다. 

공공기 과 민간의 CCTV로부터 개인의 라이버시를 보호하기 하여 CCTV설치 

목 을 공익을 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 다. 한 사  주민의견수렴과 안내  설

치를 의무화하는 등 설치‧운  리를 강화하 다. 민간분야의 경우에도 2006년 10월

에 마련된 ‘민간분야 CCTV 개인 상정보 보호를 한 가이드라인'이 수될 수 있도

록 실태조사와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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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두발규정

162. 학교 내에서 두발 규정  단속이 아동의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 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 원회는 2005년에 ‘학생두발 제한 련 제

도개선 권고’를 하 다. 국가인권 원회는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  권리이므로 각  

학교에서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 상 필요최소한의 범  내에서 이루어지도

록 정부에 권고하 다.

163. 정부는 단  학교별로 교사·아동·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규제 범 와 지도 방법 

등을 정하고 아동의 인격  손상을 주는 지도방법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7. 정보 근권( 약 제17조)

164.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정보에 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

다. 이와 함께 아동이 유해한 정보  매체에 근할 수 없도록 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도서의 보 에도 힘쓰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  정보공개

165. 재 한국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활용한 아동의 정보 근  정보에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아동의 정보교류가 사회여

론을 조성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166. 모든 국민은 ｢공공기 의 정보공개에 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정부기 의 홈페이지에 국민이 쉽게 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아동이 보다 쉽게 근할 수 있도록 아동용 홈페이지, 외국인의 근성 향상을 한 

문홈페이지도 개설‧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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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  활성화 사업

167. 정부는 2002년에 ‘학교도서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는 교수-

학습기능을 수행하면서 독서‧정보‧문화‧ 크 이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 도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 다. 이를 해 시설  장서를 확충하고 담 리 

인력을 배치하며 학교도서  지원 민 력 체제를 구축하 다.

168. 정부는 모든 학교가 좋은 학교도서 을 갖는 것을 우선 인 목표로 하여, 교육청 

단 로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 학교를 선정하여 자율 으로 추진하도록 하 다. 이를 

하여 정부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1,390억원을 지원하 다.

아동에 한 유해정보  매체물 차단

169. 아동에 한 유해정보  매체물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 ｢방송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

보호 등에 한 법률｣은 국민이 방송과 정보통신망을 건 하고 안 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제정하 다. 

170. 2008년 정보통신윤리 원회와 방송 원회가 통합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

원회’는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송과 건 한 정보문화의 창달  정보통신

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 으로 하고 있다. 동 원회는 불법정보  방송제재에 

한 심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센터 운 , 건 한 정보문화 창달을 해 필요

한 활동을 하게 된다.

171. 정부는 인터넷상의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한 사회  감시체계와 유해정보의 

유통차단을 한 모니터링  시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한 인터넷  게임업계의 

자율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인터넷업계의 청소년 보호노력에 한 사이버윤리지수 평

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사업의 목 은 이용자 평가, 자체평가

를 통한 사이버윤리수  측정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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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정부는 2006년에 ‘청소년매체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매체이용도, 이용시간, 유해정보 습득 방법 등에 한 종합 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8

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매체이용 실태조사에 연구분석을 포함하여 연구결과를 청소년정

책 입안자료로 극 활용할 정이다.

173. 정부는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건  정보의 유통방지  건 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유해정보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하여 불법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여 보 하고 있다.

유해매체물 고시

174. 정부는 유해매체물에 한 심의·결정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아동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등 심의기

은 정기간행물·방송· 화·비디오·게임물 등에 해 아동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여 

아동유해매체로 지정하고 있다.

175. 매체물 심의기구는 정부기  산하의 유 기   매체별로 분리되어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는 한국간행물윤리 원회, 방송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

원회, 화  비디오물은 상물등 원회, 게임물은 게임물등 원회가 심의  등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176. 보건복지가족부는 음반  음악 일 심의 이외에도  심의기구들에서 심의를 

요청한 콘텐츠  이들 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모든 매체물의 유해 여부

를 단하여 아동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하여는 아동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아동도서 보

177. 정부는 2002년부터 아동 책읽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책읽기 운동은 매년 아동의 

‘책읽기’가 더 이상 취미가 아닌 생활이자 문화가 되도록 하기 하여 시작되었다. 이 

밖에도 한국청소년연맹 등 아동단체와 한국도서 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등 독서진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67

흥단체가 참여하는 독서토론 한마당, 독서감상 회, 테마독서캠 , 독서활성화사업, 

책읽기 운동 문학기행 사업을 개하 다. 

178. 정부는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다양한 양서출  진작을 하여 ‘교양도서 선정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선정된 도서는 소외계층 등의 독서 근권 확보를 해 

공공도서 에 지원되고 있다.  

8. 고문  기타 비인도  취 을 받지 않을 권리( 약 제37조1항)

179.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에 한 고문,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 인 행 를 용

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180. ｢ 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고문  비인도 인 취 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법｣  ｢형사소송법｣도 의 권리를 극 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는 기만,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형법 제125조 ‘재 , 검찰, 경찰, 기타 인신 구속에 한 직무를 행하는 자 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는 기타 사람에 하여 폭행 는 

가혹한 행 를 해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 법한 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181. 고문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구 ), 제125조(폭행가혹행 ), 

｢특정범죄가 처벌 등에 한 법률｣ 제4조의 2, ｢군형법｣ 제62조, ｢국가정보원법｣ 제

19조 등에 의해 지되고 처벌된다. 

182. 정부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 가 이루어질 우려를 해소하기 하여 피의자에 

한 조사의  과정을 상 녹화하도록 하 다(｢형사소송법｣ 제224조의 2). 한 

수사기 이 고문 등 가혹행 를 통해 얻은 피고인의 자백은 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재

상 유죄의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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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정부는 2007년 12월 ｢행형법｣을 ｢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한 법률｣로 면 

개정(2008년 12월 시행)하여 구 자에 한 가혹한 징계조치로 지 된 계구의 명칭

을 보호장비로 바꾸고, 보호장비가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

다. 즉 종 의 계구  사슬을 보호장비에서 제외하는 신, 수용자의 신체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신체부 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인 보호복·보호침

·보호  등을 보호장비에 추가하 다(｢형의 집행  수용자의 처우에 한 법률｣ 

제98조).

제3   STATISTICS

체벌 지 학교

184. 정부는 학교 등에서의 체벌 지를 하여 ‧ 등 교사 연수과정에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체벌을 면 으로 지하는 노력을 개하고 있다. 특히 아동

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인권존 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일에도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체벌 지 학교는 2003년에 체학교의 27.7%에서 2007년

에는 69.7%로 증가하 다<부표 4-1>.

학교도서  설치  장서 황

185.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학교도서  활성화 사업’에 의하여 지원한 학교도서 은 

6,205개교이다. 이  등학교가 3,214개교(51.8%), 학교가 1,737개교(28%), 고등학

교가 1,241개교(20%), 특수학교가 13개교(0.2%)이다. 동 기간 동안 체도서  설치

율은 82.4%(8,657개교)에서 94.1%(10,422개교)로 증가하 고, 학생 1인당 장서도 6.5권에

서 10.8권으로 증가하 다<부표 4-2>.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186.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간행물, 상물 등의 건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발달로 최근 3년간 인터넷 분야의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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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2003년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건수는 3,537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15,314건

으로 폭 증가하 다<부표 4-3>.

제4   FACTORS AND DIFFICULTIES

187. 아동의 시민  권리와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기본  권리이다. 정부는 아동이 

학교에서 표 의 자유를 릴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 교지, 학교신문 등을 극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의 

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아동의 의견을 존 하고, 민주 인 합의 차에 

의해 아동의 표 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존 의 학교문화 창조를 해 노력

하고 있다.

18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이나 신앙을 교육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어 아동

의 종교선택의 자유와의 조화가 문제된다.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특수성과 자주성 

확보를 해 제정된 ｢사립학교법｣과 사학들의 학교 설립 이념 등 복합 인 요소가 작

용하고 있어 사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아동의 의사에 반한 강제 이고 통제 인 방법

이 행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189. 학생에 한 체벌은 원칙 으로 지되어 있다. 체벌을 면 으로 지하는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체벌 면 지를 한 련 책을 강화하고 체벌

에 한 인식개선을 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70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제5장  가정환경  안양육
(제5조, 제18조 1항, 2항, 제9조, 제10조, 제27조 4항

제20조, 제21조, 제11조, 제19조  제39조, 제25조)

제1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안양육

CRC/C/15/Add.197, para.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Continue to expand the number of group homes and the foster care system, in particular by 

providing greater financial support to foster families and increasing the counselling and 

support mechanisms for foster families; 

(b) Ensure a periodic review of placement of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iews and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herever possible, aims to 

reintegrate children into a family environment;

(c)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nd upgrade their skills and capacity to provide 

assistance to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and to vulnerable families.

190. 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 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련법

을 정비하고 안양육 체계를 확 하고 있다. 이를 하여 ‘그룹홈’과 ‘가정 탁보호’ 

등 안양육을 확 하고 있으며, 탁가정을 상으로 양육보조 , 아동상해보험료, 

세자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191.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취약한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Social Worker)를 확 ·배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문성 제고를 하여 직무교

육, 정기 인 보수교육, 연수 등을 강화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을 의무화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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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룹홈, 탁가정 등 안양육 확

192. 정부는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에 추가하 다. ‘그룹홈’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다.

193. 정부는 2005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한 가정

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 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차, 직원의 자격

기 , 설치기  등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하 다.

194. 2006년부터 탁가정을 상으로 심리 ‧경제  부담의 경감을 하여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질병과 안 사고에 비하고 있으며, 주거지원으로 일반주택 세자

  공공임  주택임 보증 을 지원하고 있다. 한 그룹홈과 가정 탁지원센터에 

상담원을 배치하여 아동을 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 앙가정 탁지원센터’

와 ‘지역가정 탁센터’를 설치하여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b) 아동시설에 한 감사  환경개선

195.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 하는 자에 한 

소 업무에 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한, ｢아동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사회

복지 담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 시설 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한 조사·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6. ｢아동복지법｣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 , 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시설을 

상으로 정기 인 조사‧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시설이 설치기 에 미달하거나 설

치목 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 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정지, 탁 취소 는 시설폐쇄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7.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3년 마다 아동복지시설을 

정기 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 하고 필요한 경우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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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 원회는 아동복지시설이 인권 기 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지를 평가하기 하여 2005년 아동복지시설을 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

하 다. 그 결과를 인권상황 개선을 한 정책에 반 하 다.

 (c) 사회사업가의 확

199. 정부는 취약한 가정의 아동 등 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사회

복지사를 배출하고 있다. 재 공공기 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공무원수는 

2003년 6,977명에서 2007년 10,113명으로 44.9% 증가하 다.

200. 정부는 청소년 문제 해결과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 13,900명을, 청

소년상담사는 2003부터 2007년까지 1,648명을 양성하 다.

201. 정부는 교육복지 증진  학교폭력 방을 하여 ｢ ‧ 등교육법｣과 ｢학교폭력

방 책에 한법률｣에 따라 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  문상담교사를 배치하

고 있다.

202.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문성 제고를 하여 공무원과 민간종사자를 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은 앙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과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민간종사자는 사회복지 의회, 사회복지사

회, 각 시설 회 등 련 단체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 입양

CRC/C/15/Add.197, para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and calls for:

(a)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ystem of domestic and inter-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b)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f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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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입양허가제’  ‘헤이그 약’ 비  등 입양체계 개선에 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본 보고서 입양과 련한 유보조항 부분에서 다루었다.

3. 아동학 와 방임

CRC/C/15/Add.197, para. 4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reform,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for 

receiving,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when 

necessary, prosecuting cases in a child-sensitive manner, and provide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in this regard;

(b)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order to 

develop a nationwide response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where appropriate, support 

and assistance to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f family violence, rather than solely intervention 

or punishment, and which ensures that all victims of violence have access to counselling and 

assistance with recovery and reintegration;

(c) Establish a mechanism for collecting data o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abuse and 

neglect,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in order to assess properly the extent of these 

problems and design policies and programmes to address these concerns.

204. 정부는 2003년을 아동안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안 종합 책’을 수립하 다. 2006

년에는 아동학  신고의무자를 확 하고 아동보호 문기 을 확충하여 국 인 시스템

을 구축하 다. 이와 함께 법집행공무원과 검사 등에게 아동친화  교육과정을 운 하는 

등 조사‧수사  기소 차에서 아동친화 인 방식 도입을 하여 노력하고 있다. 

205. 정부는 2000년 17개소 던 ‘아동보호 문기 ’을 2007년에는 44개소로 확 하고 

아동학 신고의무자들에게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  방을 해 노력

하고 있다. 한 2006년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신고의무자의 범 에 유치원장‧

교직원‧종사자, 학원운 자‧교습자‧소방구 원 등을 추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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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  신고의무자>

  교원, 의료기 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그 장,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한 상담·치료·훈련 는 요양을 행하는 자, 보육시설의 종사자, 

유치원의 장, 교직원  종사자, 학원의 운 자·강사·지원·종사자  교습소의 운 자·교습자·

직원·종사자, 구  원,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의 상담원  

종사자, 가정폭력 련 상담소의 상담원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 담공무원

206. 정부는 ‘ 앙아동보호 문기 ’과 함께 매년 ‘ 국아동학  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방아동보호 문기 은 ‘ 앙아동보호 문기 ’의 산시스템에 익월 5일까지 사례

황 자료를 입력하고 10일까지 수정하여 신고건수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통

해 피해아동과 행 자 등에 한 인구사회학  요인, 특성, 조치결과, 서비스 제공 

내용 등 다양한 정보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아동학 방 정책  로그램

을 개선‧보완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취하고 있는 피해아동과 학 행 자에 한 조치

황은 다음과 같다 <부표 5-1>, <부표 5-2>.

207. ‘아동보호 문기 ’은 피해아동을 상으로 상담  놀이치료, 심리치료, 학습지원, 

방과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 행 자를 상으로 아동학 방교육, 부모교육, 

심리치료, 개별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 가족통합을 해 가정도우미 견, 멘토

링서비스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05년에는 시·도 아동보호 문기  

16개소에 문치료실, 교육장, 그룹홈 등을 종합 으로 정비하여 아동보호를 한 종

합센터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보호·치료·교육 등을 하고 있다. 

208. 정부는 2007년 6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아동이 수사 차상 참고인으로 진술

하거나 재 차상 피해자로 증언하는 경우에 하게 불안 는 긴장감을 느낄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직권 는 신청에 따라 신뢰 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게 하 다.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재 에 지장을 래할 우려가 있

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의무 으로 신뢰 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제221조 제3항). 한 ｢아동복지법｣도 피

학 아동의 권리보장을 하여 법원은 아동학 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심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는 ‘아동보호 문기 ’의 신청이 있는 때는 피해자와 신뢰 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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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8조). 아동학 의 피해아동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 차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09. 법무연수원에서는 검찰공무원  검사, 소년보호  교정공무원 등을 상으로 

직무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동친화 인 에서 조사‧수사  기소 차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련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 법무연수원에서는 인권교육, 감수성훈

련(역할극), 인권감수성훈련 등을 내용으로 2003년부터 총 101회에 걸쳐 3,227명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다.

4. 아동부양  

CRC/C/15/Add.197: para. 47:

In the light of article 27 and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 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effective measures to enforc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based on a court order or agreements between parties in a manner that 

does not stigmatize the child or his or her custodial parent. For instance, the State party might 

consider establishing a national fund to ensure payment of overdu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to the custodial parent while enforcement measures are enacted, or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child support payment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salaries of those employees with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210. 정부는 이혼‧별거 시 자녀양육비를 효율 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2007년   ｢민

법｣을 개정하여, 양육비용 부담 등 양육사항에 한 의를 하여야만 의이혼이 가능

하도록 하 다. 

아동양육의무

211. 종래 재 이혼은 재 차과정에서 자녀양육사항이 결정되고 있으나, 의이혼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자녀양육비용의 부담, 양육자에 한 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

하게 되어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을 침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녀 양육제도를 개

선하기 해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을 의하여 양육

자  양육비용의 부담에 한 내용이 담긴 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

고, 법원은  의서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보정을 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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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 다.

제2   NATIONAL PROGRAMMES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약 제5조, 제18조 제 1항, 2항)

212. 아동에 한 부모의 지도와 책임은 ｢민법｣의 친권개념에 근거하고 있으며(제 

909조 제1항, 제912조), 동 개념은 가족해체의 경우에도 자녀양육권(제837조 제1항)으로 

동일하게 용된다. 부모의 양육책임과 국가의 지원을 하여 2003년 이후 ｢건강가정

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등을 제정하 다. 정부는 2007년 조손가정을 한부모가정

에 포함시켰으며, 가정의 건강성 제고를 하여 200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

치‧운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해서 2005년부터 생활안정  

사회통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련 법

213. ｢민법｣에서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제1항),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912조)고 규정하고 있

다. 동법에 근거한 친권은 자녀에 한 부모의 보호  배려에 한 책임 개념을 내포하

고 있다.

214. 정부는 보호자가 좋은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2004년에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만 3세부터 등학교 취학 까지의 아동

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가 건 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15. 정부는 일과 자녀양육의 양립환경 조성을 하여 ｢근로기 법｣과 ｢남녀고용

평등법｣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산 후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한 

생후3년 미만 아의 양육을 해 1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여

로 월 50만원을 지 하고 있다.

216.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 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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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목 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은 한부모가족 복지에 한 사항을 상담‧지도하기 하여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17.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와 가족의 유지  발 을 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는 등 건강가정 구 에 기

여하는 것에 목 을 두고 있다. 동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5년마다 ‘건강가정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비스욕구와 수요 악을 한 가족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한 가정에 한 지원, 자녀양육지원, 가족부양 지원, 민주 ‧양성평

등한 가족 계 증진, 가족생활문화의 발 , 이혼 방  이혼가정지원 등의 건강가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18.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문화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

지원 서비스 등)의 법  근거를 마련하기 하여 2008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

법｣을 제정하여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은 결혼이민자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

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되어 안정된 가족생활을 하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한부모가정지원

219. 한부모가정에는 아동양육비 지 , 아동학자 (입학 과 수업료)면제, 한부모 보호

시설입소, 구임 아 트 등이 지원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

법｣에서는 조손가정을 지원 상에 포함시켰다. 한 취학  아동의 보호연령을 20

세 미만에서 22세 미만으로 확 하 으며 고용 진을 해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

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건강가정지원센터

220. 정부는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문제의 방·상담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한 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개, 가정 련 정

보제공 등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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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재 

국 61개 지역에서 운  이다. 동 센터는 국 표 화 ‘1577-9337’번을 통해 서비

스에 한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

222. 정부는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  응지원을 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의 안정성 제고  다문화 사회통합분 기

를 확산하고 있다. 

223. 다문화가족에 한 정부차원의 지원 책은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수립‧추진

하 다. 2008년 3월에는 결혼이민자를 한 생활정보 제공, 사회 응교육 지원, 임신

후 건강 리  아동 보육‧교육지원을 종합 , 체계 으로 정리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을 제정하 다.

224. 2008년 정부는 입국  단계부터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족의 생애 주기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단계별 서비스인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발표

하 다. 첫째, 입국  결혼 비기에는 결혼이민자  국내 배우자의 인권보호를 

하여 결혼이민 정 여성에게 한국생활 정보제공  상담 실시, 한국인 배우자 상 결

혼 비교육  국제결혼 개업체 리  윤리의식 향상교육 등이 실시된다. 둘째, 입

국  계형성기에는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 상담활동이 국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된다. 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응을 

해 정보매거진 발행 등을 통한 종합 생활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자녀양육  정착기에

는 방문교육 등을 통해 아동양육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정보화교육 등 취업역량 강화교

육이 실시된다. 넷째, 역량 강화기 사업으로는 출신국별 자조모임 육성 지원, 기이민

자를 한 멘토역할 수행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민자 합직종 개발  인력양성, 취업

연계 등이 추진된다. 그리고  단계에 걸쳐 다문화역량 강화를 해 지역사회 력네

트워크 강화, 국민 다문화 인식개선을 한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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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로부터의 분리( 약 제9조)

225.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친권상실은 원칙 으로 ｢민법｣에 근거하고 있다(제

924조, 제925조). ｢민법｣, ｢아동복지법｣ 등은 친권행사의 근본 인 목 인 자녀의 복리

에 상치될 때에는 친권제한을 명문화하고 있다. 

련 법

226. 한민국의 ｢민법｣은 부 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의 친족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친

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법정 리인인 친권자가 부 한 리

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태하게 한 때에는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

의 리권과 재산 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7. 2007년의 ｢민법｣ 개정에서는 자녀를 직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이 

상호 면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하

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는 직권에 의하여 면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228. ｢아동복지법｣은 학 받은 아동을 보호하기 한 조치로 응 조치(제27조)와 보호

조치(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 의 장에 출동한 아동보호 문기   사법

경찰 리는 응 조치로서 3일을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피해아동을 격리․보호

할 수 있으며, 지속 인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리양육보

호, 가정 탁보호, 보호시설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하여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가족의 재결합( 약 제10조)

229. 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거주 이 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아동난민의 가족

재결합과 련하여, 1994년부터 2008년 7월말까지 인정된 아동 난민은 10명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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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부모와 함께 입국한 사례로 재까지 난민아동과 련하여 가족재결합은 문제되

고 있지 않다. 

230. 한민국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거치면 구든지 출국할 수 

있다.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의 지 는 거부

의 상이 아닌 한 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난민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 받고 

출국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에는 귀국이 자유롭다.

4. 아동을 한 양육비 회수( 약 제27조 제4항)

231. 기존의 의이혼 제도는 당사자 사이에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 등에 한 합의 없

이도 이혼이 가능하 으나, 2007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당사자는 의무 으로 양육비

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 다. 그리고 양육비용 확보

를 용이하게 하기 한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에 있다. 

련 법

232. 정부는 2007년 ｢민법｣개정을 통해 의이혼 시에 자녀 양육사항 의서 제출을 

의무화하 다. 의서에는 양육자, 양육비부담, 면 교섭권 행사 여부·방법 등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다. 한 양육사항에 한 당사자의 의 내용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단될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의내용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다. 

233. 정부는 아동 양육비가 실효 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해 ｢가사소송법｣개정을 

추진 이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를 고용한 회사 등으로 하여  일정기간 계속

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자 등에게 직  지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으로 양육비를 지 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자가 여

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부 는 일부를 일시 으로 지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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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약 제20조)

234. 정부는 아동의 건 한 성장과 발달을 하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기

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가출 아동, 빈곤·실직·학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의 

가정 탁, 복지시설, 문치료  요양소 등의 입소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아동복지

법｣에 규정하고 있다. 요보호아동 발생은 2003년 21,882명에서 2007년 11,394명으로 최

근 5년간 47.9%가 감소하 다. 그 이유는 아동보호를 한 정책효과와 양육미혼모의 

증가로 인하여 미혼모아동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2003년 이후 가정 탁제도의 홍보를 

통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요보호아동의 가정 탁보호가 시설보호를 상회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한 2003년 이후 4배 확충되었다.

가정 탁사업제도

235.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이 가능한 한 가정 인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 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양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안양

육은 2000년 이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 으로 실시되었다.

236. 가정 탁사업은 아동이 가정 내·외의 다양한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건 한 가정에 탁하

여 가정 인 분 기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이다. 가정 탁 아동은 2003년 7,565명에서 

2007년 16,200명으로 5년간 2.1배 증가하 다. 

237. 정부는 가정 탁제도를 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해 극 으로 홍보‧지원하고 

있다. 2003년에는 국 17개소의 ‘가정 탁지원센터’를 설치하 고, 2004년에는 앙가

정 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 탁 사업의 홍보  문성을 강화하 다. 한 2005

년 7월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 탁지원센터의 지정요건  차, 직원의 자

격기 , 설치기 , 업무 등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하 다. 

238. 탁가정에게는 양육보조 을 지 하고 있다. 한 탁아동을 ｢국민기 생활

보장법｣상 수 자로 지정하여 생계 여, 의료 여, 교육 여 등을 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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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6년부터 탁아동의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을 1년간 10만원 이내로 

지 하는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리양육과 친인척 탁 가정

이 임차 용면  85㎡ 이하 일 경우에는 일반주택 세자 과 공공임 주택 임 보증

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239. 정부는 가정 탁제도를 통한 아동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통한 보호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룹홈은 기존의 시설보호에서 탈피한 지역사회 심

의 가정 탁보호 서비스이다. 정부는 2004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을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하는 등 법  근거를 마련하 다. 공동생활가

정은 2003년에 71세 에서 2007년에는 276세 로 5년간 4배가 증가하 다. 

240. 공동생활가정유형은 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 등으로 구분된다. 단기보호는 

경제 기, 부부갈등, 별거, 수감, 아동학  등으로 보호자 는 친‧인척이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아동, 장기보호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정 는 시설에서 보호 인 아동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 치료보호는 시설보호 부 응 아동, 정서  문제로 시설보호가 

합하지 않는 아동을 상으로 한다.  

241.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기 생활보장 여를 지원하고, 

퇴소아동에게는 자립정착 을 지원하고 있다.

6. 입양( 약 제21조)

242. 정부는 아동이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하되, 가능한 가정 인 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하여 가정

탁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등 안양육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243. 정부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하여 입양가정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

아동이나 분만 시 조산·체 미달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선천  요인으로 인

해 장애 는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는 장애아동 양육보조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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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지원하고 있다.  

244. 국외입양은 국내에서의 국외입양과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으로 나 다.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의 경우에 외국인은 후견인과 함께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외

국에서의 국외입양은 외국인으로부터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 의 장이 보건복

지가족부 장 에게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에 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7. 불법 해외이송  미귀환( 약 제11조)

245. 한민국은 국가 간의 활발한 이동과 함께 국제결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따

라서 향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아동탈취 문제에 처하기 하여 1980년 헤이그국제

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아동탈취의 민사면에 한 헤이그 약’ 가입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246. 2007년 국제결혼은 38,491건으로 체 결혼의 11.1%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처와 

이혼한 건수는 2004년 1,611건에서 2007년 5,794건으로 증가하 고, 외국인 남편과 이

혼한 건수도 2003년 1,789건에서 2007년 3,034건으로 증가하 다. 이와 같이 격하

게 증가하는 국제결혼과 국제이혼으로 국제결혼가정의 아동을 본국으로 탈취하려는 

사례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측된다. 이에 정부는 국제  아동탈취문제에 한 정책

을 수립하기 하여 2008년 동 주제에 한 정책연구를 추진 에 있고, 베트남, 캄보디

아의 국제결혼 련 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하여 국제  아동탈취문제에 처하기 

해 노력 에 있으며, 아동 보호를 해 헤이그 약 가입 여부나, 해당 국가와의 조

약 체결 여부 등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8. 아동학 , 유기  신체 , 심리  회복과 사회복귀( 약 제19조  제39조)

247. 아동학 는 아동권리침해의 가장 표 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에서 아동학  방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학 는 ｢아

동복지법｣ 제29조에 따라 지행 로 규정되어 있으며, 반 시 형사처벌 상이 된

다. 특히 아동학  상습범은 가 처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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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재 정부는 아동학  방  학 받은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를 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의 친권행사 제한을 강화

하고, 아동보호명령제도 등의 도입으로 아동의 보호를 우선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

이다. 

249. 정부는 2006년에 성폭력범죄에 효과 으로 응하고, 피해아동의 보호를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등에 한 법률｣을 개정하 다. 개정 법률에는 13

세 미만의 아동에 한 강제추행행 를 엄벌하기 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 다.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 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취업제한제도를 내실화하 다. 2회 이상 고이상 실형 선고자의 신상정보를 5년에서 

10년으로 확 하고, 피해자‧보호자‧아동 련교육 기 장에게 열람을 허용하며 아동 성

범죄자는 유치원‧학교‧학원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자의 친고

죄를 폐지하고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 다.

아동보호 문기  운

250. 아동보호 문기 은 2003년 20개소에서 꾸 히 확 되어, 2008년 44개소가 운

되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  방·보호 사업 추진을 하여 아동보호 문기 을 확 ‧

설치하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군‧구를 심으로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251. ‘아동보호 문기 ’은 신고 화 ‘129’, 아동상담 용 화 ‘1577-1391’, 경찰서나 

타 기 으로부터 의뢰, E-mail, 방문  서신 등의 방법으로 아동학 를 수받고 있

으며, 아동학 사례에 개입하여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해서

는 개별  집단상담, 입원  통원치료, 놀이치료․미술치료, 가족치료 등의 서비스

를 제공되고 학 발생 가정에 해서는 가정지원 서비스, 사회복지  의뢰, 수 권 연

결 등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252. 정부는 아동학  신고의무자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 방사업에 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 를 조기에 발견하기 해 인쇄물, 방송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

한 홍보활동을 개하고 있다. 한 일반인과 신고의무자에 한 교육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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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7년에는 일반인을 상으로 8,065회, 신고의무자는 1,153회 교육을 실시하

다. 특히 신고의무자는 아동학 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상으로 사이

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53. 정부는 학 아동의 신고 수 핫라인 즉, 24시간 긴 화인 ‘1577-1391’과 복지콜

센터 ‘129’를 운 하고 있다. 핫라인은 아동학  신고 수  장 방문, 각종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지킴이 지역네트워크 조직 등을 통해 아동학  방  치

료를 한 활발한 사업을 개하고 있다.

아동성폭력 담센터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운

254. 성폭력에 노출된 13세 미만의 피해아동  지  장애인을 지원하기 하여  2004년

부터 아동성폭력 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 3곳을 운 하고 있으며, 의료 문인, 아

동심리학자, 법률가, 성폭력상담가 등이 지원을 하고 있다. 한, 경찰청과 여성부는 2005

년부터 아동성폭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한 원스톱 지원을 

하여 국 15개소에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를 운 하고 있다. 양 센터는 

신체 ‧정신  피해에 하여 상담‧의료‧수사‧법률서비스를 종합 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 

9. 양육  보호기 에 한 심사( 약 제25조)

255. 정부는 사회복지 담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을 통하여 아동복지시설에 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에 해서는 계기 의 장이 지

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한 국가인권 원회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 에 

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련 법

256.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라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시설 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한 조사·지도  감독을 수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 장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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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

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 는 계인에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재 아동복지지도원은 사회복지 담공무원으로 체되어 그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할 구역 안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 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57. ｢ 유아보육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여 보육시설 설치·운 자  보육 시설종사자에 하여 필요한 지

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한 동법 제42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 ·지방자치단

체장이 보육시설을 설치·운 하는 자로 하여  그 시설에 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계 공무원으로 하여  그 시설의 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 다.

258.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계기 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 하는 

자에게 소 업무에 한 지도·감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에 한  보고 

 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법인의 사무소 는 시

설에 출입하여 검사 는 질문을 할 수 있다. 

259. 국가인권 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 를 당한 사람 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원회에 진정할 수 있으며,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상은 국가기 , 지방자치단체 

는 구 ·보호시설 등이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복지시

설은 조사 상이 된다.

  <아동복지법 제16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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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STATISTICS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260.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즉, 요보호아동에는 기아, 미혼모 아동, 미아, 

비행가출 아동, 빈곤·실직·학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 해당된다. 요보호아동 

발생은 2003년 21,882명에서 차 감소하여 2007년 11,394명으로 5년간 47.9%가 감소

하 다<부표 5-3>. 

261.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요보호아동의 조치결과를 보면, 2004년과 2005년에는 

가정보호보다 시설보호가 많은 편이었다. 하지만 2006년부터는 가정보호가 시설보호

를 상회하 다<부표 5-4>.

262. 가정 탁제도가 도입되기 에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다수가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하 다. 아동복지시설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체 시설

아동의 93.1%이다<부표 5-5>.

국내입양

263. 체 입양에서 국내입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40.6%에서 2006년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다가 2007년에 52.3%로 증가하 다. 이는 국내입양활성화 책의 효과로 볼 

수 있다<부표 5-6>.

아동학 발생수   아동학 신고건수

264. 국 아동보호 문기 에 신고 되어 보호된 아동학  건수는 2003년 2,921건에서 2007

년 5,581건으로 5년간 2배 증가하 다. 이는 5년간 아동보호 문기 이 20개소에서 44개소로 

증가하 고, 아동학 방을 한 국민 인식개선 노력과 아동학  신고 활성화 등으로 그

동안 은폐되었던 학 아동의 발견  보호건수가 증가하 기 때문이다. 학 유형도 신체학

는 감소하는 반면, 정서학 , 성학 , 방임 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부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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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아동학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2003년 1,029건에서 2007년 2,284건으로 

약 2배가 증가하여 아동학 에 한 신고의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부표 5-8>. 

제4   FACTORS AND DIFFICULTIES

266. 정부는 국내입양  가정 탁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아동의 가정보호 기능을 

강화하 다. 정부는 입양에 한 사회  인식 개선, 생활지원 등을 통하여 국내입양

률을 높이고 있으며,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제도를 통하여 입양허가제도

의 면  실시를 한 발 을 마련하 다. 재 친양자제도를 통한 입양 외의 일반

입양은 당사자 간의 입양신고 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67. 입양의 사후 리는 련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내입양의 경우에는 비공개로 

이루어져 입양아의 사후 리가 제 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국외입양아를 

상으로 모국방문, 모국어연수, 모국에 한 자료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입양아와 친부모  탁모에 한 입양기 의 정보제공  상 에 한 법  

근거, 모국방문사업과 련한 비용 부담 등에 한 규정이 미흡하다. 

268. 정부는 아동안  업무를 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아동보호 문기 을 설치하는 

등 아동학  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 아동학  신고 활성화를 하여 아동학

신고의무자의 범 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포함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를 불이행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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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 보건  복지
(제6조 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18조 3항, 제27조 1항, 2항, 3항) 

제1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보건

CRC/C/15/Add.197, para. 4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crease to a significant level the funding allocated to health and establish 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 so that low-income families may have access to health systems at no 

cost;

(b) Take steps to encourage and educate mothers on the benefits of exclusive breast feeding of 

infant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and adopt a national code on breast feeding;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unteract any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of women 

who breast feed their children;

(d) Undertake a study of adolescent health with a view to developing a comprehensive 

adolescent health policy that addresses, inter alia, education on HIV/AIDS and othe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 problem of smoking and drug abuse amongst teenagers as well as 

other relevant issues.

269. 정부는 2003년 이후 아동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해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

수유 여성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06년 ‘ 국 

출산력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모유수유율은 2003년 16.5%에서 2006

년 24.2%로 증가하 다. 한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음주  흡연 방 정책

을 강화하고 있으며, 에이즈 방을 한 교육  홍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a) 보건 산 확   의료의 근성 확보

270.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하여 련 산을 지속

으로 확 해 나가고 있다. 정부의 일반회계 산에서 보건의료 산은 2003년 6,14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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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2004년 6,632억원, 2005년 4,227억원, 2006년 2,165억원, 2007년 35,020억원이다. 

2005년과 2006년에는 보건의료 련 사업이 건강증진기 으로 이 되어 산이 감소하

고, 2007년에는 보건의료 산에 건강보험 산이 포함됨으로써 폭 증가하 다. 

27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장제도 의 하나인 의료 여제도는 생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층의 의료 인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수 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의료 여는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와 

수 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의 18세 미

만 아동과 만성질환자에 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b) 모유수유 장려

272.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우려하여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진하기 한 각종 캠페인, 고 등의 홍보

정책을 개하고 있다. 2006년 ‘ 국 출산력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모

유수유율은 2003년 16.5%에서 2006년 24.2%로 7.7% 증가하 다.  

273. 정부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하여 모유수유의 요성, 모유수유의 장 , 정확한 

모유수유 방법 등을 담은 모유수유 활성화 로그램 운 하고 있다. 한 출산 후 30

분～1시간 내에 첫 수유를 시작하도록 산부인과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지역보건소에

서는 올바른 모유수유방법 제공을 한 다양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74. 이 외에도 1992년부터 유니세 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산모들의 모유

수유를 극 으로 도와주는 의료기 을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으로 지정하고 있다. 2008년 재 국 55개 BFHI 병원이 있다. 

275. 정부는 직장  공공시설을 상으로 모유수유실  착유실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실태조사결과, 공공기  203개  모유수유착유시설 는 여성휴게실 겸 

모유수유착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73개 기 으로 설치 비율은 35.9%로 3년 의 18.36%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91

에 비하여 17.6%가 증가하 다.

276. ｢근로기 법｣ 제75조는 모유수유 여성에 한 불이익을 지하고 있다. 동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  

수유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장 지도감독 시 모유수유를 한 항목으로 선정

하고 지속 으로 검하고 있다. 

 (c) 흡연  에이즈 방 책

277.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흡연  유해약물 등의 방 기반을 구축하고자 2007년에 

‧ ‧고등학생을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 다. 2006년부터는 아동의 흡연 방 차

원에서 ‘담배 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청, 학교, 보건소 

등을 통해 연 지도자 양성과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78. 정부는 최근 흡연시작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을 우려하여, 2006년에 아동 흡연

방 교육을 한 창작 애니메이션 2편을 제작하여 국유치원, 등학교 등에 보 하

으며, 청소년들의 자발 인 온라인 연서약을 유도하 다.

279. 에이즈 방을 하여 민간단체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는 ‘아동에이즈 방

홍보 사’를 양성하여, 자발 이고, 지속 인 홍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병  에이

즈를 방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주도하는 세 를 양성하고 있다. 

280. 정부는 에이즈 련 민간단체, 국 시·도  보건소, 국 ·고등학교 등과 

연계하여 에이즈 방교육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에이즈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

하여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2007년 ‘HEAD TO HEART'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 고, 2006년에 방 되었던 TV 고 “내 친구입니다”를 2007년에도 재방 하는 

등 지속 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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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CRC/C/15/Add.197, para. 5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1997,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96, annex):

(a)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the culture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rough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campaigns aimed at parents, 

children, teachers and the general public;

(b) Undertake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currently not attending school, which assesses their educational needs and access to 

education and other social services; 

(c) Expand existing programmes aimed at improving the physical acces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ublic buildings and areas, including school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nd increase the 

number of integrated education programmes at pre-primary,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281. 정부는 2007년 장애아동에 한 차별문화를 개선하기 하여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개하고 있다. 한 

2003년 이후 정기 으로 ‘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 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 원회’를 설치하는 등 차별행 에 한 권리구제를 강화하 다. 정

부는 장애아동의 공공시설  학교 등의 물리  근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2003년 

이후 지속 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애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보조원 사업을 추진하

고 있다.

 (a) 장애인 차별 개선

282. 정부는 2007년에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 고, 

같은 해에 ‘장애인권리 약’에 서명하는 등 장애인에 한 차별해소  권익증진을 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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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은 직 차별, 간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고를 통한 차별  장애를 사유로 한 폭력을 차별행 의 범 로 규정

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한 장애인 련자와 장애

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재활보조기구 등에 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

으로 규정하 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히 곤란한 사정  특정 직무나 사업수

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장애인의 실질  평등권을 

실 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한 극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 다.

284. 차별의 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이용, 사법‧행정 차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등, 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역에 걸친 차별을 지토록 하 다. 한 여성장애인의 증가  장

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여성  장애아동 등에 

한 차별 지와 권리구제에 한 장을 별도로 규정하 다.

285.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아동은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과거

에는 국가인권 원회가 차별의 시정을 권고한 경우에 차별행 자가 이행하지 아니

하여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은 법무부장 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차별에 한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

하 다. 동법에 따라 법무부장 은 차별행 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 의 피해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향이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86. 동법에서는 차별행 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해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 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 의 특수성 등을 감안

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하 으며, 차별행 에 한 소송 

 는 소송 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  본안 

결 까지 차별행 의 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제조치

를 규정하 다. 한 차별행 가 악의 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  3년 이하의 징

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

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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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장애아동에 한 종합  조사

287. 2005년에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아동의 수뿐만이 아니라, 가구  장애

별 조사, 장애인 개별조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장애아동과 

련한 주요 조사내용은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욕구, 각 학교 취학·진학실태, 재

활치료서비스 이용 실태  욕구 등이다. 본 실태조사는 조사주기를 5년으로 하 으나 

2007년 법개정을 통하여 3년으로 조정하 다.

 (c) 장애아의 물리  근 향상  통합교육 확

28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장애아동이 

공공건물  공 이용시설 등에 안 하고 편리하게 근하고 이용하도록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리하고 있다.

289. 정부는 2005년부터 특수교육 기  종일반  방과후 학교 운 지원 사업을 통하여 

학  시설·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있다. 2004년에는 ‘특수학교 화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여 2004년 40개교, 2005년 53개교, 2006년 30개교 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부족시설 

등을 신·증축하 으며, 2007년에는 35개교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 다.

290. 정부는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특성에 맞는 한 지원을 확 하기 

하여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1차 특수교육 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

다. 한 2003년 ‘제2차 특수교육 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까지 장애학생 교

육기회 확 , 통합교육 기반 조성,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 확 , 장애인 고등교육 기

회 확  등의 정책을 추진하 다. 특히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기반 조성을 하여 장

애이해 교육 자료의 개발·보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사업일 실

시되었다.

291. 장애아동에 한 통합교육은 일반학교의 특수학 과 일반학 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하여 정부는 장애아동의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이동 등 신변처리, 교수·

학습활동, 문제행동 리를 지원하는 특수교육보조원을 특수학교뿐만이 아니라 특수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95

학   일반학 에 배치하고 있다.

292. 정부는 2006년도에 특수교육보조원 2,400여명을 배치하 고, 이와 더불어 공익근무 

요원을 특수교육보조원으로 추가 배치하 다. 2007년도에는 유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 공익요원 1,122명을 배치하 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보조원을 차 확 ‧배치

할 계획이다.

제2   NATIONAL PROGRAMMES

1. 생존  발달( 약 제6조 제2항)

293. 정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방하고 지원하기 한 효율 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

가고 있다. 2003년 이후 새롭게 추진된 정책에는 ‘드림스타트’ 사업과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 그리고 새터민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 응사업 등이 있다. 

련 법

294. 정부는 2005년에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매년 

평균 3천여 명의 아동과 장애인이 실종되고, 그  일부는 실종이 장기화 되는 등 심

각한 문제가 래됨에 따라 정부는 아동 등의 실종으로 인한 본인  그 가족의 신체

·정신 ·경제  고통을 제거하고 실종 방과 실종아동 등의 복귀  지원을 한 효

율 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하여 동법을 제정하 다.

295. 정부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 다. 결혼이민자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 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동법은 안정 인 가족생활 와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행정지원 등의 문 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

문화가족에 한 지원정책의 제도 인 틀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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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문기  운

296. 정부는「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실종아동 문

기 ’을 운 하고 있다. ‘실종아동 문기 ’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방, 조속한 발견

과 복귀  복귀 이후의 사회 응을 지원한다.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운

297. 정부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에 한 신고· 수  산입력 등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 으로 통합 리하기 

하여 ‘실종아동찾기센터’를 설치, 국공통 핫라인(132번)을 운 하고 있다. 한 보

호시설의 입소자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과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 자검사 상물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 자정보를 데

이터베이스한 후 아동을 찾고자 하는 부모의 유 자와 조하여 조기 가족복귀를 지

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사업

298. 정부는 가정해체 등에 따라 증가하는 빈곤아동에 한 효과 인 응체계를 마련

하기 하여 2007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표는 사회

 투자확 를 통하여 빈곤아동의 가난 물림을 사 에 막고, 빈곤 아동 개개인의 

능력을 함양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 이를 해 보건소, 병‧의원, 학

원, 사회복지  등 지역사회 내의 보건복지 력 트 십을 구축·활용하여 빈곤아

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으로 제공하고 있다.

299.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별 빈곤가구 집지역(1～2개 읍면동)의 기 생활

보장수 가정  차상 가정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  0～12세 아동을 상으로 1개 

지역당 3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사업 산은 2007년도 51억원에서 2008년도

는 98억원으로 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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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

300. 정부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소득층 학생을 상으로 일상 인 학교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지원

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습·문화·정서·복지  ·유아 교육·보육 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습능력 향상과 문제행동 감소 등 학생의 정  태도와 성취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한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학습을 지도하고, 학년 

아동들을 장시간 교육 인 환경에서 보호함으로써 생업에 바쁜 소득층 학부모들에

게도 큰 도움을  수 있다. 

301. 정부는 2003년에 8개 지역을 시범 실시한 이래, 2005년에는 15개, 2006년에는 

30개, 2007년에는 60개 지역으로 확 하여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학교만을 상

으로 하는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 지자체, 민간복지기 , 시민사회단체 등이 유

기 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5년간 사업 성과에 한 종합 

평가 실시 이후 사업지역 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터민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지원 사업

302. 정부는 새터민, 다문화 가정 아동의 사회 응을 지원하기 하여 2004년에 ‘무지개

청소년센터’를 설치하 다. 한 정부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한 언어능력 배양, 학습

지원, 문화체험 로그램 등을 운 하고 있다. 

303. 새터민 아동은 북한이탈 아동으로 탈북경험과 남북한의 사회·경제·문화 인 차이로 

인하여 사회(교육) 응에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새터민 아동의 교육 수요를 충

족시켜 응력을 제고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하고 있다. 새터민 아동은 입국 후 하나원에서 기 응교육을 받은 후 등연령층

은 삼죽 등학교에서, 등연령층은 한겨  ·고등학교에서 탁교육을 받고 있다. 한

겨  ·고등학교는 2000년  이후 새터민 입국자가 증가함에 따라 특성화학교의 설

립 필요성에 따라 개교되었다.



98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보육료 지원 사업

304.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출산 시 를 맞아 미래세 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하여 보육료지원 사업을 실시 있다. 동 사업은 만 4세 이하 소

득층 유아에게는 보육료의 액 는 일부를 지원하는 차등보육료와 만 5세이

상으로 소득이 일정수  이하인 취학  아동에게는 학업 비와 학교생활의 응력

을 높이기 해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305. 정부는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보호자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의 사회통합과 장애아 보육 활성화를 해 장애아 무상보육을 실시

하고 있다.

표 보육과정 개발

306. 정부는 유아 보육서비스의 수 을 향상시키고, 유아의 인 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하여 2006년에 국가수 의 ‘표 보육과정’을 개발하 다. 

307. ‘표 보육과정’은 6개 역(기본생활, 신체운동, 사회 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술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역은 연령집단별(만 2세미만, 만 2세, 만 3~5세 

유아)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령집단별로 유아의 성장과 발달, 개인차 등 각각의 수

을 고려하여 보육내용을 세분화하고 있다. 

유치원교육과정 개정

308. 정부는 1969년 유치원교육과정을 최  제정한 이후 6차에 걸쳐 개정하 고, 2007년

에는 수시‧개정 작업을 통해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새롭게 고시하 다.

309. 2007년 개정된 유치원교육과정은 2009년부터 용하게 되며, 5개의 생활 역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 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역별 내

용은 1수 , 2수 , 공통수 으로 구분되어 만 3세부터 취학  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 별 교육과정 운 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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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아동( 약 제23조)

310. 정부는 2008년에 수립한 ‘장애인정책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보육, 

복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003년 이후 정부는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등 련 법률을 정비하여 장애아동의 

복지  교육지원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하 다. 2007년부터 장애아동 부양가족에게는 

양육환경  생활개선을 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가족을 지

원하기 하여 양육·보육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한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최

소한의 교육기회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하여 2005년에 국 모든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하여 통합교육을 

확 해 나가고 있다.

련 법

311. 정부는 2007년 5월에 장애인  특별한 교육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

해 이들의 자아실 과 사회통합을 돕기 하여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

다.

장애인정책발  5개년 계획

312. 정부는 2008년 8월, 장애발생 요인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응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 으로 향상시키기 하여 ‘장애인정책발  5개년 계획(2008-2012)’를 수

립하 다. 동 계획은 그 동안 추진되어 온 1차(1998-2002), 2차(2003-2007)를 계승하

면서 수요자 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해서 수립되었다.

313. 장애아동에 해서는 재활치료 서비스를 확 하며, 부양가족에 해서는 양육상담, 

일시보호 등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모자보건을 강화하여 선천  장애

발생을 방하는 한편, 의료서비스를 확충하여 근성을 높 다. 아울러 부모들의 노

후  사망 이후 장애인 자녀들의 생계비용에 한 사 비를 하여 ‘장애아동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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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연 ’을 도입하 다. 

314. 정부는 기 생활보장 상자  차상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부양자에게 

장애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수당을 획기 으로 인상하여 매월 4.5만원

에서 2008년에는 10만원~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 하고 있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315. 정부는 2007년부터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상시 인 돌 에 지쳐있는 장애아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

를 해 장애아 돌 과 휴식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상은 만 18세 미만 발

달장애, 정신지체 아동을 상으로 하고 있다. 

316. 정부는 2007년부터 보육 인 아동의 통학과 보육활동을 지원하기 한 ‘장애아

보육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통학지원

을 담당하기 한 직원이 별도로 없어 장애아 부모들이 직  통학을 시켜야 하는 등

의 제약 을 개선하기 함이다.

317.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비장애인에 비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비, 교통비, 보장구 구입비 등 교육 간 비용이 상 으로 높은 소

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를 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경제  

부담을 여 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해서이다. 

교육비 지원은 학비, 교과서 , 부교재비, 학용품비가 포함되어 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318. ｢장애인등에 한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에 한 통합교육, 의무교육, 차별 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특수교육 상자의 권리와 의무, 장애 아의 교육지원, 특

수학교의 학   각 학교의 특수학  설치 기 , 학에 진학한 장애아동 지원을 

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  등에 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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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특수교육 상학생을 지원

하고, 특수교육 진흥을 하여 특수교육 지원체계에 한 연구·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 2001년에 26개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시범 설치·운 된 이후, 2005년부터는 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되었다.  

 <장애인 등에 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 ) ‘①교육감은 특수교육 상자의 조기발견, 특수

교육 상자의 진단·평가, 정보 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련 

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  교육행정기 별로 설치·

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 교육행정기 이나 특수학교, 

특수학 이 설치된 일반 · ·고등학교 는 할 지역의 공서(장애인복지 을 포함

한다) 등 특수교육 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20. 정부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 을 활성화하기 하여 2005년도에 농어 지역 

18개소에 특수교사  치료교사를 각각 1명씩 배치하 고, 2006년도에는 60개소, 2007

년도에는 76개소에 교사를 배치하는 등 연차 으로 확 할 계획이다.

321. 정부는 장애아동에 해 입학 과 수업료 외에 교과용 도서   학교 식비에 

해서도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한 정부는 

학교운 지원비, 통학비, 장·체험 학습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322. 정부는 특수교육 상자의 취학편의를 하여 특수학교에 기숙사를 설치·운 하고 

있으며, 통학버스를 운행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기 에의 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3. 보건서비스( 약 제24조)

323. 정부는 2003년 이후 모자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아사망률  체 아 출산 방

에 노력하고 있다. 유아 건강검진과 방 종 사업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에 용이하게 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한 건강검

진을 강화하고 있다. 한 2007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교건강검진 제도를 개

선하고, 보건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하는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 다. 특히 아동의 정

신건강을 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독 치료와 방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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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독 방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유아 건강검진

324. 정부는 2007년부터 만 6세 미만의 유아를 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정부는 유아 연령에 합한 건강검진 로그램을 도입하여 유아의 성장

과 발달 정보를 추  리하여 보호자에게 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유아 건강검진은 연단 로 실시되는 성인검진과 달리 성장과 발달이 격하게 이루

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월령별 검진시기  검진가능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모자보건사업

325.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은 건강한 임신  출산지원, 임산부  유아 

건강 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장애발생 방 등을 통하여 유아의 사망  

장애를 사 에 방하고 모성건강을 증진시켜 모성과 유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326. 정부는 임산부에 한 건강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02년 아사망률은 천명당 5.3명으로 1996년의 7.7명에 비해 감소

하 다. 모성사망률은 2002년과 2003년 모두 천명당 0.006명으로 1995년과 1996년의 

각각 0.011명으로 낮아졌다.

327. 정부는 2010년까지 아사망률을 3.7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임산부의 산 ‧

산후 리를 통한 고 험 신생아 출생 방 등 련 정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

다. 모든 임산부는 태아의 건강을 하여 정기 인 산 검진을 최소한 7회 이상 받

도록 권장하고 있다.

328. 정부는 정신지체 등 선천성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하여 ‘선천성 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천성 사이상 환아로 확

진 시에는 소득 가정에 하여 특수조제분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 미숙아

나 선천성 이상아로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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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정부는 2008년부터 지방 국립 학 병원의 신생아 집 치료실에 1개 병원 당 10개 

병상을 추가하여 운 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연차 으로 지원하여 미숙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고 있다.

양보충식품 지원사업

330. 신생아의 체 은 태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하 는지 여부를 반 하는 것으로 2,500g 

미만을 체 이라고 한다. 산모의 양상태가 좋아지고, 태아에 한 심이 높아

짐으로 인해 체 아는 감소하고 있고, 정상체 아와 과체 아는 증가하고 있다. 정

부는 임산부  만 5세 이하 유아의 양상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양 리를 도모

하기 해 양보충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염병감시체계 운

331. 정부는 다양한 염병 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염병의 유행을 신속·정확히 

측하기 하여 학교보건교사, 안과의원, 소아과의원 등의 자발 인 참여로 이루어

진 염병감시체계를 운 하고 있다. 동 감시체계는 공공  민간의료기 의 법정 염

병 신고·보고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332.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 종 리 사업은 ｢ 염병 방법｣에 따라 방 종

상 염병을 지정· 리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소에 등록하는 모든 유아는 방

종 사업의 상이다. 한 취학아동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해 학교 방 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33. 정부는 효율 인 국가결핵 리사업의 일환으로 BCG 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 를 

꾀하고 있다. 이를 하여 ‘결핵 방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종시기를 생후 1년 미만

에서 1개월 미만으로 조정하여 면역효과를 증 시켰다.

건강보험제도

334.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6세미만 아동이 입원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5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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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고, 2007년 8월부터는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을 성인의 70%수 으로 경감하 다. 

한 동년 11월부터는 6세미만 유아에 하여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아동의 보

건·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취학  아동의 건강검진제도

335. 정부는 학령 기 요보호아동에 하여 정기 으로 건강진단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 아동복지시설, 그룹홈,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3세 이상의 취학 

 연령 의 아동을 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취학 아동의 건강 리

336. 정부는 2007년 ｢학교보건법｣을 개정하 다. 개정법은 구강검진 상 확 를 통한 

학생건강 증진 도모, 비행 방교육 강화, 보건교육 련 조항(보건교과 신설) 정비

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37.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체 향상, 질병의 방과 치료, 약물남용의 

방뿐만 아니라, 최근 증하고 있는 아동의 음주와 흡연 방, 성교육 등과 련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에 의무 으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되 일정규모 이

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 다. 한 구강검진의 상도 등학

교  학년으로 확 하 다. 

338. 정부는 매년 ‘학생 건강검사  건강행태 조사’를 통하여 질병이환 실태를 악하고 

건강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한 2005년에는 국 ·고등학교 800개교, 약 6만명을 

상으로 생활습  등을 조사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실시하 다. 

339. 정부는 2006년부터 새로운 ‘학교건강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문 검진기 을 통한 

검진으로 보다 정확한 학생 질병실태  신체발달 상황에 한 지표를 개발하 다. 종

에는 매년 학생을 상으로 학교 의사가 실시하던 것을 취학 후 3년마다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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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문병원

340. 정부는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책’을 수립하여 아동의 신체 ·정신  

특성을 고려한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동 책에 따라 국 으로 10여개에 불과

한 아동 문병원의 확 를 해 2010년까지 4개의 국립  병원에 아동병원 건립을 지

원하게 된다. 선정된 학병원에는 100~150 병상 규모의 아동 문 의료시스템이 구축

될 정이다.

정신보건사업

341. ADHD, 온라인 게임 독, 학교폭력, 학습장애 등 아동의 정신건강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성인 만성 증정신질환 주의 정책에서 

환하여 아동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2년에 16개 ‘정신보건센터’를 시

작으로 재는 국 32개소에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42. 정신질환은 발연령이 개 10  후반이고, 질병의 경과가 평생 지속되므로 주요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하는 것이 요하다. 정부는 학교단 의 정신건

강 조기검진사업을 재( 1, 4, 1, 고1)에서 단계 으로 범 를 확 해 나갈 계획

이다.

인터넷 독 방사업

343. 정부의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책으로 한국은 세계 인 IT 강국으로 성장하 다. 

재 IT 인 라를 바탕으로 아동의 인터넷 이용률은 98%에 이른다. 하지만 인터넷·게임

의 과다이용에 따른 독 상 등 부작용도 심각한 수 이다. 한 인터넷을 통한 무분

별한 소비행 에 따른 피해증가, 가정 내 갈등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 

344. 정부는 아동의 인터넷 독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한 응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2002년부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인터넷 독

방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운 하고 있다. 동 센터는 무료상담  방활동, 700명의 

문상담원을 배출하고 매년 ‘인터넷 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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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인터넷 독 진단척도를 개발하여 보 하고, 상담치료 로그램을 개발하여 

국 상담기 에 보 하고 있다. 

345. 정부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심으로 인터넷 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인터넷 독 치료 력의료기 을 지정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정신보건센

터 등 지역연계망을 이용하여 상담  치료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고 험군 인터넷 독청소년을 상으로 기숙형 치료학교 로그램을 실시하 다. 한 

인터넷 독 방을 해 지하철 , 인터넷 매체, 공공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e미디어 다이어트’ 등의 국민 캠페인을 펼쳤다. 앞으로 정부는 문성을 가

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한 치료 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4. 사회보장  아동보호시설( 약 제26조  제18조 3항)

346. 정부는 2007년부터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에게 ‘기 생활수 권’을 부여하

고 있다. ‘방과후 학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2007년에 도입된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

할 때를 비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취업부모가 아동양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련

법을 제정하 다.

국민기 생활보장제도

347. 정부는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 생계비 이하

인 자를 기 생활보장 수 자로 선정하여 기 생활보장 여를 지 하고 있다. 

348. 여수 은 생계·주거·교육  의료 여를 포함하여 2008년의 경우 1인당 월 

평균 321,000원을 지 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7년부터 기 생활보장제도의 사각

지 를 해소하기 하여 한민국 국 의 미성년자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배

우자에게 기 생활 수 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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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349.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세 주인 어머니 는 아버지와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가정에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 한부모가족의 아

동이 고등학교에 입학 는 재학하는 경우에 입학 과 분기별로 수업료를 지 하고 

있다. 한 만 6세미만의 아동에게 월별로 아동양육비 5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 한 육성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학교사업

350. 정부는 소득층 아동에 한 균등한 보육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지역

아동센터’와 ‘방과후 학교’ 등을 실시하고 있다.

351.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 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 육성을 하여 종합 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동 센터는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 한 보호  식지

원으로 결식을 방하고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학교부 응 해소 등 교육  기능도 

담당한다. 한 문화 으로 소외되어 있는 아동에 한 문화체험  다양한 문화경험

의 장을 제공한다.

352. ‘방과후 아카데미’는 학교 수업 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청소년을 상으로 생활권청소년시설을 활용하여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특기 성 계발활동  식·건강 리·상담 등을 종합 으로 지원하는 

로그램이다.

353. ‘방과 후 학교’는 학교 수업을 마친 아동을 학교가 보호하고, 아동의 욕구에 따른 

교육·보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한 것으로 2006년부터 본격 으로 시행되고 있다. 방과 

후 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격차 해소를 해 농산어 · 소득층에 

한 보육 지원을 확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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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CDA)

354. 정부는 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 , 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기비용 마련을 한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동의 건 한 사회인 육성을 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하 다. ‘CDA’는 소득층 아동의 보호자  후원자

가 일정액을 립하면, 국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9월말 재 

28,113명의 보호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정책

355. 정부는 2007년 12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진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과 아동양육  가족부양 

등에 한 책임을 사회 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356. 정부는 이를 하여 탄력 인 근무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교육지원제도, 부양

가족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 사업주에게 가족친화제도

의 도입·확  등 가족친화 인 직장환경의 조성과 제도의 운 에 있어서 근로자의 

참여를 진하도록 하고 있다.

5. 생활수 ( 약 제27조 제1항, 2항, 3항)

357. 정부는 2003년 이후 모든 아동이 발달에 합한 안정 인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취약가족의 아동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택

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식과 학교 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권을 보장해 나가

고 있다.

358. 정부는 실질 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새싹가정(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게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여  교육 여, ｢의료 여법｣에 의한 의료 여, 

세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정제도가 아동의 안 을 보장하지 

못하고, 유엔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지속 으로 가정 탁보호로의 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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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지원제도

359. 정부는 빈곤,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질병·가출  직업  특성, 아동학 ·

방임·유기·부양기피  거부, 가정 탁 아동, 소년소녀가정,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유

로 인하여 제 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 받

지 못하는 경우에 식사  련 식품 등을 지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360. 아동 식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국민기 생활보장 수 자  차상  

소득층 계층  가정사정 등으로 식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아동

복지 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을 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361. 2000년에는 석식만 제공하 던 것을 2001년에는 조식까지 포함하 다. 2004년

부터는 방학 ,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식을 제공하 다. 한 식이용 아동의 낙인

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복지 로그램을 운

하면서 식을 이용할 수 있게 하 다. 2006년부터는 지역실정과 아동욕구에 맞는 

식지원을 한 ‘아동 식 원회’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362. 학교 식은 2003년부터 국 · ·고등학교에서 면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층 아동의 건강 리와 소외계층에 한 교육복지 증진을 하여 학교 식비

를 지원하고, 도서 벽지  농산어  지역 학생에게 학부모 부담경비의 액 는 일부

를 지원하고 있다.

제3   STATISTICS

실종아동의 발생

363. 실종아동의 발생건수는 2003년 3,206건에서 2007년 8,602건으로 5년간 2.7배 증가

하 고, 실종아동의 발견 후 가정복귀율은 2003년 99.8%, 2007년에 99.9%로 발견된 실종 

아동의 다수가 가정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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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36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2003년 8개 지역에서 2007년 60개지역으로 확

되었다. 상학교도 동년에 79개교에서 517개교로 늘어났고, 상 학생수는 40,707명에

서 335,981명으로 8배가 증가하 다<부표 6-2>.

다문화가족의 아동

365. 다문화가족의 아동은 2007년에 13,445명으로 2005년도 6,121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하 다. 체 외국인 학생 수 에서 모가 외국인인 학생 비율은 2006년 83.7%, 2007년 

88.0%로 증가하여 결혼이민자가정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부표 6-3>.

장애아동의 특수학교 통학수단

366. 장애아동의 특수학교 통학수단은 통학버스 이용이 6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도보, 기숙사, 자가용, 교통 순이었다.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학교 장애아동은 4.4%

에 불과하 다<부표 6-4>.

아  모성사망률

367. 2002년 아사망률은 천명당 5.3명으로 1993년 9.9명, 1996년 7.7명에서 1999년 

6.2명으로 진 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생아 사망률 한 1996년 출생아 천명

당 6.6명에서 2002년에는 3.3명으로 감소되었다<부표 6-5>.

368. 모성사망률은 1995년과 1996년에 각각 0.011에서 2002년과 2003년에 모두 0.006으로 

감소되었다. 모성사망률이 감소한 이유는 과거에 비해 결혼율  출산율이 감소하여 

동 연령층에 임신과 분만에 노출된 수가 감소한 것이 향을 미친 것이다<부표 6-6>.

산 수진율  체 아 출산율

369.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 수진 비율은 2000년 100%에서 다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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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으나, 2006년도에도 유배우부인의 99.9%가 산 수진을 받고 있다<부표 6-7>.

370. 15～44세 유배우부인  임신기간 에 산 수진을 11회 이상 받은 부인은 체의 

75.8%에 달한다<부표 6-8>.

371. 유배부인의 체 아 출산율은 2003년 40.3%에서 2007년에 46.5%로 증가하고 

있어서 임산부  유아의 양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부표 6-9>.

방 종실

372. BCG 방 종은 2003년에 74.4%에서 2007년에 76.7%로 신생아의 3분의 2 이상

에게 BCG 방 종을 하고 있다<부표 6-10>. 정부의 극 인 방 종사업에 따라 

방 종율은 2003년에 92.7%에서 2007년에는 99.9%로 증가하여 거의 모든 학생에게 

방 종을 하고 있다<부표 6-11>.

지역아동센터

373.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244개소에서 2007년 1,800개소로 7.3배가 증가하여 소득층 

아동을 한 보육  교육지원이 확 되고 있다<부표 6-12>.

제4   FACTORS AND DIFFICULTIES

374. 정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하여 의료서비스 근기회 확   조기 건강 리

시스템 구축을 으로 추진하 다. 한 의료 여를 확 ·실시하 고, 선천성 사

이상검사 강화 등을 통해 유아 장애 방체계를 구축하 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정신장애 험아동에 한 정책  심은 미흡하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기에 정신

장애 험요소를 악하고 방할 수 있는 사업을 극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75. 정부는 장애인이 모든 생활 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한 장애아동의 

실태 악을 하여 국단 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의 물리  근성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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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통합교육을 확 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학교 는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복지

의 사각지 에 방치된 장애아동이 있다. 재 소외된 장애아동의 규모는 정확히 악

할 수 없어 장애아동의 권익  사회통합차원에서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376. 장애아동의 자립을 해서는 조기치료와 재활훈련이 매우 요하다. 하지만 장애아

동을 한 장애발생 단계부터 기응 진료, 조기재활, 퇴원 후 지역사회의 재활로 연

결되는 보건의료 재활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장애아동의 재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는 장애아동의 재활을 해 보육  교육단계에서 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무상교육 상으로 소득층 장애아에서  체 장애아로 확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377. 최근 국제결혼이 확산되면서 다문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에 해

서는 집단따돌림, 의사소통의 어려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 등으로 이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충분히 응하지 못한다는 지 이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통합과 건강한 인 자원 육성의 문제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

기 해, 정부는 아동을 상으로 아동양육사의 방문지도, 한국어 교육, 사회 응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113

제7장  교육, 여가  문화  활동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1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CRC/C/15/Add.197, para. 5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aise the quality of public schools, which is low compared to private schools, by increasing 

material resources provided to school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teaching;

(b) Develop a time-bound strategy for reducing and eliminating the cost of pre-school and 

secondary education;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at higher education is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promoting the enrolment of girls and addressing persistent gender stereotypes;

(d) Review its education policy with a view to reducing competitiveness and reflecting the aims 

of education set out in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nd in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on the aims of education.

378. 정부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꾸 히 높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책’과 ‘사교

육 의존도 완화 방안’을 수립하 다. 의무교육을 취학 직  1년과 학교 과정까지 확

하 다. 한 양성평등 교육정책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의 경쟁성을 감소시키기 하여 학입학과 련하여 다양한 

형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있다. 즉 입 형을 실질 으로 다양화‧특성화하여 시험

수 주의 입부담  경쟁  풍토를 완화하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a) 공교육의 질  향상

379.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표 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학교 별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등학교 410.1만원, 학교 445.4만원, 

고등학교 592.3만원, 학 822.5만원으로 1970년 이후 지속 으로 증가해 왔다<부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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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정부는 2004년 2월에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책’을 발표하 고, 

2007년 3월에는 ’사교육 의존도 완화 방안‘을 발표하 다. 최근 증하고 있는 사교육

비 부담은 많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교육 ․사회 ․국가  폐해를 유발하 다. 

사교육비 지출의 악순환 구조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래하 으며, 교육의 국제경쟁력

을 약화시켰다. 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을 해하 다. 이에 따라 정부

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 흡수하고 수능과외를 체하기 해 e-Learning 시스

템 구축, 수 별 수업 확 , 등 학년의 ’방과 후 보육교실‘등 을 운 하 다.

381. 정부는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  

해결책임을 강조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 다. 이를 하여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수업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 다. 한 학생

선택권 확 를 통한 고교평 화제도를 보완하고, 입 형제도 개선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모색하 다. 한 교육수 의 국민 최 선 보장을 

해 기 학력 책임지도제를 강화하 다. 

382. 2006년에는 ‧ 등교육의 내실화를 해서 공교육신뢰회복, 교육기회의 다양화 

 수월성 제고, 교육과정운 의 내실화, 교원의 문성‧책무성 강화, 학교건강증진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역 과제로 하 다. 구체 으로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해 

학교폭력 방  근 , 학업성  신뢰제고 방안, 학업성취도 평가  기 학력 책임지

도, 교수‧학습센터 운 , 학교도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하 고, 교육과정 

운 의 내실화를 해 7차 교육과정 정착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구축, 교과서개

선 사업을 추진하 다.

 (b) 무상의무교육

383. 정부는 2004년 ｢유아교육법｣을 제정하여 유아교육에 한 공교육체제를 마련

하 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등학교 취학 직  1년의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하고 있다. 무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

게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무상교육 상이 아닌 유아  소득층 자녀의 유아교육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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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은 2004년부터 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특수교육 상 학생의 고등학교 교육이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의무교육 실시와 

련하여 무호 , 주민등록말소, 불법체류아동(무국 자 포함)의 ‧ 학교 의무교육 

취학 차를 간소화하 다. 이들 아동은 거주사실 확인만으로 취학이 가능하다.

385. 정부는 2004년 7% 수 (12만 4,000천명)이었던 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을 2008년

까지 체 고교생의 10% 수 (17만 5,000천명)으로 확 하고, 식비 지원 상을 국

민기 생활보장 수 자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차상  수 까지 지속 으로 확

해 나가고 있다.

 (c) 여아의 고등교육 기회 확

386. 2004년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교육시설에서 합리 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규

정하여 남녀평등교육이 실 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여성발 기본법｣은 정치‧경

제‧사회‧문화의 모든 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진하고 여성의 발 을 도모할 목

으로 제정되었으며, 여성의 교육기회 확 를 명문화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  신분, 경제  지  는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발 기본법>

 ∙제20조(학교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 

이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 하여야 한다.’

387. 정부는 2002년부터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모델 개발을 하여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운 하고 있다. 한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을 통하여 각 교과

별로 성 차별  교과내용을 개선하고, 지도 자료를 발간하 다. 2004년에는 양성평등

한 교과내용  교과목편제를 해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남녀평등 내용이 특정교과목

에 한정되지 않도록 하 다. 교과서 편찬에 있어서도 집필지침과 2종교과서 검정기

에 남녀역할에 편견이 없도록 강조하여 성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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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정부는 2006년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 다. 이를 통하여 학생 

개인의 잠재  능력개발과 건 한 인간 계 형성을 한 실질 인 양성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 기반을 마련하 다. 2007년에는 학교 양성평등 지수를 스스로 진단하는 매뉴얼을 

발간하여 각  학교가 양성평등 수를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발 시켜나가도록 하

다.

389.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떠한 차별 없이 아동의 잠재력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 교육의 기회 차원에서 남녀의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 으로의 여학생의 진학률은 남학생보다 높다. 이는 교육기회의 

폭 인 확 ,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소득 수 의 향상과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 등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부표 7-2>.

제2   NATIONAL PROGRAMMES

1. 교육에의 권리( 약 제28조)

고등교육의 기회제공

390. 정부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아동은 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08년에 

‘기 생활수 자 장학 ’ 제도를 마련하 다. 이 제도는 외부지원 없이는 학 등록  

마련이 어려운 소득층 학생의 부담을 덜기 하여 신설된 장학 이다. 2008년에 

학에 신‧입학하는 기 생활수 자 본인 는 그 자녀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동 장학

은 재학  일정 성   학  기 을 충족하면 졸업 시까지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직업에 한 정보제공

391. 정부는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아동이 직업에 한 정보와 지도를 효과 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하여 아동의 소질과 성을 살리는 다양

한 진로를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특성화‧다양화하 다. 특히 직업환경의 변화를 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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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학교유형을 다양화하 다.

392. 정부는 1999년부터 ‘커리어 넷(Career-Net)’을 통한 진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리어 넷’에서는 아동에 한 심리검사, 진로‧직업정보, 사이버 진로상담, 직업

탐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학교

393. 정부는 2005년 ｢ ‧ 등교육법｣개정 시 안학교 조항을 신설하 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업을 단하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안학교를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과정‧수업연한 

등에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 다.

394. 안학교는 2007년 재, 고등학교 과정 21개교, 학교 과정 8개교가 있으며, 

총 2,872명의 아동이 재학 이다. 재학 인 아동의 황을 보면, 일반학교 부 응 아동

에서 안학교를 극 으로 선택한 아동, 새터민 아동까지 다양하다. 안학교의 교

사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7명 정도로 일반학교의 1/3수 이다. 

395. 정부는 2006년부터 미인가 안교육시설에 재학 인 아동들의 실질 인 학습권을 

보호하기 해 장애아‧ 소득층 등 교육소외자의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교

재구입  로그램 운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신규 교직원 인건비

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안학교의 입법 취지를 극 뒷받침하기 해 후속 조치는 

물론, 미인가 안교육시설에 한 재정지원도 지속 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제 력

396.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교육원조를 통한 국제사회 공헌에 심을 갖고 있다. 

교육원조는 UN MDGs(새천년개발목표) 8  목표   세계의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

의 기본 인 교육을 향유하도록 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의 

EFA(Education for All)를 실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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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교육원조는 ｢ 외경제 력기 법｣에 따라 지원되는 외유상원조(EDCF 차 )와 

｢한국국제 력단법｣에 의해 지원되는 외무상원조, 그리고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

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 력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398. 민간 역에서는 ‘굿네이버스 인터네셔 ’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국민

성 과 정부의 외 력기 으로 북한아동을 한 학용품 지원과 아시아와 아 리카 

10개국의 아동을 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12만명의 아동에게 교육지원을 하

다. 그 결과 굿네이버스는 MDG의 두 번째 목표인 보편  등교육 달성 실 을 인

정받아 2007년에 유엔과 국제노사정 기구연합이 공동으로 처음 시상한 MDG's 

AWARD를 수상하기도 하 다.

2. 교육의 목표( 약 제29조)

399.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 ‧고등학교 교육목표  교과과정은 약 제29조의 이

념과 부합하며, 특히 학교 장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 원회는 교

육과학기술부 등 계부처와 력하여 아동을 포함한 학교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해 다양한 활동을 개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

400. 재 운  인 제7차 교육과정은 약 제29조의 교육목표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 , 신체  능력을 계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지 까지의 교육과정은 ‘주기  

면 개정’ 방식을 취하여 비효율 일 뿐만 아니라 변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신속

하게 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에 교육과정 방식 개정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 고, 2007년의 개정 교육과정에는 아동권리와 련한 내

용이 포 으로 포함되었다. 

401.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 를 주도할 자율 이고 창의 인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하여 건 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세계화‧정보화에 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  능력 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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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내용이 강화되었다. 한 학생의 능력, 성, 진로에 합한 학습자 심의 

교육을 실천하고 지역  학교교육과정운 의 자율성을 확 하 다. 특히 제7차 교육과

정은 양성평등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지역사회와 가정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 다.

인권교육

402. 정부는 2007년 수립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학교인권교육을 한 인권친화  

교육과정  교과서 도입, 교원에 한 인권교육, 인권교육연구학교 지정·운  등을 포

함시켜 추진하고 있다. 

403.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인권  인권교육이 시되고 있다. 정부는 학교에서 

창의  재량활동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운 할 수 있으며, 학교수 의 교육과정 지침

에 인권교육이 교육활동 반에서 통합 으로 다루어지도록 강조하 다. 따라서 국

가인권 원회는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새로 개발될 교과서에 인권내용을 체계 으로 반

하기 하여 교과서 집필기   교과별 인권내용 구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04. 국가인권 원회는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강화를 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내용 

반 , 교사의 인권교육에 한 심과 지도 능력 배양, 인권교육을 한 로그램  

자료 개발, 학교 장의 인권교육 확산 등을 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아동 련 앙부처  시‧도 교육청이 참여하는 ‘학교인권교육 의회’를 구성하 다. 

405. 국가인권 원회는 2007년에 시‧도 교육연수원의 인권강좌 운  실태조사를 실시

하 다. 조사결과, 2005년에는 인권 련 과목의 부분이 특수교육  양성평등교육

에 편 되어 있었으나, 2007년에는 아동권리 등에 한 인권교육 강좌가 실질 으로 

확 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원회는 인권친화 인 학교문화 조성, 인권감수성 

향상을 해 교원을 상 인권연수과정을 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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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가, 오락  문화  활동( 약 제31조)

406. 정부는 아동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여가와 오락을 즐길 수 있

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련법을 제‧개정하 다. 한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인 라를 확충함은 물론, 시설운 에 아동이 직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다. 

련 법

407. 정부는 아동이 다양한 활동에 주체 이고 자발 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을 진흥하기 하여 2004년에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제정하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 이고 자발 으로 참여

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 하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활동 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408. ｢문화 술교육 지원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시설 경 자가 학교문화

술교육을 해 시설‧장비, 문화 술교육 문인력  로그램 등을 지원할 것을 규

정하고 있으며, 문화 술교육에 한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 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

409. 정부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시행,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에 한 종합 인 

정보안내  서비스 제공, 청소년복지지원을 한 사업  서비스 역개발과 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하여 2005년에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설립하 다. 아울러 동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검을 해 매년 개최되는 ‘청

소년특별회의’를 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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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문화활동

410. 정부는 아동이 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화 활동은 아동의 여가 활용과 입시 주의 공교육에

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체험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 아동 사활동 분야를 제외하고 술활동‧스포츠활동, 다양한 공연  동아리활

동, ‘청소년문화존’ 등이 아동의 문화활동에 포함된다.

청소년문화존

411. ‘청소년 문화존’은 방과 후 시간 에 아동이 스스로 국의 역 생활권 주변에서 

쉽고 다양하게 문화향수, 문화감성, 문화창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문화존은 앙과 지방이 50:50 매칭으로 산을 투입하여 운 되며, 2006년부

터는 11개 시‧도에서 운 되고 있다. 

청소년활동시설

412.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나뉘어져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로그램 등을 갖추고 자격

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 이고 조직 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야 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된다.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은 아

니지만, 청소년의 활동과 건 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이

용시설은 박물 , 미술 , 도서  등의 문화시설과 과학 , 체육시설로 나뉜다. 2005년 

10월에는 국립 앙박물 에 ‘어린이박물 ’, 2006년 6월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 ’

이 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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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413.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정부는 2001년에 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국립 앙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 다. 이 시설은 청소년 수련 로그램 개발

‧보  ,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수련시설 간의 정보 교

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414.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  운   총 ‧지원을 

한 자연권수련시설로, 수련시설에 한 지원과 청소년수련거리 운 의 새로운 방향

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15. ‘국제청소년센터’는 2000년 7월에 개원하 으며, 청소년 국제교류행사  교류 

활성화를 한 국제세미나, 한국문화자료 소개, 유스호스텔 기능과 청소년단체의 활성

화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제3   STATISTICS

학교교육 황

416. 우리나라의 교육은 유치원교육 3년과 등학교 6년, 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특수학교로 운 되고 있다. 출산의 향으로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학교수와 교

원수는 증가하고 있어 교육여건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부표 7-3>.

417. 학생 수 감소와 투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등에 따라 학 당 학생수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에는 유치원을 제외한 등학교, 학교, 일반계고등학교 모두 

학 당 학생수가 60명을 넘는 과 학 이었다. 그러나 차 감소하여 2007년 학 당 

학생수는 유치원 22.7명, 등학교 30.2명, 학교 35.0명, 일반계고등학교 34.3명, 문

계고등학교 30.1명으로 감소하 다<부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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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교원 수의 증가와 학생 수 감소가 결합되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다. 1970년 당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치원 13.4명, 등학교 56.9명, 

학교 42.3명, 일반계 고등학교 32.0명, 문계 고등학교 27.5명이었다. 2007년 재 교

원 1인당 학생수를 1970년과 비교할 때 50%이상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부표 7-5>.

419. 유치원 취원율은 1970년 1.3%에서 지속 으로 증가하여 1990년 31.6%가 되었다. 

이후 2000년까지는 26% 를 유지하 는데 이는 1992년 유치원 원아의 기 이 4,5에

서 3, 4, 5세로 바 었기 때문이다. 1995년 이후 유치원 취원율은 지속 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35.3%, 2007년에는 37.1%에 이르고 있다. 유치원의 취원율이 낮은 이유는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과 사설학원 등이 유아교육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420. 등학교 학생의 학교 진학률은 1970년 66.1%에서 1980년 95.8%로 증가하 고, 

1985년 이후 99.9%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 

역시 1970년 70.1%에서 꾸 히 증가하여 1985년 90.7%, 1990년 95.7%, 2007년 99.6%

에 이르고 있다. 2004년부터 국 으로 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 등학

교 졸업자의 학교 진학은 물론 학교 졸업자 역시 거의 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  진학률은 1970년 26.9%에 불과

하 으나, 1985년 36.4%, 1995년 51.4%로 증가하 고, 2007년에는 82.8%가 진학한 것으

로 나타났다<부표 7-6>.

421. 일반계 고등학교와 문계 고등학교로 나 어 살펴보면 일반계의 진학률은 꾸 히 

증가하여 1970년 40.2%, 1985년 53.8%, 2007년 87.1%로 나타났다. 문계 진학률은 

1970년 에 10% 미만이었으나 1980년 이후 증가하여 1985년에는 13.3%가 고등교육

기 에 진학하 고, 1990년에 잠시 감소하 다가 2000년  들어 격하게 증가하여 

2007년에는 71.5%가 학에 진학하 다<부표 7-7>.

학업 단율

422. 학업 단율은 총 재  학생수에 한 제 자, 퇴자  휴학자의 비율을 말한다. 

학교의 경우는 1970년의 학업 단율은 2.7% 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2년에는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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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낮아졌다. 그러나 매년 조 씩 증가하여 2007년 재는 0.9% 수 이다. 일반계 고

등학교의 학업 단율은 1970년 3.3%에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7년 1.0%가 되었다. 

423. 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단율은 1970년 4.1%, 1980년 3.4%, 1990년 3.2%, 

2000년 4.4%, 2007년 3.1%로 증감이 되풀이 되었다. 문계 고등학생의 도탈락

률은 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여 히 높은 수 이다. 과거에는 가정의 경

제  빈곤이 학업 단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비행이나 학교생활 부

응, 나아가 학생 조기 유학 등이 주된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부표 7-8>.

특수교육

424. 정부는 장애아동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특수교육을 한 인 라를 

지속 으로 확 해 나가고 있다. 2007년 국의 특수학교 수는 144개교로 특수교육 

창기인 1962년의 10개교에 비해 약 14배,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직후인 1979년의 

53개교에 비해 약 2.7배가 증가하 다<부표 7-9>.

425. 정부는 증가하는 장애아동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기 하여 특수학교, 특수학 을 

늘리고, 특수교육 문 교사 배치를 확 하고 있다<부표 7-10>.

426. 특수학 은 특수교육 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하여 각 학교에 설치한 

학 이다. 통합교육은 특수교육 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

별을 받지 않고 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  요구에 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

다. 특수학 은 1971년부터 운 되어 2007년 5,753개 학 으로 2006년보다 549개 학

이 증가하 다<부표 7-11>.

427. 2007년의 특수교육 상 아동은 65,940명으로, 이  정신지체 아동이 36,041명

으로 가장 많다. 교육과정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이 3,125명, 등학교가 32,752명, 학

교가 15,267명, 고등학교가 13,349명, 공과가 1,447명이다. 한 3,621개 유‧ ‧ ‧고

등학교의 6,263개 일반학 에서, 7,637명의 특수교육 상아동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

다<부표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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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정부는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3년에 

일반학교의 일반학 에 배치된 장애아동은 54.7%이었으나, 2007년에는 65.2%로 증가

하 다<부표 7-13>.

청소년활동 지원

429. 정부는 민간 는 공공시설에서 운 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부표 7-14>. 1992년 이 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

으나 2007년에는 810개의 시설이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부표 7-15>.

430. 정부는 아동이 이용할 수 문화기반 시설도 지속 으로 확 해 나가고 있다. 박물 , 

미술 , 공공도서 은 2003년 825개소에서 2007년 1,209개소로 증가하 다. 한 정부

는 지역사회 소외계층 아동의 문화 술교육을 활성화하기 하여 2007년에는 35억원의 

산을 지원하 다<부표 7-16>. 국 으로 아동 용 공공도서 은 45개 이 설치되

어 운 되고 있다. 

제4   FACTORS AND DIFFICULTIES

431. 정부는 취학 직  1년의 유치원교육, 6년의 등교육, 3년의 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고 있다. 한 장애아동에 한 의무교육 확 , 소득층 가정에 한 

보육·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실

을 해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극 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한정된 국

가재정 범 에서 소득층  소외계층 자녀의 고등학교, 학교 교육비 지원사업을 

우선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432. 재 안교육시설은 학교부 응  도탈락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수가 

부족하며 재정 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 정부는 학업 단 아동의 안교육 수혜기회

를 확 하기 하여 안교육시설의 아동이 학력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학교 

설립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한 미인가 안교육시설에 해 교재, 교원연수 

 교육정보화 지원을 확 해 나가고 있다. 재 학업을 단한 학생은 2006년에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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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명 이상 발생하 으며, 의무교육 단계인 · 학교 학생의 도탈락이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한 학습권 보장은 요한 정책과제이다.

433. 아동의 놀이, 휴식  문화  활동에의 참여 권리는 입시 주의 사교육으로 인하여 

침해를 받고 있다. 2008년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학

생 88.8%, 학생 74.6%, 고등학생 55%가 학원 등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아동의 문화  생활에의 참여시간은 제약을 받고 있다. 

  2004년도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은 주말  휴일을 컴퓨터 게임과 

PC통신(29.7%)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냈고, TV시청(22.9%), 사교 련 일(13.5%), 휴식, 

수면(12.2%)이 그 뒤를 이었다. 문화 술을 감상(3.6%)하거나 여행을 하는 일(0.5%)은 극히 

드물어 많은 아동이 야외보다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은 

평일 학습에 8시간 16분을 할애한 반면에 교제  여가 활동시간은 3시간 23분에 머물 다.

434. 2008년 6월 정부가 실시한 ‘학교교육 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이상의 학생

(60.2%)이 정규교과시간을 제외하고는 문화 술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없다고 응

답했으며, 상 학교로 진학할수록 아동의 참여 시간은 어들었다. 한 문화 술공

연 람기회가  없는 경우도 21%나 되었다. 이는 시간부족, 로그램 미흡 등이 

원인으로 악되고 있다. 특히 조사결과는 입시 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에의 

편 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7-17>. 

435. 정부는 교육의 경쟁성 심화가 사교육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아동의 인  성장을 

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입제도의 개선, 공교육 강화를 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력에 한 편향  사회인식  풍토 등을 개선하기 하여 교

육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436. 정부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하여 2008년 ｢ 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을 하여 외국인 아동의 등학교 ‧입학 차내용을 법령에 규정하 다. 하지만 

학교 ‧입학은 법  근거가 없이 학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입학거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하여 정부는 법 개정 등의 정책 인 노

력을 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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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특별 보호 조치
(제22조, 제38조, 제40조, 제37조 2항, 4항, 제37조 1항

제3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1   CONCLUDING OBSERVATIONS-FOLLOW UP

1. 성  착취

CRC/C/15/Add.197, para. 5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Develop a National Plan of Action o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hich 

includes measures for effective data collection, as agreed at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gresse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1996 and 2001, 

respectively;

(b) Train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on how to receive, monitor, 

investigate and prosecute complaints in a child-sensitive manner;

(c) Ensure that all victims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have access to appropriate recovery 

and reintegration programmes and services;

(d) Develop preventive measures that target those soliciting and providing sexual services, such 

as materials on relevant legislation on the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minors and 

education programmes, including programmes in schools on healthy lifestyles.

437. 정부는 아동 성  착취 방과 근 을 한 국가행동계획으로서 ‘성매매방지

책’, ‘청소년유해환경종합 책’을 수립하 다. 한 아동친화 인 사건 처리를 하

여 담검사‧경찰  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운 하고 있다. 성 착취 피해아동

은 ‘해바라기아동센터’, ‘여성‧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

보호‧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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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국가행동계획  자료수집

성매매방지종합 책

438. 정부는 2004년에 아동과 여성에 한 상업  성착취 방  피해자 보호를 하여 

‘성매매방지종합 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책은 성매매 방을 한 국민

의식 개선과 법‧제도 정비, 유형별 성매매방지 책, 상별 성매매방지 책으로 구분

되어 있다. 특히 아동 성매매방지를 하여 청소년고용 불법업소 근 책을 추진하

고, 아동을 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개선하 다. 

439. 2007년 12월에는 ‘성매매방지종합 책’ 추진 3년을 경과하면서 인권유린의 감소, 

집결지의 축소, 변종 성매매업소 증가 등 환경변화를 반 하여 국제사회의 분류기  

인 “ 방, 보호, 집행”의 틀로 정책을 신설‧보완하 다.

440. 정부는 성매매 피해 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을 

개정하여 구출된 아동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한 일정기간 긴 생계 보호, 법 ‧의료

지원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 다. 한 성범죄  성착취 피해 아동에 한 법

률지원 등 아동의 수요에 One-Stop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다. 

441. 정부는 성매매와 련된 각 부처의 정책추진 상황을 검하고 조정하기 하여 ‘성매

매방지 책 추진 검단’을 설치하 다. 지역 단 에서는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인권보

호를 한 정책 련 정보 공유와 력을 해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 서, 시민단체 

계자가 참여하는 ‘지역 의체’ 는 ‘성매매방지 책 련 원회’를 구성‧운 하고 있다.

청소년유해환경종합 책

442. 정부는 2005년에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 한 환경을 조성하기 

하여 ‘청소년유해환경종합 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유해환경 개선

을 하여 유해매체, 유해생활환경 단속을 강화하 다. 한 약물남용 방 체계를 구

축하고 유해환경 감시운동을 활성화하 다. 청소년보호  지원 강화를 해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보호제도를 확립하 다. 특히 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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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기 해 정‧학교‧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하 다.

자료수집

443. 정부는 2008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을 개정하여 아동의 성  착취와 

련하여 정기 인 통계  자료수집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하 다. 동법은 청소년 

상 성범죄의 발생추이와 동향, 그 밖의 계도에 필요한 사항을 연 2회 공표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b) 아동친화  방식의 법집행

444. 정부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권리보호를 하여 담검사·경찰  지정·운 , 조사 시 

신뢰 계가 있는 자의 동석, 진술녹화제도 등 아동친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6월 기 으로 49개청에 용조사실을 설치‧운 하고 있으며, 효

과 인 제도운 을 하여 련종사자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2008년 말까지 모든 청

에 설치할 정이다.

 (c) 피해자의 회복  통합지원

아동성폭력 지원체계

445. ‘아동성폭력 지원체계’ 한 내용은 본 보고서 ‘시민  권리와 자유’부분에서 

다루었다(No.254). 

청소년쉼터

446. 정부는 청소년 가출을 사 에 방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선도

보호‧일시보호‧상담‧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방

하고 가정복귀  사회 응을 지원하기 하여 ‘청소년쉼터’를 운 하고 있다. ‘청소년

쉼터’는 1992년 최 로 설치된 후, 2004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으로 법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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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 역량강화, 고충

처리, 문화  활동 로그램 제공 등 청소년들의 종합선도 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한 청소년 보호시설의 문화  수용자 에서 일시, 단기  ‧장

기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 교육 로그램 등 방조치

청소년성문화센터

448.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이 자기주도 , 실천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문화에 한 비 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449.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시청각 , 참여  성교육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한 재인식  안마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

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올바른 성지식과 련 정보제공, 성교육 련 민간 문

가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의 추 인 성교육 센터로서의 인 라 구축 등의 역할을 하

고 있다.

450.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 국 16개 시‧도에 1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 다. 

여기에 기존 일부지역에서 운 되고 있던 참여형 성교육  5개소를 포함하 고, 2008

년에는 8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재 29개소가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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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사법

CRC/C/15/Add.197, para. 5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juvenile justice standards, in particular articles 37, 40 and 

39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and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and in the light of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1995, on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and carry out 

specialized training for personnel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b) Use deprivation of liberty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ensure that all juveniles 

involved in protection dispositions that may result in deprivation of liberty have access to legal 

counsel at an early stage;

(c) Amend legisla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public prosecutor to 

decide whether a minor is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s or protective dispositions.

451. 정부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소년사법 운  기 이 국제  수 에 부합하는 차

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

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 으며, ‘검사선의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검사

의 결정  조사제도’를 마련하 다.

 (a) 국제  소년사법 기 의 이행

452. 법원은 소년형사사건에서 소년범에 한 보호 찰, 사회 사 는 수강명령을 

명하기 에 필요한 경우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 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하여 필요한 사항에 하여 보호 찰소에 결  조사를 요구하여 

이를 참고하고 있다.

453. 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사가 조사 에게 사건 본인‧보호자 는 참고

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조사 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 사는 조사 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과의사

‧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

사 결과와 의견, 보호 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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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경찰은 아동의 권리보장을 하여 ‘범죄수사규칙’에 소년사건에 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인권보호를 한 경찰  직무규칙’에 소년범 수사 시 사회  약

자 보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업무 처리규칙’에는 소년사건 처리 시의 기본원칙

과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455. 정부는 경찰종합학교에서 ‘청소년범죄 책과정’, ‘피해자 서포터 문과정’  

‘인권강사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소년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소년법｣의 취

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소년의 주거,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본인으

로 주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이 신문 그 밖의 출 물에 게재 는 방송되

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한 ‘소년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신문 기타 보도기 에 공

표할 때에는 당해 소년 는 보호자에 미치는 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소, 성명, 직

장, 학교 기타 특정인으로 단될 만한 사항은 공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아동의 안

정된 심리상태 유지를 해 편안하고 아늑한 분 기의 ‘진술녹화실’을  경찰서에 

설치하고 있다. 

 (b) 조기 보조인 선임

456. 정부는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소년보호사건에도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

하 다. 소년이 분류심사원에 탁된 경우에는 필수 으로 국선보조인을 선임해야 한

다. 탁되지 않은 일정한 경우 즉, 소년에게 신체 ·정신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빈곤이나 기타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그밖에 소년부 사가 보

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 다.

 (c) 검사선의주의 보완

457. 정부는 아동권리 원회의 ‘검사선의주의’의 문제  지 에 한 보완을 해 

‘검사의 결정  조사제도’를 도입하 다. ‘검사의 결정 조사제도’란 검사가 소년피의

사건에 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는 검찰청 소재지를 할하는 보호 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밖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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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사항에 한 조사를 요구하여 문가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 다.

3. 이주노동자의 자녀

CRC/C/15/Add.197, para. 5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mend domestic laws, in particular those 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to include specific 

provisions which ensure equal access to services for all foreign children, including tho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b)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of 1990.

458.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자녀 등 다문화아동의 차별 없는 교육과 복

지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 다. 아동은 ‧ 학교 

무상교육  의료 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한 국제조약’의 비 은 한국의 노동시장의 특성  출입국 리법 등 국내법

제를 감안하여 비 여부를 장기 으로 신 하게 검토할 정이다. 

 (a) 모든 외국인 아동에 한 동등한 권리부여

459. 정부는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 다. 동법은 재한외국인에 

한 처우 등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검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한민국 사회에 응

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한민국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 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한민국의 발 과 사회통합을 목 으

로 제정되었다.

460. 동법은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정책에 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산하 ‘외국인정책 원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한 재한외국인 는 그 자녀에 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인권옹호를 한 교육‧홍

보, 사회 응을 한 복지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그 자녀를 한 교육서비스, 

외국인에 한 민원 안내  상담을 담당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

하고 있다.



134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461.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의 경우, 종 에는 출입국 리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한 사실증명서 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학교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불

법체류자의 자녀는 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 학교입학

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다. 2008년에는 ‘ ‧ 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에도 임 차계약서, 거주사실에 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 다.

 (b)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한 국제조약 비

462.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동반 허용, 

외국인 근로자가 자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조건 설정, 모든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출생

등록  국 부여, 불법체류 상태의 해소 조치 등은 ｢출입국 리법｣,  ｢국 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한 법률｣ 등 국내법과 상치된다. 한 동 조약을 비 할 경우 

내국인의 고용기회 침해, 사회복지비용 증가, 정주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

음으로 약비 은 신 히 검토해 나갈 것이다.

제2   NATIONAL PROGRAMMES

1. 법  분쟁상의 아동

가. 난민아동( 약 제22조)

463. 정부는 난민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취업활동의 자유와 ｢국민기 생활보장

법｣에 따라 기 생활수 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 난민아동은 국 을 불문하고 거주

지의 학교에 취학할 수 있다.

464. ｢출입국 리법｣은 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리  난민의 인정 차 

등에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은 정부가 1992년에 가입한 ‘난민의 지 에 

한 약’ 제1조, ‘난민의 지 에 한 의정서’ 제1조의 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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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정부는 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이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난민 약상의 난민

인정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난민지 를 부여한다.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3년

의 거주자격을 갖게 되며, 난민인정증명서를 발 받는다. 한 난민인정을 받은 자가 출

국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시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 하고 있다. 난민가정은 ｢국민

기 생활보장법｣에 따라 기 생활수 권을 받을 수 있다.

466. 정부는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한 계부처 논의를 진행 

에 있다. 동 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국제수 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이 극 으로 논의되고 있다. 난민 련 정책담당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 

문직원 배치, 난민인정 결정 권한의 효율  운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467. 동 계획은 난민이 사회 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한 

난민을 한 사회 응 교육, 법률상담,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난민지원

시설 설립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무력분쟁하의 아동( 약 제38조)

468. 선택의정서 이행에 한 국가보고서에서도 언 하 듯이 18세 미만 아동의 쟁

참여와 무장단체 가입 등은 ｢병역법｣, ｢형법｣ 등 련법에서 엄격히 하고 있다. 따라

서 18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 투원으로 무력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

469. 정부는 2004년에 ‘무력분쟁 참여에 한 선택의정서’를 비 하 고, 제8조에 따라 

이행에 한 국가보고서를 2007년에 제출하 다. 정부는 아동권리 원회가 2008년 5월 

동 선택의정서의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권고사항 이행 황은 제10장, 11장에

서 다루었다.

다. 소년사법( 약 제40조)

470. 소년사법 운 은 련 법률에 의해서만 집행되며 법 차의 원칙을 수하고 있

다. 정부는 ｢소년법｣  ｢소년원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비행 방의 국가의 조기개입과 

선도 심의 소년사법체계를 구축하고 소년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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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 개정

471. 정부는 2004년에 ｢소년원법｣을 개정하 다. 법 개정은 종 에 비정규학교로 운

되어 온 소년원학교를 ｢ · 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년

원을 퇴원하는 보호소년에 한 사후지도를 강화하는 등 수요자 심 교육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인권신장과 완 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해서이다. 

472. 그 후 ｢소년원법｣은 2007년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 할 수 있도

록 법률명을 변경하고, 인권보호 의무 규정 등 처우 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 다.

473. 정부는 처벌 주에서 교화·선도 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기 하여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 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년보호사건에 국선보조인제도 도입, 보호

처분의 다양화와 내실화, 검사의 처분결정  사 조사제, 조건부 기소유 제도 도입 등

이다.

소년법원

474. 소년법원에서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보호사건에 하여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재 소년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 구‧부산‧ 주의 각 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청주‧창

원‧ 주‧제주의 각 지방법원 소년부가 있다.

475. 소년법원은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 ‧재비행성 여부에 한 조사 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 의 심사의견, 그 밖의 필요한 경우 련 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처분을 결정한다.

소년원

476.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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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수업과 심리치료‧사회 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

하여 건 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다. 재 소년원은 소년의 사

회복귀를 실질 으로 지원해 주고 다양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학교체제로 운 되

고 있다. 

477. 종 의 소년원은 ｢ · 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교육을 

마치고 일반학교로 옮길 경우 해당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가부가 결정되어 왔다는 문

제 이 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해 정부는 2004년 개정 소년원법에 의거하여 소

년원 학교를 정규학교화 함으로써 학생들이 정규학교 출신과 동등한 법 권리를 가지

고 ·편입학은 물론 사회진출에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소년원이라는 

명칭도 학교명으로 바 어 차별  요소를 해소하 다. 

소년보호처분

478. 종 에는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이 다양하지 못하여 소년의 품행 교정을 한 

하고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지 못하 다. 한 보호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하여 보호처분 기간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보호 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 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활용토록 하

다. 한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처분을 신설하 으며, 보호 찰처분을 할 경우 부가

처분으로 안교육, 청소년단체 상담·교육, 외출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자 교육 명령제도 등을 도입하 다. 정부는 사회 사명령·수강명령시간  단기보

호 찰기간을 각각 연장하 으며, 장기 소년원송치처분의 수용 상한 기간을 명문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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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조건부 기소유  제도

479. 정부는 ｢소년법｣개정에서 ‘조건부 기소유  제도’를 도입하 다. 이는 소년범이 

사법 차 회부로 인한 사회  낙인을 차단하기 해서이다. 동 제도는 지 까지는 선

도‧보호를 하는 선도조건부 기소유 가 실무상 행해지고 있으나 법 근거가 약하다

는 지 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 의 근거를 소년법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선도의 내용을 범죄 방자원 사 원 선도, 소년선도‧교육과 련된 단체‧시설

에서의 상담‧교육 등으로 다양화하 다. 동 제도는 사안이 비교  경미한 소년범에 

해서는 사법 차 회부  재 의 장기화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고, 선도‧보호를 통

하여 비행 방에 기여할 것이다.

비행 방정책

480. 소년사건의 사후처리 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종 의 ｢소년법｣은 비행소년이 

건 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법의 이념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 다는 문제 이 지

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해 개정 ｢소년법｣에 청소년비행방지를 

한 ‘비행 방정책 기본규정’을 신설하 다. 개정법은 비행청소년이 건 하게 성장하도

록 돕기 한 조사·연구  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련 기 과 조체

제를 구축하여 운 토록 하 다. 정부의 체계 이고 종합 인 비행 방 책 수립은 

소년비행 방으로 이어질 것이다.

청소년비행 방센터

481. 정부는 2007년 국 6개 지역의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청소년비행 방센터’로 

기능을 환하여, 지역사회 청소년비행 방을 한 문기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청소년비행 방센터’는 부 응학생‧기소유 상자 등의 비행 방

교육, 검찰단계의 비행소년, 불구속 보호처분 상자 등 비행 기 단계 청소년의 비행

원인진단, 청소년 성검사, 보호자교육, 법교육 등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동 

센터는 등하교 방식 등 개방  형태로 로그램을 운 하고 이용자의 사회  낙인 등

을 방하기 하여 ‘ 안교육센터’로 외 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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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사제도와 심리참여제도

482. 정부는 청소년 비행 방과 재범방지를 해 구속송치 상자 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상자로 확 하기 하

여 ‘보호소년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  심리참여제도’를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83. ‘보호소년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탁되어 있는 소년을 

상으로 법원 소년부 사 는 가정법원 사가 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4~6일 출석시켜 상담과 조사를 받

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한 부담을 없애면서, 개인 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84. ‘분류심사  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 사가 분류심사 

결과 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악

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 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경찰 다이버

485. 소년범죄에 하여는 일반 형사소추 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 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

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단되는 비행소년에 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가능성

이 있는 비행소년에 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 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는 소년비행의 방과 선도를 해 비행소년을 발견하면 검찰 는 법원 소

년부로 송치한다.

486. 정부는 죄질의 경 에 계없이 모든 소년범이 과자가 되고, 낙인효과로 

자포자기하는 것을 이기 하여 노력하고 있다. 경찰은 다이버 의 일환으로 2005

년부터 신학기  3개월간 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등 련부처 합동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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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피해신고 기간’  경미 범 가해학생에 해 피해자 합의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입건(훈방) 제도를 시범운 하고 있다.

라. 자유가 박탈된 아동( 약 제37조 2항, 4항)

487. 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형사소송법｣ 상 법 차의 원칙

과 장주의를 엄격히 지키고 있다. 소년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상의 원칙을 그 로 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상 구속사유, 

장발부, 구속 장의 방식  집행 차, 검사의 구속 장청구 등의 규정이 소년에도 

용된다.

구속 장

488. 소년에 한 구속 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소년을 구속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

다.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 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

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24시간 내에, 그 밖의 시‧

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489. 소년부로 송치가 결정된 경우에 소년부 사는 사건을 조사 는 심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 감호 탁을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보호자‧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당한 자 는 그 시설에 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탁은 3개

월을 과할 수 없고, 소년분류심사원에 탁하는 것은 1개월을 과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다.

소년원 운

490. 소년원 운 에 있어서도 소년의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한 법률(구 소년원법 개정법률)｣에서는 소년원장 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보호소년 는 탁소년을 처우할 때 인권보호를 우선 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호소년은 남자와 여자, 보호소년과 탁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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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여 비행이 학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91. 소년원에서 보호소년이 면회를 신청할 때 보호소년 등의 보호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소년원장은 면회를 허가하고 있다. 소년이 국선

보조인과 면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권 보장을 해 소속공무원이 참석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의 보호와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지왕래를 제한하거나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으나, 변호인과 주고받은 편지

는 제한하거나 검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년원송치처분

492. 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에 한 수용처분으로서 형사제재에 버 가는 강력한 

처분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한 소년원 송치처분의 기간에 한 명시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부정기형이라는 비 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개정 ｢소년법｣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함에 있어 장기 2년을 과하지 못하도록 수용의 상한기간을 명시하여 소년원 

송치처분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 다.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처분

493. 개정 ｢소년법｣에서는 수용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집 인 비행 방 로그램을 

실시하기 하여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 제도를 도입하 다.

마. 아동에 한 사형  종신형 지( 약 제37조 1항)

494. 18세 미만 아동은 사형 는 종신형에 처해지지 않는다. ｢소년법｣ 제59조에서는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18세로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인 소년이 죄를 범하여 

사형 는 무기징역으로 처할 경우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범죄행  시에 18세 미만이었으나 과형 당시에 성인이 된 때에도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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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회복귀지원( 약 제39조)

495.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성폭력, 성매매피해자에 하여 상담  보호, 신체‧정신

 질병‧상해의 치료, 피해보상 등 법률  문제의 해결, 그리고 이들의 사회통합을 

한 진학  직업훈련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496.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상된 심신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에게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자립을 돕기 하여 폭력피해여

성 주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매수 상청소년의 보호  재활

497. 정부는 성매수 상청소년의 보호  재활을 해 검사의 수강명령에 의한 교육

과정 는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해 맞춤형 치료‧재활 로그램(40시

간)을 개발하여 국 4개 지역의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을 교육시설

로 지정하여 2006년부터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여성인권 앙지원센터

498. 정부는 2005년부터 ‘여성인권 앙지원센터’의 운 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련 시설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련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있

다. 한 지원 로그램을 개발하여 보 하고 있으며 성매매방지 련 정보제공,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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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취 상황하의 아동

가. 경제  착취( 약 제32조)

499. 정부는 경제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

칙 으로 15세 미만자의 고용을 지하고 있다. 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아동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장 의 취직인허증

을 소지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외로 하고 있다. 정부는 1999년 1월, ILO 핵

심 약인 제138호 ‘취업의 최 연령 약’과 2001년 3월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약’을 비 하 다.

아동의 노동권 보장

500. 정부는 아동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하여 사업장에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연소자의 호 증명서, 친권자 는 후견인 동의서를 비치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할 경우에는 친권자 는 후견인은 미성년자

의 근로계약을 신할 수 없다. 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친권자 는 노동부장 은 향후 이를 해제 할 수 있도록 하 다. 월 은 매월 정기

으로 본인에게 지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과하

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501. 아동은 근로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연소자 보호를 하여 

｢근로기 법｣에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건 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한 아동이 

단시간 근로를 많이 하는 방학기간에는 매년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에 한 근로조건 

보호를 한 지도 검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 책

502. 정부는 2005년에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 책’을 마련하 다. 아동을 노동착취로부터 

보호하기 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반사례를 지속 으로 모니터하고 있으며,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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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청소년에 한 교육을 확 하고,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

께 연소자 보호규정을 합리 으로 개선하여 청소년의 근로여건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나. 마약( 약 제33조)

503. 마약은 ｢청소년보호법｣, ｢향정신성 의약품 리법｣과 ｢마약 리법｣등 계 법률

에서 엄격히 지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약물

504.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청소년유해약물’은 제한하지 않으면 심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을 뜻한다. 

주류, 담배, ｢마약류 리에 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리

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등이 포함된다. 

505. 정부는 청소년을 상으로 유해약물의 매‧ 여‧배포를 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는 자동기계장치‧무인 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한 보건복지

가족부장 은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과 련이 있는 

앙행정기 , 청소년보호와 련된 지도‧단속기 , 기타 청소년보호를 한 련 단

체 등에 통보하여 극 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다. 

청소년약물 방 시범학교 운

506. 정부는 학교에서 모범 는 리더역할을 하는 학생들을 래리더로 조직, 교사와 

함께하는 ‘청소년약물 방 모범 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학교로 보 하기 하여 국 

12개 학교를 ‘약물 방 시범학교’로 지정·운 하 다. 동 시범학교는 시민단체에 

탁하여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차 과정으로 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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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성 착취  성 학 ( 약 제34조)

507. 정부는 아동을 성 착취  성 학 로부터 보호하고 방하기 하여 가해

자에 해 엄격한 법 용을 하고 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508. 정부는 아동 상 성범죄자에 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처벌의 수 은 법원의 

결을 통해 결정되지만, 정부도 검찰을 통해 아동 상 성범죄자에 해서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범인의 성향, 재범의 험성, 소아기호증, 피해아동의 피해정도 등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등 처벌

509. 정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을 

한 행   그 미수행 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매· 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 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는 7년 이하

의 징역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그 목 에 

계없이 2천만원 이하의 벌 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

면서 청소년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성폭력범죄자 등에 한 자 치 추 제도

510. 정부는 2007년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한 치추  자장치 부착에 한 법률｣을 

제정하여 아동성폭력범죄자 등에 한 자 치 추 제도를 도입하 다. 한 2008년

에 ‘치료감호’를 개정하여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

료감호 상에 포함시켰다. 2008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등에 한 

법률｣을 개정하여 동법 제8조의 2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 로 한 강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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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범행을 지른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 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 강제추행 범행을 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 으로 처벌하도록 

하 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취업제한제도

511. 정부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온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고, 

성범죄자의 리를 강화하기 하여 2008년 2월 4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열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상자는 청소년 상 성범죄로 유죄 결이 

확정된 자 는 열람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자가 그 상이 된다. 등록 상자

는 등록정보를 10년간 등록하고 열람 상자는 5년간 열람을 실시하게 된다.

512. 등록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성범죄경력의 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해당사건의 범죄

사실 개요 등이다. 열람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직업  직장 등의 소

재지, 사진, 청소년 상 성범죄 경력 등이다. 열람권자는 등록 상자의 주소를 할하

는 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부모  청소년 련 교육기 의 장이 된다. 

아울러,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해 비 에 있다.

513.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는 청소년들이 주로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학교, 학원, 

청소년 련시설, 보육시설, 아동시설, 공동주택 리사무소(경비원), 체육시설 등에는 10

년간 취업하거나 운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과 련된 기 ‧

시설 등은 성범죄가 련기 에서 발생하면 의무 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 성폭력 방지

514. 정부는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기 하여 

‘특수교육 운 계획’에 따라 특수교육 상 학생의 장애정도별‧학교과정별 특성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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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을 상으로 특수교육 상학생 보호를 한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향후 ‘학생성폭력 련 종합 책’을 수립하는 등 장애학생을 포함한 학생 

성폭력 근 을 해 지속 인 심을 가지고 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학생선수 성폭력 방지

515. 정부는 학생선수에 한 반인권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하여 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책반을 구성하여 2008년에 ‘스포츠 성폭력 근  책’

을 수립하 다. 본 책의 주요 내용은 성폭력 지도자 구제명, 선수 ‧면담 가이

드라인 수립, 체육계 통합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체육지도

자 아카데미 운  등이다. 향후 ‘스포츠 성폭력 근  책’을 포함한 ‘학교운동부 정상

화 방안’을 수립하여 학교운동부가 밝고 건강하게 운 될 수 있도록 지속 으로 지

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학교 내 성폭력 방지

516. 정부는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발생 방지를 하여 2007년에 체 학교의 12%에 

불과하던 CCTV를 2010년까지 70% 수 까지 설치를 확 할 정이다. 특히 청소년 성

폭력 행  등이 발된 교원에 해서는 교단에서 구 퇴출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

하기 한 ‘클린 365종합 책’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라. 기타 형태의 착취( 약 제36조)

517. 정부는 아동학 , 아동에 한 성 착취, 성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 ,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 에 람시키는 행 , 아동

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 , 공 의 오락 는 흥행을 목

으로 아동의 건강 는 안 에 유해한 곡 를 시키는 행 ,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

선기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품을 취득하는 행 , 아동을 하여 증

여 는 여된 품을 그 목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 , 리를 목 으로 청소

년으로 하여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 를 하게 하는 행 , 청소년에 하여 이

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업행 를 하거나 그를 목 으로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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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행 , 주로 다류를 조리‧ 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  업장을 벗어

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 를 하거나 이를 조장 는 묵인하는 행  등을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지하고 있다.

제3   STATISTICS

1. 소년사법

소년범죄 황

518. 2007년 총 범죄 건수는 2,548,010건으로 이  소년범죄는 116,135건이며 체 

범죄 비 4.6%를 차지한다. 2003년에 총 범죄 비 4.3% 던 것이 2005년에는 3.6%까

지 감소하 다가 2006년 3.9%, 2007년에는 4.6%로 증가하 다<부표 8-1>.

선도유  소년의 재범

519. 정부는 2004년에 소년범죄에 한 처를 사법처리 신 지역사회의 보호  

선도로 환하여 소년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할 목 으로 선도 심

의 소년범 재범 방지 로그램인 ‘다이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도유  

소년의 재범률은 2003년 10.2%에서 2006년 15.7%로 증가하 다. 이는 정부의 재

범 방지 정책  로그램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부표 8-2>.

소년범죄 처리

520. 검사는 경찰이 송치하거나 직  인지한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기소, 기소 는 소년법원 송치  하나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2007년 소년

범죄에 하여 검찰이 처리한 내역을 보면 소년범죄자 115,990명  기소유  

49.2%, 소년부 송치가 23.3%이었다. 이는 소년범죄에 해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

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부표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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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정규학교화

521. 정부는 소년이 소년원에서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04년 소년원

법을 개정하여 정규학교화 하 다.

< 소년원 설치 황 >
구 분 기  (학교명) 설립일 교  육  과  정

특

성

화

학

교

정보

통신

학교

서울소년원

(고 정보통신 ․고교)
’42. 4.20

❍ 학교 교과교육

❍ 고등학교 교과교육(컴퓨터애니메이션 · 멀티미디어정보통신)

❍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상미디어· e-sports)
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67. 3.25

❍ 학교 교과교육

○ 실용 어·컴퓨터 ❍ 분류심사

❍ 상담조사, 검사결정 조사 

❍ 탁소년 인성교육

❍ 안교육(일반학생, 기소유 )

❍ 보호자교육

❍ 청소년심리상담

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45.11.21 ❍ 인성교육

○ 실용 어·컴퓨터·

   검정고시

춘천소년원

(신 정보통신학교)
’63. 9. 9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7.11. 9

정보

산업

학교

․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47. 1.18

❍ 직업능력개발훈련

   (카일 트로닉스·자동화용 ·제과제빵· 헤어디자인)

❍ 분류심사, 탁소년 인성교육·보호자교육

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46.11. 7

❍ 직업능력개발훈련

   (카일 트로닉스·자동화용 · 장비·건축환경설비) 

❍ 분류심사, 탁소년 인성교육·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46. 10. 1

❍ 학교 교과교육

❍ 직업능력개발훈련(미용·피부미용·사무자동화)

인문계

학  교

덕소년원

( 산 ․고등학교)
’98. 7. 1

❍ 학교·고등학교 

   교과교육

❍ 의료․재활교육, 

   5호처분자 교육

❍ 분류심사, 상담조사, 

   검사결정 조사

❍ 탁소년 인성교육, 

   보호자교육

❍ 안교육(일반학생, 기소유 )

❍ 안교육 상자의 보호자 교육

❍ 상담조사, 검사결정 조사 

❍ 청소년심리상담

2. 노동 착취 방

연소근로자 사업장 지도‧단속

522.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지속 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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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 한 청소년들의 경우, 근로조건에 해 학교에서 교육받

을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장에서 노동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매년 노동부를 통해 이를 철 히 단속하여 연소근로자 보호에 만 을 기하고 있다.

523. 통계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에 연소자 고용사업장 1,502개소를 검하여 

876개소에 하여 반사항에 한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련 반 사항은 부분 

연소자증명서 비치 소홀 등 경미한 사안이며 일부 야간작업 지  최 임  반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1건을 제외한 체 반사항에 해 소정 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

되었다.

3.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524. 지난 5년간 체 마약류사범은 꾸 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에 반하여 청소년 마약범죄는 2004년에 격한 감소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체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8-4>. 한편 2006

년 체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 으나 청소년 환각물질 

흡입사범은 년도 13.3%에서 21.4%로 증가하 다<부표 8-5>.

4. 청소년 성매매 황 

525. 청소년 성매매 검거건수는 2004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5년부터는 정부의 

성매매 방지 책 등의 본격 인 추진으로 감소하고 있다<부표 8-6>. 청소년 상 성매

수 행 의 약 85%는 채  등 인터넷 속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터넷 채 을 통하여 아동의 성을 매수하기 하여 가지 을 약속하는 등 아동을 유

인하는 행 를 한 자에 하여는 2008년에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을 개정하

여 처벌제도를 도입할 정이다.

제4   FACTORS AND DIFFICULTIES

526. 정부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소년사법｣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을 성  착취  폭력으로부터 보호‧ 방하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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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아동이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527. 소년사건이 소년형사사건일 경우에는 일반형사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일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한다. 이로 인하여 소년에 한 형사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해서는 일반형사법원에서 가정법원 소년부 는 지

방법원 소년부로 이송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으나, 신속하고 공정한 ｢소년사법｣ 차를 

따르고 있다. 

528. 아동의 성착취 방을 해서는 성범죄자에 한 엄격한 법 집행도 요하지만, 

모든 국민의 건 한 성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양성평등

진흥연구원 등이 실시하고 있는 건 한 성의식 제고를 한 홍보  교육이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아동기에 건

한 성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교육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 3 부

선택의정서 권고사항 이행 현황

제9장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제10장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관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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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한 

선택의정서 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황

1. 황자료

CRC/C/OPSC/KOR/CO/1: para. 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a comprehensive data collection system be established, within 

a central governmental body, in order to ensure that data o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disaggregated, inter alia, by age and sex, ar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sed, 

as they provide essential tools for measuring policy implementation. Data should also includ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prosecutions and convictions for such offences disaggregated by 

the nature of the offence.

529. 정부는 아동성매매  음란물에 한 종합 인 자료수집 체계를 갖추기 하여 

2008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한 법률｣ 개정 시 자료수집에 한 법 근거를 마련

하 다. 동법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 상 성범죄 통계 등을 연 2회 발표하고 있다. 따

라서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련부처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통계자료

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 되도록 하고 있다.

2. 일반이행조치

가. 법률

CRC/C/OPSC/KOR/CO/1, para. 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fully harmonise its legislation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b) Provide systematic training to judges and lawyers on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530. 한민국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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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법률을 제‧개정할 시 아동권리 약  선택의

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특히 아동 련 법률을 

제‧개정할 시에는 아동권리 약  선택의정서의 규정이 반 되도록 하고 있다. 

531. 정부는 2008년에 부처통합으로 인한 정책의 효율 인 추진을 하여 아동 련 

법률을 체계 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법률 정비 시에 정부는 아동권리 약  선택의

정서의 이념이 구체 으로 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532. 법원은 종합법률정보를 통하여 선택의정서 조항과 련된 문헌을 검색하여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사법 련 종사자의 직무교육과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연수원은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훈련에서 아동권리 약과 

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국가행동계획

CRC/C/OPSC/KOR/CO/1, para. 1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orpo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Protocol in its national strategies and programmes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nd the Global Commitment adopted at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gresse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tockholm 1996; Yokohama 2001).

533. 정부는 아동과 여성에 한 상업  성착취 방  피해자 보호를 해 2004년에 

‘성매매방지종합 책’을 수립하 다. 2007년에는 책이 수립된 지 3년을 경과하면

서 인권유린의 감소, 집결지(brothel-concentrated area)의 축소, 변종 성매매업소‧인터

넷 성매매‧해외 성매매 증가 등 성매매방지 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반 하여 강

화 책을 마련하 다. 특히 정책과제 분류를 국제사회 분류기 에 맞추어 “ 방, 보

호, 집행”(3P:Prevention, Protection, Prosecution)의 틀로 과제를 재정비하 다. 

534. 정부는 본 책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의 

안 을 한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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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 놀이터‧공원 등 CCTV 설치, ｢아동안 구역｣지정  순찰 강화, 아동안  

확보를 한 지역공동체 운 , 아동에 한 성교육  안  교육 강화, 부모교육 

실시, 범국민 캠페인 실시 등

     • 지  집행: 아동 상 성폭력 범죄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제도 개선,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한 치료감호제도 도입, 아동 상 범죄 담 수사반 편성‧운

, 성폭력 담조사 에 한 문교육 강화, 성폭력범죄자 유 자정보 DB화, 

‘엠버경보’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기 아동 조기발견 등 

     •보호: ‘아동성폭력 담센터(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피해자지원체계의 국 확  

구축‧운 , 피해자 지원을 한 문가 그룹 양성‧배치, 미성년 가해자에 한 

교정‧치료 교육 실시 등

다. 조정  평가

CRC/C/OPSC/KOR/CO/1, para.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the Child Rights Monitoring Center with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able it to be fully operational, and consider making it a permanent mechanism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535. ‘아동정책조정 원회’는 약 이행과 련하여 정책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효과 인 추진을 하여 ‘아동정책실무원회’를 운 하고 있다. 구체 인 내용은 2003

년 권고사항 이행 부분에서 다루었다. 재 정부는 아동권리 약 이행 모니터링 

기능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하기 하여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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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홍보  교육

CRC/C/OPSC/KOR/CO/1, para. 16,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adequate and earmarked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and courses for all relevant groups of professionals 

throughout its territory, including police officers, public prosecutors, judges, medical staff and 

other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Furthermore, in light of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widely known, particularly to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rough, inter alia, school curricula and long-term awareness raising 

campaigns, including the media and training about the preventive measures and harmful effects 

of all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In this regard,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should be encouraged.

536. 정부는 아동 련 민간단체의 약 홍보  권리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약  

선택의정서의 인지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사회 체 으로 아동권리에 한 인식이 아

직까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하여 정부는 2008년부터 3년간에 걸쳐 

텍스트, 웹, 멀티미디어 교육교재를 종합 으로 개발할 정이다. 교재는 시설종사자, 

교원, 아동  시민을 상으로 한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537. 정부는 매년 학교 성교육  성폭력 방 강화 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성교육(성폭력, 성매매 방교육 포함)은 교 별 연간 10시간 이

상, 성매매 방 교육의 경우에는 연간 1시간 이상씩 의무 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는 학교에서의 성교육 활성화를 하여 2008년에 국가수 의 성교육 교과서를 개발하여 

보 하 고, 학생 성폭력 방교육 동 상을 제작하여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에 게

시하 다. 한 학생 성폭력 가‧피해 방을 한 국민 계도 자료를 홍보하 다. 

정부는 지속 으로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체계 인 아동성폭력 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538. 정부는 2007년부터 민  합동으로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매년 2월 22일)을 개최

하여 아동성폭력에 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2008년에는 ‘우리아이 지키기 

페인’을 추진하여 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확산하는 등 우

리 사회에 아동의 안 을 확보하는 데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함을 리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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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정부는 2008년 아동성폭력 방교육 문강사 양성과정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

흥원’에 개설하고 시범운 을 통해 55명을 배출하 다. 향후 매년 확  배출할 계획이다. 

마. 자원의 배분

CRC/C/OPSC/KOR/CO/1, para. 1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resources are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all areas covered by the Protocol, by providing in particular,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imed at the prevention, protec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victims, as well as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otocol.

540.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련 산을 지속 으로 증액하고 

있다. 산지원은 2003년 6,324백만원에서 2008년 21,612백만원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5년 동안에 약 3.4배가 증가한 액수이다. 정부는 성매수 가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을 

하여 2006년와 2007년에 각각 2억원, 2008년에는 1억원을 지원하 다. 한 성범죄 피

해청소년 치료  재활교육을 하여 2006년 2억, 2007년 6.3억, 2008년 6.2억원을 지

원하 다. 2009년에는 성매수 가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  성범죄 피해청소년 치료재

활교육을 하여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541. 정부는 아동성폭력, 성착취 등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하여 

국 3곳에 ‘아동성폭력 담센터’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2004년 503백만원,  2005

년 1,445백만원, 2006년 1,350백만원, 2007년 1,350백만원, 2008년 1850백만원을 지원하

다. 정부는 2007년부터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와 함께 ｢우리 아이 지키기｣ 캠페인, 아동성폭력 방을 한 

1,0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 다. 

542. 정부는 2008년 3개소의 ‘아동성폭력 담센터’를 앙센터 1개소, 지역 센터 16개소로 

확충할 것이다. 한 정부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정례화하고, 성폭력 등 아동 

상 범죄 근 을 한 국민의식개선 캠페인을 지속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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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독립기

CRC/C/OPSC/KOR/CO/1, para. 21:

The Committee, reiterating what it previously stat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upon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197, para. 18),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HRCK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in order to 

adequately monitor and promote the Optional Protocol and undertake awareness raising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reased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for children.

543. 국가인권 원회에는 재 아동 담 상설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원회는 아동

권리 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기 하여 2007년과 2008년에 아동인권 향상을 주요 

업무 목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정책, 차별, 침해, 교육 등 아

동 련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담당자들로 구성된 아동인권 로젝트 을 통해 문

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544. 국가인권 원회는 자체 직제령을 제정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정부와 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가인권 원회로서는 차회 직제령 개정 등의 작업이 진행될 때, 아동

담 부서 신설 혹은 담당인력 증원 등에 한 구체 인 의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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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의 방

CRC/C/OPSC/KOR/CO/1, para. 23, 25, 27, 2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arry out further documentation and 
gender-sensitive research on the root causes, the nature and the extent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in order to develop relevant prevention 
measures, in collaboration with, inter alia, UNICEF, ILO, IOM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earmarked budget resources for 
preventive measur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and strengthen its efforts to rehabilitate 
offenders of sexual crimes stipulated in the Optional Protocol while encouraging strict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xisting legislation criminalising the use of childre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further measures to prevent sex 
tourism, in particular by earmarking additional funds for public campaigns for this purpose. The 
State party should also, through relevant authorities, continue its cooperation with the tourism 
industry, NGO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responsible tourism by the 
dissemination of the Code of Conduct of the World Tourist Organization among employees 
within the tourism industry as well as awareness raising campaigns for the general publi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ludes measures within the existing plans of 
action to address cyber crimes as they relate to the Optional Protocol, with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strengthen its awareness-raising efforts among the general public with a view to 
informi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about the safe use of the Internet.

545. 정부는 성매매(Prostitution) 련 정책개발을 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2년과 2007년에는 성매매 실태  경제규모에 한 국조사를 실시하 다. 2005

년 지방자치단체 성매매클린지수를 개발, 2006년 시범평가실시, 2007년 본격 인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 반 하고 있다. 

546. 정부는 2005년부터 ‘여성인권 앙지원센터’(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의 

운 을 지원하고 있다. 동 센터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련 시설 간의 연계망을 구축하

고 종사자 양성, 지원 로그램의 개발‧보   성매매 방지 련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547. 정부는 성문화 개선을 해 유 기 과 력해 나가고 있다. 2006년 성매매방지 

｢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8개 시‧도에 9개 감시단을 운 하 으며, 2007년 지방

자치단체 사업으로 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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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정부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성매매방지 국민의식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에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2008년에는 ‘세계여성의 날’을 계기로 성매매방지 

캠페인 등을 실시하 다.

549. 정부는 NGO 등 민간부문과 공동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운 비, 시설 기능보강비, 법률‧의료‧직업훈련‧피해

자 치료회복 로그램 사업비, 창업자 , 자활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220억원, 2006년 202억원, 2007년 181억원, 2008년 154억원을 지원하 다.

550. 정부는 2005년에 서울보호 찰소에서 8명의 성구매자에 하여 재범방지 교육

로그램인 ‘존-스쿨’을 최 로 시작하 다. 2006년에는 성매매사범 표 로그램을 개

발하여 장에 용하 다. ‘존-스쿨’은 2006년 22개소(11,217명)에서 2007년에 29개소

(15,124명)의 보호 찰소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존-스쿨의 로그램 구성내역  

효과성 등에 한 지속  설문  분석을 통해 성의식 개선의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하

도록 하고 있다.

551. 정부는 2006년에 ‘해외 성매매 방지 책’을 수립하여 해외 한인사회·여행업체 등에 

한 홍보·교육, 해외 성매매 알선 로커에 한 정보수집 강화  검거 방안, 계부

처 간 업무공조 체제를 마련하 다. 한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해

외성매매방지 담 ’을 구성하고 해외성매매 구매자  알선자 등에 해 지속 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 주 으로 매년 2회에 걸쳐 검찰, 경찰, 노동부, 

여성부, 미 사  등 유 기 이 참여하는 ‘인신매매방지 유 기  책회의’를 개최

하여 성매매 등 인신매매 방지 책을 논의하고 있다. 

552. 정부는 2008년에 ｢여권법｣을 개정하여 외국에서 성매매 알선, 성구매자 등 련 

범죄자들에게 여권발  제한을 강화하고, 여권의 반납까지 가능하도록 하 다. 정부

는 여행사 종사자 등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성매매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된다.”는 사실을 여행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한 해외 한인 여행사, 음식

, 유흥업소 상 건 업소 자체 인증제 추진하는 등 해외 한인회 심의 캠페인 등

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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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해외 성매매는 피해여성에 한 근이 어렵고 원정 성구매자의 범죄의식도 부족

하다. 따라서 정부는 성매매방지를 한  업체 등에 한 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 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여

성인권 앙지원센터’ 간 보호‧자활지원 연계망을 활용하여 귀국 성매매 피해여성

에 한 지원도 실시할 것이다. 

554. ‘성매매방지종합 책’에는 휴 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유해환경 차단 정책이 

구체 으로 포함되어 있다. 특히 련법을 개정하여 불법스팸메일 발송자, 화‧인터

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유인할 목 으로 하는 고를 한 자에 

한 처벌을 강화하 다. 한 불법‧유해정보에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 고, 방학 에

는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불건 정보를 집 으로 단속하 다.

555. 정부는 아동의 건 한 매체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학부모 상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단  교육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기 을 선정하

여 국고보조 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 16개 시‧도 ‧ 등학교, 지자체, 교육청 등 

각  시설에서 운 하고 있는 부모교육 강좌를 활용하여 인터넷 등 각종 미디어의 역기

능과 순기능에 한 체계 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 2009년부터는 깨끗한 인터

넷 환경을 조성하기 해 유해인터넷  모바일 차단 S/W를 개발하여 희망하는 가정

에 무료로 보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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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 음란물의 지  련 문제들

가. 형사법  규제

CRC/C/OPSC/KOR/CO/1, para. 31, 33,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necessary measures to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s 2 and 3 of the Protocol, including the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articles 2(c)).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dequately define and criminalize the sale of, and 

trafficking in,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b) Amend the definition of child prostitution contained in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fforded to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c) Criminalize all acts that constitute offering, delivering or accepting, by whatever means, a 

child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f the child; and

d) Amend the relevant legisl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are not 

subject to punishment;

e) Amend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in order to include, 

in its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sexual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as required by 

article 2 (c)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f) Criminaliz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without requiring the intent of disse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effective and prompt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all crim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In light of article 3(1)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necessary measur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a)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를 방지‧억제‧처벌하기 한 선택의정서 비

556. 정부는 국제조직 범죄를 처벌하고 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2000년 12월에는 ‘ 국가조직범죄방지 약’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매매

를 방지·억제·처벌하기 한 선택의정서’에 서명하 다. 정부는 동 약  의정서의 

비 과 국내  이행을 해 련법의 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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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f)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개정

557. 정부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갖 형태의 간매개 행  

 청소년에 한 성폭력행 를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매매와 성폭력행

의 상이 된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 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을 상으로 하는 성매매  

성폭력 행 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 방효과를 극 화하기 하여 2000년 ｢청소

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을 제정하 다. 이후 정부는 지속 인 법 개정을 통하여 청소

년의 성보호와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558. 정부는 2004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을 개정하여 성매매 공 자와 간

매개체를 차단하기 하여 성매매 목 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

로부터 취득한 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

와 성매매의 근 을 한 제도  장치를 마련하 다. 2007년에는 청소년 상 성범죄

의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발생을 억제하고 피해 청소년에 한 보호지원을 하기 하

여 청소년 상 성범죄에 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성범죄자 등록‧열람 

등의 상을 확 하는 한편,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격리  보호결정을 하게 

하는 등 행 제도의 미비 을 개선하 다.

559.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제정 시, 청소년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로 청소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를 알선한 자 는 청소년을 실질 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청소년을 상으로 는 청소년으로 하여  성교행 , 구강·항

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 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 었다. 하

지만 정부는 2005년에 동법을 개정하여 신체의 부 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

로서 일반인의 성  수치심이나 오감을 일으키는 행 , 자 행 를 청소년을 상

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  하게 하는 것도 청소년 성매매의 범 에 포함하 다. 

560. 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상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 를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는 2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고(제10조), 성매매 상 청소년은 다른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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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  재활을 해 처벌하지 않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제25조).

561. 정부는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리를 목 으로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매‧ 여‧배포하거나 이를 목 으로 소지하거나 공연히 시 는 상

한 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목  없이 단순히 소지한 경우도 엄 히 처벌하고 있다. 청

소년이용음란물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를 하거나 그 

밖의 성 행 를 하는 내용을 표 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성범죄자에 한 신속한 수사‧기소  유죄 결, 법인책임 규정

562. 정부는 아동·여성의 성폭력, 성착취 등을 담하는 검사를 두고 있으며, 신속한 

수사를 하여 성폭력 담 수사반을 편성해 운 하고 있다. 한 검찰과 경찰은 24시

간 Hot-Line을 구축하여 실시간 수사지휘체제를 확립하고, 동 단계부터 담검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효과 인 수사를 하고 있다. 성폭력 담 신고 화(1301, ARS ‘35’

번)를 개설하여 신속한 신고 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563. 정부는 2004년에 성매매알선 등 행 의 처벌에 한 법률제정 시 양벌규정에 의해 

성매매와 련이 있는 법인 등의 처벌을 규정하 다.

나. 입양

CRC/C/OPSC/KOR/CO/1, para. 37: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withdraw the declaration to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reservation to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and 

consider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No. 3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cts covered by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are criminalized 

as sale in its legislation.

564. ‘입양허가제’와 ‘헤이그 약’ 비 에 련한 정부의 입장은 2003년 아동권리 원

회의 권고사항에 한 이행 부분에서 다루었다. 그리고 부당한 동의에 의한 입양은 ｢민

법｣과 ｢아동복지법｣, ｢입양 진  차에 한 특례법｣에서 명백히 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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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민법｣ 제884조에서는 사기 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입양을 취소하고 있다. 한 ｢입양 진  차에 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약취 

는 유인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던 아동이 양자로 된 때도 입양을 취소하고 

있다. 동법 제19조에서는 입양기 이 입양의뢰 된 자의 권익을 해할 행 를 한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다. 사법권  범죄인 본국 송환

CRC/C/OPSC/KOR/CO/1, para. 39:

In light of article 4(2)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establish it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when such offences are committe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person who has hi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when 

the victims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566. 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국 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모두 용하고 있다. 한 동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국 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민국 역 외에서 한

민국 는 한민국 국민에 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 하여도 방가벌성의 원칙 

하에 한민국 ｢형법｣을 용하고 있다. 

567. 정부는 해외에서 성범죄를 한 자국인에 해서는 련 법률에 따라 엄정히 처벌

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은 국민이 한민국 역 외에서 청소년 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라 형사처벌하여야 할 경우에는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68.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아동 성폭력 가해자에 해 범죄인 인도청구를 받는 경우 

범죄인 인도법  외국과의 조약,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극 으로 외국인 범죄자

를 본국으로 송환할 것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의 인도 상 범죄는 정부가 체결한 부

분의 범죄인인도조약상 1년 이상의 징역 는 고  그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이며, 아동 성폭력 범죄들은 한민국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상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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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피해자의 권리 보호

가. 선택의정서에서 지한 범죄의 아동피해자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기 한 조치

CRC/C/OPSC/KOR/CO/1, para.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mendments, to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any of the offenc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are as such neither criminalised nor 

penalised, and that all possible measures be taken to avoid their stigmatisation and social 

marginalisation;

b) Allocate adequat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representation for child victims;

c) Ensure that all child victims of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Protocol have access to 

adequate procedures to seek, without discrimin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ose 

legally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4) of the Optional Protocol;

d) Consider merging the existing child helplines (1577, 1391 and 1388) into one helpline which 

should be sufficiently funded, fully accessible and known to children, and available in 

multi-lingual format; and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of the Helpline with child-focused NGOs, 

health and social workers, as well as the police; and

e) Ensure that resources be earmarked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reintegration and physical 

and psychosocial recove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3) of the Protocol, in 

particular by providing interdisciplinary assistance for child victims.

 a)～c), e) 성매매피해자 낙인 방지  법률‧회복지원

569. 정부는 ｢성매매알선등행 의처벌에 한법률｣ 제6조(성매매피해자에 한 처벌 

특례와 보호)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하여 성매매피해자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 

570. 정부는 청소년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을 운 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서는 구출된 청소년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한 일정기간 긴  생계보호, 

법 ‧의료  지원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의료‧법률자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 법률상담, 피해청소년 법  구제를 한 

소송수행, 상담 매뉴얼 발간 등 법률지원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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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알선등행 의처벌에 한법률｣은 청소년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그 보호를 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과 공동으로 ‘성매매 상 청소년 보호사건처리지

침’을 마련하 고 일선 검찰청 등에서 실시하도록 하 다. 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련 상 청소년에 한 사건처리지침을 만들어 성매매 피해아동이 처벌받거

나 낙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d) 아동상담 화 통합

572. 정부는 사회복지 달체계 개선 책의 일환으로 2005년에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개통하 다. 콜센터는 수요자로서의 국민들이 복지 련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한 곳

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요 문의에 한 직 상담  안내‧연계 창구로서의 역

할을 수행한다. 종 의 아동학  상담 화 ‘1391’을 ‘129’로 통합하여 보건복지와 련

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73. 기존의 청소년 련 특수 화 ‘1388’, ‘1588-0924’ 등 개별 으로 운 되어 왔던 

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화를 2005년에 ‘헬 콜! 청소년 화 1388’로 통합하여 한국

청소년상담원과 16개 시‧도  126개 시‧군‧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280개 회선

을 이용하여 통합 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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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사 사법 제도의 보호 조치

CRC/C/OPSC/KOR/CO/1, para. 43:

The State party should be guided by the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5/20) and should 

in particular:

a)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by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and explicit 

protec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 a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considered or 

treated as juvenile offenders;

b) Allow the views, needs and concerns of child victim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in 

proceedings where their personal interests are affected;

c) Use child-sensitive proced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hardship during the justice process, 

including by the use of special interview rooms designed for children, child-sensitive methods 

of questioning; and by reducing the number of interviews, statements and hearings, and in 

this connection, consider making use of video-taping of witness testimonies for all children under 

18; and

d) Presume young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to be children, and not adults, if in doubt.

574. 정부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법 시행 후 3년간, 성매매 피해여성 약 2,000명을 

처벌하지 않았다.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 사항 기재 

생략, 인 사항 공개 지, 열람 제한’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575. 정부는 2003년의 권고사항 이행 부분에서도 언 하 듯이, 피해아동에 한 사법

제도가 아동친화  방식으로 운 되도록 담검사‧경찰제도, 상물에 의한 진술녹화

제, 조사과정에서 신뢰 있는 자의 동석 등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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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의 회복  재통합

CRC/C/OPSC/KOR/CO/1, para. 46, 4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and appropriate administrative 

measures, social policies and programmes are in place to protect all children that are vulnerable 

to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and to allow for the full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recovery of child victims, with their full participation.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provide rehabilitation measures to 

boys as well as girls, and in multi-lingual format,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common countries of origin of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such programmes are effectively monitored 

and evaluated regularly,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children.

The Committee also requests the State party to provide in the next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rrective education"programme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ensure that 

the programme prioritis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in line with article 8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General Comment No.10 on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C/GC/10) and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576. 정부는 상업  성 착취와 인신매매의 희생이 된 아동과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매매 

피해자에 하여 신체 ‧정신  질환에 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의료지원은 성

매매 피해자에 하여 각종 질병 등 치료를 한 비용과 의료보호가 용되지 않는 

의료항목에 한 의료비를 지 하고 있다.

577. 정부는 성매매 피해자에 한 단순한 보호조치에서 나아가 심신의 안정과 치유, 

구체  목표 제시, 취업‧창업에 한 지원 등 종합 인 자활 책이 포함된 치료회복 

로그램을 운 하여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치료 

 회복을 한 로그램은 상담치료, 정서치료, 강의(학습), 동기부여로 운 되고 있다.

6. 국제지원  력

CRC/C/OPSC/KOR/CO/1, para. 48: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relating 

to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in a number of countries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further 

its efforts in this regard,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se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Optional Protocol.

578. 정부는 선택의정서 이행과 련한 국제 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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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역내 인신매매 방지  피해자 보호‘ 련 워크

에 참여하 으며, 2007년에는 ’여성폭력철폐기 ‘(UN Trust Fund in Support of 

Actions to Eliminate Violence Against Women)에 5만불을 지원하 다.

579. 여성부와 법무부는 2003년부터 3차에 걸쳐 ‘국제인신매매방지 문가회의(Expert 

Group Meeting on Prevention of International Trafficking)’를 개최하 다. 인신매매

의 방(prevention), 피해자 보호(protection), 처벌(prosecution)을 주제로 열린 연례

회의에서는 인신매매 척결을 한 국가 간 력강화  인신매매 문제에 한 효과

인 응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580. 정부는 여성 련 국제회의에 련부처가 극 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여성 련 사업에의 분담  기여 등을 통해 ‘여성인권 신장’이라는 국제  노력에 동참

할 것이다.

7. 후속조치  홍보

CRC/C/OPSC/KOR/CO/1, para. 49, 5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s,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he State Counci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ncial 

authorities,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port and written replie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related recommendation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e made widely available,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but not exclusively), to the public at larg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media, youth groups, professional groups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the Optional Protocol widely known to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rough, inter alia, school curricula and human rights education.

581. 정부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통하여 2008년 6월, 아동권리 원회가 채택한 

선택의정서 이행에 한 권고사항을 즉시 국문으로 번역하여 련부처에 배포하 다. 

권고사항은 아동권리옴부즈퍼슨  련 민간단체에 통보하여 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한 아동권리 약 홍보 일환으로 선택의정서  권고사항을 련부처, 국회

의원, 국방부  지자체 아동 련 종사자들이 인지하여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책

자를 발간하여 배포하 다. 본 국가보고서를 일반   아동 련 단체에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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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고회를 개최하 으며, 동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

능토록 하 다.

제10장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한 선택의정서 련  

제1차 권고사항 이행 황

1. 일반이행조치

가. 홍보  교육

CRC/C/OPAC/KOR/CO/1, para. 8, 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the light of article 6, paragraph2, ensure 

that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 and widely disseminated to the general public and State officials, as well as 

military and peace-keeping personnel, by appropriate means, including the media.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systematic awareness rais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on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for all relevant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cluding those working with asylum-seeking and refugee 

children coming from countries affected by armed conflict, such as health personnel, social 

workers, teachers, lawyers, judges and immigration officials.

582. 정부는 모든 평화유지군(PKO)을 상으로 특수 교육단에서 ‘표 기본훈련 과목

(SGTM;Standard Generic Training Module)’을 실시하고 있다. 표 기본훈련 과목  

‘행동강령/문화이해’ 역에서는 아동보호를 주제로 하여 아동권리 등에 한 교육내

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국방부는 인권담당 실 내 ‘국제인권담당 법무 ’을 두어 아동

권리 약  선택의정서에 한 련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군과 사

학교, 교육사령부 등에 하여 련 내용을 홍보하 다. 향후 국방부는 각 군 군사학교 

 교육사령부 등의 교육과정에 아동권리 약  선택의정서의 내용을 포함시켜 홍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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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법무부는 2006년 ‘인권국’을 설치한 이후, 무력분쟁 지역으로부터 온 망명  난민

아동을 하는 출입국 리 담당 공무원을 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

연수원에서는 출입국 리 담당 공무원 등을 상으로 망명  난민아동에 한 인식제

고  차별 지 등 체계 인 교육을 연 20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한 ‘외국인과 인권’, 

‘다문화사회의 이해’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 하고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 리 담당 공

무원을 상으로 수시로 망명  난민아동에 한 체계 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다.

나. 독립 인 국가인권기

CRC/C/OPAC/KOR/CO/1, para. 11:

The Committee, reiterating what it previously stat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upon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197, para. 18),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HRCK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in order to 

adequately monitor and promote the Optional Protocol and undertake awareness raising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reased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for children.

584. 국가인권 원회는 아동권리를 담하는 부서는 없으나, 인권 반에 한 문가

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회는 2006년과 2007년에 아동 인권향상을 주요 업무 목표

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아동인권 로젝트 을 구성하여 원회 내 아동

에 한 사업을 수행하는 정책, 차별, 침해  교육 각 부서 담당자들이 사업을 체계

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 원회는 자체 직제령을 제정하는 권한이 없으므로 련부

처와 의하여 아동권리 부서 설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2. 지  련 문제들

가. 법률

CRC/C/OPAC/KOR/CO/1, para. 13: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a) explicitly prohibit by law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b) Ensure that all legislation are fully harmonis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c) Ensure that all military codes, manuals and other military directiv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nd the spirit of the Optiona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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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정부는 2004년 ｢병역법｣을 개정하여 역병 모집 연령을 기존 17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 고, 2005년에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생  18세 미만자의 시기

본업무수행을 규정한 공군규정(15-1, 시교육운 규정)을 개정하여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를 지하고 있다. 한 각 군 사 학교, 국군간호사 학교의 입학연령이 17세 이

상이므로 17세인 생도(아동)의 무력분쟁참여가 문제될 수 있으나, ｢군인사법｣ 제11조 

제2항에서 시 장교임용연령을 각 4학년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동의 무력분

쟁 참여는 행법상 인정되고 있지 않다. 

586. 정부는 그 동안 ｢병역법｣상 병역의무이행자의 연령 상한 개정  공군규정의 개정, 

각 군의 교육규정 등을 정비하여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한 선택의정서’의 취지

에 상응하도록 하 다.

587. 한민국은 국민의 기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한 신념을 재확인한 

국제인권규약들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 제6조 1항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

한 효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동권리 약  선택의정서의 내용은 국내 계 법률에 

반 되어 있다. 

나. 역외 할권

CRC/C/OPAC/KOR/CO/1, para. 15: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internation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ruitment of 

children for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and their use in hostiliti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extend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for crimes of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by, inter alia, entering into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588. 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국 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모두 용하고 있다. 한 동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민국 역 외에

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한민국 역 외에서 한민국 

는 한민국 국민에 하여 죄를 범한 외국인에 하여도 방가벌성의 원칙 하에 

한민국 ｢형법｣을 용하고 있다. 한민국 국 의 아동을 군  는 무장단체가 징집

을 하고 행 에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반행 이므로 정부는 역과 국

을 불문하고 엄격히 법을 집행하고 있다.



176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3. 보호, 회복  재통합

가. 아동피해자의 권리보호를 한 조치

CRC/C/OPAC/KOR/CO/1, para.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troduce a mechanism that allows for systematic identifica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of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broad;

b) carefully assess the situation of these children and provide them with immediate, culturally 

sensitive and multidisciplinary assistance for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their social reinteg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Optional Protocol;

c) systematically collect data on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within its jurisdiction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in their home country; and

d) include information on measures adopted in this regard in its next report.

589. 정부는 난민의 신원확인을 하여 부처 간 긴 한 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난민인정 심사 시 신원 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등 계기

에 조 요청을 한 후 해당 난민의 출신국 주재 공  등을 통하여 신원을 악하고 

있다. 하지만 치안이 불안하거나 행정체제가 미흡한 국가의 경우에는 재외공 으로서

도 난민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정부는 신원확인 방법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 난민인정 심사

차를 개선하여 아동을 불안정한 지 에서 빨리 벗어나게 함으로써 난민아동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590. 정부는 난민아동의 사회 응을 하여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합법 인 체류 보장, 

난민 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공공교육, 공 구호 등)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난민아동은 거주지역의 학교에서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

으며, ｢국민기 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91. 정부는 주요 분쟁지역에 한 국가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난민아동 등에 하여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으로 자료를 분류하여 리하고 있다. 2008년까지 체 난민인

정은 76명이며, 이 에서 난민아동 인정은 2004년 2명, 2007년 6명, 2008년 2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는 7명, 아 리카는 3명, 연령별로 보면 1~4세가 7명, 5~17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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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다. 이  남아는 7명, 여아는 3명이다. 재 난민아동에 한 보육  교육지원 

등 사회 응을 담하는 지원시설은 없으나 2012년부터 난민지원시설을 운 할 계획

이다.

나. 북한아동

CRC/C/OPAC/KOR/CO/1, para. 17, 18: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the particular vulnerabilities of 

children com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nd grant them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article 6(3)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on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CRC/GC/2005/6).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coming from the DPRK,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who seek the protection of the State party are not re-fouled.

592. 정부는 탈북아동을 포함한 탈북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원칙 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하여 정부는 련국  국제기구와 긴

히 조해오고 있으며, 탈북자가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고 보호

될 수 있도록 해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593. 정부는 향후 탈북아동의 의사확인 단계에서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방법, 부모와 

아동이 분리되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는 등 아동의 특수한 필요를 감안하여 탈북자 

련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4. 국제지원  력

가. 국제 력

CRC/C/OPAC/KOR/CO/1, para. 20: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its activitie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action to protect children in armed 

conflic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disaggregating the 

financial data relating to the assistance prov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KOICA) to allow for an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the aid expenditure on children, 

and in particular, children involved in arme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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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국방부는 이라크, 바논 등 분쟁지역의 병 군인에 하여 인도주의  지원, 

병원‧학교 등 건설  민‧군 력 등에 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인도

주의  차원에서 분쟁지역의 아동보호 활동을 지속 으로 도모해 나갈 것이다.

595. 정부는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아 가니스탄, 이라크, 키스탄, 코트디부아르 등 

분쟁국가의 아동보호와 련하여 KOICA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2006년 동티모르에서 한한방해외의료 사단이 실시한 여성‧아동의 복지향상을 

한 보건사업(US $31,980)을 지원하 다.

  ∙ 2003년 에디오피아에서 한국국제기아 책기구가 실시한 식수보건 사업

(US $40,790)  2005년 굿네이버스 인터내셔 이 실시한 아디스아바바 도시

빈민아동 건축  교육사업(US $80,500)을 지원하 다.

  ∙ 2003년 아 가니스탄에서 유니세 한국 원회가 실시한 아동을 한 학교

복구 사업($34,870), 학교식수 생시설 보   생교육사업 (US $61,030),  

굿네이버스 인터내셔 이 실시한 카불  도시빈민  개발사업(US $97,780)을 지원

하 다. 한 2004년에는 르완주 학교건립사업(US $927,340)을 지원하 다.

  ∙ 2003년 이라크에서 월드비 이 실시한 ‧ 학교 식수  생사업

(US $203,640), 세이 더칠드런이 실시한 등학교 복구  교구교재 지원사업

(US $50,910), 한국국제기아 책기구 실시한 등학교 설립  지역문화센터 지역

개발사업(US $369,550)을 지원하 다. 

  ∙ 2006년 키스탄에서 세이 더칠드런이 실시한 바타그람 지역의 아동교육사업

(US $305,450)을 지원하 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코트디부아르에 소아과 문의를 견하 다.

596. KOICA 지원은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지역개발, 산업  에 지, 

환경  여성의 7개 분야로 나뉘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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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황 만을 별도로 나 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정부는 체 인 ODA를 

늘려 KOICA를 통한 분쟁국가 지원 사업이 확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 무기 수출  군사지원

CRC/C/OPAC/KOR/CO/1, para. 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enact relevant legislation to prohibit trade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o countries with current or recent armed conflict that may 

involve children as participants. In this respect,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dicat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what changes to the domestic law have been made and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hanges has contributed to halting sales of small arms to those 

countries.

597. 정부는 ｢방 사업법｣, ｢ 외무역법｣ 등 련법에서 소형무기 등의 분쟁지역 수출 통

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에 ｢방 사업법｣을 제정하여 주요방 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거래를 개(제3국간의 개를 포함)하고자 하는 

자에게 방 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 다. 한 ｢ 외무역법｣은 ｢헌법｣에 따라 체

결‧공포된 무역에 한 조약과 일반 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 유

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 무역을 제한하거나 지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정부는 수출허가 심사 시 인권  기본  자유권 침해 등 국제사회의 규범에 반

하는 국가를 수출요주의 국가로 지정하고 군사용 소형무기 등의 거래를 통제하고 있다. 

5. 후속조치  홍보

CRC/C/OPAC/KOR/CO/1, para. 23, 24, 2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s,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ate Council, the Defence 

Ministry and to provincial authorities, where applicable,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Additionally, in light of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be mad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at large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598. 본 권고사항 이행에 한 정부의 노력은 No. 581에서 다루었다.





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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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

〈부표 1-1〉 아동 련 산

(단 : 백만원,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체국가 산(A) 118,132,320 120,139,368 135,215,587 146,962,504 156,517,719

아

동

련

산

유아  · 등

교육 련 산

17,623,061

(-)

18,985,240

(7.7)

24,390,080

(31.3)

25,257,051

(3.5)

26,835,133

(6.2)
아동복지

련 산

84,297

(-)

101,182

(20.0)

13,670

(△86.51))

21,663

(58.6)

70,235

(224.2)
보육 련

산

312,012

(-)

404,997

(29.8)

600,091

(48.2)

791,008

(31.8)

1,043,474

(31.9)
청소년

련 산

89,747

(-)

109,824

(22.4)

125,039

(13.9)

137,815

(10.2)

156,536

(13.6)
성폭력‧가정

폭력 련 산

6,324

(-)

13,675

(53.7)

14,563

(6.5)

19,013

(30.5)

20,352

(7.0)

계(B)
18,115,441

(-)

19,614,918

(8.3)

25,143,443

(28.2)

26,226,550

(4.3)

28,125,730

(7.2)
(B)/(A) 15.3 16.3 18.6 17.8 18.0

  주: 1) 2005년도 산은 국가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결과임.

     2) (  )는 증감률을 표시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2007.

〈부표 2-1〉 아동인구

(단 :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체인구(A) 47,859,311 48,039,415 48,138,077 48,297,184 48,456,369

아동인구(B)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B/A) 24.0 23.5 23.1 22.6 22.1

0세 494,291 480,092 453,778 442,831 449,027

1~5세 3,008,495 2,858,133 2,712,913 2,537,401 2,383,255

6~11세 4,177,543 4,112,409 4,016,417 3,922,772 3,806,079

12~17세 3,798,208 3,846,882 3,921,961 4,000,865 4,066,48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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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1〉 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시 의견수렴 방법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학 회, 학생회와 의 35.6 41.8 67.6

설문조사, 공청회 11.9  7.9  7.3

학생회 표 17.3  8.3 14.1

게시  의견  2.0  1.5  0.4

의견수렴 없음 12.2  5.4 3.8

잘 모름 17.9 29.6 3.8

기타  0.9  0.4  0

합계 97.8 94.9 96.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국가인권 원회, ‧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부표 3-2〉 징계 차

(단 : %)

구분
집단별

합계
학생 학부모 교사

징계통보
아니다 83.7 90.0 13.3 66.0

그 다 16.3 10.0 86.7 34.0

소명 차
아니다 87.7 91.6 11.1 67.5

그 다 12.3 8.4 88.9 32.5

문지원
아니다 95.3 99.3 60.9 86.7

그 다  4.7  0.7 39.1 13.3

자료: 국가인권 원회, ‧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2006.

〈부표 3-3〉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 수

(단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징계학생 수 7,769 7,488 5,653 6,267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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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4〉 학교폭력 유형

(단 : %)

구분 신체  폭행피해 박피해 품피해 집단괴롭힘

2003 2.97 1.11 3.49 0.92

2004 2.51 3.08 4.22 0.63

2005 2.60 3.58 5.00 2.99

2006 2.86 4.26 5.23 3.2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부표 3-5〉 아동 안 사고 사망자 수

(단 : 천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18세미만인구 11,630 11,420 11,242 11,079 10,904

14세이하인구 9,725 9,573 9,417 9,240 8,996

아동안 사고 사망자수 1,210 1,016 891 756 645

아동10만명당

안 사고사망자수
12.4 10.8 9.5 8.18 7.17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

〈부표 3-6〉 아동 교통사고 사망자  부상자 추이

(단 :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건수 23,301 24,209 22,226 20,495 19,223

사망 468 394 296 284 276

부상 27,135 29,435 27,431 25,314 23,880

사망자감소율

(2002년 비)
- 15.8 36.8 39.3 41.0

자료: 행정안 부, 2007.



186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부표 3-7〉 아동 익사  추락사고 사망자 황

(단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아동익사사고 사망자 156 183 156 78

아동추락사고 사망자 108  88  67 58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

〈부표 4-1〉 체벌 지 학교 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비율 27.7% 52.16% 51.0% 53.1%

학교수 2,845 5,369 5,458 5,70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표 4-2〉 학교도서  설치  장서 증가율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학교수 10,503 10,146 10,826 11,016 11,076

도서 수 8,657 9,248 9,696 10,015 10,422

설치율(%) 82.4 86.8 89.6 90.9 94.1

학생1인당 장서수 6.5 7.5 8.32 9.5 10.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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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 인터넷분야 유해매체물 결정 건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청소년 유해매체물 건수 11,122 11,510 21,764 25,938 26,702

인터넷 분야 3,537 7,657 17,131 19,475 15,31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부표 5-1〉피해아동 최종 조치 결과

(단  : 건)

연도

가정

방문

상담

타기

의뢰 

**

사례 

종결  

**

격리조치유무 치료조치유무
원가정

보호

격리

보호
사망 소계

치료(통원  

입원치료)
비치료 소계

2003 2,921 - - 1,878 1,040 3 2,921 83 2,838 2,921
2004 3,891 - - 2,613 1,268 10 3,891 179 3,712 3,891
2005 4,633 - - 3,238 1,379 16 4,633 194 4,439 4,633
2006 5,202 - - 3,834 1,361 7 5,202 210 4,992 5,202
2007 5,581 65 1,673 2,896  943 4 3,843 -* -* -*
계 22,228 65 1,673 14,459 5,991 40 20,490 666 15,981 16,647

* 2007년부터 조치결과에서 치료부분은 서비스로 옮겨짐.

** 2007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항목

〈부표 5-2〉학 행 자 최종 조치 결과

(단  : 건)

연도 계
지속

찰

교육

상담

고소․고발 타기

의뢰

입원

치료

통원

치료  

종결

정

만나지

못함

사례

종결

기

타구속 불구속 진행

2003 3,410 92 2,158 47 17 105 23 67 11 20 780  - 90 

2004 5,568 1,707 2,125 264 121 78 33 417 656 - 167

2005 6,624 2,195 2,557 299 144 131 70 428 711 - 89

2006 7,793 2,825 2,819 198 206 141 85 786 665 - 68

2007 5,581 3,049 - 214 138 - - - 575 1,605 -

계 28,976 9,868 9,659 1,144 632 417 199 1,651 3,387 1,605 414

* 2007년부터 사례종결이 추가되고, 교육  상담, 입원‧통원치료, 종결 정, 기타 항목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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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3〉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단 : 명)

구분
총아동

발생수

귀가 연

고자인도

발생유형

계
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빈곤,실직,

학 등기타남 여

2003 21,882 11,660 5,540 4,682 628 4,457 79 595 4,463

2004 20,357 10,964 5,153 4,240 481 4,004 62 581 4,265

2005 18,468 9,048 5,351 4,069 429 2,638 63 1,413 4,877

2006 16,008 6,974 4,904 4,130 230 3,022 55 802 4,925

2007 11,394 2,533 4,786 4,075 305 2,417 37 748 5,354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7.

〈부표 5-4〉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단 : 명)

구분 계

조치내용

시설입소 가정보호

아동

시설

장애아

시설

미혼모

시설
소계

탁

보호
입양 기타 소계

2003 10,222 4,747 42 35 4,824 2,392 2,506 500 5,398

2004 9,393 4,680 38 64 4,782 2,212 2,100 299 4,611

2005 9,420 4,769 48 1 4,818 2,322 1,873 407 4,602

2006 9,034 4,313 53 - 4,366 3,101 1,259 308 4,668

2007 8,861 3,189 39 17 3,245 3,378 1,991 247 5,616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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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5〉 아동복지시설 황

(단 : 개소, 명)

구분
양육

시설

직업

훈련

보호

치료

자립

지원

일시

보호

종합

시설1)

용

시설

아동

복지
계

시설수 243 3 8 13 13 2 3 1 286

정원 23,558 150 652 411 750 190 - - 25,711

원 17,517 75 436 235 31 163 - - 18,817

종사자 4,646 33 121 33 190 88 2 7 5,120

  주: 1)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 기능을 갖춘 아동상담소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7.

〈부표 5-6〉 국‧내외 입양 황

(단 :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국내입양 1,564 1,641 1,461 1,332 1,388

국내입양비율 40.6 42.0 41.0 41.2 52.3

국제입양 2,287 2,258 2,101 1,899 1,264

체 3,851 3,899 3,562 3,231 2,65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부표 5-7〉 아동학 의 사례유형 황
(단 : 건,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신체학 347(11.9) 364(9.4) 423(9.1) 439(8.4) 473(8.5)

정서학 207(7.1) 350(9.0) 512(11.1) 604(11.6) 589(10.6)

성학 134(4.6) 177(4.5) 206(4.4) 249(4.8) 266(4.8)

방임 965(33.0) 1,367(35.1) 1,635(35.3) 2,035(39.1) 2,107(37.7)

유기 113(3.9) 125(3.2) 147(3.2) 76(1.5) 59(1.0)

복학 1,155(39.5) 1,508(38.8) 1,710(36.9) 1,799(34.6) 2,087(37.4)

계 2,921 3,891 4,633 5,202 5,581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앙아동보호 문기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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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8〉 아동학  신고의무자 신고 황

(단 : 건)

연도
유형 신고의무자

계
시설

종사자
담

공무원
교사 의료인 학원교사

소방구
원

소계

2003 3,536 181 575 190 83 - - 1,029

2004 4,880 226 738 280 102 15 - 1,361

2005 5,761 222 805 431 126 23 - 1,607

2006 6,452 217 1,038 611 114 32 - 2,012

2007 7,083 374 953 771 157 26 3 2,284

계 33,867 1,818 4,747 2,589 697 96 3 8,293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앙아동보호 문기 187, 2007.

〈부표 6-1〉 실종아동 발생  발견 황
(단 : 건·%, ‘08.7월 기 )

구분 발생건수
발견 황

보호자인계(가정복귀율) 미발견

2003 3,206 3,201  (99.8) 5

2004 4,064 4,063 (100.0) 1

2005 2,695 2,695 (100.0) -

2006 7,064 7,057  (99.9) 7

2007 8,602 8,596  (99.9) 6

  주: 1) 2005년까지 일반아동 연령기 은 8세 이하이나, 2006년부터 실종아동 등의 보호  지원에 한 

법률(‘05.12.1. 시행)에 의거 14세 미만으로 상 확

  주: 2) 출처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부표 6-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황

(단 : 명, 교)

구분 2003~2004 2005 2006 2007

상지역 8지역 15지역 30지역 60지역

상학교 79 148 262 517

상학생수
(국민기 생활수 자수)

40,707
(4,758)

75,189
(9,765)

153,178
(16,719)

335,981
(31,54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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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3〉 다문화 아동 황

(단 : 명, %)

구분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계 고 계 고

2005 6,121 5,332 583 206 - - - -

2006 7,998 6,795 924 279 6,695 5,854 682 159

2007 13,445 1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구성비 100.0 85.1 11.8 3.1 88.0 90.8 74.4 62.0

  주: 1)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비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부표 6-4〉 특수학교 학생 통학 황

(단 : 명)

구분

통학수단

통학버스
자가용 교통 도보 기숙사 소계

순회

교육
총계

수 이용학생수

2007 461 13,933 2,152 780 2,882 2,209 21,956 1,007 22,963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실태조사서｣, 2007.

〈부표 6-5〉 아사망률
(단 : 명)

구분 1993 1996 1999 2002

신생아(0～27일) 6.6 4.1 3.8 3.3

신생아후기(28～364일) 3.3 3.6 2.4 2.0

아(0～364일) 9.9 7.7 6.2 5.3

  주: 1) 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아사망수임.

     2) 아사망률은 임신22주 이상 는 출생체  500ｇ 이상을 출생의 기 으로 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2002～2003 아‧모성사망조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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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6〉 모성사망률
(단 : 명, 천명당)

구분 1993 1996 1999 2002

15～19세 0.002 0.001 - 0.001

20～24세 0.009 0.005 0.004 0.003

25～29세 0.024 0.029 0.018 0.012

30～34세 0.021 0.016 0.016 0.017

35～39세 0.011 0.013 0.010 0.009

40～49세 0.003 0.003 0.003 0.003

체 0.011 0.011 0.008 0.007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가족부, 「2002～2003 아‧모성사망조사」, 2005.

〈부표 6-7〉 15～44세 유배우부인의 최종출생아 산 수진율
(단 : %)

구분 2000 2003 2006

산 수진율 100.0 99.8 99.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 출산력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년.

〈부표 6-8〉 15～44세 유배우부인의 임신기간  산 수진횟수
(단 : %, 명, 회)

구분

수진횟수 평균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수) 수진횟수

산 수진횟수 1.4 22.8 58.4 14.7 2.7 100.0(948) 31.2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 출산력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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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9〉 체 아 발생률
(단 : 명,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5kg

미만

체 1,529 1,980 1,751 1,906 1,819 1,798 1,893 2,331

남 750 923 827 951 930 918 905 1,176

여 779 1,057 924 955 889 880 988 1,155

발생률

(천명당)
2.40 3.55 3.54 3.86 3.82 4.10 4.19 4.69

1.5-1.9kg

체 4,213 3,863 3,484 3,619 3,705 3,310 3,537 4,197

남 2,146 1,874 1,722 1,795 1,795 1,625 1,731 1,960

여 2,067 1,989 1,762 1,824 1,910 1,685 1,806 2,237

발생률

(천명당)
6.61 6.93 7.04 7.33 7.78 7.55 7.83 8.44

2.0-2.4kg

체 18,404 16,158 14,330 14,373 14,153 13,540 14,187 16,605

남 8,397 7,480 6,599 6,716 6,580 6,190 6,410 7,719

여 10,007 8,678 7,731 7,657 7,573 7,350 7,777 8,886

발생률

(천명당)
28.9 28.9 28.9 29.1 29.7 30.9 31.4 33.4

체

(2.5kg

미만)

체 24,146 22,001 19,565 19,898 19,677 18,648 19,617 23,133

남 11,293 10,277 9,148 9,462 9,305 8,733 9,046 10,855

여 12,853 11,724 10,417 10,436 10,372 9,915 10,571 12,278

발생률

(천명당)
37.9 39.4 39.5 40.3 41.3 42.5 43.4 46.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

〈부표 6-10〉 BCG 신생아 방 종 실

(단 : %, 명)

구분
상인구1)

(A)

종실
B/A2)

계(B) 보건소 병의원

2003 490,488 364,994 97,358(26.7) 267,636(73.4) 74.4

2004 451,219 350,445 102,780(29.3) 247,665(70.7) 77.7

2005 413,839 324,070 94,679(29.2) 229,391(70.8) 78.3

2006 424,737 321,744 89,317(27.8) 232,427(72.3) 75.8

2007 449,027 344,318 98,143(28.5) 246,175(71.5) 76.7

  주: 1) 상인구: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0세 인구.

     2) 상인구별 종실  백분율.

자료: 보건복지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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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11〉 방 종률

(단 : %, 명)

구분
체

학생수

방 종 증명서 제출자

미제출자 제출률 종률
계 종자수

종제외자

종 기 홍역앓음

2003 707,738 656,277 654,844 307 1,126 51,461 92.5 92.7

2004 654,035 652,506 651,020 371 1,115 1,529 99.8 99.5

2005 623,204 622,103 621,615 488 - 1,101 99.8 99.7

2006 601,965 601,349 600,853 496 - 616 99.9 99.8

2007 606,314 606,084 605,649 435 - 231 99.9 99.9

자료: 보건복지백서, 2007.

〈부표 6-12〉 지역아동센터 설치 황  이용 아동수

(단 : 명,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개소수 244 500 902 1,800

이용아동수 23,347 43,782 59,172 76,229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 2008.

〈부표 7-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단 : 천원)

구분 등학교 학교 고등학교 학

2003 3,243 4,062 5,061 7,004

2004 3,349 4,124 5,300 7,489

2005 3,601 4,158 5,474 7,270

2006 3,796 4,208 5,863 7,632

2007 4,101 4,454 5,923 8,22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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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2〉 남‧녀 고등교육 진학비율

(단 : %)

구분
일반계 고등학교→고등교육기 문계 고등학교→고등교육기

남 여 남 여

2003 89.8 90.5 63.5 51.5

2004 89.8 89.8 67.0 57.3

2005 87.8 88.8 72.7 62.0

2006 86.8 88.1 73.4 63.3

2007 86.3 88.0 75.7 66.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부표 7-3〉 학교 황

(단 : 개교, 명)

구분 학교수 학 수 학생수 교원수

유치원 8,294 23,860 541,550 33,504

등학교 5,757 126,684 3,830,063 167,185

학교 3,044 59,067 2,067,656 108,195

고등학교 2,218 56,285 1,862,501 120,585

특수학교 144 3,274 23,147 6,256

계 19,313 265,886 8,301,720 429,46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부표 7-4〉 학 당 학생수

(단 : 명)

구분 유치원 등학교 학교 일반계고등학교 문계고등학교

2003 25.0 33.9 34.8 34.1 31.0

2004 24.6 32.9 35.1 33.8 30.2

2005 24.2 31.8 35.3 33.9 30.0

2006 23.7 30.9 35.3 33.7 29.9

2007 22.7 30.2 35.0 34.3 30.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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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5〉 교원 1인당 학생수

(단 : 명)

구분 유치원 등학교 학교 일반계고등학교 문계고등학교

2003 18.0 27.1 18.6 16.0 13.8

2004 17.9 26.2 19.0 15.8 13.4

2005 17.5 25.1 19.4 15.9 13.5

2006 17.0 24.0 19.4 15.8 13.5

2007 16.2 22.9 19.1 16.1 13.5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2007.

〈부표 7-6〉 학교 별 진학률

(단 : %)

구분 등학교→ 학교 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고등교육

2003 99.9 99.7 79.7

2004 99.9 99.7 81.3

2005 99.9 99.7 82.1

2006 99.9 99.7 82.1

2007 99.9 99.6 82.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각년도.

〈부표 7-7〉 일반계‧실업계 고등학교 진학률‧취업률

(단 : %)

구분
인문계 실업계

진학률 취업률 진학률 취업률

2003 90.2 17.6 57.6 90.2

2004 89.8 14.0 62.3 87.6

2005 88.3 12.1 67.6 86.3

2006 87.5 9.8 68.6 83.3

2007 87.1 6.8 71.5 71.6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백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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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8〉 ‧고등학생 학업 단율

(단 : %)

구분 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문계고등학교

2003 0.7 1.6 0.9 3.2

2004 0.7 1.3 0.8 2.5

2005 0.8 1.3 0.8 2.6

2006 0.9 1.6 1.0 3.1

  주: 1)학업 단자: 질병, 가사, 품행, 부 응  기타의 사유에 의한 제 , 퇴  휴학자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7.

〈부표 7-9〉 특수학교 황

(단 : 명)

구분 학교수 학 수 학생수 교원수

국립 5 174 1,024 335

공립 50 1,442 9,973 2,676

사립 89 1,662 11,966 3,130

계 144 3,278 22,963 6,14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부표 7-10〉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단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특수학교 수 137 141 142 143 144

특수학  수 4,102 4,366 4,697 5,204 5,753

학생

수

계 53,404 55,374 58,362 62,538 65,940

유치원 1,932 2,677 3,057 3,243 3,125

등학교 30,838 30,329 31,064 32,263 32,752

학교 11,055 11,326 12,493 13,972 15,267

고등학교 9,579 11,042 11,748 13,060 14,796

교원수 9,175 9,846 10,429 11,259 12,249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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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11〉 일반학교의 특수학  황

(단 : 명)

구분 학교수 학 수 학생수 교사수

유치원 150 174 599 180

등학교 3,076 3,892 22,498 3,893

학교 934 1,125 7,500 1,140

고등학교 370 562 4,743 646

계 4,530 5,753 35,340 6,10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부표 7-12〉 특수교육 상 아동 황

(단 : 명)

구분 특수학교
일반학교

계
특수학 일반학

특수교육 상학생 22,963 35,340 7,637 65,940

학

생

수

장

애

역

별

시각장애 1,819 269 204 2,292

청각장애 1,334 853 677 2,864

정신지체 14,365 19,246 2,430 36,041

지체부자유 3,094 3,002 1,643 7,739

정서장애 2,139 4,629 927 7,695

언어장애 161 522 502 1,185

학습장애 11 6,310 661 6,982

건강장애 40 509 593 1,142

계 22,963 35,340 7,637 65,940

과

정

별

유치원 1,032 599 1,494 3,125

등학교 7,657 22,498 2,597 32,752

학교 6,286 7,500 1,481 15,267

고등학교 6,541 4,743 2,065 13,349

공과 1,447 - - 1,447

계 22,963 35,340 7,637 65,940

학교수 144 4,530 3,621 8,295

학 수 3,278 5,753 6,263 15,294

특수학교( )교원수 6,141 6,108 - 12,249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1,753 3,914 574 6,24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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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13〉 특수교육 상학생 배치 황

(단 : 명, %)

구분 특수학교 배치학생수 일반학교(일반학 )배치학생수 체학생수

2003
24,192 29,212(2,304) 53,404

45.3 54.7 100

2004
23,762 31,612(3,610) 55,374

42.9 57.1 100

2005
23,449 34,913(5,110) 58,362

40.2 59.8 100

2006
23,291 39,247(6,741) 62,538

37.2 62.8 100

2007
22,963 42,977(7,637) 65,940

34.8 65.2 10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07.

〈부표 7-14〉 청소년활동 주요 지원 로그램

(단 : 만명)

활동 로그램 규모 청소년 수

청소년문화존 사업 11개 시‧도 31개 존 412

청소년동아리활동 1000개 우수동아리 육성 21

국립수련시설 로그램 2개 국립시설 20

공공수련시설 로그램 수련  등 315개소 87

청소년어울마당 251개 시‧군‧구 57

생활권독서운동 국 150개소 등 100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7.

〈부표 7-15〉 청소년수련시설 황

(단 : 개소)

구분 총계 수련 문화의집 수련원 야 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교육청 시설

공공 552 139 189 43 22 11 6 142

민간 258 4 9 133 21 91 0 0

계 810 143 198 176 43 102 6 142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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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16〉 문화기반시설 수

(단 : 개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박물 289 306 358 399 534

미술 65 74 80 88 103

공공 도서 471 487 514 564 572

계 825 867 952 1,051 1,209

자료: 문화체육 부, 2007.

〈부표 7-17〉 교과 외 문화 술 활동 주당 참여시간

(단 : %)

구분 없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등학교 50.3 22.6 15.9 11.3

학교 70.5 13.7 9.8 6.1

일반계교 84.3 10.7 401 1

문계교 77.2 10.7 6.3 5.8

평균 60.2 18.5 12.6 8.7
 

자료: 문화체육 부, 2008.

〈부표 8-1〉 총 범죄 비 소년범죄 구성비

(단 : 명,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범죄 2,441,267 2,606,718 2,384,613 2,401,537 2,548,010

소년범죄 104,158 92,976 86,014 92,643 116,135

구성비율 4.3 3.6 3.6 3.9 4.6

자료: 검찰청,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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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2〉 선도유  소년의 재범율

(단 : 명, %)

구분
선도유

인원

죄명별재범자수

계 재범율 도 폭력범 강도 강간 기타

2003 6,122 624 10.2
290

46.5

176

28.2

13

2.1

2

0.3

143

22.9

2004 4,977 608 12.2
294

48.4

176

28.9

3

0.5

3

0.5

132

21.7

2005 5,511 668 12.1
307

46.0

174

26.0

14

2.1

3

0.4

170

25.4

2006 5,626 805 15.7
394

48.9

221

27.5

18

2.2

19

2.4

233

28.9

자료: 검찰청, 2007.

〈부표 8-3〉 소년범죄 처리 황

(단 : 명, %)

연도 계
기소 불기소

소년부송치
소계 구공 구약식 소계 무 의 기소유 기소 지 기타

2003
104,325

(100)

25,428

(24.4)

6,500

(6.2)

18,928

(18.2)

59,414

(57.0)

3,898

(3.7)

43,207

(41.4)

5,325

(5.1)

6,984

(6.8)

19,483

(18.6)

2004
93,060

(100)

21,125

(22.7)

5,473

(5.9)

15,652

(16.8)

55,775

(59.9)

3,503

(3.8)

41,619

(44.7)

3,199

(3.4)

7,454

(8.0)

16,160

(17.4)

2005
85,887

(100)

15,197

(17.7)

4,252

(5.0)

10,945

(12.7)

53,876

(62.7)

3,233

(3.8)

41,059

(47.7)

2,310

(2.7)

7,274

(8.5)

16,814

(19.6)

2006
92,789

(100)

13,290

(14.3)

3,875

(4.2)

9,415

(10.2)

79,499

(85.8)

3,313

(3.6)

47,435

(51.2)

2,599

(2.8)

7,995

(8.6)

18,157

(19.6)

2007
115,990

(100)

13,853

(11.9)

4,506

(3.9)

9,347

(8.1)

75,106

(64.8)

4,075

(3.5)

57,041

(49.2)

2,223

(1.9)

11,757

(10.1)

27,031

(23.3)
  주: (  )안은 유율임.

자료: 검찰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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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8-4〉 마약류사범 연령별 황

(단 : 명, %)

구분 체마약류사범
청소년 마약류사범

15세 이하 16~17세 18~19세 합계

2002 10,673 0(0) 11(13.9) 68(86.1) 79(100)

2003 7,546 3(8.1) 6(16.2) 28(75.7) 37(100)

2004 7,747 0(0) 0(0) 18(100) 18(100)

2005 7,154 1(3.3) 10(33.3) 19(63.4) 30(100)

2006 7,709 3(9.3) 6(18.8) 23(71.9) 32(100)

자료: 검찰청, 2007.

〈부표 8-5〉 환각물질 흡입사범 연령별 황

(단 : 명, %)

구분 체 15세미만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청소년합계

2002 1,172
51

12.2

28

6.7

117

28.0

73

17.5

87

20.8

62

14.8

418

35.7

2003 912
18

9.1

33

16.7

37

18.7

33

16.7

40

20.2

37

18.7

198

21.7

2004 685
12

9.9

17

14.0

23

19.0

16

13.2

24

19.8

29

24.0

121

17.7

2005 699
7

7.5

11

11.8

14

15.1

19

20.4

34

36.6

8

8.6

93

13.3

2006 683
31

4.5

44

6.4

30

4.4

21

3.1

13

1.9

7

1.0

146

21.4

자료: 검찰청, 2007.

〈부표 8-6〉 청소년성매매 발생  검거 조치 황

(단 : 명, %)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 상별 조치

행 자
업주등

련자

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3 1,349 2,099 1,703 359 37 579 1,520

2004 1,593 2,680 ,2,202 425 53 712 1,968

2005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744 1,745 1,502 183 60 149 1,596

2007. 06 377 1,173 829 123 221
1)

63 1,110

  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훈방조치 되던 상청소년을 원 입건함에 따라 인원수 증가

자료: 행정안 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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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 The Republic of Korea has pursued various efforts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nclude 
legislative amendments and institutional reform along with many others.

2. The submission of the second periodic report in 2000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03 have led to wide‐ranged 
endeavors to promote children’s rights in Korea. These include the creation of a 
comprehensive set of policies on child‐related issues, increases in the budget, and the 
streamlining of the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implementing child‐related policies.

3. In 2002,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Development’ with the aim of ensuring social services and basic 
livelihood for children to live with dignity as human persons.

4. The next set of measures adopted in 2003 by the Korean Government was focused 
on the safety of the chil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Child Safety’ aimed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for children by preventing abuse, violence, and accidents. In 
the following year,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Children in Poverty’ with a view to breaking the cycle of inherited poverty and 
providing all children the opportunity to start on an equal footing.

5. In relation to youths,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Third Basic Plan for Youth 
Development (2003 – 2007)’ in an effort to promote their rights, expand the 
opportunity for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and strengthen social services addressing 
their needs. It has been succeeded by ‘the Fourth Basic Plan for Youth Development’, 
launched this year with a timeline extending to the year 2012. 

6. The budget for the above policies and plans has been raised over the years in 
order to make their implementation more effective. For example, the budget dedicated 
to fostering the welfare of children and youth, promoting their activities, and 
preventing sexual violence against them grew from an estimated 1.8 trillion won in 
2003 to 2.8 trillion in 2007.

7. The year 2008 saw major shifts in the administration of policies on children and 
youth. Previously, there had been several government bodies, each mandated with 
overseeing a subset of these polici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th policies 
focused on childre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ith childcare 
policies, and the Government Youth Commission dealing with youth policies. These 
policies have now been integrated and put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IHW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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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Laws governing the above‐mentioned policies are in the process of amendment to 
accommodate those changes. Meanwhile, the Government is working on ‘the Five Year 
Policy Plan on Children and Youth’, which will encompass critical issues concerning 
children such as the provision of basic livelihood, safety and protection, health, care 
and education, play, activity, cultural exposure, participation, and rights. 

9. In enacting and amending legislation, the Government endeavors to reflect the 
philosophy embodi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Korean 
Government had lodged a reservation over the guarantee of the child’s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parents when it ratified the Convention. This right is now 
reflected in the newly amended Civil Code. Moreover, the Government expanded 
children’s representation in the making of policy decisions and strengthened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10.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Child Welfare Act in 2004 and accordingly 
put in place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This committee, comprised of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private sector experts, reviews policies affecting 
children and monitor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1. The consolidated 3rd and 4th periodic report consists of a structured set of chapters 
which discuss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UN Committee’s 
recommendations in 2003, changes in policies affecting children, and compliance with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in June 2008 in the 
consideration of national reports on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is report also includes, as set forth in the Committee’s 
guidelines, statistical data on child‐related issues and obstacles to implementing the 
Convention. 

12. This report was co‐authored by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scholars of 
child‐related academic disciplines, and experts from children’s rights groups. In the 
writing of this report, special care was taken to reflect the opinions of civil society, 
including the voices of the children themselves. 

13. In 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inue to adopt legal,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n ways that can 
best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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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 Concluding Observations ‐‐ Follow‐Up 

(1) Reservations

CRC/C/15/Add.197, para. 10:
The Committee, noting that juveniles sentenced for having committed a crime have 
the right to appeal,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withdraw, as soon as possible, the 
reservations made to article 40, paragraph 2 (b) and (v). The State party is also 
encouraged to expedite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Civil Code so that both 
children and parents are guaranteed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each other, 
and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change public attitudes to domestic adoption, in 
order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to articles 21, paragraph (a), and 9, paragraph 3,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dopted in 
1993.

14. The Korean Government had entered reservations to thre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The Government withdraw its reservation to 
one of these provisions, namely the child’s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his/her 
parents,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Code amendments in 2007. In lieu of the second 
reservation item, the Government plans to consider an authorization‐based system of 
adoption at the stage when general conditions and public perception concerning 
adoption improve. However, regarding its third reservation to the guarantee of the 
child’s right to appeal in court, the Government stands by the existing Article 534 of 
the Military Court Act which restricts this right, in view of Korea’s unique security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Child’s right to appeal in court (Art. 40 para. 2 (b) (v))

15. The child’s right to an appeal is restricted only in military trials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as stipulated in Article 110, paragraph 4 (military trials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of Korea’s Constitution and in Article 534 of the 
Military Court Act; and in this, the restriction is applicable only to certain crimes 
charged as specifically set out in the above legislations, such as military espionage, 
supply of harmful foods and beverages, and criminal acts against sentinels and 
prisoners of war. The Korean Government maintains this restriction to address its 
unique security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and to quickly restore public order in 
situations of national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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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authorization‐based adoption and improvement of public perception of 
adoption (Art. 21 para. (a))

16. Earlier versions of the Civil Code recognized an adoption as legitimate so long as 
a report of the adoption was filed based on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without requiring approval from the court. In 2005, however, the 
Government amended the Civil Code to introduce the full adoption system, which 
requires authorization by the Family Court for an adoption to be legally effective. The 
full adoption system is one in which the legal relationship is terminated between the 
adopted child and biological parents. In the adoptive family, adopted child is treated in 
the same way that the biological offspring would be in legal and real terms.  

17. By introducing full adoption for in‐country adoptions, Korea has moved a step 
closer to the spirit of the Convention’s Article 21, paragraph (a), which requires 
authorization by competent bodies. However, there remain obstacles to requiring 
authorization in domestic adoptions in general. As an authorization system may impede 
adoption in Korea, the Government will proceed with prudence,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the public perception of adoption and the current environment for adoption.

18. The Government is actively engaged in discussions with the academic community 
with regards to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to Intercountry Adoption. 

19. Given existing impediments to immediately requiring authorization in the adoption 
process, the Government is working hard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to foster 
adoption, and also to bring about positive changes in the public perception of 
adoption. In 2005,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was amended so as to designate Adoption Day (May 11th) and Adoption 
Week. In addition, Measures for Promoting Domestic Adoption were announced in 
January 2007, based on which adoption was promoted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TV, Internet, religious newspapers among others. In these efforts the Government is 
concentrating on dispelling any biased misconceptions about adoption and on 
encouraging the public to view adoption as another form of birth.

20. The aforementioned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public perception of 
adoption bore fruit in 2007 when domestic adoptions outnumbered international 
adoption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s is in line with the spirit of article 21 
paragraph (b) of the Convention, which states that inter‐country adoption should onl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when the option of domestic adoption is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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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s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the parents (Art. 9 para. 3)

21.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in 1991, the Korean Government 
entered a reservation to article 9, paragraph 3, which stipulates that the child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the parents, on account of its contradiction 
with the Civil Code. The Government has since amended the Civil Code a number of 
times, as restricting this right can undermin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2. The Government in 2005 amended the Civil Code giving the Family Court 
authority to intervene in matters pertaining to the parent’s right to visit and contact 
children. However, such rights were recognized only for the parents and not the 
children, which meant that while the parents could initiate an effort to maintain 
contact, the child could not. To address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amended the Civil Code in December 2007 to recognize the child’s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the parents, which is in line with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inciple of the Convention.

Civil Code 
Article 837, paragraph 2 (Visitation Rights) 
(1) A parent who does not rear his/her own child and his/her child shall have the 
visitation right. (2) If it is necessary for the welfare of the child, the Family Court 
may, upon request made by a party or ex officio, restrict or exclude such a 
visitation right. 

23. To ensure the child’s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the parent, a couple filing for 
consensual divorce is required to submit an agreement indicating whether and how 
each would like to exercise his/her visitation right. Such an agreement contains much 
information, including child custody, cost of child support, and visitation rights. If the 
agreement between the two parties is considered detrimental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e Family Court has the authority to revise the agreement ex officio. 

(2) Legislation 

CRC/C/15/Add.197, para. 1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its domestic legislation conforms full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4. Since 2003 the Government has made new laws and amended existing ones to 
protect children’s rights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and thereby reflect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in its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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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Korean Legislation Impact on Policy

Amend
‐ments

2004
~2007

Child Welfare Act

ㆍ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and assigned the duty to report 
child abuse to a broader group of people

ㆍDefined the concept of foster home care and set the 
legal basis for opening foster care centers 

ㆍCalled for expansion of the child abuse victims protection 
system 

2004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ㆍIncluded measures to block access to illicit information and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to strengthen protection of 
juveniles in cyberspace, and stipulated the responsibil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protect 
juveniles from harmful contents

2004 Infant Care Act ㆍProvided standard infant care courses 

2004 Juvenile Reformatory Act
ㆍRecognized juvenile reformatory schools, formerly informal 

institutions, as formal schools  

2005, 
2007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ㆍNewly introduced provisions restricting employment of sex 
offenders who have victimized minors and authorized public 
disclosure of their information (2005)

ㆍStrengthened disclosure of sex offenders victimizing 
juveniles and restriction of their employment; and declared 
sex offense against juveniles punishable without a formal 
complaint filed by the victim (2007)

2004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ㆍStipulated dedicated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be 
assigned to sexual crimes cases; also required testimonies to 
be recorded on video.

ㆍPermitted a person who has the confidence of the victim to 
be present during investigation 

ㆍRevised guidelines for investigati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o are under 13 and/or has disabilities

2005 Framework Act on Juveniles
ㆍLed to the formation of Youth Policy Council 
ㆍExpande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policymaking, 

e.g. the Special Commission on Youth

2005, 
2007

Civil Act
ㆍAbolished the hoju system―also known as the family head 

system; introduced full adoption (2005); raised the minimum 

Key Developments in Legislation Affect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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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of marriage of girls; newly recognized the child’s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parents; stipulated couples filing for 
divorce to agree on child custody as a prerequisite to 
consensual divorce

2005 School Health Act

ㆍCalled for reinforcement of health‐related education and 
tighter restrictions on the creation of establishments that may 
be detrimental to the sound development of young students 
in school zones

2005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ㆍDesignation of Adoption Day and Adoption Week
ㆍProvided for measures designed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2007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ㆍAdded a provision requiring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as stipulated in Korea’s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2007 Juvenile Act

ㆍImprove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with a special 
focus on its role of correction and guidance

ㆍLowered the applicable age from under 20 to under 19
ㆍRequired prosecutors to conduct an adequate investigation of 

the juvenile charged with a crime before making a decision 
on the case

2007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 and Treatment of 
Prisoners

ㆍStipulated that devices intended for the protection of 
prisoners should not be used as a means of punishment

2007 Criminal Procedure Act
ㆍRequired the presence of a trusted escort when a victim 

under 13 testifies during investigation and/or court 
proceedings

New 
legisla‐

tion

2004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ㆍIncluded provisions guiding the development and delivery of 
programs for effective curriculum management

2004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ㆍCalled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welfare of 
youths

ㆍDealt with the need for promoting awarenes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4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ㆍIncluded measures for promoting various youth‐related 
activities and youth participation in them

2004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Traffic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ㆍLaid out provisions on preventing sex traffic, protecting 
victims, and supporting their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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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ㆍAimed at eradicating arrangement of sex traffic and human 
trafficking for sex trade

ㆍProvided for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human rights
2004 

(amend
‐ed in 
2007)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ㆍStipulated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
ㆍSet guidelines for protecting the victimized students as well 

as correcting and educating the student offender

2005
Culture, Arts and Education 
Support Act

ㆍIncluded measures for fostering culture, arts, and education, 
especially within schools

2005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ㆍFocused on preventing disappearance of children, as well as 
on expediting the searching process of  missing children and 
assisting their social adjustment upon return

2007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ㆍAimed at achieving full social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physical challenges and ensuring their equal rights 

ㆍProscribe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physically 
challenged and provided for their access to due 
conveniences 

2007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

ㆍFocused on providing a comprehensiv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children with physical challenges

2007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etc.

ㆍCreated a system of documenting developments in family 
relations caused by various events such as birth, marriage, 
death, etc. 

ㆍAuthorized the Supreme Court to oversee the administration 
of the family registration system 

2007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ㆍBanne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their children

2007
Act on the GPS Tracking of 
Specific Sex Offenders 

ㆍIntroduced GPS tracking of sex offenders including those 
who have victimized children

2007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Promotion Act

ㆍAimed at creating soci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that can promote better balance between family 
life and work

2008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ㆍProvided the welfare service and protected human rights of 
multicultural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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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ordination

CRC/C/15/Add. 197, para.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broaden the scope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Development, formulated in 2001, to 
include all rights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ments made at the United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May 2002) and outlined in the 
outcome document entitled "A World Fit for Childre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signate one permanent and central mechanism to 
be responsible for the coordination of all policies and programmes for children, and 
ensure that it has the necessary authority and adequate financial,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carry out its responsibilities effectively.

Relevant legislation

25. The Korean Government in 2004 amended the Child Welfare Act to set the legal 
basis for creating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This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drafting a comprehensive plan to promote children’s rights, healthy 
birth and development. Other mandates include coordination of views among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nd the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y implementation.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26.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is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and 
consists of 12 government members and 12 private‐sector members. Government 
members include the chiefs of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IHWAF), Ministry of Justice (MOJ), and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as well as three heads of central 
government agencies the Chair appoints depending on the agenda at hand. The twelve 
members from the private sector are generally heads of organizations working on 
child‐related issues or scholars who have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to 
contribute to the committee’s activities. The members serve two‐year terms, which may 
be renewed. 

27.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not only orchestrates policies pursued 
by various government agencies but also reviews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coordination of efforts to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treaties. The 
Child Policy Working Group has been set up under the committee, to achieve greater 
efficiency in the committee’s activities. If necessary, the working group may create 
subcommittees that focus on a specific issue or theme, such as children’s rights, 
children’s safety, and children in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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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for Review and Coordination by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ㆍGeneral direction of children’s policy and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ㆍImprovements made in children’s policy and financing issues
ㆍCooperation required of relevant ministries
ㆍ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coordination of efforts to comply with provisions 

of international treaties concerning children

(4) Monitoring by Public Agency

CRC/C/15/Add.197, para. 1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e the establishment of such 
a monitoring mechanism and actively monitor its activities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Children’s Rights Monitoring Center

28. The Children’s Rights Monitoring Center was founded in December 2006 to track 
progress in promoting children’s rights and implementing the Convention. The center 
checks for potential obstacles to ensuring children’s rights, and supports the activities 
of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which has been appointed with a view to 
reforming polici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ffecting children. The center is a part 
of a pilot initiative which is due to end in 2008. 

29. The group of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consists of 21 adults and 10 
children. The adult members are experts in areas of relevant to children, such as 
children’s rights, education, law, and medicine, and have the insight to monitor their 
respective. The ten child members come from diverse walks of life: represented in this 
group are children who are living with their families and others dependent on 
institutions, as well as children living in poverty and those with physical challenges. 
The Ombudspersons provide advice on state policies,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offer advice on the periodic report. The group, moreover, actively 
engages in the writing of the periodic report to make sure that it faithfully documents 
the status of children’s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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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15/Add.197, para. 1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Paris Principl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annex)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2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Ensure that there is at least one child rights expert amongst the Commissioners, or 
alternatively, that the Commission establish a sub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b) Ensure that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s accessible to children, 
in particular by raising awareness of its power to receive, investigate and address 
complaints by children in a child‐sensitive manner.

(5) Independent Monitoring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30.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endeavors to 
promote the Korean public’s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nd to 
protect citizens from human rights infringements. In relation to child rights, NHRCK 
makes recommendations on actual cases of child rights violations, provides human 
rights consultancy, educates the public on human rights, raises awareness, and conducts 
research. 

31. The members of NHRCK are human rights experts representing various sectors, 
such as law, academia, the women’s movement, and human rights advocacy. While 
there is no child issues expert in NHRCK, the commission has set up the Child 
Rights Focus Group, which advis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32. NHRCK has worked hard to uphold the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and to 
remedy violations thereof. All children can seek advice on rights infringement through 
NHRCK’s Human Rights Counseling Center, an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violation, can lodge an official complaint. Access to counseling and filing of 
complaints are guaranteed for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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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llocation of Resources 

CRC/C/15/Add.197, para. 2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Convention by:
(a) Prioritizing budgetary allocation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ren, in particular those belonging to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to the maximum extent of … available resources."
(b) Identifying the amount and proportion of the State budget spent on children in 
the public, private and NGO sec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expenditures and also, in view of the costs, the accessibility,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ervices provided to children in the various sectors.

33. The Government has raised the budget for child welfare, childcare, and youth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all children, including the disadvantaged, to access 
social services and education. The budget has also been increased for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gainst minors and assistance to victims. 

34.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by the Government to strengthen the public 
delivery of childcare and to raise the quality of those services by allocating larger 
subsidies, building more public childcare centers, and diversifying the services. The 
budget for childcare services grew by 234.4% from an estimated 310 billion won in 
2003 to 1.04 trillion won in 2007.

35. The Government has substantially increased social investment in order to guarantee 
equitable access to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ths in poverty. Such investment 
was made to provide better public health services―e.g. free medical services―for 
children under 18 in low income families and expand the nationwide network of 
children’s centers. A part of the public investment went to the Dream Start Project 
and to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 Development Account. The Government also 
sought to provide a basic standard of living for children with physical challenges. In 
2007, the disability benefit for children was raised to a maximum of 200,000 won per 
month, and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lso grew dramatically from 2,617 in 2002 to 
23,000 in 2007.

36. Meanwhile, the budget for early,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s growing 
each year as the Government endeavors to enhance school education in terms of 
quality and environment while also supporting special education and wider access to 
education for the disadvantaged. In value terms, the education budget grew 52.2% 
from an estimated 17.6 trillion won in 2003 to 26.8 trillion won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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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15/Add.197, para. 22: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and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an effective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disaggregated data, specifically for 
all persons under the age of 18, and use these data and indicators for the 
formul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mplete the work on the child rights' index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be able 
to evaluate continuously the progress made in implementing the Convention.

37. Government spending on policies targeting youths―such as for strengthening social 
services for the young, fostering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ies, and providing a 
better environment for their healthy development―jumped by 77.8% from about 90 
billion won in 2003 to 160 billion won in 2007. 

38. The budget for preventing sexual and/or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ng the 
victims grew even more dramatically from 6.3 billion won in 2003 to 20.3 billion 
won in 2007, an increase of 221.8%. 

(7) Data Collection

39. The Government collects and publishes statistical data on youths. The general 
Youth Statistics is released in May each year, while the more focused statistics on 
juvenile delinquency cases are also published for use in policymaking. In 2003, the 
child rights’ index was developed as a tool for assessing the child rights situation in 
Korea which is used as a reference in developing poli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child rights’ index will be modified on an ongoing basis to 
reflect the local child rights situation more accurately so that it can provide more 
meaningful input in the formation of policies on this issue. 

Collection of statistics on the child

40. With growing awareness of the need to ensure the protection and healthy 
development of juveniles and greater attention to the quality of life indicators, it 
became apparent that statistical data on children and youths needed to be compiled. 
This led to the publication, since 2002, of Yearbook on Children and Youths. Each 
volume consists of chapters on population and family, education, labor, health, welfare, 
transportation and IT, culture, leisure and social participation, and safety. 

41.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 a government‐funded research 
organization, has conducted the Youth Panel Survey since 2003. The purpose of the 
survey is to gather longitudinal/panel data by tracking the occupational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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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career path choices and preparation, deviant behaviors, and participation and 
leisure activities of two sample groups―namely, second year students in junior high 
schools (tracked from 2003 to 2008) and fourth year grade school students (tracked 
from 2004 to 2008). This data has provided an informative window to understanding 
the reality of children and youths. 

42. In 2006, the One‐Stop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was launched in order to 
systemize the collection and provision of statistical data on education providers, such 
as kindergartens, grade schools, junior high schools, high schools and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following year, the Education Statistics Call Center began operation 
with the aim of giving quick on‐line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43. Statistical data concerning juvenile justice are gathered by analyzing crimes 
committed by minors as well as from various published sources such as Criminal 
Analyses, Yearbook of Justice Statistics, White Paper on Crime, Statistics on Juvenile 
Probation, Yearbook of Probation Statistics, and so on. Criminal Analyses is published 
annually by the Prosecutor’s Office, offering data on 12 items including juvenile case 
dispositions and the delinquency and living environment of juvenile offenders, and on 
10 items including the criminal motivation of juvenile offenders as well as dispositions 
on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cases. Yearbook of Justice Statistics is published by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to provide statistical data on the juvenile probation 
cases filed and the processing of those cases, and the stocktaking of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The Yearbook also presents cumulative statistics on the number of cases 
filed and settled, still pending decisions, and comparisons of cumulative statistics 
disaggregated by the offender’s age and case disposition. White Paper on Crime is a 
yearly publication by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LRTI). In relation to 
juvenile offenses, the White Paper covers trends, statistics on processing of juvenile 
cases, the treatment of inmates in juvenile reformatories, and probation of juvenile 
offenders. Statistics on Juvenile Probation is a biannual record of juvenile crimes, 
occupancy and completion of educational programs in juvenile reformatories and 
juvenile classification homes. Finally, the Ministry of Justice releases the Yearbook of 
Probation Statistics every other year. With regards to juvenile offense, the book covers 
court decisions and execution of those decisions, such as probation, mandatory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programs, and orders to engage in community service. 

44. Each year, the Government has published The White Paper on Youth based on the 
above statistical data as well as others gathered by the various ministries. The White 
Paper was a comprehensive document on key policies, the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 and future plans. Beginning in 2008, The White Paper on Children 
and Youth will be published in order to reflect the consolidation of policy 
administration concerning children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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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rights’ index

45. The child rights’ index was developed in 2003 as a tool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indices are guided by the eight areas the UN 
Committee recommended and covers population, survival and health, family, civil 
rights and freedom, education, social services, culture and leisure, and special 
protection. 

46. In 2006, the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then‐existing data collection scheme 
was not producing all the critical data related to children and sought to overcome this 
by developing 40 key indicators. These indicators have been used as the background 
information for child welfare projects, including in the formation of long‐term 
children’s policies for effective early intervention at each stage of child development 
and the designing of childcare programs. It also reinforced the efforts in developing 
better social services initiatives for children, such as Dream Start and Child 
Development Accounts. 

47. A different set of indicators were developed for youths based on UN Committee 
recommendations and existing indicator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human 
rights of youth index is built around four areas: right to life, right to protection, right 
to development and right to participation. 

(8) Cooperation and Joint Oversight with Civil Society 

CRC/C/15/Add.197, para. 24:
The Committee emphasizes the important role of civil society as a partner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volv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in a more systematic and 
coordinated manner, in all stag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policy formulation,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and in the drafting of future 
periodic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2002 on the theme "The private sector as service 
providers and its role in implementing child rights"(CRC/C/121, para. 630) and 
improve its supervision of private organizations delivering services by, ܃ inter alia, 
improving the system of registration and authorization of service providers.

48. The Government monitors and supervises private institutions that deliver services 
subsidized by public funds with a view to preventing infringement on children’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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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There are public initiatives partnered by private organizations to educate workers 
in institutions servicing children to develop a strong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The policymakers actively seek the opinions of the civil society by hosting public 
hearings when making policies concerning children. The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with civil society when it comes to protecting children and youths from 
the dangers of abuse, smoking, school violence, and other harmful influences. 

(9) Public Awareness 

CRC/C/15/Add.197, para. 26:
While noting the activities of NGO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 on children's rights,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of its 
obligations under articles 42 and 44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its own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It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Undertake public awareness campaigns on children's right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and specifically at children;
(b) Carry out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for all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 particular 
teachers, judges, parliamentarians, law enforcement officials, civil servants, municipal 
workers, personnel working in institutions and places of detention for children, health 
personnel, including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50. Various public awareness campaigns are under way to heighten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by the public, including by the children themselves. There is also 
ongoing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and training programs targeting workers in 
children‐related sectors to help them better understand children’s rights and to practice 
what they have learned. 

51. For easier public access to the relevant information, NHRCK has translated into 
Korea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and other documents of significance and has posted them on its official 
website. NHRCK also conducts human rights training targeting, among others, workers 
in judicial bodies and the police force, general public servants, and teachers as it 
continues to develop programs designed to raise human rights awareness of workers in 
children‐related sectors. 

52.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6 opened the Human Rights Bureau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human rights training. The Ministry trains people involved in juvenile 
probation and correction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anwhile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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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in its regular teacher training a special program on human rights of students 
along with instructions on how to provide better practical guidance.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IHWFA) also has training initiatives focused on 
children’s rights. MIHWFA offers programs on child abuse prevention and the rights 
of children to workers in social services institutions and childcare facilities. 

53. By the 2004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May 1 – 7 has been 
designated as the Children’s Week. One of the objectives of designating the Children’s 
Week was to honor the significance of Children’s Day first celebrated in 1922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d not yet developed the children’s rights agenda. The 
spirit of this special day was to free children from labor and to give them the right 
to learn and play freely.

B. National Programs

(1) Responsibility of States Parties (Art. 4)

54. The three comprehensive plans related to children and the Basic Plan for Youth 
Development have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development, safety, 
livelihood, rights, and participation of children. It should be noted that new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and existing laws amended to secure a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The currently pending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stipulate active measures for ensuring children’s rights. 
Meanwhile, the Five‐Year Basic Plan on Child and Youth Policies is a state‐level plan 
of action that builds on earlier comprehensive measures.

55. The purpose of the aforementioned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currently being pursued by the Government aims to integrate child 
and youth policies that have been administered separately to achieve greater 
effectiveness of child rights promotion.

56. The Government is currently working on the Five‐Year Basic Plan on Child and 
Youth Policies, which will guide state‐wide efforts to ensure children’s rights. The 
Plan is focused on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all children in Korea can enjoy 
the rights recognized by the Convention and grow into individuals who can exercise 
those rights. The Plan also strives to provide children with non‐discriminatory 
education and social services and to give them full protection from influences 
detrimental to their healthy development. The Five‐Year Plan, which builds on the 
comprehensive plans on children’s issues, will significantly contribute to the rights of 
children to life,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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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Visible progress has been made in protecting human rights of the disadvantaged, 
which in large part is attributable to the efforts of NHRCK, which was founded in 
2001. There has also been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The Government plans to strengthen collabo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th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guiding our policies towards a brighter 
future in which children’s rights are protected. 

(2) Dissemination of Convention (Art. 42)

58. The Government, in partnership with private organizations, is working to 
disseminate the Convention to a wider audience. The focus is to help workers in 
children‐related sectors better understand the Convention. There is also much ongoing 
effort to disseminate the information on the Convention and to promote children’s 
rights in the school through teacher training and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targeting both faculty and student.

59.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begun in 2002 to train 
teachers to respect student’s human rights and eradicate violence. At the same time, 
the education training institutes affiliated with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have their own staff training programs on children’s rights. Beginning in 2006, 
the education offices and schools have also introduced children’s rights education to 
raise teachers’ awareness of this issue. 

60.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created the Human Rights Bureau in a bid to 
foster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has mostly been provided to people involved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MOJ is also developing training materials. The Ministry 
provides the training program in the institute of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justice 
with tits private partners to effect the inclusion of a child rights component in the 
training of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justice. 

61. Since 2005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has provided 
children’s rights training to workers in social services institutions catering to children. 
The program is designed to help participants understand the Convention and to apply 
this knowledge in actual work settings.

62. MIHWFA is currently developing training materials designed to promote and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children’s rights. MIHWFA plans to make extensive use 
of the material, once it is complete, in the training of workers in children‐related 
sectors, and the training of teachers, children and ordinar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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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NHRCK in September 2005 opened the Cyber Human Rights Learning Center. 
The Center was envisioned as a site of easy and free access to learning about human 
rights, unconstrained by time and/or location. NHRCK also produced public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mmission keeps track of developmen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ffecting children’s rights and shares the information on 
its website. 

64. NHCRK has collaborated with MEST and local education offices in opening the 
School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Research in 2004. In the following year,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s were developed and disseminated respectively for 
grade schools, junior high schools, and high schools. Five other programs followed 
suit in 2006, namely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toddlers, the human 
rights Sociodrama, the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local child rights centers, 
the benchmark case study on gender‐sensitive programs, and the human rights‐friendly 
school model. NHCRK also developed Guidelines for Human Rights Schools. 

65. NHCRK offers human rights training courses for teachers in order to develop their 
sensitivity to human rights and their capabilities to deliver human rights education. In 
2006, NHCRK provided training to instructors at loc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s 
with a special focus on how to effectively use the human rights training program. 

(3) Access to Periodic Report (Art. 44, para. 6)

66. Periodic reports of 1994 and 2000, the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optional 
protocol submitted in 2006, and other documents related to the UN Convention are 
accessible via official websites of NHRCK and The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67. The Government will make this periodic report available to all citizens through 
various channels. The periodic report will be accessible via the official website of the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in the hard copy format that will be widely 
disseminated. NGOs will be encouraged to use this periodic report in writing their 
own reports on the status of children’s human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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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atistics 

Children‐related budget

68. The State budget has been raised year after year for various policies affecting 
children, such as policies on early/primary/secondary education, childcare, youth, sexual 
violence, and domestic violence, in order to reliably fin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olicies. (See Table 1‐1) 

D. Factors and Difficulties 

69. The Government has newly introduced the full adoption system as part of an 
effort to transform the existing adoption scheme into one which requires authoriza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ies. Legal issues and public perception of adoption are 
being carefully reviewed with the intention of ultimately withdrawing reservations that 
have been filed regarding adoption. The restriction of the child’s right to appeal in 
court will be maintained, however, in view of Korea’s unique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70.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improving policies and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to promote children’s rights and to fulfill the 
responsibility as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Efforts have been made to faithfully 
implement the UN Committee’s recommendations in 2003 as exemplified in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 to recognizing child’s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parents. 

Chapter II. Definition of the Child 
(Art. 1)

A. Concluding Observations – Follow‐Up
 

CRC/C/15/Add.197, para. 28: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that it raise 
the minimum age of marriage of girls to that of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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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Terminology Age Criteria
Child Welfare Act child under 18
Framework Act on Juveniles juvenile 9 to 24
Juvenile Protection Act juvenile under 19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juvenile under 19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young child from age 3 to immediately prior to 
enrollment in grade school

Infant Care Act infant under 5
Civil Code minor under 20
Juvenile Act juvenile under 19
Criminal Code criminal minor under 14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child under 18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child under 14

Act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ion of Victims child under 18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Domestic Violence child under 18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child under 18 (under 22 if enrolled in school)
Road Traffic Act child under 13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fant under 6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child under 18 and without caregivers liable for 
supporting their livelihood

71. The earlier version of the Civil Code set the minimum age for legitimate 
engagement and/or marriage for males at 18 and at 16 for females. This provision 
was criticized as an example of gender discrimination. To address this unjustified 
gender bias, the Government amended the Civil Code in November 2007 and raised 
the minimum marriage age for females to 18. 

B. National Programs

(1) Definition of the Child (Art. 1)

72. The existing legal system employs various terminologies and age criteria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substance of the policy. Statistics used for 
improving policies and systems are also produced based on these varying terms and 
age criteria.

Age Criteria for Child‐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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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tatistics

Child population

73. The child population is closely monitored by the Government as it has immediate 
relevance to the competitiveness of a nation. It has continued to decline under the 
current low birthrates. The percentage of children in the total population fell from 
24% in 2003 to 22.1% in 2007, and is expected to drop further to 21.5% by 2010 
(See Table 2‐1).

D. Factors and Difficulties 

74. The varying age criteria in the existing legislative framework, rather than 
constituting an obstacle to ensuring children’s rights, provides a useful guideline for 
providing children with adequate access to public services as stipulated by law. The 
Government will, if deemed necessary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olicy implementation, consider modifying the age criteria and engage the relevant 
ministries as well as outside experts in the process. 

Chapter III. General Principles
(Art. 2, 3, 6, and 12)

A. Concluding Observations ‐‐ Follow‐Up

(1) General Principles

CRC/C/15/Add.197, para. 3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ppropriately integrate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namely articles 
2, 3, 6 and 12, into all relevant legislation concerning children;
(b) Apply those principles in all political,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as 
well as in projects, programs and services which have an impact on all children;
(c) Apply those principles in planning and policy‐making at every level, as well as 
in actions taken by social and health welfare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courts of 
law,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237

75.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have been reflected in the relevant 
legislations and rules, based on which judicial procedures are conducted. Those 
principles have also been integrated into policies impacting children. All policies 
discussed in this report are in keeping with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2)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CRC/C/15/Add.197, para. 32, 3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act legislation explicitly 
prohibiting discrimination in order to include all grounds enumerat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ll necessary proactive measures to combat societal discrimination, in 
particular against children from single parent families, children born out of wedlock,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of migrant workers and girls through, inter alia, 
public education and awareness campaigns.
The Committee requests that specific information be included, in the next periodic 
report, on the measures and programs relevant to the Convention undertaken by the 
State party to follow up on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 of Action adopted 
at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held in 2001, taking account of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on article 29, paragraph of the Convention (aims of education).

76.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discrimination as stipulated in article 2 has been 
integrated into newly enacted or amended legislations that may impact children. 
Examples include the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enacted in 2004, amendments to 
Child Welfare Act in 2006,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both enacted in 2007. In 2008,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amended to give children of illegal aliens the opportunity to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only with a confirmation of their residence. The 
Government also provides assistance so that children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 or 
whose family has defected from North Korea can live in security and be free from all 
forms of discrimination. 

Related legislation

77. The Korean Constitution prohibits discrimination in all aspects of life, and 
legislation affecting children is in accord with this principle. Legislation such as the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enacted in 2004 and the Child Welfare Act amended in 
2006 explicitly condemn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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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 Welfare Act, Article 3: “Children shall grow up free of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ge, religion, social status, property, disabilities, place of birth, race, etc. 
of themselves and/or their parents.”
∙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Article 3: “Juveniles shall be free of discrimin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ct on account of race, religion, gender, 
educational attainment, physical conditions, etc.’
∙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4: “No citizen shall be treated with 
discrimination in education based on sex, religion, faith, race, social standing, 
economic status, or physical conditions, etc.”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rticle 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hibit in all 
aspects of life discrimination on account of disabilities and to make effective 
remedies for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suffered by persons who were 
subject to such discrimination. The Act thus purports to enable disadvantaged 
persons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enjoy equal rights, so that they may 
ultimately realize their inherent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78. In March 2007, the Government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aims to protect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in all aspects of 
life. The Convention is pending ratific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Once ratified, 
the Convention together with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will serve as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promo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79.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of the 
disabled child cannot coerce the child to enter a school or transfer to another. The 
Act stipulates that no one can keep a child with disabilities from participating in 
classe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organized by the school―such as, experiments, 
school trips, etc.―on account of the child’s disabilities. The Act also requires the 
provision of convenient facilities necessary for commuting to and from school, moving 
on school grounds, and participating in educational activities.

80.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the Disabled, Etc. was enacted in May 2007. 
The Act aims to provide an adequat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or persons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The Act also recommends 
that education be customized based on the type and degree of the child’s disability as 
well as at what stage the child is in his/her lifecycle in order to foster their 
development and integration with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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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Also in 2007,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was 
enacted. Its provisions mandat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to educate, raise 
public awareness, and take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of foreign citizens living in Korea and to protect their 
human rights. In accordance with this Act, the Government plans to develop the Basic 
Plan on Foreign Citizens Policy by the end of this year. 

Prohibi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82.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ocial services including those addressing the 
educational and health needs of immigrant children in an effort to implement the 
action plan adopted by the 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in 2001. Korean 
language lessons are offered to facilitate immigrant children’s smooth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Similarly, programs for understand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re 
made available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backgrounds to support their initial 
adjustment to the local setting. 

83. There is strong commitment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learning 
materials and programs for foreign children trying to learn Korean as well as other 
materials and programs to assist healthy development of their identity. Plans are under 
review to designate and administer schools in areas where foreign nationals are 
concentrated as schools with specialized classes or as schools subject to policy 
research.

84. Since 2007,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collaborated on a joint 
program called Support Children of Multicultural Backgrounds. The program consists 
of services designed with inputs from assessments of the varying needs and situations 
of these children. The program was first conducted in the city of Busan in 2007 (city 
variant of the program)and later on in Iksan in 2008 (provincial/rural variant of the 
program). Similar programs will be launched mostly in areas with large multicultural 
populations. 
85. In order to foster an environment of acceptance of immigrants in Korean society, 
children have been engaged in educational programs with strong anti‐discrimination and 
anti‐prejudice messages. Special programs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have toured 
schools around the country to engender in children the respect for diversity and 
unbiased acceptance of different cultures. In 2007, the Rainbow Cultural Expedition 
was launched, which has engaged both Korean and immigrant children in cultural 
activities to help them build friendships based upon mutual understanding. These 
efforts are being pursued in the hopes of nurturing these children to become leaders 
in a multicultur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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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15/Add.197, para.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 Ensure that the Child Welfare Act, amended in 2000, be revised to include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nd 
take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 views of 
children and facilitate their participation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by courts, 
administrative bodies, school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in the education system;
(b)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to, inter alia, parents, educators, government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judiciary and society at large on children's right to have 
their views taken into account and to participat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c) Undertake a regular review of the extent to which children's view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of the impact this has on policies, programmes and children 
themselves.

Support for the children of displaced North Koreans (saeteomin)

86. From 2005, the North Korean defectors are referred to in korean as Saeteomin 
which literally means 'people in a new land', to diminish the negative meaning of 
‘defector’. The Korean government created various support systems to protect saeteomin 
children and assist their smooth adjustment to the society from their initial entering to 
Korea to the settlement.

87. There are a number of programs that have been developed by the Government to 
assist the smooth adjustment of displaced North Korean children to their new 
environment. Upon entering the country, the refugee families are sent to Hanawon, 
where they stay for a certain period to learn about life in South Korea. Then they are 
engaged in programs that expose them to cultural differences and a general 
introduction to South Korean society. They are also escorted to existing North Korean 
refugee communities to get a better sense of the life ahead. The Government has a 
comprehensive support program specifically for the children of these families, which 
includes training of professionals who can provide skilled community‐based services to 
these children.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developing further adjustment 
programs and expanding support initiatives for these children. 

(3)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88. The Government revise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uphold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schools and communities. Besides, various 
systems are being enhanced to further engage children. The Government will 
continuously take measures to respect the views of children and facilitat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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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Article 18‐2 (Appeal for a review of decision) (1) When expulsion from school is 
a disciplinary action decided by the scho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paragraph 
(1), the student or his/her parents, within 15 days from the day such decision was 
made or 10 days from the day the student or his/her parents knew such fact, may 
ask a municipal or a provincial discipline arbitration committee to reexamine the 
ca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3.
∙ Article 18.4 (Guarantee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A founder, a manager, and 
a head of a school shall guarantee students their human rights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Human Rights.
∙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17 (Treatment of the Offending Student) ...... proper procedures should be 
observed to give the Offending Student and his/her guardian with opportunities to 
present their opinion on the case.

participation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 Related legislation

89. The Government amended the Child Welfare Act several times to give priority to 
children’s welfare and interests. A 2004 Amendment, for example, created the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A later amendment in 
2006 prohibited discrimination on account of race. In 2008, the Government 
strengthened policies concerning child abuse by expanding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 and instituting a periodic survey of child abuse. The Child Welfare Act is 
currently awaiting amendment following the consolidation of children and youth 
policies. The amendment bill includes the Convention’s basic principles and, in 
particular, guarantees the children’s right to free expression.

90.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amended in 2007 to give 
students and/or parents the opportunity to express views regarding discipline at school, 
and to allow an expelled student and/or his/her guardian to appeal when not in 
agreement with the school’s decision to expel the student.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lso prescribes that the student 
who committed violence be given a chance to testify in his defense during the 
disciplinary proceedings. 

91. When ruling on matters such as parental authority, child custody, and/or visitation 
rights, the Family Court is required to listen to the wishes of any child over the age 
of 15. However, an exception is permitted for extenuating circumstances such as when 
a child’s view cannot be heard or when listening to a child’s view infringes on the 
child’s best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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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ovision of inform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92. Through various educational and training initiatives on human rights, the 
Government provides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with information on the rights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and participat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In the 
same vein, the Government supports child‐relate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ir 
activities to rais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c) Review of children’s views and their impact

93. In 2008,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the Comprehensive Study on the Statu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cross the nation. Data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to set 
the objectives of child‐related policies and to devise mid‐ and long‐term plans. The 
Study will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on how the views of children are respected in 
various sectors of daily life. The Study is quite extensive, covering child abuse, 
violence, the level of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the environments affecting 
the child’s development such as public health, welfare, and education. Legislation is 
underway to have such studies carried out on a regular basis. 

B. National Programs 

(1)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rt. 2)

94. The Constitution and child‐related laws prohibit any form of discrimination against 
a child. The Government legislated and/or amended relevant law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discriminative environment and carried out comprehensive measures to enabl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o enjoy the full benefits of education and welfare 
without experiencing any form of discrimination. In addition, anyone who suffers 
discrimination on any grounds can file a petition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us be protected.  

National Action Plan (NAP)

95. In May 2007, the Government set out the National Action Plan 2007‐2011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commended by the Vienna Declaration and Action Programme, which was 
adopted at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in 1993. The NAP delineates 
national efforts up to 2011 to improve legal systems, institutions, and practices 
concerning human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six major human rights 
conventions including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igned and ratified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243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spirit of non‐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as 
stipulated in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policies and 
institutions to uphold the spirit are alive in the NAP to protect th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children. 

Basic Plan on Policies on Foreigners

96. This year, the Government is devising the 1st Basic Plan on Policies on 
Foreigners in lin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legislated in 2007. This Plan will encompass policies to 
provide education in schools to enhance understanding of different cultures. Thus the 
Plan seeks to address concerns that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exposed to discriminatory perception and prejudice due to their appearance or cultural 
differences. Furthermore, supportive policie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such as 
creating a bilingual educational environment, will also be included in the Plan to 
prevent alienation or bullying of these children at school. 

Supportive Measures for Educa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97.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Supportive Measures for Educa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2006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is effort was made to offer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are often economically 
and socially vulnerable, and to create a social environment under which different 
cultures are accepted and valued. 

98. Included in these Measures are: support for after‐school programs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provision of priority status to them when selecting students 
eligible for mentoring programs involving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support 
through one‐to‐one relationship building with teachers and/or peers, teacher education, 
addition of a new chapter on ‘overcoming prejudice toward different cultures’ in future 
Ethics curriculums, promotion of community‐based support programs, coordination 
among relevant government office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with undocumented 
parents to have education and so on. 

Investigation and remedy of discrimination

99.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conducts 
investigation into discriminatory actions and provides remedies. Anyone who is in the 
jurisdi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regardless of his/her nationality, is allowed to 
file a petition with the NHRCK on any form of discrimination by a legal pers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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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person, or an organization that infringes upon his/her right of equality. The 
NHRCK focuses on raising public awareness of discrimination by publicizing major 
recommendations made on discriminatory actions through various media channels. 

100. After the recommendation of NHRCK in July 2006, the Government submitted 
an anti‐discrimination bill to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07. The bill was 
to prevent and ban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ge, race, and other factors and to 
provide remedies when discrimination occurred. The bill, however, was discarded as 
the se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was closed in May 2008.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studying relevant domestic legal systems and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is seriously considering enacting the Non‐Discrimination Ac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t out recommendations in 2005 
concerning gender discrimination at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ommission felt 
that the practice at such institutions to assign the number in the attendance roll to 
boys first and then for girls only after all the boys are given numbers may 
unconsciously lead students to think men are superior to women. Therefore, the 
Commission ruled that the practice breached young female students’ right of 
equality without any reasonable grounds. The Committee then recommended that the 
heads of elementary schools ensure that no gender discrimination is committed 
when the schools assign students numbers on the attendance roll.

(2)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 3) 

101. The Government values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and, particularly,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legislating and revising child‐related laws, 
in establishing comprehensive plans, developing and in implementing policies and 
systems. Policies for children in this report also conside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o be of primary concern within each domain. 

102. Prioritiz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e Civil Code was amended in 2007 
to acknowledge the visitation rights of a child, a right previously given solely to the 
parents. Doing everything possible so that children could grow up and develop within 
a familial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promoted domestic adoption through 
public awareness campaign while expanding at‐home care programs such as foster care 
and group homes. 

103. Young victims of sexual violence or abuse are allowed to have trusted persons at 
their side in the process of an investigation lest they suffer emotional trauma when 
they state their views on a case. To this end, professional help can be utilized to 
record the children’s statements, which can then be accepted by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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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The Government is also intensifying its support for the education and welfare of 
children so that parents, a statutory guardian, or other persons bearing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ren are able to raise them while protecting their rights. A 
prime example would be the Dream Start initiative which has provided supports since 
2007 to children from vulnerable families who are under the age of 12 and their 
families.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the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Promotion Act, th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and the Healthy 
Family Promotion Act are also examples of firm support for care‐givers and families 
who bring up children. The Government also enacted in March 2008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o help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created by international 
marriage or migration in search of work to maintain stability and enjoy a better 
quality of life.  

(3)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rt. 6) 

105. Since 2003, the Government has made the best use of available resources to 
guarantee the children’s right to life and ensure their development. The year 2003 was 
proclaimed the first ‘Child Safety Year’ an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Child 
Safety was established to reduce the number of child fatalities from safety‐related 
accidents. This Measure delineates 58 initiatives in 12 areas including child abuse, 
school violence, traffic safety, falling, drowning, addiction, and so on.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nacted in 2004, and the Five‐year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stablished in the following year with a view to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protecting human rights. 

Related legislation

106.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 2004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 emerging 
social issue, an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School violence is defined 
as an act that causes physical, mental, or material damage stemming from assault, 
intimidation, or exclusion between and among students in and out of schools. Under 
the law,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s required to set goals 
and directions for policies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to establish a 
basic plan every five years that includes study, research, education, and guidance to 
root out violence in schools. 

107. The Five‐year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was established in 2005 to effectively prevent and manage school violence 
through the involvement of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civil organizations, 
professionals, teachers or faculty groups, parents and offices of education. Th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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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s at creating a zero‐tolerance environment against school violence which respects 
human rights, autonomy, and the accountability of students. 

108. Besides protecting students’ human rights in issues like corporal punishment and 
hair length regulations, the Government also endeavors to make schools safer and 
happier. On September 11, 2006, the ‘No‐to‐School Violence Day’ was commemorated 
(every Monday in the third weeks of March and September) at 10,000 schools, 16 
municipal or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181 local Offices of Education.
 
109. In order to prevent children’s rights from being violated by school violence,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measures such as counseling at schools to form a school 
culture that is respectful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school is another 
example of a measure aimed at developing such a culture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s. The alternative school system has also been enhanced. In 2007,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the Compensation for Safety Accidents in Schools was enacted 
to make school safer for students. 

Comprehensive Measures for Child Safety

110. The Government designated 2003 as the first Child Safety Year, and the 
ministries and agencies whose mandates touch on child safety set out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Child Safety to make everyday environment safer for 
children.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Measures, the Task force Team for the 
Improvement of Safety Control and the Advisory Council for Child Safety were 
formed at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and at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respectively. In addition, since 2003, four pieces of legislation have been 
drafted and 11 laws have been amended to prevent child safety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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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r Legislation Key Contents

New

Jan. 
2004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 o u n t e r m e a s u r e 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troduced an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a special body 
installed to effectively manage school violence, provide 
education on the prevention, guidance and education of 
victims and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etc.  

May 
2005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Missing Child 

Stipulated measures to prevent children from disappearing, 
to quickly locate and return missing children to their 
homes, and support their readjustment after return 

Jan. 
2007

Act on the Prevention 
and the Compensation 
for Safety Accidents 

Laid a legal basis for conducting safety education in 
schools 

Jan. 
2007

Act on Safety 
Management of Play 
Facilities for Children 

Coordinated and systematized the management of 
playground equipment and facilities for children

R ev ise
d

Mar. 
2004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tipulated when and how education on disaster prevention 
should be conducted

Oct. 
2004

Act on Quality 
Management and 
Safety Control of 
Industrial Products 

Introduced a child‐protection packaging system 

Dec. 
2005

Revised safety management systems such as safety 
certification, and introduced a fast‐response system 

Mar. 
2005 Infant Care Act Strengthened safety standards at childcare facilities 

Mar. 
2005 Child Welfare Act Made education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compulsory 
Mar. 
2005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Emphasized fire safety at facilities catering to youths 

May 
2005 Road Traffic Act Expanded school zones 

Jul. 2005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Defin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in rescues and 
emergencies 

Nov. 
2005

Act on the Installation 
and Safety 
Management of Fire 
Facilities

Required the use of flame‐resistant materials in child 
facilities

Dec. 
2005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troduced child‐proof containers 

Jun. 
2006

Framework Act on 
Fire Services 

Laid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afety 
experience center

Jan. 
2007 School Meals Act Set standards for sanitation and safety of school meals 

Child Safety Related Legislation

Prevention of juvenile suicide

111. The Government instituted the Basic Plan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in 2004 
and crafted detailed plan of action in 2005. These, however, have not been sufficient 
response to the serious problem of juvenile suicide. In order to fill this voi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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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in September 2007, set out measures for the quick rescue and aftercare 
of juveniles attempting suicide and the creation of an early detection system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suicides.  

112. The Government strengthened emergency rescue systems such as the 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to prevent suicide of the young and developed tools to 
measure suicide risk of teenagers.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have also been 
developed to help the adolescents wisely redress their issues, and thus, grow up safe, 
healthy and sound.  

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113. The teenagers at risk have increased in number as a result of dismantling of 
families and difficulties in fitting in at school. Their needs for social services have 
grown significantly as a result, but the scattered location of services institutions and 
lack of cooperation among them have made the support network inadequate. Out of an 
effort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issues of the youth at risk, the Government 
established in 2005 the Community Youth Safety‐Net (CYS‐Net) which integrates 
support services for the young in the community. As of 2008, the CYS‐Net initiative 
is being implemented at counseling centers for the youth in 16 cities and provinces, 
and in 80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114. The CYS‐Net program aims to support the sound development of youth at risk 
and empower them by building a network of community institutions for youth to 
provide customized one‐stop services covering counseling over the phone, providing 
rescue ,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s, tools for promoting self‐reliance and 
education opportunities.

1388 Help Call

115. In 2005, the Government consolidated the 1388 Youth Hot Line and 1588‐0924 
Help Number for Run‐away Youth, numbers that were not well‐known, to create the 
1388 Help Call for Youth as a gateway to CYS‐Net. The 1388 Help Call provides a 
one‐stop service on all matters related to adolescents 24 hours a day throughout the 
year. Short Message Service (SMS) and Virtual Machine (VM) were deployed to 
provide a more convenient service to teenagers. The 1388 Help Call is operated by 
142 youth support and counseling centers across the nation with efforts being made to 
raise awareness via the Internet, the press, and cooperation with business organizations. 
Such efforts led to a growth in use from a daily average of 178 calls in 2005 to 675 
calls in 2007, a 274%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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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Welfare Act
∙ Article 3, paragraph 3: Priority should be given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all activities concerning children. 
∙ Article 10: In taking measures for a child’s protection, the views of the child in 
need of such protective measures shall be respected, and those of his/her guardian, 
if there is one.  
∙ Article 13: In selecting a guardian for a child, the child's intentions shall be 
respected. 

Framework Act on Juveniles 
∙ Article 5: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juveniles shall be respected in all spheres 
of juvenile activities, juvenile welfare, juvenile protection, and the nurturing of juveniles.
∙ Article 12: The State shall hold the juvenile ad hoc meeting with juvenile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juvenile issues in attendance to discuss ways to develop, 
implement, and check the pan‐governmental policy of nurturing juveniles.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 Article 3, paragraph (2): Juveniles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and 
make decisions free of external constraints. 
∙ Article 4: As members of the society, juveniles have the right to be part of 
decision‐making process on matters affecting themselves. In respect of their right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ngage juvenile representatives in the advisory 
and review process for juvenile policies, reflect their opinions, and provide 
procedural guarantees for juvenile participation, so that juveniles can have access to 
information and express their opinions.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 Article 4: Individuals, legal persons, groups, and organizations who operate youth 
facilities or are entrusted with such operation shall run a youth steering committee 
to facilitate activities and ensure their participation. 

(4) Right to Free Expression (Art. 12) 

116. The Government enacted and revised relevant laws to lay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o respect the views of the child and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children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es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in schools and 
their local communities.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ated legislation

117. Wit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child‐related laws, a legal foundation has 
been laid to guarantee the rights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and participat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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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Institutional guarantees are in place for children and youth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e Presidential Youth 
Congress has been established to engage adolescents in making, implementing, and 
reviewing youth‐related policies. At the local level,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was set up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and democracy of policymaking an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young as democratic citizens. In addition, juvenile 
steering committees were created in establishments catering to teenagers to strengthen 
the youth‐focus in their operation.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and the youth 
steering committee are community‐level venues where self‐governing bodies or 
institutions for the youth are involved. The Presidential Youth Congress, on the other 
hand, is a national level organ through which adolescents across the nation can work 
together on a shared policy agenda. 

The Special Commission on Youth

119.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the Special 
Commission on Youth is convened on a yearly basis by relevant professionals and 
teenage representatives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The Special Commission serves 
as a forum for discussing and developing policy agend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young, making recommendations to administrative bodies, and reflecting them in actual 
policies. The Special Commission aims to draw social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juveniles and juvenile policies and to pursue policies that promote their interests, 
welfare and capability‐building. After the 2004 pilot, the Special Commission has 
convened every year since 2005. 

120. The first Special Commission on Youth worked actively from June to November 
2005 on the expansion of the foundation for juvenile participation as their policy 
agenda and a non‐violent, anti‐prejudice peace movement as their action agenda. 
Twenty initiatives in six areas were adopted by the first Congress.  

121. In 2006, the second Special Commission on Youth held a general meeting in the 
presence of the prime minister from Oct. 26 to 28 with the policy agenda of creating 
a social network to support the growth of youth and the action agenda of creating a 
youth society based on mutual respect. At the second Congress, 16 initiatives were 
adopted in 5 areas including education, welfare, society and culture.

122. Noting that the 4th Basic Plan on Juvenile Policies were to be instituted in 
2007, the third Special Commission on Youth focused on reflecting their policy 
proposals in the Basic Plan or in policies that are under implementation. As a result, 
35 out of 98 policy initiatives proposed by the Special Commission, including labeling 
of nutritional information on school meals for obese teenagers, were incorporated in 
the Basic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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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In 2008, the fourth Special Commission on Youth selected and pursued as part 
of their policy agenda for May – November 2008 the creation of a society where 
welfare and rights of the youth are guaranteed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124.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is a community organization that engages the 
young. This Committee aims to realize youth‐friendly policies and to promote the 
rights of the youth by organizing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forming, 
executing, and evaluating juvenile policies.

125. Established in municipalities,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has grown from 42 in 2004 to 162 as of 2008. About 3,200 boys and 
girls are participating in these committees in local governments under different titles 
such as the youth autonomy committee, the youth committee, the next‐generation 
committee, and so on. 

Youth Steering Committee

126. The Youth Steering Committe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involve the 
young in decision‐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operation of youth facilities such as 
youth camps and the House of Culture and programs run by those facilities. Pursuant 
to Article 4 of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individuals, legal persons, groups, 
and organizations who operate youth facilities or are entrusted with such operation 
must facilitate activities of juveniles and guarantee their participation. 

127. The Youth Steering Committee increased in its number from 88 in 2003 to 258 
in 2008 in 16 cities and provinces around the country. As of 2008, about 3,800 teens 
across the nation participate in various aspects of youth facilities management through 
the Committee. 

The Korean General Assembly on Children

128. The Korean General Assembly on Children has been held annually since 2004 at 
the request of the child representatives to the 2002 UN Special Session on Children who 
witnessed active participation of child representatives from other countries. The Congress 
on Children is a venue to enhance the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e where child 
representatives across the nation gathered to discuss relevant issues and seek solutions. 

129. Unlike the Special Commission on Youth comprised of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the Korean General Assembly on Children is comprised mostly by senior 
students of grade schools and students in middle schools. The General Assembl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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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is attended by 100 children who are selected in a contest for the ‘Guardian 
Angel for Children’s Rights’ and by 50 children recommended by 16 cities and 
provinces, and child organizations, in total 150.

C. Statistics 

Study on Human Rights in Secondary Schools

130. The Study on Human Rights in Secondary School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06 shows a gap in percep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when it comes to the 
processes of establishing and/or revising school policies, not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s, and opportunity to speak in one’s defense. 

131.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or revising school policies, 67.6% of the 
teachers responded that students are consulted via class meetings and/or student 
councils, while only 35.6% of the students said the same (See Table 3‐1).

132. When asked about the process of disciplining students, students and parents 
replied that not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the process of presenting their opinions, 
and the process of obtaining professional help are not carried out in a fair manner. 
Teachers, on the other hand, said that the notification of disciplinary action is done 
fairly and that enough opportunities are given to the students and parents to present 
their opinions (Table 3‐2).

Current status of school violence

133. School violence refers to violent acts occurring between and among students in 
and out of school. Although it is not realistically possible to collect the accurate 
number of violent incidents, it is possible to get a sense of the current situation from 
the number of students who were disciplined for school violence (See Table 3‐3). 
School violence is committed in the form of physical assaults, intimidation, extortion 
of money and other articles, and group bullying, with extortion occurring most 
frequently (Table 3‐4).

Safety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134. The Government increased the budget to implement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Child Safety from 152.3 billion won in 2003 to 274.6 billion won in 2007. After the 
Measures were launched, the child fatalities from safety accidents such as traffic, drowning, 
and falling has declined by 46.7% from 1,210 in 2002 to 645 in 2006 (See Tab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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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fforts made to protect children from traffic accidents include improving facilities 
in school zones, strengthening regulations, removing obstacles blocking roads, and 
expanding school zones to include special schools and child care facilities 
accommodating more than 100 children. Such efforts have led to a decrease of 41% in 
child deaths from traffic accidents from 468 in 2002 to 276 in 2006 (See Table 3‐6).

136. The safety standards on life jackets and swimming were tightened to prevent 
children from drowning. In 2004, the 119 Civilian Water Rescue Teams were formed in 
areas with a history of frequent drowning accidents. As a result, the number of children 
dying of drowning has declined from 198 in 2002 to 78 in 2006, a 60.6% drop. In 
addition, the standards on railings in houses were strengthened in 2003, and safety 
checks of playground equipment were made mandatory. With these efforts, the child 
deaths from falls dropped by 56.7%, from 108 in 2003 to 58 in 2006 (See Table 3‐7).

D. Factors and Difficulties

137. Many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s are slow in their language acquisition as 
they have spent their infancy in the care of mothers whose Korean proficiency was low. 
This has led to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learning. Oftentimes these children also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ing victims of bullying. In addition, most children from 
migrant workers’ families have weaker basic leaning skills than peers as their families 
have low income and are not able to provide favorable living and learning environments. 

138. The Government offers an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children to participate 
and express their views in the implementation of child‐related policies. A legal 
foundation is laid to create mechanisms engaging children such as the Special 
Commission on Youth, the Youth Participation Committee, and the Youth Steering 
Committee. In addition, The Korean General Assembly on Children is being held 
every year to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of children

139. The Government fosters a school environment friendly to human rights by 
engaging children in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school policies as well as the 
disciplinary procedure.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schools where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is not fully guaranteed.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sensitizing schools to the rights of children through various measures such as 
education and the training of students and teachers. Institutions and education on rights 
will also be improved to respect the views and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not just 
at schools, but also at home and i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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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V. Civil Rights and Freedoms 
(Art. 7, 8, 13, 14, 15, 16 and 17, Art. 37 para. 1)

A. Concluding Observations – Follow‐up 

(1)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CRC/C/15/Add.197, para. 37:
In light of articles 12 to 1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mend legislation,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facilitate children's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 political activities both within and outside schools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fully enjoy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expression.

140. The Government provides institutional protection for student bodies such as the 
student councils to encourage children to take initiative in school life. In addition, 
school policies that may potentially infringe upon human rights are undergoing 
revision.  

School Steering Committee

141.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dict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in order to realize autonomy of the schools and creative 
education which respects the uniqueness of the region. Public and private schools at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and special schools operate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to discuss matters relating to the establishment or the revision of school 
charters and school regulations. Representatives of teachers, parents and local 
community are members of the Committee.

142. Student council representatives a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Committee 
meetings and to speak on matters regarding their activities. In the future, greater 
autonomy will be introduced in schools through measures such as public disclosure of 
school regulations

Revision of school policies

143. The Government ensures that school policies are revised through rational 
processes and based on democratically reached consensus of the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Schools are asked to revise the controversial provisions in the 
school policies that may violat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to change method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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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discipline that disregard students’ self‐esteem. Furthermore, efforts are underway 
to facilitate student council activities led by students themselves. 

(2) Corporal Punishment

CRC/C/15/Add.197, para. 3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be amended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schools, and all other institutions;
(b) Carry out public education campaigns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ll‐
treatment of children in order to change attitudes to corporal punishment, and 
promote positive,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as an 
alternative to such punishment.

144. Corporal punish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allowed only in very limited 
cases when necessary for educational reasons. 

145. Concerning corporal punishment, the Enforcement Ordinance 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31, paragraph (7)) says that guidance shall be 
provided regarding forms of discipline or admonition which do not cause students 
physical pain, with the only exception being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educational 
need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disciplinary actions against teachers have been 
strengthened. Under the new rules, teachers may be subject to criminal charges for 
punishing students using excessive means that are not generally accepted by the 
society, such as strong physical violence and/or verbal abuse.

A Precedent from the Supreme Court, April 10, 2004
In June 2004,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eachers may guide students by means 
other than discipline only when there is an educational need to do so; that 
punishment or defaming words which give physical and/or mental pain to the 
students are not allowed except only in educationally inevitable circumstances; and 
that violent acts or vituperations against students are unacceptable, except for in 
cases where objective validity exists based on socially accepted practice. 

A Precedent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July 27, 2006
In July 2006,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saying “corporal punishment is not 
allowed as a means of disciplining students. Discipline or admonition that does not 
give physical pain to the students shall be the means of guidance in principle and 
corporal punishment may be allowed only as an exception in very limited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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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The child protection facilities educate persons who are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on how to prevent abusive behaviors against children. Parents are also educated 
regarding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and learn about preventive programs for child 
abuse. The Government revised the Child Welfare Act in 2008 to make such 
educational initiatives mandatory and strengthen the provisions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B. National Programs 

(1) Name and Nationality (Art. 7)

147. A child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can acquire name and nationality pursuant 
to the Nationality Act. Concerning the nationality of a child, the Republic of Korea 
acknowledges both paternal and maternal lineage and the principle of personal 
jurisdiction. 

Article 2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Birth) (1) A person falling under one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of his or her birth: 
1. A person whose father or mother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of his or her birth; 
2. A person whose father wa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time of 
his death, where his father died before his or her birth; and 
3. A person who is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 both parents are 
unknown or have no nationality. 
(2) An abandoned child found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recognized as 
born in the Republic of Korea.

148. Registration of the birth of a child is tightly managed by the Government. Under 
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nd etc. enacted in 2007, the father or 
mother bears legal responsibility of registering the birth of a child, and relatives living 
together, doctors, midwives or 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child‐delivery process are 
required to register the birth in case the father or mother is unable to do so. Anyone 
who finds an abandoned child and national police officers who report an abandoned 
child shall report such facts to the head of a city, town or township within 24 hours. 

(2) Preservation of Identity (Art. 8)

149. All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register changes in family relations 
such as birth, marriage, and death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Family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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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and etc. Identity of a child is recorded in the family relation certificate, 
the standard certificate and so on. Surname and lineage of a child shall follow those 
of the father in principle, but an exception is allowed to follow those of the mother 
when parents have agreed to do so in their registration of marriage. 

150. 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nd etc. was enacted to replace the 
Family Register Act in May 2007 when the family head system system, or patriarchal 
family register, was abolished. With the amendment made in 2005 to ‘the Civil Code’, 
from 2008, a child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take his/her father's surname and 
lineage, but may take those of the mother when parents have agreed to do so in their 
registration of marriage. In addition, for the welfare of a child, the father or mother 
can change the surname and lineage of the child with approval of the court. This is 
in lin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which allows registration of family to be based on 
each individual, not on his/her whole family itself. The abolishment of the family 
head system has further realized values such as the dignity of human being and 
gender equality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151. With 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and etc. in place, institutional 
changes are being made under which the principle of paternity is modified, the 
surname can change, and full adoption is allowed. Unlike the Family Register Act in 
which personal information was not strongly protected, the Act on Family Relation 
Registration provides thorough privacy protection by restricting each certificate to 
display only relevant information. 

(3) Freedom of Expression (Art. 13)

152. Children's freedom of expression is fully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ontinuously monitors the freedom of 
expression to be fully realized for children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153. To protect children’s right of expression, the Government actively encourages 
children and student councils to be involved in as many school activities as possible. 
Yet, there are instances in schools in which the children’s freedom of expression is 
infringed upon due to the lack of a democratic consensus‐building process. One 
example would be the disciplinary action taken involving the distribution of flyers at 
school and the recommendation made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that case. As stipulated by the recommendation, efforts are made to 
guarantee childr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resolve, through democratic means, 
conflicts, if any, between the childr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s of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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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A distributed fliers in April 2007 about a debate on student human rights 
within the school. A was disciplined on the ground that he/she distributed fliers 
without permission from the school. A filed a petition against the head of the 
school, or P,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iting that the 
disciplinary actions taken by the school infringed on A’s freedom of express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that, in order to 
guarantee students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within the school as much as 
possible, P has to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reasonable 
standards on the extent of expression allowed through materials like fliers and on 
the procedures required for the students to express their views. 

(4)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rt. 14) 

154. The Constitution provides full guarantee on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dividual citizens are free to make decisions based on their conscience 
and enjoy freedom in regard to religion and missionary activities. 

155. The Article 913 of the Civil Code dictates that parents or a statutory guardian 
are at liberty to educate the children on religion or ethics of their choice. Yet parents 
cannot force their religion upon the children. Children who are studying at schools 
founded by a certain faith group are allowed to have other faiths. However, 
controversy has arisen over whether mandatory participation in religious functions at 
some private schools constituted a breach of the freedom of religion. 

(5)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Art. 15)

156.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n 
the Act require schools to have policies that encourage and protect student activities 
of self‐government, and cover basic matters as to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tudent 
bodies. The Government has set forth, as a key aim, the notion that school discipline 
should respect the human rights,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students. In line with 
this, school regulations across the nation have been established and/or revised from 
2003 to enhance human rights of students and facilitate students’ self‐government. 

157. The Office of Education in Gyeonggi province asked all secondary schools in its 
jurisdiction, a total of 809, to submit policies on discipline and then subjected these 
to analysis in order to identify provisions that may impinge on the rights of the 
students. The Office pronounced that provisions would be revised to a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the students and recommended that the revisions be carried out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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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ct on Education 
∙ Article 23‐3 (Principles of Student Information Protection) 
(1) Student information such as school records shall be collected, processed, used, 
or managed for educational purposes. 
(2) Guardians such as parents shall have the right to access student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n those under their care such as children. 
(3) The student inform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may not be provided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levant student (in cases where the student 
is a minor, the student and his guardians such as his parents) except the cases 
prescribed by Act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Article 30‐6 (Restrictions on Furnishing of Student‐Related Materials) 
(1) The head of a school shall be prohibited from furnishing any third party with 
the materials concerning the school life record and the health checkup record 
provided for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7‐3 of the School Health Act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levant student (in cases in which the student is a minor, this 
includes the student and his protector or parents) 

democratic manner with the involvement of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6) Protection of Privacy (Art. 16)

158. The Government ensures that any information on a child is disclosed by school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child and his/her parents, and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a child who suffered a sexual crime is never leaked. In addition, personal 
information on the us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is protect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some school regulations 
including one on hair length to be revised as they have the potential to violate 
children’s privacy.  

Related legislation

159.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tects the privacy of all citizens. 
The private life of a citizen shall not be restricted without legal and Constitutional 
grounds and, even in cases where there are such grounds, restrictions shall be minimal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relevant laws. While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stipulates the principle of protection of children’s informatio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 Sex strictly 
regulate the provision of student‐related information, and the disclosure or leaking of 
personal information of the child victimized in sex crim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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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Article 18 (Confidentiality)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or take part in an investigation or a trial 
of sexual crime against a child shall not disclose or give others any information 
specific to the involved child including address, age, school, or profession and 
appearance, or pictures of the child which can reveal the child’s identity, and/or 
information on the private life of the involved child. 
(2) The head of an institution, a facility, or an organization, persons who assist the 
head, or persons who previously held such a position shall not disclose information 
that he/she acquired in performing his/her duties. 
(3) No one shall print information specific to the involved child such as address, 
name, age, school, or profession and appearance, or the pictures of the child on 
print materials such as newspapers and shall not disclose such information and 
pictures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160. The Government revise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n January 2007 
to further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of the user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ganized under the Act, arbitrates 
cases such as privacy infringement and defamation when the rights of the users are 
violated by information circulated via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161. An amendment was made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Agencies in May 2007. In order to protect privacy of citizens 
from CCTV set up by private or public agencies, the revised Act allows the 
installation of CCTV only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good. It also requires the 
string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CCTV such as the collection of residents’ 
opinions prior to the installation and the setting‐up of signs that indicate where CCTV 
has been installed. Within the private sphere, the Guideline for the Private Sector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Visual Information from CCTV was written in October 
2006 and has been publicized. Efforts are under way to raise awareness of the 
Guideline and to make a survey of compliance to the Guideline.  

Student hair length regulation

162. Hair length regulations in school have been repeatedly raised as an issue that 
violates the rights and the privacy of the child. In respons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ut out the Recommendation on the Improvement of 
Hair Length Related Regulations in 2005. Acknowledging the student’s basic right to 
choose their hair length,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have 
schools regulate students’ hair length only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ful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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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education. 

163. The Government instructs schools to involve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in 
deciding the scope and measures of regulating hair length and to regulate in a manner 
that does not harm students’ dignity as a human person. 

(7) Access to Appropriate Information (Art. 17)

164. The Government guarantees all citizens including children the right to freely 
access information.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relevant 
regulations to protect children from harmful information and media and facilitates the 
publication of children’s books.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165.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children of Korea are 
actively using the Internet, enjoying expanded access to and engagement with 
information. Their exchange of information via the Web now plays a role i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166.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ask public agencies to disclose information pursuant 
to the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of Public Agencies. The Government renewed 
websites of government agencies to provide ready access to the public. At the same 
time, websites for children and for English speakers have also been developed to give 
access to information to the relevant target groups. 

School libraries program

167. The Government came up with the Comprehensive Measures on Promoting 
School Libraries in 2002 and has pursued the Good School Library Initiative from 
2003 to make school libraries a place for not just teaching and learning, but also 
reading, accessing information, enjoying culture and recreation. To achieve this goal, 
resources including facilities, collections of books, and staff were either improved or 
increased and the private‐public cooperation mechanisms were formed to support school 
libraries. 

168. The primary goal of the Initiative is to equip all schools with good libraries. To 
deliver on this goal, the Government provided 139 billion won from 2003 to 2007 so 
that schools selected by the Offices of Education can improve their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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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hibition on information and materials harmful to the child

169. Information and materials harmful to children are strongly regulated under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In addition,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e in place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ll citizens can utilize broadcasting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a sound and safe manner. 

170.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a successor formed in 2008 
to both the Korea Internet Safety Commission and the Korea Broadcasting 
Commission, aims to achieve broadcasting that promotes fairness and the public good, 
a sound culture of information, and an environment to utiliz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a proper manner. The Commission reviews illegal materials and 
cases for regulation, operates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report centers, and 
performs activities to establish a sound information culture.  

171. The Government has intensified monitoring and corrective efforts on on‐line 
materials harmful to children and juveniles in order to scrutinize such harmful 
materials and halt their distribution. Voluntary efforts of the Internet and game 
industries are supported and the Internet industry’s effort to protect youth is evaluated 
through a cyber ethics index. 

172. The Government conducted the Study on the Use of Various Media by Youth in 
2006. The Study is comprehensive, looking into the level of use, the time of use, 
methods used to acquire harmful materials and so on. The scope of the Study will be 
expanded to cover analysis of media use by children and juveniles and the outcomes 
of the Study will be reflected in policy‐making. 

173. Policies are particularly focused on stamping out the distribution of harmful 
materials vi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on creating a sound 
environment for using information.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from illegal and harmful 
materials and cyber violence, filtering technologies have been developed and distributed. 

Warnings of harmful materials

174. The Government prevents the distribution of harmful materials to children by 
reviewing, designating, and warning about such materials. Reviewing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nd the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ssion determine whether periodicals, broadcasting programs, films, videos, games 
and so on are harmful to children and designate them a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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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ach medium is regulated by different reviewing bodies under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Print materials are reviewed and rated by the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ssi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movies and videos by the Korea Media Rating Board, and 
games by the Game Rating Board. 

176. Apart from records and music files,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lso has the authority to review the content of items upon request from the above 
reviewing bodies and materials that are not covered by the reviewing bodies to 
determine their harmfulness to children. 

Distribution of children’s books

177. The Government has been conducting the Read a Book Campaign for children 
from 2002. This Campaign aims to make reading more than a hobby, integrating it 
with daily life and culture. In the same vein, the Government has worked with 
children’s organizations such as the Korea Youth Association and groups promoting 
reading such as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to 
Promote Reading Culture to carry out various events including book discussion forums, 
contests for essays on books, theme‐based reading camps, and trips to famous sites 
related to literature. 

178. Efforts are made to encourage the public to read more books and to help the 
publication of diverse book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Project on the 
Recommended Book List and furbishes public libraries with selected books in order to 
provide access to the disadvantaged. 

(8) Right to Be Free from Torture and Other Inhuman Treatment or Punishment (Art. 
37, para. (a)) 

179. The Government under no conditions tolerates torture and other cruel or inhuman 
treatment of children, and this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180.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all citizens their personal 
liberty and the right to be free of torture and inhuman treatment. The Criminal Code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also uphold thes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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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titution, Article 12, paragraph (2): “No citizen shall be tortured or be 
compelled to testify against himself in criminal cases.” 
∙ Article 12, paragraph (7): “In a case where a confession is deemed to have been 
made against a defendant’s will due to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unduly 
prolonged arrest, deceit or etc., such a confession shall not be admitted as evidence 
of guilt, nor shall a defendant be punished by reason of such a confession.” 
∙ Criminal Code, Article 125: “A person whose duty is to perform or assists in 
activities concerning judgment, prosecution, police or other functions involving the 
restraint of the human body, shall not, in performing such duties, commit an act of 
violence or cruelty against a criminal suspect or against another person.”
∙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8‐2: “Any evidence obtained in violation of the 
due process shall not be admissible.”

181. Torture is prohibited and punishable under the following provisions of Korean 
legislation: Article 123 (Abuse of Authority) and Article 125 (Violence and Cruel Act) 
of the Criminal Code, Article 4‐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62 of Military Criminal Code, and Article 19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182. Article 224‐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ipulates mandatory video recording 
of the entire investigative process to prevent torture and other cruel treatment of the 
suspect. Confession obtained by subjecting the suspect to torture or other inhuman 
treatment is considered to have been obtained illegally and is thereby unacceptable as 
evidence in court.

183. In December 2007,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was amended to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 and Treatment of Prisoners (effective from December 2008). 
In the revised legislation, the restraining device, previously criticized as a cruel means 
of disciplining prisoners, is referred to as ‘protective equipment’ and as such, it is 
explicitly prohibited from use as a means of punishment. The ‘protective equipment’ 
as defined in Article 98 of the amended legislation excludes chains, and instead 
includes more modern protective implements such as protective outfits, protective beds, 
and protective gear, which can be used on specific body parts while minimizing 
physical strain on the inmate.   

C. Statistics 

Schools free of corporal punishment

184.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completely eradica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Efforts to this end have begun in the schools by strengthening the children’s 
rights component in the training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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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s have revised the rules that guide students’ day to day life to create a culture 
of respect for human rights within the institutions. As a result, the percentage of 
schools free of corporal punishment increased from 27.7% in 2003 to 69.7% in 2007 
(See Table 4‐1).

School libraries

185. A total of 6,205 schools were given financial aid to set up their own libraries 
under the government‐sponsored School Libraries Program from 2003 to 2007. Of the 
schools that benefited from this program, 3,214 (51.8%) were grade schools, 1,737 
(28%) junior high schools, 1,241 (20%) high schools, and 13 special education schools 
(0.2%). During the program period, the percentage of schools with a library rose from 
82.4% (8,657) to 94.1% (10,442), and the number of books per student also went up 
from 6.5 to 10.8 (See Table 4‐2).

Designation and notification of media contents harmful to juveniles

186.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publications and video contents 
determined and declared to be harmful to juveniles. This surge was most pronounced 
in the last three years due to the dramatic growth of the IT industry. The number of 
harmful Internet items declared harmful by the authorities dramatically rose from 3,537 
in 2003 to 15,314 in 2007 (See Table 4‐3).

D. Factors and Difficulties 

187. The civil rights and freedom of children are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Children can enjoy freedom of expression in school by taking 
advantage of various school communication channels such as the school website, 
newsletter, and newspaper. However, there were cases where school authorities deleted 
certain postings against the will of the author.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embedding respect for human rights into the school environment so that children’s 
views are respected and their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based on democratic 
consensus‐building. 

188. Schools founded by the Government and/or th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re prohibited from providing religious education. Private schools established by 
religious foundations, on the other hand, do include some religious components in 
their curricula, which conflicts with the child’s freedom of religious choice. Complex 
factors are intertwined with religious education, such as the founding philosophies of 
schools with religious backing and the Private School Act designed to protect the 
independence and unique nature of religious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taken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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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to be prudent in preventing forceful provision of 
religious education to children against their will.

189. Corporal punishment of students is banned in principle. The number of schools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is on the rise. The Government plans to strengthen 
efforts to completely eradicate physical punishment of students and to engender public 
condemnation of such punishment. 

Chapter V.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Art. 5, Art. 18 para. 1 – 2, Art. 9, 10, Art. 27 para. 4, Art. 20, 21, 11, 19, 39, 25)

A. Concluding Observations ‐‐ Follow‐Up

(1)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CRC/C/15/Add.197, para.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Continue to expand the number of group homes and the foster care system, in 
particular by providing greater financial support to foster families and increasing the 
counseling and support mechanisms for foster families; 
(b) Ensure a periodic review of placement of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iews and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herever possible, aims to reintegrate children into a family environment;
(c)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nd upgrade their skills and capacity to 
provide assistance to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and to vulnerable families.

190. The Government is working to expand the system of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and revise the relevant legislation to make sure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can be 
reared in a family‐like environment. Policy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to expand 
alternative means of care, such as group homes and foster families. Financial aid is 
provided to support foster homes in the form of childcare subsidy, child accident 
insurance subsidy, and home lease subsidy. 

191.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 Government has assigned 
more social workers to assist children in nee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social workers, training of social workers has been strengthened to develop 
their competencies and to regularly upgrade their expertise. There is also a plan in 
2009 for providing training to social workers to further reinforce thei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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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ansion of group homes, foster homes, and other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192. The Child Welfare Act amended in 2004 newly recognized the group home as a 
child welfare facility. Group homes provide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 home‐like 
environment where they can grow up and be protected.

193. The same Act was amended again in 2005 with the aim of extending child’s 
access to protection in a foster home. The revised Child Welfare Act sets out the 
legitimate conditions and procedures required for authorization as a foster home 
supporting center, qualifications of employees, and other criteria requisite for 
establishing such centers. 

194. Since 2006, the Government has helped foster families buy accident insurance to 
help them prepare for disease and accidents, while reducing their psychological and 
financial burden. Foster families have also benefited from subsidies for long‐term home 
rental or for settling deposit on public‐lease flats. The group homes and foster home 
supporting centers have counselors trained to assist children who need help. The 
central and local foster home supporting centers are organized into a network to offer 
more effective service to foster families. 

(b) Audit and improvement of childcare facilities

195.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supervising and overseeing the work of social 
services providers under Article 51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Public social 
services workers and/or child welfare guidance workers are mandated with providing 
guidance to and supervising child welfare facilities and/or children in need as well as 
conducting the necessary inspections. 

196. Pursuant to Article 21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ust regularly inspect, 
provide guidance, and monitor child welfare faciliti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se activities, they can determine whether the institution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or whether there are real demands for services it provides. If the 
conclusions are negative, they can take various administrative actions, such as ordering 
the facility to make amends for issues identified, terminating their services provision, 
withdrawing the commissioning of services, or even closing down the facility 
permanently.

197. Article 43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stipulates the assessment of child 
welfare facilities every three years by the MIHWFA. The conclusions from these 
assessment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Ministry oversees and ass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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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The Ministry can also transfer children from an institution to another when 
deemed necessary for their best interests. 

198. Independent from the ongoing monitoring of these institutions by the health and 
welfare ministr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05 has 
conducted a study to determine whether human rights were duly respected in these 
institutions. The findings were reflected in policies aimed at elevat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Korea.

(c) Enlarging the pool of social services providers

199. The Government has sought to expand the pool of social workers in order to 
make higher quality services available to children in vulnerable families. The total 
number of public social work officers rose from 6,977 in 2003 to 10,113 in 2007, an 
increase of 44.9%.

200. In 1993, the Government began to certify youth guidance instructors to provide 
access to professional assistance for solving juvenile problems and to promote various 
youth activities. From 1993 to 2006, 13,900 youth guidance instructors were certified. 
Similarly, the Government has certified 1,648 youth counselors from 2003 to 2007. 

201. The Government has made sure each school has a social worker and a 
professional counselor in order to elevate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s provision i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o preempt school violence as stipulated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202. Competency training for social workers in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is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The Centr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the 
provincial/municip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s, and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re responsible for the training of social 
workers employed by the Government. As for the training of social workers in private 
organizations, responsibility lies with the Korea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the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and other child welfare‐related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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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option

CRC/C/15/Add.197, para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the State party and calls 
for:
(a)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ystem of domestic and inter‐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b) Th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f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203. The position of the Korean Government regarding recommendations to require 
authorization of adoption by competent authorities and to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f 1993 were discussed in an earlier section of this report dealing with reservations 
concerning adoption. 

(3) Child Abuse and Neglect 

CRC/C/15/Add.197, para. 4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reform, to establish a 
national system for receiving, monitoring, and investigating complain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when necessary, prosecuting cases in a child‐sensitive 
manner, and provide training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in this regard;
(b) Strengthen its efforts to establish Centr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order to develop a nationwide response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where 
appropriate, support and assistance to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of family 
violence, rather than solely intervention or punishment, and which ensures that all 
victims of violence have access to counseling and assistance with recovery and 
reintegration;
(c) Establish a mechanism for collecting data o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abuse and neglect,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in order to assess properly the 
extent of these problems and design policies and programs to address these 
concerns.

204. The Government proclaimed 2003 as the first Child Safety Year and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Child Safety. In 2006, the legislation impacting 
policies on child safety was amended to broaden the defini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reporting child abuse’ to assign this obligation to more people.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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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orts were made to exp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into a nationwide child 
protection network. As for mak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cedures 
child‐sensitive, there are several ongoing efforts, including the provision of 
child‐sensitive training programs for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prosecutors.

205. To effectively stem child abuse, the Government opened more child protection 
agencies resulting in an increase from 17 agencies in 2000 to 44 in 2007. At the 
same time, online training has been provided to professionals who fall under the 
category of persons responsible for reporting child abuse. This category of people with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has been re‐defined with th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6 so that it includes the heads, teachers, and staff of 
kindergartens, the management and instructors of private learning institutes, and 
members of fire and rescue squads.

Persons responsible for reporting child abuse include: 
Teachers, medical professionals who practice medicine in medical institutions, the 
heads and the staff of child welfare facilities, persons who provide counsel, 
treatment, training and/or assistance in recuperation to disabled children in welfare 
facilities dedicated to serving people with disabilities, workers in childcare 
institutions, the heads, teachers, and employees of kindergartens, the heads, 
instructors, and staff of private learning institutes, members of rescue squads, heads 
and/or employees of assistance and counseling centers for victims of sexual traffic, 
heads or staff of   counseling centers for single‐parent families, the staff of agencies 
for protection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child welfare guidance officers, and 
public social work officers. 

206. Each year the Government publishes the report Child Abuse in Korea jointly 
with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The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report 
data on child abuse cases to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via a computerized 
database system. It comprises extensive data relating to the victims as well as to th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including demographic data, characteristics, actions taken to 
address the case, services provided, and so on, and this data has been used in 
developing and improving policies and programs for child abuse prevention. The 
following tables summarize some of the measures the Government has taken for the 
victims and th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See Table 5‐1, 5‐2).

207. Child protection agencies aid the treatment and recovery of child victims to 
violence through counseling, play, psychological therapy, learning assistance and 
after‐school services. The abusers are given child abuse prevention training, parenting 
skills training, and psychological therapy aimed at preventing recidivism. The agencies 
also help build stronger families through various services such as mentoring and 
assistance from the family supporters. In 2005, the 16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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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revamped with added facilities such as therapy rooms, classrooms, and group homes 
to offer children in need comprehensive access to protection, treatment, and education. 

208. An important amendment was made in June 200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make the legislation more child‐sensitive. In cases in which the child must testify as 
a witness during investigation and/or during trial as the victim and when there is 
concern that the child may suffer from substantial amount of anxiety or tension as a 
result, the revised Act allows the child to be escorted by a person he/she trusts either 
upon request or ex officio. When the child is under 13, the presence of such an escort 
is obligatory unless it may cause serious difficulties in the court proceedings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63‐2 and Article 221, paragraph (3)). Similarly Article 28 of 
the Child Welfare Act stipulates that if the prosecutor, the victim, or the child 
protection agency requests, the Court may permit a trusted person to sit with the child 
abuse victim when he/she is being questioned as a witness. These provisions ensure 
protection for the victims of child abuse during the criminal litigation procedure.

209.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LRTI) has a training program designed 
to educate trainees to make the investigation, interrogation, and prosecution procedures 
more child‐sensitive. The program is open to administrative staff of the Prosecutor’s 
Office, the prosecutors, and other government employees whose main responsibilities are 
in juvenile probation and correction. Trainees are engaged in human rights education, 
role play, and training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Since 2003, the 
program has been delivered to 3,227 participants in 101 sessions.

(4) Maintenance of the Child

CRC/C/15/Add.197: para. 47:
In the light of article 27 and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 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effective measures to 
enforc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based on a court order or agreements between 
parties in a manner that does not stigmatize the child or his or her custodial parent. 
For instance, the State party might consider establishing a national fund to ensure 
payment of overdue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to the custodial parent while 
enforcement measures are enacted, or introducing a system in which child support 
payments are automatically deducted from salaries of those employees with child 
maintenance obligations.

210. The Government has amended the Civil Code in 2007 to efficiently secure child 
support in case of divorce or separation of the parents by making mutual agreement 
on matters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the child, such as the financial burden 
involved, a prerequisite to consensual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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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211. Prior to the amendment of the Civil Code in 2007, issues related to child 
upbringing were ruled by the court in judicial divorces, while divorce was granted in 
consensual divorces even if parties did not agree on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such 
as custody and child support. This posed a threat to the upbringing of children and 
thus, the Act was amended to obligate parties of a consensual divorce to submit a 
letter of consent to the court addressing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including custody 
and child support. If the agreed terms are believed to go against the welfare and 
interests of a child, the court can either ask for a correction or exercise its authority 
to rule on matters pertaining to child upbringing.

B. National Programs

(1) Guidance and Responsibilities of Parents (Art. 5 and 18, para. 1~2)

212. The guidance and responsibilities of parents follow the parental authority concept 
in the Civil Code (Article 909, para. 1 and Article 912), and the same concept is 
applied to child custody (Article 837, para. 1) in the case of family disintegration.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ere enacted after 2003 to prescribe the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of parents and the 
State’s support thereof. In 2007,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were classified as 
single‐parent families.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was established in 2004, 
and livelihood support and social integration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from 
2005 to promote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lated legislation

213. The Civil Code prescribes that “parents shall have parental authority over 
minors” (Article 909, para. (1)) and “a child’s welfare and interests shall prevail in 
exercising parental authority” (Article 912). The parental responsibility to care for and 
protect children is embedded in the concept of parental authority stipulated in the Act.

214. The Government has been strengthening its policies to support guardians to raise 
children in healthy environments.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was enacted in 
2004 to prescribe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nd 
guardians to provide sound education to pre‐school children from the age of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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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Act on the Equal 
Employment of Both Genders, 90 days of paid maternity leave is guaranteed to all 
female workers as part of the Government’s initiative to foster an environment in 
support of working mothers. Also, female employe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3 
are entitled to take up to one year of childrearing leave and receive a monthly 
allowance of 500,000 won.

216. Th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aims to promote the stable livelihood, 
improve welfare of single‐parent families, and support healthy and cultural lifestyles. 
The Act prescribes the head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o establish 
Single‐Parent Family Welfare Counseling Centers for counseling and guidance on 
matters related to the welfare of single‐parent families.

217.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is to foster, maintain, 
and/or develop healthy families. To this end, the Act clearly stipulate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eople, State,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Pursuant to 
the Act,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shall formulate the Basic 
Plan for Healthy Families and conduct a fact‐finding investigation on families every 
five years, in order to identify service needs and demand. Moreover, there are various 
programs available for the support of family life, childrearing, family support. These 
programs include the programs which promote the family relationship based on 
democracy and gender equality, prevent divorce and support the divorced families. 

218.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March 2008 and came into 
force in September 2008. The Act stipulates policies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including interpretation services, legal counseling, and administrative support. The Act 
also prescribes family counseling and education for married couples, parents, and 
family life education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member, 
specifically married immigrants and children. 

Single‐parent family support

219. Single‐parent families receive childrearing allowances, free education (enrollment 
fee and tuition), access to single‐parent family protection shelters, and long‐term 
low‐rent housing, etc.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became eligible for 
government support programs when the Single‐Parent Family Welfare Act was 
amended in 2007. Other amendments include the raising the age limit of children in 
need from 20 years to 22 years of age, and providing job placement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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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220.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was enacted in 2004 and accordingly, 
the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was established. The Center developed programs to 
prevent, counsel, and/or resolve family‐related issues and to maintain healthy families. 
It also launched campaigns to promote family‐oriented culture, and provided 
information on the family life, etc.

221. There are 61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s nationwide developing tailored 
services to suit each family’s individual circumstances. A central call number, 
“1577‐9337” is used to provide counseling and assistanc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222. With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promoting stability in the lives of married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social 
integration. A variety of support programs aimed at helping multicultural families to 
successfully adapt to the Korean society and culture have been rolled out.

223. Measures to provide public assistance to multicultural families have been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ree times since 2005.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March 2008 to stipulate various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se services include the distribution of basic lifestyle information for married 
immigrants, education to help social adaptation,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hecks, 
and childrearing and tuition allowances.

224. In 2008, the Government announced policies based on each lifecycle stage of 
multicultural families. Services were designed to meet the different needs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each lifecycle stage. First, during the pre‐marriage stage 
outside Korea, prospective foreign wives are given information and counseling on the 
Korean lifestyle and their prospective Korean husbands receive education on marriage 
preparation, dealing with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s, and ethics, all of which are 
provided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ir human rights. Second, during the early 
relationship building phase after the foreign spouse has entered Korea, family support 
centers for married immigrants nationwide offer diverse programs including Korean 
language and family integration training. Also, to facilitate married immigrants’ early 
adjustment to the Korean lifestyle, news magazines are issu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related to life in Korea. Third, during the settlement and child rearing 
phase, home visits are made to provide childrearing support services, and vocational 
training, such as ICT education. Fourth, voluntary meetings of people from the same 
country of origin and mentoring newcomers are encouraged as competency building 
initiatives. Efforts are also made to develop appropriate jobs for immigrants, pro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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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al training, and assist in job searches. Throughout these stages, strong 
cooperative networks with local communities are created and public awareness raising 
campaigns are executed to support Korea’s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2) Separation from Parents (Art. 9)

225. Pursuant to the Civil Code (Articles 924~925), parental authority cannot be 
exercised when a child is removed from his/her parent(s). The Civil Code and the 
Child Welfare Act prescribe limiting parental authority when the exercising parental 
authority is harmful to the child’s welfare and interests.

Related legislation

226. Under the Civil Code, upon the request by a child’s relative or a prosecutor, the 
Court can revoke parental authority when a parent abuses his/her parental authority, or 
displays serious delinquent behavior, or for other material reasons. Moreover, upon the 
request by a child’s relative, the Court can revoke a child’s legal guardian’s right to 
represent the child in legal matters and manage the child’s property when the legal 
guardian with parental authority has mismanaged the child’s affairs and consequently, 
has put the child’s property at risk.

227. Under the amended Civil Code in 2007, visitation rights are guaranteed between 
the child and the parent who is not raising the child. However, the Family Court may 
restrict or deny visitation rights, upon the request of the child or on its own 
discretion, if it deems that restricting or denying visitation is in the child’s best 
interests.

228. The Child Welfare Act stipulates emergency measures (Article 27) and protective 
measures (Article 10) to protect children from child abuse. A representative of a child 
welfare agency or a police officer dispatched to the scene of child abuse can remove 
and protect the abused child for up to three days as an emergency measure. When 
continued isolated care is required, head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shall order 
protective measures such as placing the child in alternative child care, i.e. foster 
homes or child welfare facilities. With the child’s best interests in mind, head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may order protective measures for any child in need or 
upon request by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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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mily Reunification (Art. 10)

229. The Constitution of Korea guarantees the people’s freedom of movement. In 
respect to the family reunification of refugee children, there were 10 children who 
were given refugee status between 1994 and July 2008. Since all of these children 
entered Korea with their parents, the issue of family reunification of refugee children 
has not occurred so far.

230. A Korean national with a valid passport has the freedom to leave the country 
after following due immigration procedures. A foreign national with a valid passport 
can freely enter Korea as long as the person is not banned or denied from entry. 
Refugees may be issued special travelling documents. Leaving and reentry are 
guaranteed as long as the travelling documents have not expired.

(4) 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Art. 27, para. 4)

231. Before the Civil Code was amended in 2007, divorce was granted in consensual 
divorces even if there was no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child support, 
etc. However, the amendment now obligates parties to submit an agreement stating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lso, the Family Litigation Act will be amended to 
facilitate the recovery of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Related legislation

232. The Civil Code was amended in 2007 to obligate parents in a consensual divorce 
to submit a consent letter stating the responsibilities pertaining to childrearing. The 
consent letter must include the designation of the legal custodian, child support 
responsibility, visitation rights, etc. Furthermore, if the Family Court deems that the 
agreed terms of the parties regarding childrearing go against the welfare and interests 
of a child, the Court has the discretion to change the contents of the terms.

233. The Family Litigation Act will be amended to facilitate the effective recovery of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The amendment shall include the Family Court 
ordering the employer of the parent neglecting child support payments to deduct the 
child support amount from the employee’s wages for a set period of time and pay 
such amount directly to the child’s caretaker. Also, if the person responsible for 
paying child support does not have any income, the Court may order the party to 
provide collateral for the debt, and if no such collateral is provided, the Court may 
order a lump‐sum child support payment in full or in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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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ildren Deprived of Their Family Environment (Art. 20)

234. The Child Welfare Act was enacted to ensure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The Act prescribed a range of care and assistance including 
foster homes, welfare facilities, professional treatment, care facilities, etc. for children 
in need (due to famine, unwed mothers, stray children, runways,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from poverty, unemployment, abuse, etc). There were 21,882 children 
requiring care services in 2003, which was reduced by 47.9% to 11,394 in 2007. The 
reduction was the result of effective child protection policies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unwed mothers raising their children. Since 2003, awareness raising 
campaigns for foster care improved social perception and more children were placed in 
foster homes than care facilities. Group homes, meanwhile, quadrupled since 2003. 

Foster home

235. To promote the children’s safe and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alternative childrearing policies to place children 
living in child welfare facilities in family homes. Such alternative childrearing measure 
was carried out in full swing with th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236. When children are not able to grow up in their own families for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parent(s)’ death, unemployment, illness, child abuse, etc), 
these children are temporarily placed in foster homes to ensure that they are protected 
and raised in family environments. There were 7,565 children in foster homes in 
2003, which increased by 2.1 times to 16,200 in 2007.

237. The Government provides full support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foster 
home system. Seventeen foster home support centers were established across the nation 
in 2003, and the National Foster Home Support Center was created in 2004 to 
strengthen professionalism and public relation activities for foster care. In July 2005, 
the Child Welfare Act was amended to provide a legal framework regarding terms and 
conditions of foster parents, staff qualifications, designation criteria, work scope, etc.

238. Foster homes receive childrearing subsidy. Children in care are beneficiarie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us, receive living, medical, and education 
allowances. Since 2006, children in care have been also entitled to disability benefits 
of up to 100,000 won annually for behavioral disabilities, and in‐patient and 
out‐patient medical expenses. Moreover, if caretakers (foster parents or relatives) of 
alternative childrearing live in rental homes smaller than 85m2, the Government either 
provides key money for bigger rental housing or a down payment for public leased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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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home

239. The Government provides care to children through not only foster homes but 
also group homes. Group homes are a form of a community‐based family‐oriented care 
service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institutional care. The Child Welfare Act was 
amended in January 2004 to include group homes as one of the child welfare 
facilities. The number of group homes quadrupled from 71 households in 2003 to 276 
households in 2007. 

240. Group homes are divided into short‐term, long‐term, and treatment‐based care. 
Short‐term care is for children unable to live with their guardians or relatives due to 
financial distress, marital problems of the parents, parents’ separation, incarceration, 
child abuse, etc. Long‐term care is for child‐headed families or children placed in 
welfare facilities, and children requiring long‐term care. Treatment‐based care is for 
children experiencing maladjustment in facility care or emotional problems unsuitable 
for facility care.

241. Children living in group homes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children also receive allowance to assist their self‐reliance when they leave group 
homes.

(6) Adoption (Art. 21)

242. When children cannot be raised in their own homes, the best interests of these 
children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f possible, all efforts are made to place them in 
the care of family homes. Efforts are made to strengthen the alternative child care 
system by supporting not only foster homes but national adoptions.

243.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support to adopting families to promote 
greater national adoptions. Childrearing and medical allowances are subsidized for 
families who adopt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suffering from illnesses related 
to premature or underweight births, children who become ill due to inborn factors, etc.

244. Inter‐country adoption is divided into inter‐country adoption in Korea and 
inter‐country adoption outside Korea. For inter‐country adoptions in Korea, a foreigner 
along with a sponsor shall submit an adoption request for approval by the Family 
Court. For inter‐country adoption outside Korea, a foreigner living outside of Korea 
shall appoint the head of an adoption agency to submit a request for approval to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to take the child outside of Korea for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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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of Children Abroad (Art. 11)

245. With greater cross‐border movement, international marriages and divorces are on 
the rise in Korea. Thus, there is a need to accede to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dopted by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1980 to respond to potential threat of child abduction.

246. In 2007, there were 38,491 international marriages accounting for 11.1% of all 
marriages in Korea. The number of Korean men divorcing foreign wives increased 
from 1,611 cases in 2004 to 5,794 cases in 2007 while the number of Korean women 
divorcing foreign husbands increased from 1,789 cases in 2003 to 3,034 cases in 
2007. There is a threat of increasing illicit transfers of children abroad with such 
dramatic increase in international marriages and divorc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been performing a policy study on this subject in 2008 to formulate a policy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t has also conducted a fact‐finding investigation in 
Vietnam and Cambodia regarding international marriages.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reviewing the possibility of signing the Hague Convention as well as bilateral 
agreements with relevant countries to protect children.

(8) Child Abuse, Neglect,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Art. 19 and 39)

247. Child abuse is the most typical form of infringing the right of a child.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programs in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e Child Welfare Act (Art. 29) prohibits child abuse, 
which is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In particular, additional penalty is applied to 
repeat offenders of child abuse.

248. The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amending relevant laws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abused children and prevention of child abuse. Major amendments to 
protect the child’s best interests include restricting the parent from exercising her/her 
parental authority when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s welfare, and 
ordering a child to be placed in protective care among others.

249.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was amended in 2006 to effectively respond to sexual crimes and protect child 
victims. The amendment newly added a provision to address and punish the rape of 
minors under the age of 13. Als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was amended to publicly disclose the identities of sex offenders as well 
as to restrict their employment. The personal records of repetitive offenders who were 



280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sentenced to confinement or more are entered in a public database to be stored for 
ten years and viewed by the heads of education institutions catering to victims, 
guardians, and children. Also, sex offenders are banned from seeking employment in 
kindergartens, schools, and teaching institutes for ten years. Moreover, prosecuting 
child sex offense is now possible without the official legal action by the victim so 
long as there is consent from the victim.

Child protection agency

250. There are 44 child protection agencies in Korea as of 2008, a steady growth 
compared to 20 agencies in 2003. The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with its support 
for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programs, and to exp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with a priority given to establishing agencies in cities, townships (“gun”), and 
ward (“gu”) with no child protection agency presence.

251. Child protection agencies receive reports on child abuse through the “129” call 
center of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child counseling 
hot‐line “1577‐1391,” police departments, email, letters, and visits. Agencies participate 
in child abuse cases to provide appropriate services. Services for child victims include 
individual and group therapies, in‐patient and out‐patient treatment, play and art 
therapies, family therapies and others. Families with abused children receive family 
support services and other welfare services such as support from social welfare 
centers, and basic livelihood allowances. 

252. The Government sponsors a wide range of public awareness campaigns to 
educate the public on the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and to encourage the 
public’s participation in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s. It also employs print, 
broadcast, and on‐line media to support the early discovery of child abuse. Trainings 
for people responsible for reporting child abuse have been strengthened including 
cyber‐education to better recognize child abuse cases.

253. The Government operates two 24‐hour hotlines: “1577‐1391” and Ministry of 
Welfare’s “129” call center. The hotlines receive reports on child abuse, conduct site 
visits, and provide other services. It also supports the organization of local community 
network to prevent child abuse and treat victims of child abuse. 

Sunflower Children Center and One‐Stop Support Center

254. There are three Sunflower Children Centers in operation since 2004 to help 
children under age 13 and/or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have suffered sexual abuse. 
Medical professionals, child psychologists, lawyers, professional sex counselors provide 
support to these Center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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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have operated 15 One‐Stop Support Centers for abused women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across the nation since 2005 to provide a one‐stop service to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school violence and sex trafficking. Both Centers offer 
comprehensive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medical, investigative, and legal services 
regarding physical and psychological damages. The Centers’ efforts are backed by 
other centers such as the National Youth Shelters, sex trafficking victims help centers, 
rehabilitation centers, youth counseling centers, etc.

(9) Review of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Art. 25)

255. The Government guides and oversees child welfare facilities through social 
welfare and child welfare public servants.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issue guides 
and orders to childrearing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Als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any human rights 
violation in child welfare facilities.

Related legislation

256. Pursuant to Article 7 of the Child Welfare Act, child welfare officers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guiding and supervising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looked 
after children. When deemed necessary,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or heads of provinces, municipalities, counties, or ward offices can instruct 
related public servants or child welfare officers to investigate and question children or 
related persons at child welfare facilities. Child welfare facili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conduct a minimum of one surveillance audit on 
child welfare facilities.

257. Pursuant to Article 41 of the Infant Care Act,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or head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can instruct operators 
of childrearing facilities to provide reports on their facilities or have related public 
servants investigate the operations of such facilities as well as inspect their 
bookkeeping records and other documents.

258. Pursuant to Article 51 of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heads of related 
institutions can guide and supervise the work performed by the operators of social 
welfare services. When deemed necessary, operators are ordered to submit progress 
reports and/or other related documents. Also, public servants can inspect and/or 
investigate the offices or facilities of social welfare. 

259. Any person who has been subject to human rights violation or discriminatory act, 
and/or any person who has information of such violation or discrimination may sub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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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tition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f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nd/or the matter is deemed to be serious, the NHRCK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claim. The NHRCK can investigate government agencies,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and detention and protection facilities. Child welfare 
facilities stipulated in Article 16 of the Child Welfare Act are also subject to the 
NHRCK investigation.

Child Welfare Act, Article 16 (Child welfare facilities)
Childrearing facilities, temporary child protection facilities, child protection & 
treatment facilities, youth vocation training facilities, pathway plan facilities (to help 
young people move from living in care to independent living), short‐term child 
protection facilities, group homes, local children centers.

C. Statistics

Children in need and measures for their protection

260. Children in need are unable to receive care in their homes due to famine, unwed 
mothers, etc. They also include stray children, runaway juvenile delinquents, children 
who require care due to family poverty, unemployment, child abuse, etc. There were 
21,882 children in need in 2003 which gradually decreased to 11,394 children in 
2007. There has been a 47.9% drop in the course of five years (See Table 5‐1).

261. The number of looked after children between 2003~2007 shows that there were 
more children placed in care facilities than care homes. However, the number of 
children in care homes surpassed the number of children in care facilities from 2006 
(See Table 5‐2).

262. Before foster care was introduced, the majority of looked after children lived in 
child welfare facilities. Out of the total number of looked after children, 93.1% of 
children live in childrearing facilities (See Table 5‐3).

National adoption

263. National adoptions accounted for 40.6% of total adoptions in 2003 and remained 
at similar levels until 2006. In 2007, however, national adoption increased to 52.3% 
due to efforts made to promote it (See Table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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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idences of child abuse and reports filed

264. The number of child abuse incidences reported to child protection agencies 
nationwide amounted to 2,921 cases in 2003. Reporting doubled in five years to 5,581 
cases in 2007. This is the result of increasing the number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from 20 to 44, public awareness raising campaigns aimed at preventing child abuse, 
and reporting of child abuses that would have previously gone unreported. While 
physical abuse cases are declining, psychological and sexual abuses as well as cases 
of neglect are increasing (See Table 5‐5).

265. The number of cases reported by people who have reporting obligations for child 
abuse increased by two times from 1,029 cases in 2003 to 2,283 cases in 2007 
signaling a positive improvement in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need to report child 
abuse (See Table 5‐6).

D. Factors and Difficulties

266.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home‐based care for children by supporting 
national adoptions and foster homes. The national adoption rate is increasing thanks to 
the improved social perception on adoption and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The introduction of the full‐adoption system in 2008 has laid the foundation for an 
all‐out implementation of the approval‐based adoption. Currently, except for full 
adoption cases, other regular adoptions require only reporting by related parties.

267. The relevant act prescribes follow‐up measures to adoption. For national 
adoptions, however, follow‐ups and surveillances are not properly carried out due to 
the confidential adoption process. For inter‐country adoptions, a range of services are 
available to invite the adopted children to Korea, provide Korean language lessons and 
materials about their country of origin, etc. However, the relevant statutes do not 
clearly stipulate o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by the adoption institution regarding 
the adopted children, birth parents, and adopted parents, legal basis of reuniting 
separated families, and funding for inviting inter‐country adopted children to Korea, 
etc.

268.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its system to prevent child abuse by 
establishing a dedicated department responsible for children’s safety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Also, in order to encourage greater reporting of child abuse, the 
scope of people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heads 
and employees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Moreover, the Government is looking into 
imposing fines on any person who is in non‐compliant to the reporting oblig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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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VI: Basic Health and Welfare
(Art. 6, para. 2, Art. 23, 24, 26 and Art. 18 para. 3, Art. 27 para. 1~3)

A. Concluding Observations – Follow Up

(1) Health

CRC/C/15/Add. 197, para. 4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crease to a significant level the funding allocated to health and establish 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 so that low income families may have access to 
health systems at no cost;
(b) Take steps to encourage and educate mothers on the benefits of exclusive 
breast feeding of infant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and adopt a national code on 
breast feeding;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unteract any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of women who breast feed their children;
(d) Undertake a study of adolescent health with a view to developing a 
comprehensive adolescent health policy that addresses, inter alia, education on 
HIV/AIDS and othe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 problem of smoking and 
drug abuse amongst teenagers as well as other relevant issues.

269. The Government has been encouraging breastfeeding to secure the child’s right to 
health and to foster a society that guarante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breastfeeding 
women since 2003. Accordingly, the Study on Korea’s Fertility and Family Health & 
Welfare in 2006 reported that the incidence of breastfeeding increased from 16.5% in 
2003 to 24.2% in 2006. Also, recent surveys have motivated the Government to 
develop strong policies to counter drinking and smoking, and to implement AIDS 
awareness‐raising and prevention training programs.

(a) Health budget and better access to healthcare

270. The health budget increased steadily to guarantee the right of its citizens, 
including children, to health. The healthcare budget is part of the Government’s 
general account budget to which 614.4 billion won was allocated in 2003, 663.2 
billion won in 2004, 422.7 billion won in 2005, 216.5 billion won in 2006, and 3,502 
billion won in 2007. The budget decreased in 2005 and 2006 when the healthcare 
business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but significantly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285

increased in 2007 when the health insurance budget was integrated into the healthcare 
budget.

271. Medical Aid is part of Korea’s Health Security System which aims to address 
healthcare‐related challenges of low income families and improve their quality of 
health. Funded by taxpayers, Medical Aid provides medical services to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ognized incomes below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to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or chronically‐ill patients of the near 
poor (recognized incomes amount to less than 120% of the minimum cost of living). 

(b) Promotion of breastfeeding

272. Concerned over the declining incidence of breastfeeding with growing 
participation by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the Government launched a range of 
public awareness campaigns and advertisements to encourage and promote 
breastfeeding. The Study on Korea’s Fertility and Family Health & Welfare in 2006 
revealed that the incidence of breastfeeding increased by 7.7% from 16.5% in 2003 to 
24.2% in 2006.

273. Programs to encourage breastfeeding were developed to stress its importance, 
advantages, accurate method, etc. The Government has also been encouraging the 
practice of new mothers rooming‐in with their newborns to ensure that the first 
breastfeeding experience takes place within 30~60 minutes after birth, and local clinics 
are offering various training and counseling services to educate the proper ways of 
breastfeeding.

274. Since 1992, UNICEF has been working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o designate medical institutions that proactively support breastfeeding as 
members of the Baby Friendly Hospital Initiative (BFHI). There are 55 baby friendly 
hospitals in Korea as of 2008.

275.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the installation of breastfeeding or lactation 
rooms at workplaces and public facilities. Seventy‐three institutions out of 203 public 
institutions had lactation and/or breastfeeding rooms or female employee 
lounge/lactation rooms as of 2007. The installation rate increased by 17.6% to 35.9% 
compared to 18.36% in 2004.

276. Article 75 of Labor Standards Act prohibits unfair treatment towards 
breastfeeding employees. The Article prescribes that an employer upon request shall 
grant thirty minutes or longer paid nursing break twice a day to those female workers 
who have infants under the age of one. Support for breastfeeding was includ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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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15/Add. 197, para. 5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arising from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1997,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96, 
annex):
(a)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mbat the culture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rough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campaigns aimed 
at parents, children, teachers and the general public;

Government’s Workplace Supervision & Inspection Checklist and surveillance is carried 
out regularly.

(c) Prevention of smoking and AIDS

277. The Government surveyed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2007 to 
develop programs to discourage children and teenagers from smoking and/or using 
harmful substances, etc. Since 2006,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the 
Smoke‐free Clean School project, fostering professional trainers and mentors at local 
offices of education (LOE), schools, and clinics.

278. Concerned about the falling age of first time smokers, the Government produced 
two animation films to educate children on the dangers of smoking and distributed 
them to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s nationwide in 2006. The Government has 
also encouraged teenagers to voluntarily sign up on the on‐line non‐smoking campaign.

279. For AIDS prevention, Korea Federation for HIV/AIDS Prevention, an NGO, is 
grooming children to serve as public relations ambassadors of AIDS prevention 
campaigns. Through voluntary and continued awareness‐raising trainings, a new 
generation of children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safe sex to preven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HIV/AIDS. 

280.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with AIDS‐related NGOs, local governments, 
clinics, and secondary schools, etc. to implement AIDS prevention trainings and 
awareness‐raising campaigns. Providing accurate information on AIDS eliminates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d thus,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promoted 
activities designed for such purposes. In 2007, the Government launched the on‐line 
‘Head to Heart’ campaign and re‐aired ‘This Is My Friend’, a public service 
announcement that aired on TV in 2006.

(2)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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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ndertake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those currently not attending school, which assesses their educational 
needs and access to education and other social services;
(c) Expand existing programmes aimed at improving the physical acces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ublic buildings and areas, including school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and increase the number of integrated education programmes at pre‐
primary,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levels.

281.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in 2007 and has been 
implementing a range of promotional activitie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Government has also regularly surveye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built barrier free facilities to enhance their physical access to public 
facilities and schools since 2003. In particula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strengthened remedial measures for discriminatory acts by 
setting up disability discrimination committee to redress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Furthermore, the Government’s key policy agenda includes promotion of 
integrated education catering to the unique development need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us, the Government has been establishing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and dispatching special education instructors, etc. 

(a)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282. In 2007,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has endeavored to 
eliminate discriminations against and improve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Korea’s accession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mong other endeavors.

283.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defined the scope of discriminatory acts including direct 
and indirect discrimination, refusal to provide legitimate accommodation, discriminatory 
advertisements, disability‐based violence, etc. The scope also includes interfering with 
the rightful use of a guide dog or an auxiliary aid by a person with disability, and/or 
by a parent or guardian of a child with disability, or any person reasonably 
recognized to offer assistance to a person with disability. Notwithstanding the defined 
scope, the Act prescribes that no discrimination shall be found if refraining from any 
of discriminatory acts would incur excessive burden or undue hardship, or would be 
inevitable due to the nature of particular tasks or business operations. Also, affirmative 
measures to accomplish genuine equal rights for and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shall not be deemed as discriminatory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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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The Act prescribed six sections to cover areas where persons with disabilities 
could encounter discrimination: Employment; Education; Provision and Use of Goods 
and Service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Services and Political Rights; 
Motherhood, Fatherhood, Sexuality, Etc.; and Family, Home, Welfare Facilities, Right 
to Health, Etc. Furthermore, the Act has a separate chapter to address 
anti‐discrimination and relief against women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light of 
the growing number of women with disabilities and increasing burden posed to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285. Children who are discriminated on the basis of their disabilities can file a 
petition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the NHRCK did not have any means to enforce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 to correct any discriminatory act in the case of 
non‐compliance. The Act has also introduced a wide range of remedial measures for 
non‐compliance such as the power grant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o issue remedial 
order for an injury of discrimination believed to be extensive and to have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interest, and to impose a fine of up to 30 million won.

286. The Act has an article on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a 
discriminatory act which divides the burden of proof to both the plaintiff and 
defendant in consideration of the difficulty experienc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ccessing information and the uniqueness of a discriminatory act in dispute. The Act 
provides real relief to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ther words, if 
the court finds discrimination against a victim, the court may order appropriate relief 
measures for a discriminatory act before reaching a decision, including discontinuance 
of such discriminatory act. Also, if the court finds that a discriminatory act has been 
committed and such act was malicious, the court may sentence the discriminator to an 
imprisonment of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monetary penalty not exceeding thirty 
million won.

(b) Comprehensive survey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287. The surve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2005 was far more comprehensive to 
go beyond simply reporting the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t conducted 
individual interviews and checked the status of the disability criteria, household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The study 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cused on the current utilization and demand for childcare services, school enrollment 
and non‐enrollment status, usage and demand for rehabilitation services (physical 
therapy) etc. The comprehensive survey was previously scheduled to be conducted 
every five years but the interval was shortened to three years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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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mproved physical access and integrated education

288. Pursua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 Guarantee of Access for the Disabled, 
the Aged and Pregnant Women to Facilities and Information,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a wide range of convenient facilities at public buildings and facilities 
to ensure safe and convenient access and ease of use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289. School facilities and its environs were overhauled and full‐day classes at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after‐school classes in regular schools have been in operation 
since 2005.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5‐Year Special School Modernization Plan 
in 2004 and newly built or upgraded aging facilities in 40 special schools in 2004, 53 
schools in 2005, and 30 schools in 2006. In 2007, 35 schools were renovated.

290. The Government formulated and implemented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1998~2002) to guarantee the right of disabled 
children to education and to increase services tailored to their needs. In 2003, the 
Government formulated the second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pecial Education (2003~2007). According to this plan, it implemented policies to 
expand education opportunities for disabled students, laid the foundation for integrated 
education, expanded support services for special education and expanded the disabled 
students’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etc.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implemented projects to raise social awareness by creating and distributing educational 
materials and organizing diverse events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91. Integrated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s provided at special and 
regular classes in regular schools. To guarantee the right of disabled children to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dispatched special education instructors to both special 
and regular schools to safeguard these children to support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nd manage problematic behaviors, etc.

292. The Government dispatched 2,400 special education instructors in 2006 and 
additionally assigned Military Public Service Personnel as special education assistants. 
There were 4,000 paid special education instructors and 1,222 Military Public Service 
Personnel in 2007, and more will be gradually dispatched in the future.



290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B. National Programs

(1) Survival and Development (Art. 6, para. 2)

293. The Government is building an efficient system to prevent and assist in the 
incidence of missing children. Since 2003, the Government has sponsored Dream Start 
project , Priority Areas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social adaptation projects 
for children of displaced North Korean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other projects.

Related legislation

294.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was enacted in 
2005. There is an average of 3,000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reported 
missing every year, of which some go missing for a prolonged period posing a 
serious problem to society. Thus, the Act aims to alleviate physical, psychological and 
economic sufferings of the missi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to prevent or find 
missing children by creating an efficient system.

295.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as enacted in 2008. Multicultural families 
(immigrant spouses and their children) face challenges in social maladjustment, family 
discord, children’s education, etc.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Thus, an 
institutional framework was developed to provide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interpretation, legal counseling,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help multi‐cultural 
families to lead more stable lives and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National Center for Missing Children

296. As prescribed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Children was established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missing children, facilitate in their early discovery and 
return, and assist the returned children’s reintegration into society.

Center for Missing Children and National 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

297. As prescribed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th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Children and the National Hot‐line Service 
(#132) were set up to quickly and efficiently manage the reporting, processing, and 
data entry of missing children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children placed in 
shelters temporarily awaiting identification and families looking for missing children, 
DNA samples are taken and the DNA information is entered into the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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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itute of Scientific Information database to facilitate the early return of children to 
their families.

Dream Start project

298. Since 2007, the Government has been sponsoring the Dream Start project to 
effectively respond to increasing child poverty caused by family disintegration. The 
project aims to increase social investments to prevent children from getting stuck in 
the poverty trap and support individual child’s capacity building to guarantee equal 
opportunities for impoverished children. For this end, health and welfare partnerships 
are established with local hospitals, clinics, private education institutes, and social 
welfare centers to provide a full range of customized services catering to individual 
needs and circumstances of children living in poverty.

299. The Dream Start project targets pregnant women and children from the age 0 to 
12 of families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nd the near poor group 
living in the areas designated as poor communitie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low 
income households. The Government provides services to 300 persons per community 
in such designated areas. The Project’s budget increased to 9.8 billion won in 2008 
from 5.1 billion won in 2007.

Priority area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300. The Government has been designating priority areas for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since 2003. Students of low income families receive support for school 
tuition and a wide range of education, culture, emotional development and welfare 
programs. In addition, educational and childcare programs are available for infants and 
pre‐school children. The program was designed to improve children’s learning abilities 
helping them to achieve higher levels of learning and encourage positive attitudes to 
deter problematic behaviors. Children can also receive after‐school tutoring at schools 
and local children’s centers. To help parents who work late, childcare services are also 
available for after school for lower grade students of low income families.

301. Since conducting eight pilot projects in 2003, the Government has serviced 15 
locations in 2005, 30 in 2006, and 60 in 2007 under the program. The program offers 
more than school‐based services by successfully networking with local offices of 
education, local governments, private welfare institutions, civil society, etc. The 
Government will conduct a comprehensive evaluation on the Project’s performance 
during the past five years and decide whether or not to further expand servic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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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support for children of displaced North Koreans and multicultural families

302.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assistance to children of displaced North 
Koreans and multi‐cultural families to help their integration into the Korean society. 
The Rainbow Youth Center was established offering educational and cultural programs 
to improve the children’s Korean proficiency and understanding in other school 
subjects. The Center also engages children in a variety of cultural experiences.

303. Children of displaced North Koreans (also referred to as saeteomin in Korean) 
feel alienated and face many challenges in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including 
the education system due to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The Government aims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se children to 
assimilate by serving their educational needs and in so doing, lay the foundation for 
them to grow up to be healthy members of the Korean society. These children have 
received initial social adjustment training at Hanawon after entering South Korea and 
are assigned to the Samjook Elementary School or Hankyoreh Middle and High 
Schools. These special schools were established to meet the needs of the growing 
number of settlers from North Korea since 2000.

Childcare subsidy

304. With greater social participation of women and low fertility, the Government has 
been subsidizing childcare to ensure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Childcare is partially or fully subsidized for young 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 
from low income families. Free childcare services for children over the age of five 
from families below a certain income level are also available to better prepare them 
for elementary schools.

305.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special needs of disabled children. It has been 
providing free childcare services for them to alleviate their guardians’ financial burden 
in childrearing and to facilitate their social integration.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

306. The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 was developed in 2006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for young children and to support their well‐rounded growth and 
development.

307. The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 covers six courses: Basic Activities, Physical 
Exercise, Soci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Nature Exploration and Arts. Age 
groups (children under the age of 2, 2 year‐olds, and 3~5 year‐olds) are assign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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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course, which is then divided into subgroups to better meet the differences in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and individual abilities.

New Kindergarten Education Curriculum

308. The Kindergarten Education Curriculum was first published in 1969 and after 
several revisions, the Sixth Kindergarten Education Curriculum was announced in 
2007.

309.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7 shall be in force from 2009 covering five 
courses: Health, Social Studies, Expression, Language, and Science. Each course is 
divided into Level 1, Level 2, and Common Level catering to the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in pre‐school children from the age of 3.

(2)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t. 23)

310. The five‐year policy development pla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as 
announced in 2008 to strengthen childcare, welfare, and education of disabled children. 
Since 2003, the Government has revamped applicable laws including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Protection of Their Rights 
and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Disabled Persons to provide legal basis for welfare 
service and educational assistance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improve childrearing 
environment and living conditions, familie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been 
receiving disability‐related allowances and childcare services. Moreover, tuition is also 
subsidized to ensure equal opportunity to education and alleviate financial burden.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were established nationwide under local offices of 
education in 2005 to guarantee the disabled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and to 
expand the coverage of integrated education.

Related legislation

311.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Disabled Persons was enacted in May 2007 to 
provide an integrated educational environmen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in need of special education. The Act also aims to assist disabled children’s 
pursuit of self‐realization and social integration by offering education designed to meet 
different needs in special education and different degrees of disabilities.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on the Disabled

312. The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on the Disabled (2008~2012) 
was announced in August 2008 to respond to the different causes of disabilities,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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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verse needs of the disabled, and to raise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to the level of advanced countries. Following the first (1998~2002) and the 
second plan (2003~2007), the third plan’s main objective is to develop and implement 
user‐oriented policies.

313.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expan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mily 
support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on childrearing and temporary care, are provided 
for the caretakers. In addition, the support for maternal and child health was 
strengthened to prevent inborn disabilities and improve access to medical services. The 
Government is also planning to introduce the Special Pens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provide livelihood allowances to disabled children in the event of their 
parents’ old age or death.

314. The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the environment in which disabled children 
are nurtured and alleviating the families’ financial burden by subsidizing the additional 
expenses incurred in their upbringing. The financial assistance is provided to the 
parent or guardia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der the age of 18 who either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or are in the near poor group.

Childrearing assistance for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315. The childrearing‐related assistance has been available for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since 2007. The childcare services offer respite to families constantly 
challenged in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relieve financial burden and 
strengthen family stability. The program targets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who 
have developmental and mental disabilities.

316. Since 2007, the Government has been dispatching childcare helpers to provide 
childcare services including commuting assistan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program is designed to alleviate the burden of parents in having to personally be 
responsible for the disabled children’s commute to childcare facilities.

317. As prescribed under Article 38 of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education‐related expenses for children of disabled 
persons. While challenged by limited employment opportunities compared to 
non‐disabled peers, low income households headed by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ur 
relatively higher indirect costs including medical, transportation, and assistive 
device‐related expenses. Therefore,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ims to reduce 
the economic burden for households with disabled persons by guaranteeing equal 
opportunity to education for the children. The education subsidy covers tuition, 
textbooks, supplie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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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318.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 prescribes integrated 
education, compulsory education, non‐discrimination,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children receiving special 
education, and education services for young disabled children. Also, the Act offers 
guidelines for special schools, special classes at regular schools, and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319.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assist disabled children in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and students who are eligible for but currently do not receive special 
education. The Centers also research and develop support programs and assistances in 
special education. Since launching 26 pilot centers in 2001, all local offices of 
education across the nation have been operating their centers from 2005.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Disabled Persons, etc
∙ Article 11 (Establishment & Operation of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1) 
The Superintendent shall have local offices of education establish and operat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s to facilitate early identification of candidates of 
special education, evaluate those candidates, manage information, conduct special 
education training, support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provide service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conduct roving education, etc.
2.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as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located in an area that offers convenient access to users of special education.

320. The Government has dispatched one special education instructor and one therapist 
each to 18 locations in the rural areas in 2005 to vitalize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Education Support Center. It has been increasing the number of teachers every year to 
service 60 locations in 2006 and 76 in 2007.

321. The Government has been subsidizing tui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he learning materials and school meals to improv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lso, the Government provides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such as school operation expenses, transportation allowances, field trip fees, etc

322. The Government has be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dormitories in special 
schools for the convenience of students eligible for special education, while also 
operating commuting buses to provide easy acces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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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althcare Service (Art. 24)

323. Since 2003, the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prevent infant mortality and 
underweight newborns through projects aimed at improving maternal and infant health.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healthy development of children by strengthening 
health screening and vaccination of young children. It has also bolstered health 
screening of persons who do not have easy access to medical services. In addition, 
the School Welfare Act was amended in 2007 to improved health checks performed at 
schools and strengthen health education by including health subjects in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has been offering counseling to 
promote children’s mental health and has consolidated the functions of the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Counseling Center to prevent and treat Internet addiction. 

Health screening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324. Health screening aimed at young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was introduced in 
2007. Better tracking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on young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were made possible with this program, which has enabled the 
Government to provide a more appropriate training program for parents and guardians. 
Unlike the annual health screening for adults, health screening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re conducted on a monthly basis in view of their rapid growth and 
development.

Infant and maternity health

325. The Government sponsored infant and maternity health project aims to improve 
their health so as to prevent infant and child mortality and disabilities, and to build a 
healthier society for mothers and children. The project includes diverse activities to 
support healthy pregnancy and delivery, regular medical check‐ups, and efforts to 
prevent premature birth and inborn disabilities.

326. The Government has been strengthening its health policies for pregnant women. 
A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und that infant 
mortality decreased from 7.7 infants out of every 1,000 infants in 1996 to 5.3 infants 
in 2002. Maternal mortality has also fallen from 0.011 persons out of every 1,000 
mothers in 1995~1996 to 0.006 mothers in 2002~2003.

327. The goal of the Government is to reduce infant mortality to 3.7 infants by 2010. 
Therefore, policies were introduced to promote improved maternal healthcar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to prevent the birth of high risk infants. The policies include a 
recommendation to have a minimum of 7 medical check‐ups during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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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In order to reduce the incidence of disabilities, the Government has been 
screening for the inborn error of metabolism (IEM) to expedite the early detection and 
treatment of inborn disabilities including mental disabilities.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are entitled to government support for specially prescribed powdered milk and 
medical expenses, when diagnosed with inborn error of metabolism. Also, the 
Government has been subsidizing medical expenses for premature babies and newborns 
with IEM.

329. The Government has been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delivered to 
babies born prematurely by gradually expanding its annual support for the operation 
and procurement of required facilities and equipment. Since 2008, it is financing the 
installation of 10 additional beds in the dedicated newborn treatment wards at local 
state university hospitals.

Support for dietary supplements

330. The weight of a newborn indicates the state of an infant’s health in the womb, 
and any newborn weighing less than 2.5 kg is regarded as underweight. The birth of 
underweight infants has been declining while normal or overweight infant births have 
been increasing thanks to the improved nutrition of pregnant mothers and heightened 
interest in fetal health.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dietary supplement 
support projects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e of pregnant women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5.

Contagious diseases monitoring system

331. The Government has been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related to 
contagious diseases to quickly and accurately predict an outbreak of an epidemic. 
Thus, it has been operating a monitoring system for contagious diseases with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school nurses, ophthalmologists, pediatricians and others. The 
monitoring system operates similarly to the statutory reporting system for contagious 
diseases administered by public and private medical institutions.

332. The government sponsored vaccination programs abide by the provisions of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Diseases Act to designate and manage contagious diseases 
subject to vaccination. Thus, all registered infants and young children are entitled to 
receive vaccinations. The Government also implements vaccinations at schools to 
strengthen school children’s immune defense system and promote their healthy 
development.

333. As part of the national tuberculosis management program, the Government seeks 
to increase the number of people who receive BCG vaccination. Thus, it h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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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forcement decree for the prevention of tuberculosis to improve the effect of the 
vaccination by shortening the period of inoculation from within 1 year from birth to 
within one month.

Health insurance system

334. From January 2006, the Government has exempted the 50% out‐of‐pocket medical 
expenses for in‐patient care of children under the age of 6. From August 2007, 
out‐of‐pocket expenses for out‐patient care for children have been reduced to 70% of 
that of adults. Furthermore, continued improvements have been made in the area of 
children’s health and welfare with free health screening for infants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from November 2007.

Health screening for pre‐school children

335.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regular health screenings and health 
education of pre‐school children. Health screening is conducted for pre‐school children 
over the age of 3 in child welfare facilities, group homes, child headed households 
are also implemented.

Health management of school children

336. The Government amended the School Health Act in 2007. The key revisions 
include greater support to improve student health by expanding the scope of oral 
check‐ups, education aimed at preventing problematic behaviors, and overhauling of 
health education section (the health subject to be included in the school curriculum).

337. According to the School Health Act, health education should not only deal with 
the improvement in students’ physical growth, disease prevention and treatment, drug 
abuse prevention, but also include sex education and student drinking and smoking 
prevention to counter the sharp increase in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Schools 
are obligated to hire health teachers, and smaller schools may hire roving health 
teachers. Also, oral check‐ups have been expanded to include all elementary school 
students.

338. The health index was developed using the morbidity data collected through the 
annual Student Health Screening and Healthy Behavior Survey. In 2005, the 
Government conducted the Youth Healthy Behavior Survey on 60,000 students from 
800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country.

339. The new School Health Screening system was introduced from 2006 and has 
been instrumental in developing a more accurate index on disease inciden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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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development through screening of the students’ health via professional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The past practice of school commissioned doctors performing 
health checks on the entire student body every year has been replaced by check‐ups 
carried out in hospitals every 3 years from enrollment.

Children’s hospital

340. The Government formulat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Public Healthcare 
Expansion and has been promoting the establishment of children’s hospitals tailored to 
children’s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Plan paved the way for the 
Government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children’s hospitals at 4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by 2010 to increase the number of children’s hospitals nationwide from the 
current ten. The selected university hospitals will construct a dedicated children’s 
medical system equipped with 100 to 150 beds.
Mental health promotion

341. The state of children’s mental health has increasingly deteriorated with the list of 
issues growing to include ADHD, on‐line game addiction, school violence, learning 
disorder and others.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shifted its policy focus from 
addressing chronic and severe mental disorders in adults to improving children’s 
mental health. Starting with 16 mental health centers in 2002, there are currently 32 
centers nationwide providing mental health services.

342. The onset of mental disorders usually affect youth in their late‐teens, and early 
detection, treatment, and preventive efforts are critical in dealing with major mental 
health issues, as the affected persons live with their disorders throughout their lives. 
The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the school‐based 
early‐detection programs for mental health currently implemented for students in 1st 
grade, 4th grade, 7th grade and 10th grade.

Prevention of Internet addiction

343. Korea became a global IT leader thanks to the strong government policy support 
for its IT&T industry. With the current IT infrastructure, child Internet penetration is 
at 98%. However, addiction and other serious side effects are caused due to the 
excessive use of the Internet and on‐line games. Also, there has been a rise in 
damages from compulsive on‐line shopping which has become a major source of 
family conflict.

344.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its response to children’s addiction to the 
Internet due to the severity of the damages caused by such addiction. The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has been operating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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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ction Prevention Counseling Center since 2002. With 700 professional 
tele‐counselors trained by the Center, it provides free counseling, implements 
preventive activities, and produces statistical information reports based on its annual 
Internet addiction surveys. The Center has also developed a diagnostic tool to assess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and counseling (treatment) program distributing them 
to counseling agencies across the nation.

345. Led by the Youth Counseling Support Center, the Government provides 
counseling services for Internet addiction. From 2005, the Government has been 
designating partner medical institutions that specialize in treating Internet addiction, and 
counseling and therapy programs are implemented through its local network of youth 
support centers and mental health centers. The Government set up a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for Internet addiction for high risk teenagers in 2007. PR events 
were organized to prevent Internet addiction by using subway electronic signboards, 
Internet, and websites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 nationwide campaign entitled 
e‐Media Diet was also carried out. The Government plan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from the private professional services and develop an array of 
user‐oriented treatment programs.

(4) Social Security and Child Protection Facilities (Art. 26 and Art. 18, para. 3)

346. Multicultural families raising children have been entitled to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from 2007. After‐school programs and local children’s centers have 
provided diverse education and welfare services. The 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adopted in 2007 aims to better prepare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for 
adult life. The Government enacted relevant laws to support childrearing of working 
parent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347. As prescribed by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the Government 
provides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llowances by selecting eligible persons for 
assistance: persons who have no person supporting them, or if any, such person is 
unable to provide support; and also persons who has no access to support from 
anyone but whose recognized income is less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348. In 2008, an average monthly allowance of 321,000 won per person was paid, 
which includes living, housing, educational, and medical benefits. In particular, 
foreigners raising minors of Korean nationality have also been entitled to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from 2007 in order to eliminate the blind spot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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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or low income single parents

349. As prescribed under the Single Parent Family Welfare Act,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to single parent household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to ensure the families’ stable livelihood and independence. The Government 
has been subsidizing high school admission and tuition fees of students from 
low‐income single‐parent households. Also, childrearing support of 50,000 won every 
month is provided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6 to promote healthy development 
and stable livelihood.

Local children’s center and after‐school programs

350. The Government has been sponsoring local children’s centers and after‐school 
programs to provide equal childrearing and education opportunities for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351. Local children’s centers have partnered with adults in the respective communities 
to deliver comprehensive child social services for their healthy development by 
providing for their care, education, healthy play and entertainment, etc. A local 
children’s center guarantees a child’s rights within its respective community, provides 
safe protection, free meal service, and performs educational functions such as 
improving children’s learning abilities and alleviating challenges in school adjustment. 
Moreover, it provides a variety of cultural experiences to culturally‐marginalized 
children.

352. After‐school Academy is a comprehensive program aimed at youths of 
low‐income working parents or single‐parent households who are left without adult 
supervision after school. Neighborhood youths facilities offer programs to improve 
students’ learning abilities, a variety of activities to explore and develop hobbies. It 
also provides meals, health management and counseling services, etc.

353. After‐school Project has been in operation from 2006 and provides education and 
childrearing opportunities tailored to the needs of children. In principle, the student 
has to pay for the After‐school programs but the Government has provided subsidies 
for these programs targeting rural areas and low‐income families to narrow the 
education divide.

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354. The Government recognized the need to support the initial costs related to 
starting adult life, such as college tuition, job hunting, business start‐up, housing 
expenses, etc.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the Chil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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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 and provides matching funds for savings accounts of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Since its launch in August 2008, more than 28,000 CDA accounts have been 
created.

Family‐friendly social policies

355. The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December 
2007. The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refers to an environment in which there 
is a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lif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child rearing 
and family support is shared by the society. 

356. The Government, therefore, has introduced flexible working hours, support for 
childbirth, childrearing, and education, family livelihood support and worker assistance 
programs. The Government is also committed in building family‐friendly workplaces. It 
encourages the employers to introduce family‐friendly company policies, as well as 
employees’ active participation to ens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ose policies.

(5) Standard of Living (Art. 27, para. 1~3)

357. Since 2003,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strong policies to ensure that children 
grow up in a stable living environment conducive to their development. Children from 
vulnerable families receive allowances for livelihood, education, medical and housing 
costs, and children’s right to health is ensured through the provision of free meals for 
pre‐school and school children.

358. The Government provides practical support for child‐headed households by 
entitling the children’s livelihood and education allowance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medical benefits under the Medical Benefits Act, key money 
(down payment with no monthly rent) for leased housing. However, public support for 
child‐headed households does not fully guarantee children’s security and the UN has 
recommended its repeal, thus, efforts are made to continuously transition the children 
into foster care.

Meal support

359. The Government supports healthy growth of children by subsidizing meals and 
food to children who are undernourished or skip meals because of poverty, family 
disintegration, a parent or guardian’s unemployment, illness, abandonment, child abuse, 
neglect, avoidance or refusal to provide support, foster care and child‐headed 
househol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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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Child meal support began in 2000 with the aim of nourishing children 
participating in local child social services program in local children’s centers as well 
as those in low income families in the need of such assistance due to family 
difficulties.

361. The meal support only covered suppers in 2000 but was expanded to also 
include breakfast from 2001. Lunches were provided during school vacations, 
weekends, and holidays from 2004. Meals are provided as part of the education and 
welfare programs to avoid the stigmatizing the child as a free meal beneficiary and to 
prevent children from skipping meals. Children’s Meal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2006 to designate service areas and to prepare meals that satisfy children’s needs.

362. School lunch service was provided for all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nationwide from 2003. The Government has been subsidizing school lunch meals to 
promote the good health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and the education of the 
marginalized. For students in rural or remote areas (islands, mountains, hinterlands, 
etc.),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full or partial subsidies.

C. Statistics

Missing children

363. Incidences of missing children grew by 2.7 times in five years to 8,602 cases in 
2007 compared to 3,206 cases in 2003. The rate of returned children stood at 99.9% 
in 2007 compared to 99.8% in 2003 representing that the majority of missing children 
are returned to their families (See Table 6‐1).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s

364.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s have been expanded to 60 areas in 
2007 from 8 areas in 2003. During the same period, the number of schools in these 
areas increased to 517 from 79, and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by 8 times 
from 40,707 to 335,981 (See Table 6‐2).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365. The number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grew by more than twofold to 
13,445 in 2007 compared to 6,121 in 2005. The ratio of children whose mothers are 
of foreign nationality was 83.7% in 2006 and 88.0% in 2007 showing a growth in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See Table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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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ting servic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special schools

366. The most popular transport mod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special schools 
was the school bus used by 63.5% of the children studied, followed by walking, 
dormitory, passenger cars, and public transportation. Only 4.4%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special schools received itinerant education (See Table 6‐4).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367. In 2002, infant mortality was 5.3 per 1,000 births showing a gradual reduction 
compared to 9.9 in 1993, 7.7 in 1996, and 6.2 in 1999. Newborn mortality also fell 
from 6.6 per 1,000 live births in 1996 to 3.3 per 1,000 live births in 2002 (See 
Table 6‐5).

368. Maternal mortality rate declined to 0.006 in both 2002 and 2003 versus 0.011 in 
1995 and 1996, respectively. The reduction in the rate of marriage and childbirth 
compared to the past and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women who experienced 
pregnancy and childbirth in the same age group attributed to the falling maternal 
mortality rate (See Table 6‐6).

Rate of prenatal checkups and underweight births

369. The rate of prenatal checkups for the recent births of married women between 
the ages of 15 to 44 fell slightly to 99.9% in 2006 compared to 100% in 2000 (See 
Table 6‐7).

370. Out of the married women between the ages 15 to 44 who received prenatal 
checkups, 75.8% of them recorded more than 11 visits (See Table 6‐8).

371. The rate of low birth weights of married women increased to 46.5% in 2007 
from 40.3% in 2003 indicating that more work is needed to improve maternal and 
infant nutrition (See Table 6‐9).

Vaccination

372. More than two‐thirds of newborns received BCG vaccination to reach 76.7% in 
2007 compared to 74.4% in 2003 (See Table 6‐10). Almost all students have been 
vaccinated thanks to the Government’s proactive vaccination programs which has raised 
the vaccination rate to 99.9% in 2007 from 92.7% in 2003 (See Table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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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children’s centers

373.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support has been expanded for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marked by an increase of 7.3 times in the number of local children’s 
centers to 1,800 in 2007 compared to 244 in 2004 (See Table 6‐12).

D. Factors and Difficulties

374. The Government has been committed to promoting children’s healthy 
development. It has primarily focused on improving children’s access to medical 
services and building an early health management system. It has also increased 
medical allowances and established a system to prevent infant and child disabilities by 
strengthening screening for inborn error of metabolism. Unfortunately, the 
Government’s policies had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newly rising threat of children’s 
mental disabilities. In recognition of this shortfall, the Government plans to actively 
promote programs for the early prevention of mental disability risks.

375.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to ensure that persons of 
disabilities are free of disability‐based discrimination and unfavorable treatment in all 
areas of society. It is also implementing a nationwide survey to collect accurate 
information of the statu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has worked to improve 
physical access and integrated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Marginalized by 
the current welfare system, there are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have yet to 
participate in schools or society. Unfortunately, the total number of such marginalized 
children has not yet been identified, posing a problem for social integration and 
guaranteeing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376. Early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therapy are critical for the independenc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om the initial emergency care to early rehabilitation 
therapy, and to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many obstacles exist due in large part 
to the lack of a healthcare system for rehabilitation.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o 
secure treatment services incorporated into child care and educa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o expand the scope of eligibility for 
free education from disabled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to all disabled children.

377. Recently, the number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increasing 
with the growing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These children face many 
challenges in adapting to school and society as they often experience group bullying 
or isolation due to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or difference in appearance. Korea 
needs to successfully transition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and to do so, address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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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key issues such as social integration and fostering healthy human resources in 
these children. To these ends, the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designed for these children, including tutoring by childcare specialists, Korean language 
training programs, and support for smooth social assimilation.

Chapter VII.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rt. 28, 29 and 31)

A. Concluding Observations – Follow Up

CRC/C/15/Add.197, para. 4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crease to a significant level the funding allocated to health and establish 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 so that low‐income families may have access to 
health systems at no cost;
(b) Take steps to encourage and educate mothers on the benefits of exclusive 
breast feeding of infants during the first six months and adopt a national code on 
breast feeding;
(c) Take effective measures to counteract any nega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of women who breast feed their children;
(d) Undertake a study of adolescent health with a view to developing a 
comprehensive adolescent health policy that addresses, inter alia, education on 
HIV/AIDS and other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e problem of smoking and 
drug abuse amongst teenagers as well as other relevant issues.

378. The education budget was enlarged, and per pupil cost for public education has 
been rai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Measures to normalize public 
education were adopted to reduce Korea’s dependence on and expenditures in private 
education. The scope of compulsory education was broadened to cover kindergarten to 
middle school.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education policies based on gender 
equality to guarantee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 wide range of university admission guidelines were made available to cool down 
the fiercely competitive education environment, which included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of admission processes to move away from admitting students solely 
based on their test 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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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ality of public education

379. Per pupil spending on public education is a popular indicator used to assess the 
quality of education in a country. In Korea, this has consistently risen for all 
education levels since 1970. In 2007, per pupil cost for public education in primary 
level was 4.101 million won. It was 4.454 million won for lower secondary, 5.923 
million won for upper secondary, 8.225 million won for tertiary level (See Table 7‐1).

380. The Measure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Spending through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was announced in February 2004, and the Plan to Reduce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in March 2007. The recent sharp rise in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has become a major burden for the general public, which has 
had negative impact on not only the education system but also the society as a 
whole. The vicious cycle in private education spending has debilitated public education 
and weakened Korea’s educational competitiveness. It has also undermined efforts for 
social integration by creating unequal opportunities in education. Therefore, efforts 
were made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to absorb the demand for private education, 
and to develop e‐learning systems to replace private tutoring for college entrance 
preparation. There was also an expansion of access to curriculum adjusted for the 
varying academic competencies of students and to after‐school childcare service for 
grades school students in lower grades.

381. The Government emphasized that the only way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dependence on after‐school private education i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in‐school education.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school education by hiring more competent teachers and improving class 
evaluation methods. Other efforts to normalize school education included a revision of 
the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y (HSEP) to give students a wider choice, improve 
college entrance admission guidelines, and strengthen career guidance counseling. 
Furthermore, to ensure that no child is left behind in the education system, an 
accountability system was introduced to guarantee the national minimum standard in 
education.

382. In 2006,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unched key initiatives to strengthen 
their fundamentals. They include confidence building in public education, more diverse 
and accessible educational opportunities, improved curriculum operation, greater 
expertise and accountability of teaching professionals, better school environment for 
health and learning. Confidence‐building programs include the prevention and 
elimination of school violence, raising the profile and credibility of school grades, 
evaluating academic achievements, ensuring the basic educational attainment in 
children, operation of teaching and learning centers, and fostering school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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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were also other initiatives, such as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the creation of a system of a need‐based curriculum amendment 
and upgrading of textbooks. 

(b) Free compulsory education

383.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was enacted in 2004 to serve as a legal 
basis for children’s public education. Pursuant to the Act, the state provides free 
education for kindergarten, one year prior to the primary school enrollment. Fund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kindergarten education subsidy is paid directly to 
the child’s parents/guardians. In particular, the state subsidizes expenses related to 
educating younger children of low income families not meeting the free education age.

384. Middle school education was made fully compulsory in 2004. Beginning this 
year, the special needs students are entitled to free high school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streamlined procedures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nrollment 
of children with no family registry or expired social security records, as well as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including those without a nationality. School enrollment 
now requires only the proof of residence. 

385.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tuition support for high school students of 
low income families to 10% of the entire high school population (175,000 students) 
by 2008 from 7% (124,000 students) in 2004. The scope of eligibility widened to not 
only include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ut also the near poor 
group.

(c) Female students’ access to higher education

386.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mended in 2004 laid the foundation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The Act prohibits discriminatory acts by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to limit and/or exclude participation or benefits based on 
gender and without reasonable cause.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enacted to facilitate gender equality and promote women’s development in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The Act guarantees grea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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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ct on Education
∙ Article 4 (Equal Opportunity of Education): “No citizen shall be treated with 
discrimination in education for reasons of sex, religion, faith, race, social standing, 
economic status or physical conditions, etc.”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 Article 20 (School Education): “In school educatio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inspire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and 
expand women's educational opportunity”

387.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pilot schools for gender equality since 2002 
after developing the gender equal curriculum.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analyzed textbooks in all subjects to correct discriminatory contents and published the 
gender equality guideline. In 2004, the seventh Curriculum overhauled the education 
curriculum to ensure that all subjects reflected gender equality. Guidelines for 
textbooks emphasized the exclusion of discriminatory gender role‐based contents.
388. The Plan to Facilitate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was formulated in 2006 to 
foster practical education in gender equality, create a culture of helping the individual 
student to realize his/her full potential, and build healthy human relationships. A 
manual for measuring a school’s gender equality index was developed to help schools 
to continuously improve the culture of gender equality.

389. The education policy aims to enable children to maximize their full potentials 
without discrimination. Currently, there is hardly any gender divide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The rate of enrollment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s higher for 
female students. This is attributable to the significant expansion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higher income levels due to economic development, greater awareness in 
gender equality and other factors (See Table 7‐2).

B. National Programs

(1) Right to Education (Art. 28)

Opportunities for higher education

390. Scholarships are awarded to children of families receiv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from 2008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if he/she 
has the ability and will to seek further advancements in higher education. The 
scholarship program aims to alleviate the burden of students from low income families 
from having to experience difficulty in coming up with college tuition without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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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assistance. Scholarships will be awarded to any recipient of or children from 
families that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ho would be attending 
tertiary institutions in 2008. Scholarship will be awarded to eligible students until 
graduation as long as students maintain the required minimum grades and credits.

Career information

391. The school curriculum was designed to effectively provide career information and 
guidance to students. A range of career opportunities that complement students’ talents 
and aptitudes are proposed and the curriculum for vocational training has been 
diversified and specialized. Types of schools have also been diversified to accurately 
reflect the changes in the work environment.

392.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career information service using the 
Career‐Net since 1999. Career‐Net offers services including psychological profiling, 
career and job opportunity information, cyber‐counseling and job searches.

Alternative schools

393.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amended in 2005 to newly 
introduce a provision on alternative schools.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chools opened up education opportunities for students who have either 
dropped out or who desire education catering to their own individual needs. 
Alternative schools may exercise discretion in developing their own curriculum and 
accreditation criteria including the number of years required to graduate, etc.

394. In 2007, there were 21 upper secondary and 8 lower secondary level alternative 
schools with 2,872 students with different backgrounds, such as children who had 
difficulty in adapting to regular schools, children who consciously opted for alternative 
education, children from North Korea, to name a few. In general, there is one teacher 
for every seven students at alternative schools, which is only around one‐third of 
regular schools.

395. Since 2006,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teaching tools, textbook subsidies 
and other programs to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 facilities. The purpose is to 
guarantee learning opportun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and other marginalized children who attend these facilities. The 
Government plans to enact the relevant law governing alternative schools and will 
continue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unauthorized schools in the mean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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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operation

396. Korea,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rongly committed to 
contributing to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education aid to countries in need. 
The aid to education shares its goal with Universal Education, one of the 8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to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and supports 
UNESCO’s Education for All.

397. Aid to education is comprised of EDCF loans under the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Fund Act, grants under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ct, 
and a rang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98. Funds from Good Neighbors International (GNI)’s nationwide fund raising 
campaign (2004~2006) and the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Fund were used to 
service 120,000 North Korean children in the form of school supplies, and free 
education in ten Asian and African countries. In recognition of GNI’s contribution to 
the UN MDG,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received the first‐ever MDG Award 
jointly prepared by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and 
Economic Councils and Similar Institutions.

(2) Direction of Education (Art. 29)

399. The goal of education and curriculum set forth for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are aligned with the principles in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the Seventh Curriculum emphasizes the ne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been 
cooperating with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other related 
government bodies to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to raise the awareness of school 
faculty and students on human rights. 

Seventh National Curriculum

400. The Seventh National Curriculum upholds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Article 29 
of the Convention, and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character, talent,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and others. The past periodic revamping of the 
Curriculum produced inefficiencies and impaired agile responses to the rapidly 
changing socio‐cultural environment. Therefore, the rolling revision system was adopted 
in 2005 to revise the Curriculum as needed, and the rights of children were covered 
comprehensively in the latest revision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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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The goal of the Seventh Curriculum is to foster a new generation of independent 
and creative leaders for the 21st Century. The Curriculum fortified the fundamental 
role of education in developing healthy and creative minds,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elf‐motivation and self‐development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T 
development. It supports user‐oriented education catering to students’ aptitude, career 
aspiration, and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Greater autonomy was transferred to 
local authorities and schools in curriculum operation. In particular,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on gender equality, understand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protecting children and youth, and multicultural society were developed for 
implementation in close cooperation with families and local communities.

Human rights education

402.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NAP) prepared in 2007 listed the core tasks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strengthen human rights education by means of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ologies and materials;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in teachers’ fostering or training courses; create the basis for 
performing researches into human rights education 

403. Priority was given to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new Seventh Curriculum. 
The Government stressed that schools could exercise creative discretion in operating 
human rights education courses and the curriculum guidelines emphasized the need to 
incorporate human rights education in all areas of education. Accordingl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is developing a textbook writing 
manual to list the required human rights contents for each subject so that new 
textbooks would be aligned with the new Curriculum and systematically reflect human 
rights.

404. Led by the NHRCK, the Council for Human Rights Education for Schools was 
formed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MPOE). The purpose of the Council is to strengthen human rights 
education by means of incorporating human rights issues into regular education 
courses, encouraging teachers to take greater interests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improving their human rights education capabilities, developing and disseminating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ologies and materials, and expand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405. The NHRCK has conducted a fact‐finding investigation on the operation of 
human rights courses at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training institutes in 
2007. The investigation found that human rights courses were expanded to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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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rights because the courses in 2005 mainly focused on special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in education. The Commission has been operating human rights 
training courses aimed at teachers to foster a human rights friendly school culture and 
enhance their human rights sensitivity.

(3) Leisure,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Art. 31)

406. The Government enacted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and amended other 
related legislation to enable children to freely participate in various cultural activities, 
leisure, and recreation. Accordingly, more youth‐specific training facilities and other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ease‐of‐use by children were established, and children’s 
direct participation in facility operation was institutionalized.

Related legislation

407.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04, affording children with 
opportunities to proactively and voluntarily participate in a wide range of activities and 
to promote more activities.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 Article 5 (Support for Youth Activities): (1) Youths shall be given ample 
opportunities to realize their dreams and hopes by proactively and voluntarily 
participating in a range of youth activities. 2.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formulate and implement policies for a range of required activity facilities, youth 
activity programs, professional instructors, etc. to invigorate youth activities.

408. The Cultural & Arts Education Support Act prescribes that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provide facilities and 
equipment,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programs for cultural and arts education 
in schools. It also stipulates the guardian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cultural and 
arts education.

Korea Youth Services Center

409. The Korea Youth Services Center was established in 2005 to implement the 
Youth Activity Program, operate an information portal service on youth activities, 
welfare, and protection,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aimed at providing welfare 
support to youths. The Center currently hosts the annual the Special Commission on 
Youth to set, implement, and monitor Korea’s youth‐specific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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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activities

410. The Government provides a range of activities and opportunities for youths to 
experience arts, sports, clubs, and volunteer work so as to develop their appreciation 
for culture and to hone their social skills. Such cultural activities complement the 
test‐oriented public education system by engaging children in various activities outside 
the classroom. Other than volunteering work, arts, sports, club activities, performances, 
and the Youth Culture Zone are cultural activities for children.

Youth Culture Zone

411. The Youth Culture Zone is a place for children to go to after school and 
participate in various cultural and creative activities. Youth Culture Zones, spread out 
throughout Korea, are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roviding matching funds. Since 2006, eleven municipalities/provinces have operated 
Youth Culture Zones.

Youth facilities

412. Youth facilities are made up of youth training facilities and youth activity 
centers. They are fully furnished with various programs, facilities and equipments. to 
provide systemic and well‐organized training activities under the guidance of 
professional instructors. These youth training facilities include training institutes, 
training centers, cultural houses, specialized facilities, and youth hostels. There are 
other facilities offering educational benefits to users. These facilities include cultural 
facilities such as museums, galleries, and libraries, as well as science and sports 
centers. Examples are the Children’s Museum opened in October 2007 as part of the 
National Museum and the National Children and Youth Library opened in June 2006.

National Youth Center

413. In accordance with the Youth Activities Promotion Act, the National Youth 
Center of Korea (NYC) was established in 2001. The NYC develops and disseminates 
youth training programs, fosters and trains professional instructors, and coordinates 
international youth exchanges and information exchanges among training facilities.

414. The National Pyoungchang Youth Training Center was set up to pilot an outdoor 
youth training program and ultimately to offer the full‐scale program. The Pyongchang 
Center supports other training facilities and provides new direction in the operation of 
the Youth Training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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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The International Youth Center opened in July 2000. It has hosted many 
international seminars, international youth exchange and promotional events. At the 
same time, the Center is responsible for the distribution of Korean cultural materials 
and cultivation of youth organizations. It also functions as a youth hostel from time to 
time.

C. Statistics

School education

416. Korea’s education system is composed of 3 years of pre‐school,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3 years of middle school, 3 years of high school, and special 
schools. The education environment is improving with the drop in the student 
population due to low fertility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chools and faculty 
(See Table 7‐3). 

417.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in a class is also steadily declining with the fall 
in student population and continued investment to improve the education environment. 
In 1970, classes were densely populated with over 60 students in a typical class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2007,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in a class 
gradually decreased to 22.7 students in pre‐schools, 30.2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35 students in middle schools, 34.3 students in regular high schools, and 30.1 
students in vocational high schools (See Table 7‐4).

418. The combined effect of increasing number of teachers and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is continuously lowering the averag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n 1970, 
there were 13.4 students per teacher in pre‐schools, 56.9 in primary schools, 42.3 in 
middle schools, 32.0 in regular high schools and 27.5 in vocational high schools. 
Compared to 1970, the student‐teacher ratio fell by more than 50% in 2007 (See 
Table 7‐5).

419. The pre‐school enrollment rate increased from 1.3% in 1970 to 31.6% in 1990. 
Pre‐schools began accepting 3 year‐old children from 1992 and the enrollment rate 
hovered around 26% for most of the 1990s. Since 1995, the pre‐school enrollment rate 
has climbed to 35.3% in 2006 and to 37.1% in 2007. The low enrollment in 
pre‐schools is attributable to childcare facilities and private centers sharing the load in 
educating pre‐school children.

420. The ratio of elementary school graduates advancing to middle schools was 66.1% 
in 1970, 95.8% in 1980, and 99.9% from 1985 and on. The ratio of middle school 
graduates entering high schools steadily rose from 70.1% in 1970 to 90.7% i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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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in 1990, and 99.6% in 2007. After making lower secondary education free and 
compulsory in 2004, most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raduates have 
pursued high schoo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advancing to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was only 26.9% in 1970 but continuously jumped to 36.4% in 1985, 
51.4% in 1995, and 82.8% in 2007 (See Table 7‐6).

421. Comparison can be made of the percentages of graduates from vocational and 
general high schools pursuing higher education. In 1970, 40.2% of graduates of 
general high schools enrolled in tertiary institutions, and the figure has risen 
consistently to 53.8% in 1985 and 87.1% in 2007. As for graduates of vocational high 
schools, the enrollment rate was less than 10% in the 70s, but has picked up since 
1980 to 13.3% in 1985 after which there was a temporary drop in the 1990s and a 
return to a sharp upward trend in the 2000s. As of 2007, as much as 71.5% of 
vocational school graduates have gone on to higher institutions (See Table 7‐7).

Dropout rate

422. The school dropout rate represents the ratio of students who have either left 
school voluntarily or were expelled, or who are currently on leave, thus placing them 
outside the enrolled student population. For middle schools, the dropout ratio was 
2.7% in 1970 but has since decreased to 0.5% in 2002. Since then the dropout rate 
has slightly increased to 0.9% in 2007. As for general high schools, the dropout rate 
was 3.3% in 1970 but has declined steadily to 1.0% in 2007.

423. The vocational high school dropout rate was 4.1% in 1970. There were repeated 
ups and downs. It was 3.4% in 1980, 3.2% in 1990, 4.4% in 2000, and 3.1% in 
2007. The vocational high school dropout rate is still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middle schools and general high schools. In the past, students dropped out of school 
for economic reasons but in recent times, delinquency, maladjustment, and pursuit of 
education abroad are the main reasons for leaving school (See Table 7‐8).

Special education

424. The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the infrastructure for special education to 
provide greater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re were 144 
special schools in 2007, which represents a fourteen‐fold increase from 10 schools in 
1962, when special education began in Korea. The 2007 figure is 2.7 times higher 
than 53 schools in 1979, when the Special Education Promotion Act was promulgated 
(See Table 7‐9).

425. To meet the growing demand from children with disabilities for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 schools and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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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es, as well as employing more teachers trained in special education (See Table 
7‐10).

426. Regular schools have opened special classes to provide integrated education for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Integrated education is designed to provide these 
children the opportunity to receive special education tailored to their individual needs 
in regular schools without being discriminated on account of the degree or type of 
their disabilities. Special classes were first introduced in 1971, and have since grown 
in number to 5,753 classes in 2007, which is 549 classes more than 2006 (See Table 
7‐11).

427. There were 65,940 children who needed special education in 2007, out of which 
the highest number came from 36,041 children with mental disabilities. By school 
level, there were 3,125 students in pre‐schools, 32,752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s, 
15,267 students in middle schools, 13,349 students in high schools, and 1,447 in 
tertiary institutions. Furthermore, there were 7,637 children in need of special 
education receiving integrated education in 6,263 regular classes at 3,621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stitutions (See Table 7‐12). 

428. The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increase the number of students receiving 
integrated education at regular schools. In 2007, 65.2%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in regular classes at regular schools compared to 54.7% in 2003 (See Table 
7‐13).

Fostering youth activities

429. The Government supports a range of youth activity programs in private and 
public facilities (See Table 7‐14). There were 810 youth training facilities in 2007, 
compared to 150 in 1992 (See Table 7‐15).
430. The Government has been expanding cultural facilities for children. In 2007, the 
total number of museums, galleries, and public libraries were 1,209 compared to 825 
in 2003. To provide more cultural and art‐related opportunities for underprivileged 
children, public financial assistance of 3.5 billion won was provided in 2007 (See 
Table 7‐16). There are 45 public children’s libraries across Korea.

D. Factors and Difficulties

431. Compulsory education includes the last year of pre‐school (for 5 year‐olds),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and 3 years of middle school programs. Compulsory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as expanded while childcare and tuition 
expenses are subsidized for low income families. The Government hopes to introduce 



318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free compulsory education at the high school level in the future but due to budget 
constraints, it plans to first subsidize high school and higher education of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ies and the underprivileged in the meantime.

432. Existing alternative education facilities are under financial distress and lack the 
capacity to accommodate all the students who dropped out owing to maladjustment 
and other reasons. The Government is studying the possibility of easing the 
requirements for authorizing alternative schools so that more students can continue 
their education in these institutions. It is also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accrediting 
alternative academic credentials. There is continued and growing support for textbooks, 
teacher training, and ICT in education for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s. There were 
more than 70,000 school dropouts in 2006, and the dropout rates of students in 
compulsory education are rising. Thus, guaranteeing these children their right to 
education is now an important policy goal.

433. The right of children to participate in play, rest, and cultural activities is being 
infringed upon due to private education geared towards the college entrance exam 
preparation. According to a study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February 
2008, 88.8%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74.6% of middle school students, and 55% 
of high school students are receiving education through private channels, including the 
private institutes. Consequently, children have limited time to participate in cultural 
activities.

According to a study done by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04, 
children spend their time during weekends and holidays mostly playing computer 
games and Internet surfing (29.7%), followed by watching TV (22.9%), socializing 
(13.5%), and resting/sleeping (12.2%). Participation in cultural activities/arts (3.6%) 
or traveling (0.5%) was rare, meaning that many children spend too much time at 
home rather than outdoors. On an average day, children spent 8 hours and 16 
minutes for learning but only 3 hours and 23 minutes for socializing and leisure.

434.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school education in June 2008, 
more than half of the students (60.2%) responded that they had no time to enjoy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other than what is offered in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The higher the school level, the less time children had for these activities. 
Also, 21% responded that they had no opportunity to go to any cultural/artistic 
performance. This is mainly due to lack of time and available program. In particular, 
the survey found that the entrance exam‐oriented education has deepened the students’ 
dependence on educational activities (See Table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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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The Government is concerned about the growing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due to the fierce competition for further educational attainment, and how this is 
working against fostering well‐rounded individuals. Therefore, it is committed to 
improving public education and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In particular, efforts are 
made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conscientiousness to complement the education policy 
direction so that the skewed social perception and practice of overvaluing academic 
credentials may be improved.

436.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amended in 2008 to guarantee the right of foreign children to education. The Decree 
stipulated the procedures for the enrollment and transfer of foreign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s. However, in the absence of any legal prescription, school 
regulations are used in middle schools to process the foreign students’ enrollment and 
transfer. Thus,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amend the relevant acts to prevent 
middle schools from refusing to admit foreign children.

Chapter VIII.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rt. 22, 38, 40, Art. 37 para. (2), (4), (1), Art. 39, 32, 33, 34, 36)

A. Concluding Observations – Follow Up

(1) Sexual Exploitation

CRC/C/15/Add.197, para.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Develop a National Plan of Action on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which includes measures for effective data collection, as agreed at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gresse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1996 and 2001, respectively;
(b) Train law enforcement officials, social workers and prosecutors on how to 
receive, monitor, investigate, and prosecute complaints in a child‐sensitive manner;
(c) Ensure that all victims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have access to 
appropriate recovery and reintegration programs and services;
(d) Develop preventive measures that target those soliciting and providing sexual 
services, such as materials on relevant legislation on the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minors and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programs in schools on 
healthy lifesty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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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otecting Juveniles from Harmful Environments were formulated as part of 
Korea’s 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and eradicat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Government introduced child‐friendly case handling procedures by 
operating a dedicated team of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recording testimonies, 
etc. The Sunflower Children’s Center and the One‐Stop Support Center for abused 
women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provide counseling, protection, and treatment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 National Action Plan and data collection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438.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was formulated and 
implemented in 2004 to preven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children, and to protect victims thereof. The Plan aimed at raising public awareness on 
sex trafficking, overhaul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eveloping action plans for 
different types and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d eradicating illegal businesses that 
employ minors. In particular, the relevant law was amended to publicly disclose the 
identity of child sex offenders.

439. After three years of the Plan’s implementation, a new and improved version of 
the Plan was developed in December 2007. The Plan was revised to reflect the recent 
reduction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red‐light districts, as well as the emergence 
of new types of sex trafficking operations. The revised Plan also classified policies 
following the global standard framework of prevention, protection, and implementation. 

440. To protect and support underag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d help these 
victims to become independent and to stay away from sex trade, the Government 
amend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to provide 
temporary and emergency livelihood support, legal and medical assistance, and 
vocational training. Furthermore, a system was established to provide one‐stop service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needs of child victims of sex crimes and sexual 
exploitation.

441. The Government established an inter‐ministerial committee to monitor and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of sex trafficking‐related policies. At the local level, the 
Regional Council and the Committee on Sex Trafficking Prevention have been formed 
to bring local governments, police agencies, and civic groups together to cooperate and 
share information on policies to prevent sex trafficking, and protect victim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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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hensive Plan for Protecting Juveniles from Harmful Environments

442. The Government formulated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otecting Juveniles 
from Harmful Environments in 2005 to create safe environments for youths and 
protect them from harmful ones. The Plan strengthened crackdown on harmful media 
and establishments, built a system of drug abuse prevention and surveillance on 
harmful environments. Youth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youth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A network linking the home, school, and local 
community was created to help juveniles at risk.

Data collection

443.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 from Sexual Exploitation was amended in 
2008 providing a legal basis for the regular collection of statistics and other data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The Act stipulated that information pertaining to latest 
trends and statistics on sex crimes, as well as other relevant information be announced 
to the public twice a year.

(b) Child‐sensitive law enforcement

444.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hild victims of sexual abuse, the Government 
introduced many changes to ensure that law is enforced in a child‐sensitive manner. 
These changes include a dedicated team of prosecutors and police officers, a child 
being accompanied by a person the child trusts during an interrogation, recording of 
testimonies among others. As of June 2008, 49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DPOs) 
were equipped with dedicated interrogation rooms and team members received special 
training for greater effectiveness. All DPOs will be equipped with dedicated rooms for 
children by the end of 2008.

(c) Supporting victims’ recovery and social integration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445. The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was covered in the civil 
rights and liberties section (No. 254).

Korea Youth Shelters

446. The Government has been operating the Korea Youth Shelters to discourage 
youths from running away, and provide temporary relief and shelter, counseli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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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al & cultural activities of the runaway children. The Shelter also helps 
runaways to refrain from displaying delinquent behavior, as well as assist them to 
return home and adapt to the society. The first shelter was built in 1992, and its 
governing act,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was promulgated in 2004.

447. The Youth Shelters were designed to not only provide a shelter for runaway 
youths, but also to give counseling and guidance to assist youths in their pathways to 
independence, strengthen their abilities, solve problems, and engage in cultural 
activities and programs. The Shelter’s specialized and tailored services are divided into 
temporary, short‐term, and long‐term services to meet the needs of the shelter’s users.

(d) Preventive measures

Sexuality about the Youth

448. The Sexuality Education & Counseling Center for Youth aim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sex and help the youth to develop a critical eye for sex culture, so 
that they grow up with healthy sexual identities.  

449. The Sexuality Education & Counseling Center for Youth program uses 
audio‐visual tools, two‐way communications, guiding principles, and engages sex 
education specialists from the private sector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sex 
and help participants recognize the distorted elements in today’s sex culture. SAY has 
been playing a critical role as the local sex education center.

450. Currently, there are 29 The Sexuality Education & Counseling Center for Youth 
in municipal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Sixteen centers were newly built in 2007 
and 8 centers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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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uvenile Justice 
CRC/C/15/Add.197, para. 5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juvenile justice standards, in particular 
articles 37, 40 and 39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and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and in the light of the Committee's day of general discussion, 
held in 1995, on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and carry out specialized 
training for personnel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b) Use deprivation of liberty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ensure that all 
juveniles involved in protection dispositions that may result in deprivation of 
liberty have access to legal counsel at an early stage;
(c) Amend legislation in order to eliminate the discretionary power of the public 
prosecutor to decide whether a minor is subject to criminal procedures or 
protective dispositions.

451. The Court, the Prosecutors' Office, police, and other enforcers of juvenile justice 
are engaged in education that has been strengthened to ensure procedures on par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n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in 2007 introduced the 
state‐appointed assistant into child protection cases, and investigation prior to the 
decision of the prosecutor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the system by which 
prosecutors have the initiative regarding process choice. 

(a)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juvenile justice standards 

452. Before issuing orders for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 school attendance, the 
Court requests of the probation office a pre‐ruling investigation of the defendant's 
motives for the crime, vocation, general environment, relationships with friends, family 
situation, and whether losses from the crime have been recovered, to use as a 
reference if necessary. 

453.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the Juvenile department judge may order the 
investigator to interrogate the juvenile in question, his guardian, or a witness, or to 
investigate any other matters when deemed necessary. The investigator is to submit a 
written report on the findings. In investigations or hearings, judges in the Juvenile 
department take into account expert opinions from psychiatrists, psychologists, social 
workers, teachers, and so on, judgment and comments from juvenile classification 
judges, and reports and comments from probation offices. 

454. To guarantee that the rights of children are duly protected, the Police have 
provided special rules for juvenile cases in the Rules on Criminal Investigation. 
Meanwhile, the Police Officer Duty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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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s a clause on the protec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investigations of 
juvenile delinquents. Also, principles and instructions on dealing with juvenile cases are 
included in the Rules on Treatment of Juvenile Cases.
 
455. The Police Comprehensive Academy runs courses, such as Dealing with Juvenile 
Crime, Learning to Support Victims – Advanced Level, and the Training Course for 
Human Rights Instructors. Pursuant to the objectives of the Juvenile Act, the 
investigation of juvenile cases takes place swiftly, and facts or images that may 
identify the juvenile in question (e.g., address, name, age, vocation, or appearance) are 
prevented from being publicized in newspapers, other printed media, or broadcast 
media. When a juvenile case is announced in media such as newspapers, the impact 
of media exposure on juvenile suspects and their guardians is considered beforehand. 
Addresses, names, workplaces, schools, and other information that may help identify 
the juvenile are not released, in accordance with Rules on Treatment of Juvenile 
Cases. To help the juveniles remain calm and stable during investigation proceedings, 
all police offices have comfortable and relaxing statement recording studios. 

(b) Early appointment of legal assistance 

456. The Juvenile Act was amended in 2007 to introduce state‐appointed legal 
assistance into juvenile protection cases. Assignment of a state‐appointed legal assistant 
is mandatory when the juvenile is entrusted to a classification judgment home. In 
certain cases, the state‐appointed legal assistance is made available even when a 
juvenile is not entrusted – for example, when the juvenile is believed to have physical 
or mental disabilities, is not capable of hiring assistance due to poverty or other 
reasons, or in cases where the juvenile court judge determines that legal assistance is 
needed. 

(c) Complementing initiative of prosecution 

457. To address the drawbacks of the system by which prosecutors have the initiative 
regarding process choice pointed out by the Committee,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system of investigation prior to prosecutor’s decisions. According to this 
provision, to enable expert intervention, the prosecutor in a juvenile case may request 
the director of the probation office,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board or juvenile 
reformatory in the area of the suspect's residence or relevant Prosecutors' Office to 
investigate the conduct, record, general environment, and other issues pertaining to the 
juvenile, if deemed necessary in determining the disposition of the case (e.g., transfer 
to juvenile department, prosecution, suspension of indic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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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ildren of Migrant Workers 

CRC/C/15/Add.197, para. 5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Amend domestic laws, in particular those on education and social welfare, to 
include specific provisions which ensure equal access to services for all foreign 
children, including those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b) Consider ratify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of 1990.

458.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was enacted to 
ensure equal education and welfare service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children with 
a multicultural background, such as children of migrant workers. Children are entitled 
to free prim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medical aid, and welfare benefits.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ill be deliberated over a significant 
period of time, in consideration of the Korean labor market, Immigration Control Act, 
and other domestic laws. 

(a) Equal rights for all children of foreign citizenship 

459. The Law Concerning Foreigners in Korea was enacted in May 2007. The Act 
reviews issues pertaining to foreigners in Korea to facilitate their adjustment to life in 
Korea and enable them to reach their full potential as individuals. Another objective 
of the Act is to build a social environment of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between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oreigners, thereby achieving social 
integration and progress. 

460. The Act prescribes that a Foreigner Policy Committee is form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to create a set of basic plans for policies on foreigners every 5 
years, and to review and coordinate key issues in policies affecting foreign residents 
in Korea. The Act also stipulates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Information Center 
for Foreigners. The Center provides services including: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resident foreigners and their children, welfare benefits 
for adjustment to life in Korea, education for immigrant spouses and their children, 
and information and counseling for foreigners. 

461. All children with non‐Korean guardians had been previously required to submit to 
their school directors certificates on immigration status or certificates of alien 
registration issu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Immigration Office. Howeve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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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llegal immigrants are now accepted at schools even if they submit only contracts 
of "jeonse" or "wolse" (housing rent arrangements), guarantees of residence from their 
neighbors, or other forms officially proving their residence in the area.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as amended in 
2008 to permit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to enter or transfer between schools by 
submitting documents proving their residence in the area, such as rent agreements or 
written guarantees from family or friends. 

(b) Rat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462. There are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at conflict with 
domestic laws such as the Immigration Control Act, Nationality Act, and the Act on 
Foreign Workers' Employment and Related Matters. Examples include allowing family 
to accompany migrant workers to Korea, the conditions required for migrant workers 
to start a self‐employed business, registering birth of and providing Korean nationality 
to children of all migrant workers, and annulling illegal immigrant status of workers. 
Furthermore, ratification of the Convention may result in loss of job opportunities for 
Korean nationals, increase of social welfare costs, and also encourage more workers to 
become permanent residents. Therefore, the Government plans to carefully review all 
related issues before deciding to ratify the Convention. 

B. National Programs 

(1) Children Involved in Legal Disputes 

(a) Refugee children (Art. 22) 

463. Persons recognized as refugees are provided with the freedom to seek jobs and 
the right to basic living condition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In 
addition, refugee children are allowed to enter schools near their place of residence,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464. The Immigration Control Act includes provisions on control of resident aliens 
and procedures for providing refugee status. Refugees refer to persons subject to 
Article 1 of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wherein th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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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joined in 1992), and Article 1 of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465. The Government recognizes refugee status for resident foreigners requesting 
asylum, granted they satisfy the qualifications of a refugee a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cognized refugees are permitted 
three years' residence in Korea, and receive a certificate of refugee status. Refugee 
travel documents are issued when a recognized refugee leaves the country or travels 
overseas. Refugee families enjoy the right to basic living condition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466. As of 2008, Korean government agencies are discussing the First Set of Basic 
Plans for Policies on Foreigners. There is much debate on how to develop refugee 
recognition and support systems along the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ome 
topics under discussion are way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departments in charge 
of refugee policy, assignment of expert screening staff,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efugee recognition authority.

467. The Plan includes stronger support policies to facilitate the social integration of 
refugees and establishment of refugee service facilities. The facilities will provide 
social orientation sessions, legal counseling,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ervices.

(b) Children in armed conflict (Art. 38) 

468. As discussed in the Periodic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Criminal Code, and other laws strictly prohibit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war and armed groups. Therefore,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are considered as non‐combatants and are not permitted under any circumstances 
to participate in armed conflict. 

469. The Korean Government ratifie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in 2004, and submitted its Periodic Report on 
Implementation in 2007,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Protocol.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made by the Committee on the Periodic Report in May 2008 
is discussed in Chapters 10 and 11.



328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c) Juvenile justice (Art. 40)

470.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is strictl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 and 
adheres to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ith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and 
Juvenile Reformatory Ac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now allows for early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preventing delinquency, and places more priority on 
guidance and correction. The Korean Government is thus further promoting protection 
of the rights of juveniles.

Amendment of related legislation
 
471. The Juvenile Reformatory Act was amended in 2004. One objective was to 
clearly re‐establish juvenile reformatory schools (formerly run as non‐regular 
institutions) as regular institutions governed by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other aim of the amendment was to expand the human rights of 
juvenile delinquents and facilitate their return and complete adjustment to society 
through user‐centered education, which included the provision of more instruction after 
the delinquents leave the reformatories. 

472. In 2007, the Juvenile Reformatory Act was re‐titled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The government changed the name of the Act to have it 
encompass the wide range of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of juvenile reformatories 
and juvenile classification homes. The government also established new provisions on 
the treatment of juveniles, including regul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473. The government revised the Juvenile Act in 2007 to shift the focus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from punishment to rehabilitation and guidance. Key changes 
included the introduction of state‐appointed legal assistants in juvenile protection cases, 
diversification and enhancement of protection actions, investigation prior to decisions 
by the prosecutor, and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s. 

Juvenile Court 

474. The Juvenile Court examines the cause of misconduct and tries juvenile 
protection cases referred from the police, prosecutor's office, or other courts. Currently 
there are the Juvenile Department of Seoul Family Court, Juvenile Departments in 
Family Courts of District Courts, and Juvenile Departments in the District Courts of 
Uijeongbu, Incheon, Suwon, Chuncheon, Cheongju, Changwon and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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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The Juvenile Court bases rulings on reviewers' and classification judges' opinions 
regarding the juvenile's character, environment, motives for misconduct, and possibility 
of repeat offense, and advice from other related experts, if necessary. 

Juvenile reformatories 

476. Juvenile reformatories house and protect juvenile delinquents who have been 
placed under protection by the juvenile department of court. The objective is to 
provide delinquents with not only curricula pursuant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but also character development―often through psychotherapy and 
community service―to aid their development into responsible young persons. Juvenile 
reformatories are currently run in the form of schools, offering a wide range of 
curricula and providing practical help to facilitate delinquents' return to society. 

477. Because juvenile reformatories had previously been classified as Miscellaneous 
Schools pursuant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transfer of 
students from these reformatories to regular schools upon completion of the 
reformation term was at the discretion of the principal of the regular school. Noting 
that this led to complications, the Government re‐instituted reformatories as regular 
schools by amending the Juvenile Reformatory Act in 2004. This qualified the 
juveniles to enjoy the same legal rights as students from regular schools in 
transferring and in finding jobs. The collective term, Juvenile Reformatories, was also 
replaced with the names of each school to eliminate any possibility of discrimination. 

Juvenile protection treatment 

478. In the past, the types and descriptions of protection available were not sufficient 
for the prosecution to determine appropriate correction measures for the juveniles. 
Adjusting the duration of protective actions was also necessary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to protect the juveniles' rights. The Government therefore made it 
possible to deal with community service orders and school attendance orders as 
separate protective actions, instead of issuing them solely as elements of probation. 
Confinement in juvenile reformatories for up to one month is another type of 
protective measure that has been newly introduced. In probation cases, alternative 
education, counseling and instruction in youth groups, orders limiting juveniles' 
departures from the premises, and orders for guardians to take instruction classes were 
also made possible. The government extended the number of hours of ordered 
community service, ordered lecture attendance and short‐term probation, and also 
stipulated the maximum period allowed for long‐term juvenile reformatory con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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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sion sentence on condition of probation 

479.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s were introduced in the amended Juvenile 
Act. The objective was to prevent a juvenile delinquent subject to judicial procedures 
from being stigmatized. Though suspension of indictmen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uidance or protection had already been in practice, formally including it in the 
Juvenile Act was deemed necessary in order to reinforce the legal grounds of such 
suspension. The Government formally stipulated the grounds for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in the Juvenile Act, and also specified a wider variety of 
guidance, including guidance by volunteers for crime prevention, and counseling 
education at institutions for the guidance and education of youths. Conditional 
Suspension will protect juveniles who committed relatively minor offenses from being 
branded as delinquents after they are tried in court, or from being branded as their 
trials go on for indeterminate periods. It will also help prevent further misconduct as 
the juveniles are provided with more guidance and protection. 

Misconduct prevention policies 

480. One of the concerns regarding the previous version of the Juvenile Act was that 
it stipulated only follow‐up measures subsequent to juvenile misconduct. This was not 
sufficient for fulfilling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Act, which was to aid the 
juvenile's development into an individual healthy in both mind and body. To address 
this shortcoming, the government added Basic Rules on Misconduct Prevention Policies 
when amending the Juvenile Act. The amendment regulates studies, research,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juvenile 
delinquents. Related institutions are also to provide cooperation. Such structured and 
comprehensive government measures to prevent misconduct will serve well to suppress 
juvenile delinquency. 

Centers for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481. In 2007, the government converted six juvenile reformatories and juvenile 
classification review homes into centers for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re‐instituting them as organizations whose objective is to prevent juvenile misconduct. 
The Centers for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run many different programs, 
including delinquency prevention education for maladjusted students or those with 
suspended indictments, identification of causes of delinquency for prosecuted juveniles 
or youths in early stages of delinquency―e.g. those subject to probation without 
detainment―aptitude tests for youths, and education of guardians and legal education. 
Because the Centers run open programs, participants come and go as they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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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d a day school. The Centers are called Alternative Education Centers to protect 
attendees from the stigma of attending a juvenile correction institute. 

Counseling interviews and trial involvement 

482.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juvenile misconduct and repetitive offenses,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counseling interviews of protected juveniles and 
involvement of classification judges in trials since July 2003 to cover all juvenile 
protection cases, including non‐detained suspects. Until then, classification judgments 
had been mostly for detained suspects. 

483. Counseling interviews on protected juveniles subject juveniles under non‐detained 
supervision to four to six daytime counseling and interview sessions at juvenile 
classification judgment homes, if the judge of court juvenile department or family 
court decides that the juvenile requires expert diagnosis. This helps avoid putting the 
juvenile in a reformatory and at the same time provides a variety of support services 
tailored to each juvenile's needs.  

484. Involvement of classification judges in trials means the juvenile department judge 
brings to court the classification judge in charge of the juvenile to hear his/her views 
on the juvenile's character, conduct and circumstances of misconduct if and when the 
juvenile department judge has questions about the juvenile's classification judgment 
report or when the report is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full situation of the juvenile. 

Police diversion
 
485. In dealing with juvenile crime, probation for the instruction and guidance of 
juvenile delinquents is an alternative to criminal prosecution and penalization. Criminal 
penalty is limited to only delinquents who committed offenses of the worst nature and 
for whom guidance and instruction is deemed futile. Juveniles with the potential to 
improve are subject to guidance and protection‐oriented instructional treatment. For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and for guidance of delinquents, the police are to 
send any juvenile delinquents to the Prosecutor's Office or a juvenile department of 
the court.

486. The Government is putting forth efforts to prevent all juvenile delinquents, 
whether they be involved in a minor or major offense, from giving up on themselves 
due to the stigma of being an ex‐convict. As part of this diversionary effort, police 
are testing dismissal without charge for juveniles with first‐time minor offenses during 
the Period for School Violence Reporting. The Period runs for the first three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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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ach semester. The condition is that the offenders take guidance instruction sessions 
and the victims agree not to press charges. The Period for School Violence Reporting 
has been in place since 2005 in a concerted effort by the Police Agency,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Justice, and other related government 
agencies. 

(d) Children deprived of their liberty (Art. 37, para. 2, 4) 

487.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guarantees personal liberty and strictly 
abides by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nd the presentation of warrants pursua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incipl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ch as the 
requirements for arrest, the issuance of warrants, the executive procedure of a warrant 
of detention, the methods of detention, and the request by the prosecutor for the issue 
of a warrant, etc. are applicable for juveniles as well. 

Arrest warrant 

488. An arrest warrant for a juvenile suspect shall not be issued unless absolutely 
necessary, and when a juvenile suspect is arrested, he is separated from other suspects 
or defendants in custody unles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When it is decided that 
the arrested juvenile be transferred to the juvenile department, the director of the 
institution where he is placed shall transfer him, within 24 hours of the decision if 
the city/county has a juvenile department in its court, and within 48 hours of the 
decision when there is no such department and therefore the juvenile must be sent to 
another city. 

489. In cases in which the juvenile is to be transmitted to the juvenile department, 
the juvenile department judge may decide to entrust the arrested juvenile to preventive 
facilities when the case needs to be investigated and tried. Entrustment of the juvenile 
to a guardian, person or facility eligible for guardianship, or to hospitals or other 
facilities for treatment may not extend over 3 months, while entrustment to a 
classification judge may not extend over one month. 

Management of a juvenile reformatory
 
490. The rights of the juveniles are also emphasized in the management of juvenile 
reformatories. In particular, pursuant to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etc. (amendment of the former Juvenile Reformatory Act), directors of 
reformatories or classification judges are to put protection of human rights first and 
foremost in the treatment of entrusted juveniles or juveniles in custody. In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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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and female, entrusted persons and persons in custody, and persons under 16 in 
age and persons aged 16 or more should be separately accommodated so as to prevent 
the schooling of delinquency. 

491. Should a juvenile in custody request interviews with visitors, interviews are 
permitted by the director of the reformatory, unless the interviews disrupt the 
protection and reformative education of the juvenile. When the juvenile is having an 
interview with his state‐appointed attorney, officials from the reformatory are to be 
absent to guarantee the right of defense. The director of the reformatory may restrict 
the exchange of correspondence or censor the content of correspondence if it is found 
that the content may be disruptive to reformatory education. However, correspondence 
with the attorney shall not be restricted or censored. 

Juvenile reformatory confinement 

492. As a form of confinement, sending juveniles to juvenile reformatories was 
considered a most rigorous action, second to criminal sanction.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lack of clear stipulation of the term of confinement in juvenile reformatories 
made the sentences indeterminate. Thus in the amended Juvenile Act, the government 
specified the maximum term of confinement as two years to prevent abuse of juvenile 
reformatory sentences. 

Juvenile reformatory confinement for one month or less 

493. In the amended Juvenile Act, reformatory confinement for one month or less is 
introduced to minimize the drawbacks of confinement while enabling intensive 
misconduct prevention programs. 

(e) Prohibition of capital punishment and life sentence of children (Art. 37, para. 1) 

494. Children under age 18 shall not be subject to capital punishment or a life 
sentence. Pursuant to Article 8 of the Juvenile Act, the minimum age for capital 
punishment is 18. When a minor under age 18 commits a crime punishable by capital 
punishment or life sentence, he shall be sentenced with 15 years. This rule also 
applies when the criminal had been under 18 at the time of the crime but was 18 or 
older at the time of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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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upport for the return to society (Art. 39) 

495. The government provides various forms of support for victims (including children) of 
sexual abuse or sex trafficking; such as counseling, shelters, medical care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illness or injuries, resolution of legal issues including damage compensation, 
and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to help them return and adjust to normal life.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abuse 

496. To help victims of sexual abuse recover their physical, psychological, and emotional 
health and quickly resume normal life, the government has been running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s for victims of sexual abuse since 2004. Victims in shelters receive 
various forms of support, including funds for vocational training. Since 2008, a housing 
support program for female victims of abuse has been in place to promote the 
self‐reliance of victims of sexual abuse or domestic violence and their families.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underage victims of sex trafficking 

497. The government puts underage victims of sex trafficking through instruction or 
counseling sessions through orders from the prosecutor of the case. Forty hours of 
customized therapeutic and rehabilitation programs were developed for this purpose, and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youth support facilities and Youth Counseling Support 
Centers designated as instruction facilities in four areas across the country since 2006.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498.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the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since 2005. The Centers build networks between support facilities for sex trafficking 
victims and train people to work in the facilities. The Centers also develop and 
promote support programs and plans projects for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on preventing sex trafficking.

(2) Exploited Children 

(a) Economic exploitation (Art. 32) 

499. To protect children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guarantee that all children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the government prohibits employment of persons under 
15 years of age. It is also provided that children under age 18 who have not finished 
their compulsory education are not to be employed. However, children who are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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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t 13 years old and under 15 and who have obtained an employment authorization 
certificate from the Ministry of Labor are an exception. The government ratified the 
Convention Concerning Minimum Age for Admission to Employment (ILO Convention 
138) in January 1999, and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ILO Convention 182) 
in March 2001. 

Guaranteeing children's right to labor 

500. To protect children's right to labor, the government provides that certificates for 
underage workers are provided at workplaces. Workplaces should have family register 
certificates and written consent from either a parent or a guardian. The parent or 
guardian may not act as a proxy for the child in the labor contract with the 
employer. If the labor contract puts the minor at a disadvantage, the parent or 
Minister of Labor may later terminate the contract. Monthly wages must be paid 
directly to the employee on a regular, monthly basis. Work must be limited to a 
maximum of 7 hours per day and 40 hours per week.

501. Child laborers are subject to special protection. In the Labor Standards Act, a 
separate chapter is provided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The government also makes 
efforts to improve work conditions and welfare benefits to help all children grow into 
sound members of society. Also, during summer and winter vacations when minors 
are more likely to work part‐time, the government runs annual guidance inspections 
where underage workers are employed to guarantee work conditions. 

Comprehensive Measures for Protection of Underage Workers 

502.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Protection of Underage Workers were 
established in 2005. To protect children from labor exploitation, the government 
constantly checks whether the standards for underage work conditions are violated; 
raises awareness of employers, teachers and minors; and campaigns for promotion of 
the rights of underage workers. The government is also improving work conditions for 
underage workers by amending the provisions on protection of underage workers.

(b) Drug abuse (Art. 33) 

503. Use of narcotic drugs is strictly prohibited by regulations, inter alia, the Youth 
Protection Act, Psychotropic Drugs Control Act, and Narcotic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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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s harmful to minors 

504. The Youth Protection Act strictly prohibits distribution of drugs and substances 
harmful to underage persons. ‘Drugs harmful to minors’ refers to drugs that may 
cause physical and psychological harm in the absence of control. This includes 
alcohol, tobacco, narcotics as defined in the Act on Control of Narcotics, and 
hallucinogenic substances as defined in the Toxic Chemicals Control Act.

505. The government prohibits the sale, lending, and distribution of harmful drugs to 
minors, including through automated mechanical devices, unmanned vending machines, 
and telecommunication devices. For better protection of minors, the Minister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rovides a list of harmful drugs to relevant agencies such 
as central administrative bodies, guidance and supervision agencies for youths, and 
other groups that protect minors. 

Pilot schools for prevention of underage drug use 

506.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12 middle schools across the country as pilot 
schools for prevention of underage drug use. These schools are for grooming students 
that set an example in school as ‘peer leaders’, who will, in turn, help teachers 
develop Model Programs for Prevention of Underage Drug Use, and spread them to 
other schools. The pilot school initiative was entrusted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be run as a two‐year program from 2006 to 2007. 

(c)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rt. 34) 

507. Offenders are strictly penalized to prevent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and 
protect children from harm.

Stronger punishment of sex offenders 

508. Punishment for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have been strengthened. Though the 
degree of punishment is still ultimately determined by court ruling, the Government 
also provides the court with a thorough review of information relevant to the 
sentencing in order to help heavily penalize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Such 
information includes the disposition of the offender, possibility of repetitive offense, 
offender's pedophilic propensity, and severity of harm done to th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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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ment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509.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or any attempts to do so 
are punishable by 5 or more years of determinate imprisonment sentences; sale, rent, 
distribution of child pornography, or possession, transport of such material for the 
same purpose, or publicly displaying or screening such material is subject to up to 7 
years of imprisonment. Distribution or public display or screening of child 
pornography is punishable by up to 3 years' imprisonment or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s subject to a fine of up to 20 
million won, regardless of the reasons for possession. Those who act as agents 
between minors and producers of child pornography with the knowledge of the intent 
of the producer are punishable by 1 to 10 years' imprisonment. 

GPS tracking of sex offenders victimizing children
 
510. The Act on the GPS Tracking of Specific Sex Offenders was enacted in 2007, 
initiating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tracking of child sex offenders. In 2008, 
the Rehabilitative Custody Act was revised to enact custody of sex offenders with 
psychological disorders such as pedophilia.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was also amended in June 2008. Article 8, 
paragraph (2) of the same Act stipulates those who rape or commit acts equivalent to 
rape of children younger than 13 years old be given determinate sentences of at least 
seven years' imprisonment. Pursuant to the same paragraph, those who assault children 
under 13 by putting their genitals in areas other than the child's genitals―e.g. mouth 
or anus―or putting their non‐genital body parts, such as fingers, or objects in the 
child's genitals or anus, are subject to at least five years' imprisonment. Those who 
commit indecent assault or acts equivalent to indecent assault are to be punished by at 
least 3 years' determinate sentence or 10 million to 30 million won in fines.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and restrictions on 
employment

511. To step up regulation of sex offenders, on February 4, 2008, the Government 
replace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on Child Sex Offenders (implemented in 
2000) with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The 
new rule targets those found guilty of sexually assaulting minors and those who have 
received disclosure orders from the cour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registered 
offenders’ shall be on the registry for 10 years, while personal information of 
‘disclosed offenders’ shall be made available for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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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Required information on registered offenders includes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postal address and actual address of residence, vocation, location of 
workplace, photograph, license number of any vehicles owned, date of ruling on 
sexual offense, charge, sentence, and summary of crime. The disclosed information is 
available to directors of education institutions or parents of minors in the same city, 
county ("gun"), or ward ("gu") as the registered offender. In addition, in an effort to 
make the disclosure more effective, on‐line disclosure of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s in the works. 

513. Child sex offenders are prohibited for 10 years from employment at or running 
of schools, private education institutions, facilities for minors, childcare facilities, 
children's facilities, apartment management offices (i.e. security guard offices), fitness 
centers, and other institutions inhabited or frequented by minors. At the same time, 
institutions relevant to minors are required to report any incidence of sexual crime on 
their premises. 

Prevention of sexual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514. To address and prevent sexual abuse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 the special 
schools for the disabled, the Special Education Management Plan provides that 
students at special education facilities receive sex education befitting their level of 
disability and school curricula. The faculty at these facilities is trained to protect their 
students from sexual abuse.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work toward the 
eradication of sexual abuse of youths, including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Student Sex Abuse.

Prevention of sexual abuse of underage athletes 

515. In order to prevent cases of abuse and violation of underage athletes’ right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nd NGOs formed a team to come up with Measures to 
Eradicate Sexual Abuse in Sports. The Measures include permanent dismissal of 
abusive coaches, establishment of guidelines on physical contact and coach‐athlete 
interviews, installment of a central sexual abuse report authority for all sports, more 
rigorous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oaches, and training programs for coaches. For 
the development of wholesome and healthy school athletic program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strengthen guidance and supervision with implementation of Measures 
for Sound School Athletic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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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sexual abuse on school grounds 

516. As a means to prevent sexual abuse on school grounds, 70% of schools will 
install closed‐circuit surveillance by 2010, which is today only 12% of schools. 
Another relevant effort is the Clean 365 Comprehensive Measures, implemented since 
2008, enabling permanent expulsion from the teaching profession of faculty who are 
caught committing sexual offenses against minors, which is referred to as the 
Three‐Strikes‐Out system. 

(d) Other forms of exploitation (Art. 36) 

517. In addition to child abuse,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of children, inducing or 
initiating a child to perform obscene acts, exposing to the public a child with 
disabilities for the purpose of entertainment, making a child beg or using a child for 
begging, making a child perform acrobatics detrimental to the child's health or safety 
for the purpose of public recreation or entertainment, unauthorized persons brokering 
child fostering in exchange of monetary compensation, use of funds (donated or 
provided for a chil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care of the child, making minors 
attract customers on the streets for profit, running business in a way that violates 
decency (e.g. letting minors of the opposite sex rent rooms together) or providing a 
location for such conduct, coffee and tea shops making minors deliver beverages to 
offsite customers, or encouragement or sanction of such acts, are strictly prohibited by 
the Child Welfare Act, Youth Protection Act, and other related laws. 

C. Statistics 

(1) Juvenile Justice 

Status of juvenile crime 

518. There were 2,548,010 cases of crime in 2007. Juvenile crime accounted for 
116,135 (4.6%). In 2003, juvenile cases took up 4.3% of the total, went down to 
3.6% in 2005 and back up to 4.6% in 2007 (See Table 8‐1). 

Repeat offenses of juveniles on suspended indictment 

519. The Diversion System, a guidance‐oriented program aimed at preventing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ts, has been in place since 2004. The goal is to a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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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institution Date
founded Curriculum

 
Specializ
‐ed
Schools

Informatio
n and 
Tele‐
communica
‐
tion 
School

Seoul Juvenile 
Reformatory (Gobong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Secondary School)

20/4/42 ㆍMiddle school curriculum
ㆍHigh school curriculum (Computer 

animation, multimedia telecommunications)
ㆍVocational training (confectionery, video 

media, e‐sports)
Jeonju Juvenile 
Reformatory 
(Songcheon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School)

25/3/67 ㆍMiddle 
school 
curriculu
m

ㆍPractical 
English, 
computer 
skills

ㆍClassification judgment
ㆍCounseling, investigation before 

prosecutor’s decision
ㆍCharacter development of 

entrusted juveniles
ㆍAlternative education (general 

students & students with 
suspended indictment)

ㆍGuardian education
ㆍPsychotherapeutic counseling 

for youths

Daegu Juvenile 
Reformatory (Upnae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School)

21/11/4
5

Chuncheon Juvenile 9/9/63

subjecting juvenile delinquents to judicial action and instead provide protection and 
guidance, facilitate their return to society, and prevent repeat offenses. Unfortunately 
the recidivism in juveniles with suspended indictment has actually gone up from 
10.2% in 2003 to 15.7% in 2006. This demonstrates that policies and programs for 
prevention of repeat offense require improvement (See Table 8‐2). 

Procedures for dealing with juvenile crime 

520. Prosecutors investigate juvenile suspects sent by the police or discovered by the 
prosecutors themselves, and conclude the investigation with indictment or transfer to 
juvenile reformatories, or drop the case. In 2007, of 115,990 cases of juvenile crime, 
49.2% received suspension of indictment and 23.3% were sent to juvenile 
reformatories. This shows that unlike adult criminals, juvenile criminals are mostly 
dealt with through guidance instead of judicial action (See Table 8‐3). 

Juvenile reformatories as regular schools 

521. The Juvenile Reformatory Act was amended in 2004 to re‐institute juvenile 
reformatories as regular schools, providing the juveniles with education opportunities 
equal to those attending other schools.

Status of Juvenile Reform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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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atory
(Shinchon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School)
Jeju Juvenile 
Reformatory (Hangil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s 
School)

9/11/87

Informatio
n Industry 
Schools,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s

Busan Juvenile 
Reformatory (Oryun 
Information Industry 
School)

18/1/47 ㆍVocational training (car electronics, welding, 
confectionery, hairstyling skills)

ㆍClassification judgment, character 
development of entrusted juveniles, guardian 
education

Gwangju Juvenile 
Reformatory 
(Goryong Information 
Industry School)

7/11/46 ㆍVocational training (car electronics, automatic 
welding, heavy equipment, architecture 
environment furnishing skills)

ㆍClassification judgment, character 
development of entrusted juveniles, guardian 
education

Anyang Juvenile 
Reformatory 
(Jeongshim Girls’ 
Information Industry 
School)

1/10/46 ㆍMiddle school curriculum
ㆍVocational training (beauty, skin care, office 

automation skills)

General School Daeduk Juvenile 
Reformatory  (Daesan 
Secondary School)

1/7/98 ㆍMiddle/high
school 
curriculum

ㆍTherapy, 
rehabilitat
ion, 
education 
of 
juveniles 
in Type 5 
Correction
Treatment

ㆍClassification judgment, 
counseling, investigation before 
prosecutor’s decision

ㆍCharacter development of 
entrusted juveniles, guardian 
education

ㆍAlternative education (general 
students & students with 
suspended indictment)

ㆍEducation for guardians of 
students in alternative 
education

ㆍCounseling, investigation before 
prosecutor’s decision

ㆍPsychotherapeutic counseling 
for youths

(2) Prevention of Labor Exploitation 

Guidance and supervision of employers of underage workers 

522. In spite of constant guidance and supervision from the Government, unlawful 
conduct does take place at workplaces with underage workers. It is also not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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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s sometimes suffer from infringements on their labor rights at the workplace due 
to the lack of sufficient instruction at school regarding the work conditions to which 
they are entitled. Each year, the Government closely monitors infringements through 
the Ministry of Labor to protect underage workers. 

523. Statistics show that out of the 1,502 workplaces with underage workers examined 
in 2006, 876 underwent corrective measures. Most of the findings were minor 
breaches such as insufficient provision of certificates for underage employees. Some 
workplaces failed to comply with regulations on minimum wage or prohibitions against 
nighttime work. Yet with the exception of one case, all breaches were rectified within 
the specified time. 

(3) Trends of Underage Drug Abuse 

524. Total drug and substance abuse figures have steadily decreased over the past five 
years, with a slight increase in 2006. In contrast, underage drug‐related crime shows a 
recurring up‐and‐down pattern, with the exception of a significant drop in 2004 (See 
Table 8‐4). Meanwhile, the total number of hallucinogen users recorded a slight 
year‐on‐year decrease in 2006, while the proportion of underage users went up from 
13.3% to 21.4%  (See Table 8‐5). 

(4) Underage Prostitution 

525. Underage prostitution arrests sustained a steady increase into 2004, but numbers 
have been going down since 2005, thanks to aggressive anti‐prostitution policy 
enforcement (See Table 8‐6). Noting that around 85% of solicitation for underage 
prostitution takes place on the Internet via chat rooms and others, the Government 
plans to ame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in 
2008 to include punishment of predators who lure children into sex traffic in on‐line 
chat rooms by offering money in exchange for meeting them off‐line.

D. Factors and Difficulties 

526. The Juvenile Justice System is being improved to better guarantee the rights of 
children who need special protection. Efforts are in place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and also for children with foreign nationalities to enjoy 
the same education opportunities as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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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Juvenile crime cases are taken by criminal courts, while juvenile protection cases 
are served at juvenile departments of family courts or juvenile departments of district 
courts. This means that when a crime case involving a minor is to be served as a 
protection case, it must be transferred from the criminal court to the juvenile 
department of the family court or district court. Fortunately, the Juvenile Justice 
System provides a swift and fair transfer procedure.

528. To prevent sexual exploitation of minors, healthy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sex is as important as strict law enforcement against offenders. Local autonomous 
government bodies will join in the awareness raising efforts of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Korea Institute 
of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to promote healthy attitudes towards sex. 
Health education curricula will also be strengthened to help children develop a healthy 
understanding of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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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IX.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First Recommendations on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1) Current Data 

CRC/C/OPSC/KOR/CO/1: para. 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a comprehensive data collection system be 
established within a central governmental body in order to ensure that data o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disaggregated, inter alia, by age and sex, 
ar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sed, as they provide essential tools for 
measuring policy implementation. Data should also includ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prosecutions and convictions for such offences disaggregated by the 
nature of the offence.

529. To help build a comprehensive collection system for data o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legal grounds for the collection of data were created in the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in 
2008.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e Government releases biannually statistics on 
child sex crime among other information.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has formed networks with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olice Agency to collect statistics to be used in 
policy‐making. 

(2) Measures for General Implementation 

    (a) Legislation

CRC/C/OPSC/KOR/CO/1, para. 1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fully harmonise its legislation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b) Provide systematic training to judges and lawyers on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530.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s that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generally recognized rules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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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hall have the same force and effect of law as domestic laws." Thus the 
Government is taking the necessary measures to fully harmonize any new or amended 
legislation with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tional Protocol.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nd Optional Protocol are reflected in any enactment or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n children. 

531. To ensure that the consolidation of government bodies in 2008 results in efficient 
policy execution, the Government plans to implement a structured overhaul of 
child‐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tional Protocol are to be integrated into laws and regulations. 

532. The Comprehensive Legal Information Service of the Supreme Court provides 
search functions for users to look up and understand literature on the Optional 
Protocol. Legal professionals receive training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ir sessions on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at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b) National Plan of Action 

CRC/C/OPSC/KOR/CO/1, para. 1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orpor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fic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Protocol in its national strategies and 
programmes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stakeholder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nd the Global Commitment 
adopted at the First and Second World Congresse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Stockholm 1996; Yokohama 2001).

533.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were established in 2004 
to prevent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and children, and protect 
victims. Three years later in 2007, the Plan was updated and strengthened to reflect 
changes in the environment, including decrease in infringements on human rights, 
shrinking brothel‐concentrated areas, and the rise of disguised brothels, on‐line 
prostitution, and overseas sex trafficking. In the updated Plan, policy challenges were 
re‐aligned to fi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classification framework of "the Three 
Ps" (Prevention, Protection, and Prosecution).

534. In addi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on of 
Sex Trafficking, policies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abuse were strengthened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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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SC/KOR/CO/1, para. 16,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adequate and earmarked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s and courses for all relevant 
groups of professionals throughout its territory, including police officers, public 
prosecutors, judges, medical staff and other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Furthermore, in light of article 9, paragraph 2, of the Protocol, the Committee 

• Prevention: Closed circuit surveillance on playgrounds and parks, designation of 
Child Safety Zones and heightened patrol therein, formation of community groups for 
child safety, more sex education and safety education for children, instruction of 
parents, staging of nationwide awareness campaigns, and so on.
• Prosecution: Heavier sentencing of child sex offenders, overhauling statute of 
limitations rules, treatment probation of certain sex offenders, establishment of a 
full‐time investigation team for crimes against children, more professional training for 
sex crime investigators, building databases of sex offenders' DNA information, early 
detection of children in danger with better execution of 'Amber Alerts', and so on. 
• Protection: Building and running more victim support systems, e.g., Centers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Sunflower Centers for Children) across the country, training 
and placing experts groups to help victims, correction and treatment for underage 
offenders, and so on. 

    (c) Coordination and evaluation 

CRC/C/OPSC/KOR/CO/1, para. 14: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effective coordin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the Child Rights Monitoring Center with 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able it to be fully operational, and consider 
making it a permanent mechanism responsible for the evalu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535.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policies 
for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urn, the Child Policy Working Group 
contributes to effective coordination. Specifics are detailed in the section of this report 
discussing the implementation of 2003 recommendations. In an effort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the monitoring functions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mendment of domestic law is under discussion.

    (d) Campaig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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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widely known, particularly to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rough, inter alia, school 
curricula and long‐term awareness raising campaigns, including the media and 
training about the preventive measures and harmful effects of all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In this regard,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should be encouraged.

536. Government’s support for child‐related NGOs’ rights awareness and promotion 
campaigns helped the Convention and Optional Protocol become more widely known 
to the public. However, Korea still needs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Thus the Government plans fo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 including texts, on‐line, and multimedia content. Such material shall be used 
in the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campaigns for youth support facility staff, school 
faculty, children, and citizens in general. 

537. Each year, the Government carries out measures to enhance sex education in 
schools and prevent sexual abuse. At least 10 hours of sex education, including 
sessions on preventing sexual abuse and prostitution, and at least one hour of 
education specifically aiming to prevent prostitution, is required in each school year. 
In 2008, to encourage sex education at school, the government made and distributed 
sex education textbooks across the country, and also produced video clips on 
prevention of student sexual abuse to post on the websites of schools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Public guidance material to prevent underage sexual abuse was also 
distributed.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provide school curricula with guidance 
and instruction on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538. In 2007, February 22nd was declared the Anti‐Sexual Abuse of Children Day, to 
raise social awareness on sexual abuse of children with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 Protect Our Children Campaign was launched the following year with the 
participation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bodies, religious groups and NGOs. 
These movements and campaigns are reminding the public that each and every 
individual must join in the effort to make the world safe for children. 

539. Expert courses for training child sexual abuse prevention instructors were opened 
in 2008 at the Korea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With 55 
instructors graduating from the first pilot round of courses, the institute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of graduates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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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SC/KOR/CO/1, para. 21:
The Committee, reiterating what it previously stat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upon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197, para. 18), 

    (e) Allocation of resources 

 CRC/C/OPSC/KOR/CO/1, para. 1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resources are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all areas covered by the Protocol, by providing 
in particular,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mes aimed at the prevention, protecti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victims, as well as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the offences covered by the Protocol.

540. The budget for policies to prevent sexual and domestic violence and protect 
victims has been steadily increased, going from 6.324 million won in 2003 to 21.612 
million won in 2008, a growth of 3.4 times of its former size in 5 years. The 
Government provided 200 million won in 2006 and 100 million won in 2008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underage perpetrators of sexual trafficking. Two‐hundred 
million won in 2006, 630 million won in 2007, and 620 million won in 2008 went to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underage victims of sexual abuse. The investment is 
an ongoing effort, with 730 million planned in 2009 for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underage perpetrators of sexual trafficking and underage victims of 
sexual abuse. 

541. There are three Centers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founded by the 
Government. In 2004, the Government provided 503 million won in funds; in 2005, 
1,445 million; in 2006, 1,350 million; another 1,350 million in 2007; and 1,850 
million won in 2008. The Government has also hosted the Anti‐Sexual Abuse of 
Children Day ceremony since 2007. In 2008, the Government also launched the 
Protect Our Children Campaign and collected 10 million written vows to help prevent 
child sex abuse. 

542. In 2008, the Government will expand the three Centers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into one central association and 16 local branches. The government also 
plans establish the Anti‐Sexual Abuse of Children Day as a regular annual event as it 
continues to promote greater public awareness necessary to wipe out crimes like 
sexual assault that are committed against children.

    (f) Independen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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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HRCK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in order to adequately monitor and promote the 
Optional Protocol and undertake awareness raising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reased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for children

CRC/C/OPSC/KOR/CO/1, para. 23, 25, 27, 2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arry out further documentation and 
gender‐sensitive research on the root causes, the nature, and the extent of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in order to develop 
relevant prevention measures, in collaboration with, inter alia, UNICEF, ILO, IOM,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llocate earmarked budget resources for preventive measur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rehabilitate offenders of sexual crimes stipulated in the Optional Protocol while 
encouraging strict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existing legislation criminalising the 
use of childre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further measures to 
prevent sex tourism, in particular by earmarking additional funds for public 
campaigns for this purpose. The State party should also, through relevant authorities, 
continue its cooperation with the tourism industry, NGO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mote responsible tourism through the dissemination of 
the Code of Conduct of the World Tourist Organization among employees within the 

543. Currentl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oes not have a separate 
division dedicated to the rights of children. However,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good faith, the 
Commission has selected promotion of greater expertise in children's rights, the 
Commission formed a project team for children's rights in 2008, composed of staff 
from child‐related project departments including policy, discrimination, infringement, 
and education. 

544. Sin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cks the authority to issue its 
own orders, it must consult the Government when issuing orders on official 
organization. Establishment of a division dedicated to children, or increase of staff in 
charge of child issues shall be discussed in the next revision of orders on official 
organization. 

(3) Prevention of Child Trafficking, Sex Trafficking, and Child Pornography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353

tourism industry as well as awareness raising campaigns for the general public.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cludes measures within the 
existing plans of action to address cyber crimes as they relate to the Optional 
Protocol, with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strengthen its awareness‐raising 
efforts among the general public with a view to informi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about the safe use of the Internet.

545. The Government is conducting surveys to use in anti‐ prostitution policies. In 
2002 and 2007, there were nationwide studies on the status and economic impact of 
prostitution. The absence of prostitution index was developed in 2005 to measure the 
extent of sex trafficking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across Korea. It was then 
pilot‐tested in 2006, and officially used in assessment in 2007. Findings from the 2007 
measurements using the index have been reflected in the consolidated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administration.  

546. The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has been partially funded by the 
Government since 2005. The Center builds networks between support facilities for sex 
trafficking victims and trains people to work in the facilities. The Center also 
develops and promotes support programs and plans projects for education, promotion, 
and information on the prevention of sex trafficking. 

547. There is activ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to improve our sex 
culture. Nine Civic Watchdogs for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were put in place in 
eight cities and provinces in 2006, and were converted into local autonomous 
government projects in 2007. 

548. The Government and various NGOs are collaborating on anti‐prostitution 
awareness raising campaigns. The Week without Violence in 2007,and the International 
Women's Day in 2008 were triggers for such campaigns. 

549. Help for victims of sex trafficking is provided in joint efforts from the 
Government and NGOs. Funds are supplied for facilities and counseling,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also for legal assistance, medical care, vocational training, victim 
rehabilitation programs, business start‐ups, and self‐support programs. Twenty‐two 
billion won in 2005, 20.2 billion in 2006, 18.1 billion in 2007, and 15.4 billion won 
in 2008 went out to such programs. 

550. The Johns School program, designed to help convicted customers of prostitution 
avoid repeating the offense, began in 2005 in the Seoul Probation Office for eight 
prostitution service customers. A standard program for prostitution offender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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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and launched in 2006. Johns Schools were operated in 22 probation offices 
(11,217 offenders) in 2006 and in 29 offices (15,124 offenders) in 2007. The 
government’s ongoing surveys and studies on the Johns School program and their 
effectiveness have furthered the program’s role in enhancing awareness of sexual 
issues.

551. Measures to Prevent Overseas Sexual Trafficking were established in 2006. 
Promotion and education for Korean communities and travel agencies overseas, 
aggressiv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brokers of overseas prostitution, methods of 
detection and arrest, and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of collaboration between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were some of the measures implemented. The Overseas 
Prostitution Prevention Team, a joint effort of the Prosecutors’ Office, Police Agency, 
and National Information Service, constantly monitors customers and brokers of 
prostitution overseas. The Ministry of Justice hosts the conference of government 
agencies for anti‐human trafficking twice annually in which representatives from the 
Prosecutor's Office, Police Agency, Ministry of Labor,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the U.S. Embassy participate and discusses ways to fight the various forms of 
human trafficking, including prostitution. 

552. The Passport Act was amended in 2008 to further limit the issuance of passports 
to people with records of brokering or patronizing overseas sex trafficking. The Act 
even prescribes confiscation of passports when necessary. Training is provided for 
travel agency employees. Travelers are alerted that soliciting prostitution overseas is 
subject to punishment under Korean law. The Government also assists campaigns in 
Korean communities overseas, including movements to certify healthy business practice 
in Korean travel agencies, restaurants, bars, and other hospitality service providers. 

553. Two obstacles to preventing overseas prostitution are that it is difficult for 
authorities to access the victims, and that customers are not aware that they are 
committing a crime. This is why the Government plans to step up supervision and 
monitoring of the tourism industry and build networks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fight prostitution. Also, the victims of overseas prostitution who return to Korea will 
be supported by protection and self‐reliance training networks consisting of support 
facilities, counseling centers, and the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s. 

554.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includes specific policies 
on blocking solicitation of prostitution via the Internet or mobile phones.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amended to strengthen prosecution against senders of 
illegal spam mail and other forms of phone or Internet advertisements. The 
Government has also begun monitoring proliferation of illegal and harmfu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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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SC/KOR/CO/1, para. 31, 33,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necessary measures to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s 2 and 3 of the Protocol, 
including the provision on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articles 2(c)).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atify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ake the necessary steps to adequately define 
and criminalize the sale of, and trafficking in, children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b) Amend the definition of child prostitution contained in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fforded to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c) Criminalize all acts that constitute offering, delivering, or accepting, by whatever 
means, a child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of the child; and
d) Amend the relevant legislation in order to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prostitution 
are not subject to punishment;
e) Amend the Juvenile Protection Law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00) in order 
to include, in its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y,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sexual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Special control teams were formed for summer and winter vacation times to conduct 
intensive crackdown on harmful material and information. 

555. Instructional sessions for parents have been provided by the Government since 
1999 to promote a wholesome culture of media exposure. Organizations where 
national‐level education networks are accessible are awarded with state subsidies. The 
parent instruction classes run by primary and middle schools, local autonomous 
government bodies, and education offices in 16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co 
untry also serve as outlets offering structured education on the pros and cons of 
media. In 2009, a new project will be launched with the aim of fostering a healthy 
Internet environment. The Government plans to develop a software program that 
blocks access to harmful online contents via computer and/or mobile communication 
devices and to distribute this free of charge to all households wishing to use it.

(4) Prohibition of Child Trafficking, Sex Trafficking and Child Pornography and 
Related Issues 

    (a) Criminal Code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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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quired by article 2 (c)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f) Criminalize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without requiring the intent of 
dissemin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sure effective and prompt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all crim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In light of article 3(1)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necessary measures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a)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556. The Government is actively involv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ndeavors 
to punish and prevent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In December 2000, it joined the 
Treaty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re underway for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Treaty and Protocol. 

b)~f) Amendment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557.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was enacted in 
2000 to fulfill the following objectives: to rigorously punish the purchase of sex from 
youths and all forms of mediation to child prostitution and those who sexually exploit 
youths; and to provide measures to protect and rehabilitate youths who have become 
victims of prostitution or sexual exploitation. The ultimate objective is to guarantee the 
rights of youths and facilitate their restoration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To 
reinforce anti‐crime efforts, the Law also makes public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against youths. A series of amendments to the Law helps further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youths while strengthening punishment of sex offenders. 

558.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was amended in 
2004 to institutionalize measures to eradicate prostitution and brokering thereof. The 
measures include punishment of human trafficking for sex trade, whereby pimps and 
mediators of prostitution may be thwarted, and confiscation and forfeiture of money 
and other profits gained in prostitution brokering and so on. In 2007, shortcomings of 
the Act were further rectified by the following measures. Sexual offense was changed 
from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only with the victim's complaint, to an offense 
not subject to prosecution only when the victim objects to prosecution. A chan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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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subjected a wider range of sex offenders to registration and disclosure. Underage 
victims were separated from their guardian with parental rights in cases where the 
guardian had committed a sexual offense against the child. 

559. Whe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was 
established in 2000, child prostitution was defined as only 'acts of purchasing sex 
from minors', or offering money or monetary profit, service, or convenience to the 
minor, the broker, or the guardian or overseer of the minor in exchange for sexual 
intercourse, or acts similar to intercourse, using objects or body parts such as the anus 
or mouth. However, the Law was amended in 2005 to include in the definition of 
child prostitution any indecent or offensive contact or exposure of either part of the 
body or the full body, masturbation in the company of a minor, or inducing a minor 
to masturbate. 

560. The current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prescribes that persons convicted of purchasing sex from youths are to be punished 
with up to three years imprisonment or 20 million won in fines (Article 10). Victims 
of child prostitution are,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and not 
withstanding provisions of other laws, not to be punished (Article 25). 

561. Not only producers, importers, exporters of child pornography, persons who sell, 
rent, distribute child pornography for profit, those who possess child pornography for 
sale, rent or distribution, and those who publicly display or present child pornography, 
but also any persons who possess such material without any particular purpose are 
subject to rigorous punishment. Child pornography refers to material featuring minors 
engaging in any of the acts described in the above paragraph or any other sexual 
activity. The format of the material may be film, video cassette, video game units, or 
pictures or videos viewed on a computer or other sorts of telecommunication media. 

Swift investigation, indictment, conviction, and responsibility of legal persons 

562. The Korean Government has a prosecutor dedicated to cases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women and children. The investigation team dedicated to sexual crime 
enables the swift resolution of cases. The prosecution and police also run a 24 ‐hour 
internal hotline for real‐time command of investigations. For quick and effective 
investigation, a dedicated prosecutor is assigned as soon as a sexual abuse case is 
discovered. The public helpline for sexual abuse (1301, ARS # ‘35’) enables efficient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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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Punishment of legal persons involved in prostitution, pursuant to regulations on 
dual punishment, was stipulated in 2004 when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was established. 

    (b) Adoption 

CRC/C/OPSC/KOR/CO/1, para. 37:
The Committee strongly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withdraw the declaration to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reservation to article 21 of the 
Convention, and consider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No. 3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cts covered by article 3(1)(a)(ii) 
of the Optional Protocol are criminalized as sale in its legislation.

564. The views of the Korean Government on ratification of the adoption authorization 
system and the Hague Convention has been discussed in this report in the section 
dealing with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rom the Committee. Adoption 
based on unjust consent is clearly prohibited by the Civil Code, Child Welfare Act,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565. Article 884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adoption is cancelled when consent 
to adoption was given under deception or coercion. Also, Article 9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provides that 
adoption is also to be annulled when the adopted child had been forcibly taken or 
lured from its guardian. Article 19 of the same Act cancels the adoption agency's 
permit to adoption when the agency harms the interest of any child listed for 
adoption. 

(c) Jurisdiction and the repatriation of criminals 

CRC/C/OPSC/KOR/CO/1, para. 39:
In light of article 4(2)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establish it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when such 
offences are committe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person who 
has hi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when the victims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566. The Crimina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follows the territorial principle and 
therefore applies to both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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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SC/KOR/CO/1, para. 4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mendments, to ensure that 
child victims of any of the offenc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are as such neither 
criminalised nor penalised, and that all possible measures be taken to avoid their 
stigmatisation and social marginalisation;
b) Allocate adequat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representation for child victims;
c) Ensure that all child victims of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Protocol have 
access to adequate procedures to seek, without discrimin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ose legally responsibl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4) of the 
Optional Protocol;
d) Consider merging the existing child helplines (1577, 1391 and 1388) into on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riminal Code also applies to Koreans who 
commit crimes outside Korean territory, pursuant to the nationality principle. 
Furthermore, due to the principle of double criminality, the Code is applicable to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or its citizens outside 
Korean territory. 

567. Korean nationals who commit sexual crimes overseas are subject to rigorous 
punishment under relevant law.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provides that for Korean nationals who commit, outside Korean territory, 
sexual crimes against minors that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by Article 3 
(Overseas Crime of Nationals) of the Criminal Code, information on the crime is to 
be immediately received from that country to facilitate prosecution.
 
568. Pursuant to the Extradition Law,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an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e Korean Government shall do its utmost to extradite foreign criminals 
when a foreign country demands extradition of child sex offenders. According to the 
majority of the criminal extradition agreements the Government has signed, all forms 
of crime punishable by at least one year imprisonment are subject to extradition. All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are included, since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namely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provides all 
such crimes are punishable by a sentence of at least one year. 

(5)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hild Victims 

(a)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of offense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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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line which should be sufficiently funded, fully accessible, and known to 
children, and available in multi‐lingual format; and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of the 
Helpline with child‐focused NGOs, health and social workers, as well as the police; 
and
e) Ensure that resources be earmarked in order to strengthen social reintegration and 
physical and psychosocial recovery measur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3) of the 
Protocol, in particular by providing interdisciplinary assistance for child victims.

a)~c), e) Legal and rehabilitation support for victims of sexual trafficking, and prevention 
of stigmatization 

569. Article 6 (Special Cases of Punishment and Protec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provides that for 
protection of victims of prostitution, the victims are exempt from punishment. 

570. Support facilities for youths are run by the Government. Support facilities for 
victims of child prostitution provide emergency, temporary funds for sustenance; legal 
and medical help; and vocational training so the victims can extract themselves from 
prostitution and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Counseling centers offer medical and 
legal counseling. A legal support team for more legal counseling, legal procedure for 
victims, and development of manuals for counseling are also in the works. 

571.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enacted in 
2004, defines minors who are arranged or lured into prostitution as victims of 
prostitution, and has special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such victims.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ave jointly developed the 
Guidelines on Dealing with Cases of Juvenile Victims of Sex Trafficking and had 
them implemented in the prosecutors' offices. Guidelines for youths in cases related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were also created to 
prevent victims from being punished or stigmatized.
 

d) Consolidation of child counseling helpline services 

572. The Health and Welfare Call Center ('129') was set up in 2005 as a means to 
improve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The Center functions as a portal for 
counseling, information, and referrals so that users can access welfare information and 
counseling in one phone call. The Helpline for Child Abuse (‘1391’) was also 
integrated into ‘129’ to make '129' the sole helpline for all health and welfare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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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isting special helplines for youths in crises, such as '1388’ and ‘1588‐0924’, 
were consolidated into 'Help Call! Youth Phone 1388’.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nd youth (counseling) support centers from 16 cities and provinces and 126 
cities, counties and wards offer integrated service through '1388' on 280 lines. 

(b) Protective measur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CRC/C/OPSC/KOR/CO/1, para. 43:
The State party should be guided by the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5/20) and should in particular:
a)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by providing them with adequate 
and explicit protec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o as to ensure that they are 
not considered or treated as juvenile offenders;
b) Allow the views, needs and concerns of child victim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in proceedings where their personal interests are affected;
c) Use child‐sensitive proced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hardship during the justice 
process, including by the use of special interview rooms designed for children, 
child‐sensitive methods of questioning; and by reducing the number of interviews, 
statements and hearings, and in this connection, consider making use of video‐taping 
of witness testimonies for all children under 18; and
d) Presume young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to be children, and not adults, if 
in doubt.

574.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 Trafficking provided that around 2,000 victims 
of prostitution were not punished for the first three years of enactment. In addition, 
the Protection of Reporters, etc. of Specific Crimes Act provides that reporters of 
crimes are protected by provisions prohibiting any records of information on the 
reporter, prohibit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the reporter, and restricting access to 
the information. 

575. As discussed in the section on implementation of the 2003 recommendations, 
dedicated prosecutors and police are assigned to cases of child sex trafficking, 
testimonies are recorded on video, and trustworthy persons are made present at the 
questioning sessions, helping make the judicial procedure more child‐sen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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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SC/KOR/CO/1, para. 46, 4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and appropriate 
administrative measures, social policies, and programmes are in place to protect all 
children that are vulnerable to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and 
to allow for the full phys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recovery of child victims, 
with their full participation. In this connec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o provide rehabilitation measures to boys as well as girls, and in multi‐
lingual format,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common countries of 
origin of child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that the State party ensure that such programmes are effectively 
monitored and evaluated regularly,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hildren.
The Committee also requests that the State party provide in the next report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rrective education" programme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ensure that the programme prioritise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in line with article 8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General Comment 
No.10 on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C/GC/10) and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c) Rehabilitation of victims and reintegration into society

576. Funds are provided for treatment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disorder in 
underage victims of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trafficking, and other victims of 
prostitution. The funds include provision for treatment of diseases found in victims, 
and illnesses not covered by medical insurance. 

577. Victims of sexual trafficking are provided with not only protection but also a 
comprehensive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 that includes stabilization and healing of the 
mind and body, suggestion of specific goals in life, help in job‐seeking and business 
launching, and other support for self‐sustenance. The treatment and recovery program consists 
of counseling, emotion‐focused therapy, lectures (learning), and motivational sessions. 

(6)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CRC/C/OPSC/KOR/CO/1, para. 48: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suppor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relating to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in a number of countries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further its efforts in this regard, taking into account the 
relevant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on these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 Optional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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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SC/KOR/CO/1, para. 49, 5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s,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he State Council,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o provincial authorities,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report and written replie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related recommendation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e made 
widely available, including through the internet (but not exclusively), to the public 
at larg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media, youth groups, and professional 
groups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make the Optional Protocol widely known to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rough, inter alia, school curricula and human rights education.

578.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is being 
strengthened. For instance, the government has participated in the workshop in 
Indonesia on preventing regional human trafficking and protecting victims in 2006, and 
has provided 50,000 US dollars for the UN Trust Fund in Support of Actions 
Eliminate Violence Against Women in 2007.

579.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Ministry of Justice hosted three Expert 
Group Meetings on Prevention of International Trafficking since 2003. The annual 
meetings convened on the themes of prevention of human trafficking, protection of 
victims, and prosecution of offenders. The Meetings provided a forum to discuss 
stronge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eradication of trafficking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580. The Korean Government encourages active participation of ministries and 
government agencies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women's issues. It will continue to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effort for furthering of women's rights, through contribution 
to projects for women's issues, among other endeavors. 

(7) After‐measures and Dissemination 

581. The Children’s Rights Monitoring Center promptly provided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with a Korean‐language translation of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on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in June 2008. The recommendations were also 
delivered to the Ombudspersons for Children's Rights and NGOs. Brochures on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recommendations were also produced and distribu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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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AC/KOR/CO/1, para. 8, 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light of article 6, paragraph2, 
ensure that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are included in 
the curricula of military schools and widely disseminated to the general public and 
State officials, as well as to military and peace‐keeping personnel, by appropriate 
means, including the media.
It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systematic awareness raising,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on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for 
all relevant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cluding those 
working with asylum‐seeking and refugee children coming from countries affected 
by armed conflict, such as health personnel, social workers, teachers, lawyers, 
judges, and immigration officials.

government agencies, legislators,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 bodies to help improve the understanding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enabl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An event 
was also held to promote the periodic report to the public and groups for children. 
The content of the report is made readily available on government websites. 

Chapter X.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First Recommendations on 
Optional Protocol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1) Measures for General Implementation 

(a) Dissemination and training 

582. The Special Warfare Training Group trains all Korean Peace Keeping Forces with 
the Standard Generic Training Module (SGTM). The 'Operating Principles / Cultural 
Understanding' section of the Module includes education on children's rights, focusing 
on protection of children. Meanwhil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a judge 
advocate f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its Human Rights Division, who monitors 
and evaluates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tional Protocol. The Ministry promotes the Convention and Optional 
Protocol for the military, military academies,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mmands. The Ministry will includ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e Optional 
Protocol in the curricula of the military, military academies,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Commands to enhance the awareness of our forces on the issues.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365

CRC/C/OPAC/KOR/CO/1, para. 11:
The Committee, reiterating what it previously stated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upon the State party's second periodic report (CRC/C/15/Add.197, para. 18),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HRCK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in order to adequately monitor and 
promote the Optional Protocol and undertake awareness raising measures with a 
view to achieving increased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for children.r

CRC/C/OPAC/KOR/CO/1, para. 13:
The Committee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a) explicitly prohibit by law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b) Ensure that all legislation is fully brought in line with the provisions of the 

583. The Ministry of Justice created the Human Rights Bureau in 2006. The Bureau 
educates and trains public servants responsible for immigration administration who deal 
with child refugees from areas in armed conflict.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systematically runs more than 20 sessions a year for immigration 
administrators to enhance awareness and prevent discrimination of child refugees. 
'Foreigners and Their Human Rights' and 'Understanding Multicultural Society' are 
among the subjects taught at the Institute.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continue to 
educate immigration officers on the rights of child refugees. 

(b) Independent organization for promoting human rights 

584. Thoug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does not have a 
separate division dedicated to children's rights, all commissioners are experts on human 
rights in general. The Commission has selected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as a 
major objective for 2006 and 2007. In 2008, it formed a Project Team for Children's 
Rights, bringing together staff from child‐related project departments within the 
Commission, including policy, discrimination, infringement, and education, for the 
systematic advancement of the project. Sinc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cks the authority to issue its own orders, it will consult with the relevant 
government departments to create a division dedicated to children. 

(2) Prohibitions and Related Issues 

(a) Law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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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Protocol; and
c) Ensure that all military codes, manuals and other military directiv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nd the spirit of the Optional Protocol.

585.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amended in 2004 to raise the age of conscription 
from 17 to 18. In 2005, the Air Force Regulations providing for the wartime basic 
duties of Air Force Aviation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under age 18 (15‐1, 
Wartime Education Provision) were amended to prohibit children from engaging in 
armed conflict. Because the age of admission is ‘at least 17’ in military academies 
and the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participation of 17 year‐old students in 
armed conflict could have become a problem. However, this was pre‐empted by 
Article 11, paragraph 2 of the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which provided 
that 4th‐year students in military academies were to be appointed as officers in 
wartime. Therefore,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is currently not 
permitted under Korean law. 

586. The Government is helping fulfill the objective of the Optional Protocol on 
Children in Armed Conflict by amending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age of persons 
who fulfill their military service duties along with Air Force Regulations, and through 
the revision of provisions on military training.

587. The Republic of Korea has joined international treaties on human rights 
upholding the basic rights, dignity, and morals of all human beings. Pursuant to 
Article 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se treaties 
have the same effect as the domestic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us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Optional Protocol are 
integrated in relevant domestic law.  

(b)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CRC/C/OPAC/KOR/CO/1, para. 15: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international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ruitment of children for armed forces or armed groups and their use in 
hostilitie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extending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for crimes of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by, inter alia, entering into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588. The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follows the territorial principle and 
therefore applies to both Korean nationals and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on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riminal Act also applies to Koreans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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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AC/KOR/CO/1, para. 17: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introduce a mechanism that allows for systematic identification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of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entering the Republic of 
Korea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broad;
b) carefully assess the situation of these children and provide them with immediate, 
culturally sensitive, and multidisciplinary assistance for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their social reinteg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3) 
of the Optional Protocol;
c) systematically collect data on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within its 
jurisdiction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in their home 
country; and
d) include information on measures adopted in this regard in its next report.

commit crimes outside Korean territory, pursuant to the nationality principle. 
Furthermore, due to the principle of double criminality, the Code is applicable to 
foreigners who commit crime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or its citizens outside 
Korean territory. Since recruiting a child of Korean nationality and using him in 
hostile activity for the military or any other armed group is a clear violation of law, 
the Korean Government conducts strict law enforcement in such cases, regardless of 
location or nationality of the violator. 

(3) Protection, Recovery and Reintegration 

(a)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 victims 

589. There is clos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for the identific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ing persons.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person applying for refugee status, requests for cooperation are 
made to related agencies includ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Consulates in the home country of the refugee also assist in identification. However, 
in politically volatile countries or countries with insufficient administrative functions, 
even diplomatic and consular offices may find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person. The 
Government is seeking ways to improve the identification process, and will make 
every effort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 refugees by enhancing refugee status 
administration, helping the children quickly gain status that provides safety and 
asylum. 

590. To help the child refugees' adjustment to life in Korea, the Government provides 
them with resident status, legal right to stay, and rights provided by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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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public education and relief, etc.) and enjoyed by 
Korean nationals. Refugee children may receive free compulsory education at the 
schools in their neighborhoods, and also basic support stipulated in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591. The Government conducts studies on major conflict areas. Data on refugee 
children is classified by region, age, sex, and other criteria. As of 2008, a total of 76 
persons were given refugee status. Refugee status was given to two children in 2004, 
six in 2007 and two in 2008. Seven were from Asia, three from Africa; and seven 
were between the ages of one and four, and three were between five and 17. Seven 
were boys and three were girls. Currently there is no separate facility dedicated to the 
social adaptation (i.e., pre‐school childcare, education support) of refugee children; but 
refugee help facilities are planned to open in 2012. 

(b) Displaced North Korean children

CRC/C/OPAC/KOR/CO/1, para. 17, 18: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the particular 
vulnerabilities of children coming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and grant them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measures, taking into account article 6(3) of the Optional 
Protocol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6 on treatment of unaccompanied 
and separated children outside their country of origin (CRC/GC/2005/6).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coming from the DPRK, who may have bee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who seek the protection of the State party are not re‐fouled.

592. The Government, by principle, accepts displaced North Koreans who wish to 
enter the Republic of Korea on their own free will. Close cooperation with relate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in place for the admission of such refugees. 
The Korean Government also makes requests to other countries to protect these 
refugees and prevent them from being transported back to DPRK against their own 
will.
 
593. The Government will consider the specific needs of these children in crafting the 
policies on displaced North Koreans, by including, creating the way of considering 
children’s opinion and guaranteeing the right of child to stay with his/her parents.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369

CRC/C/OPAC/KOR/CO/1, para. 20: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continue its activitie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action to 
protect children in armed conflict.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disaggregating the financial data relating to the assistance prov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KOICA) to allow for an assessment 
and monitoring of the aid expenditure on children, and in particular, children 
involved in armed conflict.a

(4) Interna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a) International cooperation 

594.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rains forces to be deployed to conflict areas 
including Iraq and Lebanon, on humanitarian aid, construction of hospitals and school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private sector. The Ministry will 
continue to carry out activities for children's welfare in conflict areas for humanitarian 
purposes. 

595.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s KOICA activity for children's safety in 
countries under conflict such as East Timor, Ethiopia, Afghanistan, Iraq, Pakistan, and 
Cote d'Ivoire.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child welfare work done in conflict 
areas: 

In 2006, the Korean Government funded a healthcare project (US $31,980) 
conducted by the Korean Medicine Service Team Abroad (KOMSTA)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welfare of women and children in East Timor. 
In 2003, the Government supported the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for their 
water sanitation project in Ethiopia (US$40,790). In 2005, the Government 
contributed to construction and education projects for indigent children in the city 
of Addis Ababa run by Good Neighbors International. (US $80,500)
In 2003, the Government supported a school reconstruction project (US $34,870) 
and the provision of safe drinking water and hygiene education in schools project 
(US $61,030) run by UNICEF Korea. The Government also assisted a slum 
development project run by Good Neighbors in Kabul (US$97,780). In 2004, the 
Government also supported a school construction project in Parwan. (US $927.340)
In 2003, the Government assisted a number of programs in Iraq, such as water and 
sanitation in primary and middle school project administered by World Vision (US 
$203,640),  reconstruction of primary schools and supply of learning materials 
project run by Save the Children (US $50,910), and primary school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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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AC/KOR/CO/1, para. 22: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nact relevant legislation to 
prohibit trade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o countries with current or recent 
armed conflict that may involve children as participants. In this respect,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dicate, in its next periodic report, 
what changes to the domestic law have been made and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se changes has contributed to halting the sales of small arms to those countries.

and community culture center development carried out by Korea Food for the 
Hungry International (US $369,550). 
In 2006, the Government has aided Pakistan by supporting Save the Children in 
their child education project (US $305,450) in Battagram.  
From 2004 through 2006, the Korean Government has sent pediatricians to Cote 
d’Ivoire.

596. KOICA aid is provided in the following seven categories; medicine/healthcare, 
education, administration,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regional development, 
industry/energy, and environm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obtain separate tallies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aid for children.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the 
budget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expand KOICA's scope of work in 
conflict areas. 

(b) Sale of arms and military aid 

597.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and Foreign Trade Act provide the 
grounds for restricting the sale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o conflict areas.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established in 2006, stipulates that persons intending 
to sell or mediate (including between two other countries) the sale of key defense 
industry goods and national defense science or technology to another country must 
obtain permission from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or. The Foreign 
Trade Act provides that trade may be restricted or banned in accordance with trade 
treaties concluded and declared under the Constitution, or in accordance with duties 
stipulated in international law, such as protection of international peace and safety. 
The Government has designated as 'export markets requiring caution' the jurisdictions 
that violate international community norms (e.g., human rights and basic rights). In 
granting permission to export, the Government restricts trade of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to the export markets requiring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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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C/C/OPAC/KOR/CO/1, para. 23, 24, 2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recommendations,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tate Council, the Defence Ministry and to provincial authorities, where applicable,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Additionally, in light of article 6, paragraph 2, of the Optional Protocol,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be made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at large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Optional Protocol, 
its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5) Follow‐up Measures and Promotion 

598. The efforts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have been discussed in No. 581.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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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State budget (A) 118,132,320 120,139,368 135,215,587 146,962,504 156,517,719

Budget 
for 

policies 
impacting 
children

Early, primary, 
secondary 
education

17,623,061
(-)

18,985,240
(7.7)

24,390,080
(31.3)

25,257,051
(3.5)

26,835,133
(6.2)

Child welfare
84,297

(-)
101,182

(20.0)
13,670

(△86.51))
21,663
(58.6)

70,235
(224.2)

Childcare
312,012

(-)
404,997

(29.8)
600,091

(48.2)
791,008

(31.8)
1,043,474

(31.9)

Youth
89,747

(-)
109,824

(22.4)
125,039

(13.9)
137,815

(10.2)
156,536

(13.6)
Sexual/domestic 

violence
6,324

(-)
13,675
(53.7)

14,563
(6.5)

19,013
(30.5)

20,352
(7.0)

Sub‐total (B)
18,115,441

(-)
19,614,918

(8.3)
25,143,443

(28.2)
26,226,550

(4.3)
28,125,730

(7.2)
(B)/(A) 15.3 16.3 18.6 17.8 18.0

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population (A) 47,859,311 48,039,415 48,138,077 48,297,184 48,456,369
Child population (B) 11,478,537 11,297,516 11,105,069 10,903,869 10,704,846

(B/A) 24.0% 23.5% 23.1% 22.6% 22.1%
Under 1 494,291 480,092 453,778 442,831 449,027

1~5 yr(s)‐old 3,008,495 2,858,133 2,712,913 2,537,401 2,383,255
6~11 yrs old 4,177,543 4,112,409 4,016,417 3,922,772 3,806,079

12~17 yrs old 3,798,208 3,846,882 3,921,961 4,000,865 4,066,485

TABLES

Table 1‐1. Budget allocated to policies impacting children 
(unit: million won, %) 

Notes: 1) The 2005 budget is the result of the delegation of certain State‐financed projects to local governments. 
2) The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the percentage change in budget amount.  

Sourc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07. 

Table 2‐1. Child population   

Source: Population Projection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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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Parents Teachers
Consultation at class meetings and/or student 
council meetings 35.6 % 41.8 % 67.6 %

Surveys and/or public hearings 11.9 % 7.9 % 7.3 %
Student council representatives 17.3 % 8.3 % 14.1 %
Opinion posting on bulletin boards 2.0 % 1.5 % 0.4 %
No consultation takes place 12.2 % 5.4 % 3.8 %
Not sure 17.9 % 29.6 % 3.8 %
Others 0.9 % 0.4 % 0 %

Total 97.8 % 94.9 % 96.9 %

Group
Total

Students Parents Teachers
Notice of 

disciplinary 
action

Inadequate 83.7 90.0 13.3 66.0

Adequate 16.3 10.0 86.7 34.0

Vindication 
procedure

Inadequate 87.7 91.6 11.1 67.5
Adequate 12.3 8.4 88.9 32.5

Assistance from 
experts

Inadequate 95.3 99.3 60.9 86.7
Adequate  4.7  0.7 39.1 13.3

2003 2004 2005 2006
Number of students disciplined

 for school violence 7,769 7,488 5,653 6,267

Table 3‐1. Ways in which students’ opinions are sought in amending or introducing 
school rules as perceived by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Source: Human Rights of Students in Secondary Schools, MIHWFA and NHRCK, 2006. 

Table 3‐2. Disciplinary procedures   
(Unit: %) 

Source: Human Rights of Students in Secondary Schools, MIHWFA and NHRCK, 2006. 

Table 3‐3. Number of students disciplined for violence in school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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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ssaults Threats Extortion Group bullying
2003 2.97 1.11 3.49 0.92
2004 2.51 3.08 4.22 0.63
2005 2.60 3.58 5.00 2.99
2006 2.86 4.26 5.23 3.21

2002 2003 2004 2005 2006
Population under 18 11,630 11,420 11,242 11,079 10,904
Population under 14 9,725 9,573 9,417 9,240 8,996

Child deaths from safety‐related accidents 1,210 1,016 891 756 645
Safety‐related deaths per 100,000 children 12.4 10.8 9.5 8.18 7.17

2002 2003 2004 2005 2006
Car accidents 23,301 24,209 22,226 20,495 19,223

Fatalities 468 394 296 284 276
Injuries 27,135 29,435 27,431 25,314 23,880

Rate of decrease in fatalities
(Compared to 2002 figures)

- 15.8 % 36.8 % 39.3 % 41.0 %

2003 2004 2005 2006
Child fatalities from drowning 156 183 156 78

Child fatalities from falling 108 88 67 58

Table 3‐4. Types of school violence  
(Unit: %) 

Source: MEST, 2007. 

Table 3‐5. Number of child deaths from safety‐related accidents
 (Unit: thousand) 

Source: MIHWFA, 2007. 

Table 3‐6. Child casualty from car accidents 

Sour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OPAS), 2007

Table 3‐7. Child fatalities from drowning or falling 
  

Source: MIHWFA, 2007. 



378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2003 2004 2005 2006
Percentage 27.7% 52.16% 51.0% 53.1%

Number of schools 2,845 5,369 5,458 5,706

2003 2004 2005 2006 2007
Contents harmful to juveniles 11,122 11,510 21,764 25,938 26,702

Internet contents harmful to juveniles  3,537  7,657 17,131 19,475 15,314

Y ear
H om e‐
Visiting

counseling

Referr
als
**

Concluded
Cases

**

In‐hom e 
protection

Out‐of‐home
protection deaths Sub

total

Outpatient 
and 

inpatient 
treatment

Non‐treat
m ent 
cases

Sub
total

2003 2,921 ‐ ‐ 1,878 1,040 3 2,921 83 2,838 2,921
2004 3,891 ‐ ‐ 2,613 1,268 10 3,891 179 3,712 3,891
2005 4,633 ‐ ‐ 3,238 1,379 16 4,633 194 4,439 4,633
2006 5,202 ‐ ‐ 3,834 1,361 7 5,202 210 4,992 5,202
2007 5,581 65 1,673 2,896 943 4 3,843 ‐* ‐* ‐*
Total 22,228 65 1,673 14,459 5,991 40 20,490 666 15,981 16,647

Table 4‐1. Schools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Source: MEST, 2007. 

Table 4‐2. Growth in number of schools with libraries and inventory of books

2003 2004 2005 2006 2007
Schools 10,503 10,146 10,826 11,016 11,076

School libraries  8,657  9,248 9,696 10,015 10,422
Percentage of schools with libraries (%) 82.4 86.8 89.6 90.9 94.1

Books per student  6.5  7.5  8.32  9.5 10.8
Source: White Paper on Education, MEST, 2007. 

Table 4‐3. Internet contents rated as harmful to juveniles by authorities

Source: MIHWFA, 2008. 

Table 5‐1. Measures taken for victims

*  From 2007 on, cases of treatment and non‐treatment fell under the category of “services”.
** Newly added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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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
Total No. 

of children 
in need

Return 
home

Types

Sub‐total
Famine Child of single 

mother
Stray 

children

Juvenile 
delinquency, 

running away 
from home

Poverty, 
unemployem‐ent, 

abuse, etc.Boy Girl

2003 21,882 11,660 5,540 4,682 628 4,457 79 595 4,463
2004 20,357 10,964 5,153 4,240 481 4,004 62 581 4,265
2005 18,468 9,048 5,351 4,069 429 2,638 63 1,413 4,877
2006 16,008 6,974 4,904 4,130 230 3,022 55 802 4,925
2007 11,394 2,533 4,786 4,075 305 2,417 37 748 5,354

Table 5‐2. Measures taken for perpetrators

Year Total Continued 
observa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Legal proceedings
Referrals Inpatient 

treatment
Outpatient
treatment

Cases
To
be

closed

Unable
to meet

Concluded
cases Others

Detai
ned

Undet
ained

Ongoi
ng

2003 3,410    92 2,158 47 17 105  23  67  11  20  780 ‐  90

2004 5,568 1,707 2,125 264 121  78  33 417  656 ‐ 167

2005 6,624 2,195 2,557 299 144 131  70 428  711 ‐  89

2006 7,793 2,825 2,819 198 206 141  85 786  665 ‐  68

2007 5,581 3,049 ‐ 214 138 ‐ ‐ ‐  575 1,605 ‐
Total 28,976 9,868 9,659 1,144 632 417 199 1,651 3,387 1,605 414

* From 2007 on, “concluded cases” was added and “education and counseling”, “inpatient and outpatient treatment”, 
“cases to be closed”, and “others” were deleted

Table 5‐3. Types of Children in Need
 

Source: Internal document of MIHWF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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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 Total

Protective measure
Institutional protection Home‐based protection

Child 
facilities

Facilities 
for disabled 

children

Shelters for 
single 

mothers
Sub‐total Foster care Adoption Other Sub‐total

2003 10,222 4,747 42 35 4,824 2,392 2,506 500 5,398
2004 9,393 4,680 38 64 4,782 2,212 2,100 299 4,611
2005 9,420 4,769 48 1 4,818 2,322 1,873 407 4,602
2006 9,034 4,313 53 - 4,366 3,101 1,259 308 4,668
2007 8,861 3,189 39 17 3,245 3,378 1,991 247 5,616

Child 
care 

Vocation‐a
l training

Protection 
& 

treatment

Self‐relianc
e support

Tempora‐ry 
protection

Total 
services 
facility1)

Dedicated 
facilities

Child 
social 

services 
centers

Total

Institutions 243 3 8 13 13 2 3 1 286
Capacity 23,558 150 652 411 750 190 - - 25,711
Children 

under care 17,517 75 436 235 31 163 - - 18,817

Staff 4,646 33 121 33 190 88 2 7 5,120

2003 2004 2005 2006 2007
National adoption 1,564 1,641 1,461 1,332 1,388

Ratio of national adoption 40.6 % 42.0 % 41.0 % 41.2 % 52.3 %
Inter‐country adopption 2,287 2,258 2,101 1,899 1,264

Total 3,851 3,899 3,562 3,231 2,652

Table 5‐4. Protective measure for children in need
 

Source: Internal document of MIHWFA, 2007. 

Table 5‐5. Child welfare facilities
 

1) Total services facilities are child counseling centers capable of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Source: Internal document of MIHWFA, 2007. 

Table 5‐6. Comparison of inter‐country and national adoption
 

Source: Internal document of MIHWF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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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child abuse 2003 2004 2005 2006 2007

Physical abuse 347 (11.9%) 364 (9.4%) 423 (9.1%) 439 (8.4%) 473 (8.5%)
Emotional abuse 207 (7.1%) 350 (9.0%) 512 (11.1%) 604 (11.6%) 589 (10.6%)

Sexual abuse 134 (4.6%) 177 (4.5%) 206 (4.4%) 249 (4.8%) 266 (4.8%)
Neglect 965 (33.0%) 1,367 (35.1%) 1,635 (35.3%) 2,035 (39.1%) 2,107 (37.7%)

Abandonment 113 (3.9%) 125 (3.2%) 147 (3.2%) 76 (1.5%) 59 (1.0%)
Multiple abuses 1,155 (39.5%) 1,508 (38.8%) 1,710 (36.9%) 1,799 (34.6%) 2,087 (37.4%)

Total 2,921 3,891 4,633 5,202 5,581

Year

Persons obligated to report child abuse

Total Staff of 
facilities

Public 
servants Teachers Medical 

professionals

Teachers in 
private 

institutions

First‐aid 
squad Sub‐total

2003 3,536 181 575 190 83 - - 1,029
2004 4,880 226 738 280 102 15 - 1,361
2005 5,761 222 805 431 126 23 - 1,607
2006 6,452 217 1,038 611 114 32 - 2,012
2007 7,083 374 953 771 157 26 3 2,284
Total 33,867 1,818 4,747 2,589 697 96 3 8,293

Incidences of missing child
Children found and children still missing

Children returned to their guardians
(Rate of return home)

Children not found

2003 3,206 3,201 (99.8%) 5
2004 4,064 4,063 (100%) 1
2005 2,695 2,695 (100%) ‐
2006 7,064 7,057 (99.9%) 7
2007 8,602 8,596 (99.9%) 6

Table 5‐7. Child abuse statistics by type  

Source: MIHWFA and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07. 

Table 5‐8. Child abuse reports made by persons with reporting obligations  
 

Source: MIHWFA and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2007. 

Table 6‐1. Incidences of missing children and their return
 (As of July 2008) 

1) Until 2005 children in general was defined as children 8 years old or younger. In 2006 with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Etc., the definition of the child was broadened to 
children under 14. 
2) Source: National Center for Missing Children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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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004 2005 2006 2007
Number of target areas  8  15  30  60

Target schools 79 148 262 517

Number of target students beneficiaries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 benefits)

40,707
(4,758)

75,189
(9,765)

153,178
(16,719)

335,981
(31,542)

Students with a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 Students whose mother is a foreigner

Total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Total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2005 6,121 5,332 583 206 - - - -
2006 7,998 6,795 924 279 6,695 5,854 682 159
2007 13,445 11,444 1,588 413 11,825 10,387 1,182 256
Ratio 
(%) 100.0 85.1 11.8 3.1 88.0 90.8 74.4 62.0

Means of getting to school 
School bus

Car
Public 

transporta‐
tion

Walk
Live in 

the dorm
Sub‐total

Itinerant 
education

TotalAvailable 
buses

Students 
taking 

school bus
200
7

461 13,933 2,152 780 2,882 2,209 21,956 1,007 22,963

Table 6‐2.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priority areas 
 

Source: White Paper on Education, MEST, 2007. 

Table 6‐3.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1) The ratio of students whose mother is a foreigner is relative to the number of students in a multicultural family  
Source: Annual statistics from MEST 

Table 6‐4. How students in special‐needs schools commute 

Source: Status Report on Special Needs Education, ME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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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 1996 (%) 1999 (%) 2002 (%)
Neonatal (0～27 days) 6.6 4.1 3.8 3.3

Post‐neonatal (28～364 days) 3.3 3.6 2.4 2.0
Infant (0～364 days) 9.9 7.7 6.2 5.3

Age 1993 1996 1999 2002
15～19 0.002 0.001 ‐ 0.001
20～24 0.009 0.005 0.004 0.003
25～29 0.024 0.029 0.018 0.012
30～34 0.021 0.016 0.016 0.017
35～39 0.011 0.013 0.010 0.009
40～49 0.003 0.003 0.003 0.003
Total 0.011 0.011 0.008 0.007

2000 2003 2006
Rate of prenatal check‐up (%) 100.0 99.8 99.9

Table 6‐5. Infant mortality rate

1) Infant mortality rate is calculated as the number of infant deaths per 1,000 infants 
2) Infant mortality rate is calculated based on the population of infants born after minimum 22 weeks of 
pregnancy or born with a weight of 500 g or above. 
Source: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2002 – 20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MIHWFA, 2005.     

Table 6‐6. Maternal mortality rate 
(Unit: per 1,000) 

Source: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2002 – 2003, KIHASA and MIHWFA, 2005. 

Table 6‐7. Rate of prenatal check‐ups of married women aged between 15 to 44
 

Source: Study on Korea’s Fertility and Family Health & Welfare, KIHASA,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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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check‐ups Average

1~5 6~10 11~15 16~20 21 or more
Total 

(check‐ups 
received)

Number of check‐ups

Number of 
prenatal 

check‐ups
1.4% 22.8% 58.4% 14.7% 2.7% 100.0% 

(948) 31.2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Under 1.5kg

All 1,529 1,980 1,751 1,906 1,819 1,798 1,893 2,331
Boy 750 923 827 951 930 918 905 1,176
Girl 779 1,057 924 955 889 880 988 1,155

Incidence
(per 1,000) 2.40 3.55 3.54 3.86 3.82 4.10 4.19 4.69

1.5‐1.9kg

All 4,213 3,863 3,484 3,619 3,705 3,310 3,537 4,197
Boy 2,146 1,874 1,722 1,795 1,795 1,625 1,731 1,960
Girl 2,067 1,989 1,762 1,824 1,910 1,685 1,806 2,237

Incidence
(per 1,000) 6.61 6.93 7.04 7.33 7.78 7.55 7.83 8.44

2.0‐2.4kg

All 18,404 16,158 14,330 14,373 14,153 13,540 14,187 16,605
Boy 8,397 7,480 6,599 6,716 6,580 6,190 6,410 7,719
Girl 10,007 8,678 7,731 7,657 7,573 7,350 7,777 8,886

Incidence
(per 1,000) 28.9 28.9 28.9 29.1 29.7 30.9 31.4 33.4

All
(Under 2.5kg)

All 24,146 22,001 19,565 19,898 19,677 18,648 19,617 23,133
Boy 11,293 10,277 9,148 9,462 9,305 8,733 9,046 10,855
Girl 12,853 11,724 10,417 10,436 10,372 9,915 10,571 12,278

Incidence
(per 1,000) 37.9 39.4 39.5 40.3 41.3 42.5 43.4 46.5

Table 6‐8. Number of prenatal check‐ups received by married women aged between 
15 to 44 

Source: Study on Korea’s Fertility and Family Health & Welfare, KIHASA, 2006 

Table 6‐9. Rate of underweight births
 

Source: Demographic Trend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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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population1)

(A)

Vaccinations conducted
B/A2)

Total (B) Public health centers Hospitals and clinics

2003 490,488 364,994 97,358(26.7) 267,636(73.4) 74.4
2004 451,219 350,445 102,780(29.3) 247,665(70.7) 77.7
2005 413,839 324,070 94,679(29.2) 229,391(70.8) 78.3
2006 424,737 321,744 89,317(27.8) 232,427(72.3) 75.8
2007 449,027 344,318 98,143(28.5) 246,175(71.5) 76.7

Students 
(total)

Students who have submitted 
vaccination certificates Students 

who have 
not sub‐ 
mitted 

certificate

Certificate 
submission 

rate
Vaccination rate

Total Vaccinat‐e
d students

Students excluded from 
vaccination

Incompatible 
with vaccine

Already had 
measles

2003 707,738 656,277 654,844 307 1,126 51,461 92.5 92.7
2004 654,035 652,506 651,020 371 1,115 1,529 99.8 99.5
2005 623,204 622,103 621,615 488 - 1,101 99.8 99.7
2006 601,965 601,349 600,853 496 - 616 99.9 99.8
2007 606,314 606,084 605,649 435 - 231 99.9 99.9

2004 2005 2006 2007
Children’s centers 244 500 902 1,800

Children who frequent the centers 23,347 43,782 59,172 76,229

Table 6‐10. BCG vaccination of newborn babies 
 

1) Target population: Population under 12 months old in the population of registered residents as compil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 Percentage of babies in the target population who received BCG vaccination  
Source: White Paper on Health and Welfare, 2007. 

Table 6‐11. Vaccination rates 
 

Source: White Paper on Health and Welfare, 2007. 

Table 6‐12. Number of local children’s centers and their users
 

Source: Internal document of MIHWF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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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Tertiary institutions
2003 3,243 4,062 5,061 7,004
2004 3,349 4,124 5,300 7,489
2005 3,601 4,158 5,474 7,270
2006 3,796 4,208 5,863 7,632
2007 4,101 4,454 5,923 8,225

General high school → HEI Vocational high school →HEI
Boy Girl Boy Girl

2003 89.8 90.5 63.5 51.5
2004 89.8 89.8 67.0 57.3
2005 87.8 88.8 72.7 62.0
2006 86.8 88.1 73.4 63.3
2007 86.3 88.0 75.7 66.6

Schools Classes Students Teachers
Kindergartens 8,294 23,860 541,550 33,504

Elementary schools 5,757 126,684 3,830,063 167,185
Junior high schools 3,044 59,067 2,067,656 108,195

High schools 2,218 56,285 1,862,501 120,585
Special schools 144 3,274 23,147 6,256

Total 19,313 265,886 8,301,720 429,469

Table 7‐1. Public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Unit: thousand won) 

Source: MEST, 2008. 

Table 7‐2. Percentage of students enter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ource: MEST, 2007. 

Table 7‐3. School statistics 
 

Source: White Paper on Education, ME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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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2003 25.0 33.9 34.8 34.1 31.0
2004 24.6 32.9 35.1 33.8 30.2
2005 24.2 31.8 35.3 33.9 30.0
2006 23.7 30.9 35.3 33.7 29.9
2007 22.7 30.2 35.0 34.3 30.1

Kindergarten Elementary school Junior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2003 18.0 27.1 18.6 16.0 13.8
2004 17.9 26.2 19.0 15.8 13.4
2005 17.5 25.1 19.4 15.9 13.5
2006 17.0 24.0 19.4 15.8 13.5
2007 16.2 22.9 19.1 16.1 13.5

Primary→Secondary (%) Secondary→Upper secondary (%) Upper secondary→Tertiary (%)
2003 99.9 99.7 79.7
2004 99.9 99.7 81.3
2005 99.9 99.7 82.1
2006 99.9 99.7 82.1
2007 99.9 99.6 82.8

Table 7‐4.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Source: White Paper on Education, MEST, 2007

Table 7‐5.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Source: White Paper on Education, MEST, 2007. 

Table 7‐6. Rate of students entering the next level of education 
 

Source: White Paper on Education, MEST,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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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general track From vocational track

To HEI (%) To employment (%) To HEI (%) To employment (%)
2003 90.2 17.6 57.6 90.2
2004 89.8 14.0 62.3 87.6
2005 88.3 12.1 67.6 86.3
2006 87.5 9.8 68.6 83.3
2007 87.1 6.8 71.5 71.6

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General high school Vocational high school
2003 0.7 1.6 0.9 3.2
2004 0.7 1.3 0.8 2.5
2005 0.8 1.3 0.8 2.6
2006 0.9 1.6 1.0 3.1

Schools Classes Students Teachers
National 5 174 1,024 335
Public 50 1,442 9,973 2,676
Private 89 1,662 11,966 3,130
Total 144 3,278 22,963 6,141

Table 7‐7. Pursuit of higher education and employment by high school students

Source: White Paper on Education, MEST, each year. 

Table 7‐8. Drop‐out rate of secondary and upper secondary students 

1) Drop‐outs : Students who have been expelled, who have quit or have taken leave of absence from school due 
to illness, problems in the home, delinquent behavior, maladjustment to school and others. 
Source: MEST, 2007. 

Table 7‐9. School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Source: Annual Report on Special Education, ME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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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2004 2005 2006 2007
Special schools 137 141 142 143 144
Special classes 4,102 4,366 4,697 5,204 5,753

Students

Total 53,404 55,374 58,362 62,538 65,940
Kindergarten 1,932 2,677 3,057 3,243 3,125
Elementary 30,838 30,329 31,064 32,263 32,752
Junior high 11,055 11,326 12,493 13,972 15,267

High 9,579 11,042 11,748 13,060 14,796
Teachers 9,175 9,846 10,429 11,259 12,249

Schools Classes Students Teachers
Kindergarten 150 174 599 180
Elementary 3,076 3,892 22,498 3,893
Junior high 934 1,125 7,500 1,140

High 370 562 4,743 646
Total 4,530 5,753 35,340 6,108

Table 7‐10. Statistical trends in special education 

Source: Annual Report on Special Education, MEST, 2007. 

Table 7‐11. Speci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Source: Annual Report on Special Education, ME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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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chools Regular schools TotalSpecial classes Regular classes
Students with special needs 22,963 35,340 7,637 65,940

Students

Disability

Sight 1,819 269 204 2,292
Hearing 1,334 853 677 2,864
Mental 14,365 19,246 2,430 36,041

Physical 3,094 3,002 1,643 7,739
Emotional 2,139 4,629 927 7,695
Language 161 522 502 1,185
Learning 11 6,310 661 6,982

Health‐related 40 509 593 1,142
Total 22,963 35,340 7,637 65,940

Education 
program

Kindergarten 1,032 599 1,494 3,125
Elementary 7,657 22,498 2,597 32,752
Junior high 6,286 7,500 1,481 15,267

High 6,541 4,743 2,065 13,349
Major area 1,447 - - 1,447

Total 22,963 35,340 7,637 65,940
Number of schools 144 4,530 3,621 8,295
Number of classes 3,278 5,753 6,263 15,294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6,141 6,108 - 12,249
Number of special education teaching 

assistants 1,753 3,914 574 6,241

Students assigned to special schools Students assigned to 
regular schools (classes) Total

2003 24,192 29,212(2,304) 53,404
45.3% 54.7% 100%

2004 23,762 31,612(3,610) 55,374
42.9% 57.1% 100%

2005 23,449 34,913(5,110) 58,362
40.2% 59.8% 100%

2006 23,291 39,247(6,741) 62,538
37.2% 62.8% 100%

2007 22,963 42,977(7,637) 65,940
34.8% 65.2% 100%

Table 7‐12. Students with special education needs 
 

Source: Annual Report on Special Education, MEST, 2007. 

Table 7‐13. Assignment of students with special needs 

Source: Annual Report on Special Education, MES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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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cale Participants
Youth Culture Zone 31 zones across 11 cities/provinces 412
Extracurricular clubs 1000 clubs of excellence supported  21

National training center programs 2 national training centers  20
Public training center programs 315 training centers  87

Youth Fun Program 251 programs at various 
administrative levels  57

Reading program About 150 programs nationwide 100

Total Training 
centers

Houses of 
culture

Training 
facilities Camp sites Youth 

hostels
Specialized 

facilities
LOE 

facilities
Public 552 139 189 43 22 11 6 142
Private 258 4 9 133 21 91 0 0
Total 810 143 198 176 43 102 6 142

2003 2004 2005 2006 2007
Museums 289 306 358 399 534

Art museums  65  74  80  88 103
Public libraries 471 487 514 564 572

Total 825 867 952 1,051 1,209

Table 7‐14. Programs designed to foster youth activities 

Source: MIHWFA, 2007. 

Table 7‐15. Training facilities for Teenagers
 

Source: MIHWFA, 2008. 

Table 7‐16. Infrastructure for cultural exposure
 

Sour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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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level None 1 hr 2 hrs 3+ hours
Elementary 50.3 22.6 15.9 11.3
Junior high 70.5 13.7 9.8 6.1

General high 84.3 10.7 401 1
Vocational high 77.2 10.7 6.3 5.8

Average 60.2 18.5 12.6 8.7

2003 2004 2005 2006 2007
Total crimes 2,441,267 2,606,718 2,384,613 2,401,537 2,548,010

Juvenile crimes 104,158 92,976 86,014 92,643 116,135
Ratio 4.3% 3.6% 3.6% 3.9% 4.6%

Juveniles on 
suspended 
indictment

Number of repeat offenders

Total Recidivism
(%) Theft Violence Robbery Rape Other

2003 6,122 624 10.2 290
46.5

176
28.2

13
2.1

2
0.3

143
22.9

2004 4,977 608 12.2 294
48.4

176
28.9

3
0.5

3
0.5

132
21.7

2005 5,511 668 12.1 307
46.0

174
26.0

14
2.1

3
0.4

170
25.4

2006 5,626 805 15.7 394
48.9

221
27.5

18
2.2

19
2.4

233
28.9

Table 7‐17. Hours sp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related to art and culture
(unit: %) 

Sour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Table 8‐1. Ratio of juvenile crimes in total criminal incidences
 

Source: Prosecutor’s Office, 2007

Table 8‐2. Recidivism of juveniles given suspended indictment 
 

Source: Prosecutor’s Offi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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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Indicted Dismissed
Transferred to 
juvenile deptSub‐total Trial Summary Sub‐total Charge 

cleared
Indict‐ment 
suspended

Indict‐ment
stayed Other

2003 104,325
(100)

25,428
(24.4)

6,500
(6.2)

18,928
(18.2)

59,414
(57.0)

3,898
(3.7)

43,207
(41.4)

5,325
(5.1)

6,984
(6.8)

19,483
(18.6)

2004 93,060
(100)

21,125
(22.7)

5,473
(5.9)

15,652
(16.8)

55,775
(59.9)

3,503
(3.8)

41,619
(44.7)

3,199
(3.4)

7,454
(8.0)

16,160
(17.4)

2005 85,887
(100)

15,197
(17.7)

4,252
(5.0)

10,945
(12.7)

53,876
(62.7)

3,233
(3.8)

41,059
(47.7)

2,310
(2.7)

7,274
(8.5)

16,814
(19.6)

2006 92,789
(100)

13,290
(14.3)

3,875
(4.2)

9,415
(10.2)

79,499
(85.8)

3,313
(3.6)

47,435
(51.2)

2,599
(2.8)

7,995
(8.6)

18,157
(19.6)

2007 115,990
(100)

13,853
(11.9)

4,506
(3.9)

9,347
(8.1)

75,106
(64.8)

4,075
(3.5)

57,041
(49.2)

2,223
(1.9)

11,757
(10.1)

27,031
(23.3)

Total drug‐related 
offenders

Juvenile delinquents involved in drug‐related offense
Under 15 16~17 18~19 Total

2002 10,673 0(0) 11(13.9) 68(86.1) 79(100)
2003 7,546 3(8.1) 6(16.2) 28(75.7) 37(100)
2004 7,747 0(0) 0(0) 18(100) 18(100)
2005 7,154 1(3.3) 10(33.3) 19(63.4) 30(100)
2006 7,709 3(9.3) 6(18.8) 23(71.9) 32(100)

Table 8‐3. Processing of juvenile criminal cases

Numbers in parentheses indicate ratio  
Source: Prosecutor’s Office, 2008. 

Table 8‐4. Drugs‐related criminals by age group 

Source: Prosecutor’s Office,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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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Under 15 15 16 17 18 19 Total for juveniles

2002 1,172 51
12.2

28
6.7

117
28.0

73
17.5

87
20.8

62
14.8

418
35.7

2003 912 18
9.1

33
16.7

37
18.7

33
16.7

40
20.2

37
18.7

198
21.7

2004 685 12
9.9

17
14.0

23
19.0

16
13.2

24
19.8

29
24.0

121
17.7

2005 699 7
7.5

11
11.8

14
15.1

19
20.4

34
36.6

8
8.6

93
13.3

2006 683 31
4.5

44
6.4

30
4.4

21
3.1

13
1.9

7
1.0

146
21.4

Arrests Arrested 
offenders

Charges Indictment

Act of sex 
trafficking

Involvement 
in arranging 
trafficking

Juveniles 
involved Prosecuted Not prosecuted

2003 1,349 2,099 1,703 359 37 579 1,520
2004 1,593 2,680 ,2,202 425 53 712 1,968
2005 1,139 1,946 1,611 305 30 295 1,651
2006 744 1,745 1,502 183 60 149 1,596

2007. 06 377 1,173 829 123 2211) 63 1,110

Table 8‐5. Offenders indicted for use of hallucinogens 

Source: Prosecutor’s Office, 2007. 

Table 8‐6. Underage sex trafficking and arrest

The number of arrested persons increased as the juveniles involved who were previously released were taken into 
custod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Sourc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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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Q1. Please provide the most recent activities report of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Please briefly explain which Government body now 
deals with issues relating to children and promote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cross ministr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t all levels in the country.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활동]

1. UN아동권리 원회의 이행권고에 따라 정부는 2003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

동정책조정 원회를 신설하 고, 2004년 동 원회를 구성하 으며, 지 까지 총 4회 

회의를 개최하 다. 

2. 아동정책조정 원회는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검하고, 

빈곤아동  청소년 지원 등에 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 다. 가장 최근의 4차 

회의에서는 아동정책추진의 방향성과 효율성, 아동정책연구원의 설치, 아동수당의 필

요성  재정부담, 아동학  신고 화 정비, 아동안 사고 방을 한 통계기반 구축 

 교육,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제도화, 국제  수 의 아동정책 추진 노력 등을 논

의하 다. 

3. 한민국은 많은 의와 부처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정책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재까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룬 아동 련 안건은 

8건이다. 이와 함께 11개의 계부처로 구성되어 있는 ‘ 출산․고령사회 원회’에서

도 아동의 안정 인 성장을 해 각종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4.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다룬 아동 련 안건은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 평가, 방학 

 아동 식 책, 방학  아동 식 제도개선, 학교 식 지원방안, 학교 식 등 식

독 방 리 책,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책 추진계획, 아동안  보완 책, 입양제도 

선진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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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부는 2005년 통령 직속기구로 ‘ 출산․고령사회 원회’를 출범하여 출산  

인구의 고령화에 비한 ․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  변화 망, 출산․

고령사회정책의 ․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5개년 기본계획( 출산․고령사회기

본계획)․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 의 평가, 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평가 등에 한 사항에 하여 심의한다.

[정부부처와 시민단체간의 조정․ 력 증진]

6. 아동권리 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간의 조정․ 력을 증진하기 하여 정부 차원

에서 다각 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2006년 10월부터 국책

연구기 에 탁 운 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단체 계자 등 민간인력을 심으로 아

동권리옴부즈퍼슨제도를 도입하여 추진 이다. 한 국내․외 아동 련 단체들과의 

유기  력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아동단체 의회’를 재정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련 주요 단체와의 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보호 원회를 구성하

는 등 시민단체와의 력을 증진하고 있다.

7. 정부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통하여, 아동권리 약 이행사항을 모니터링하

고 법․정책 등 제도의 개발  개선을 하여 ‘아동권리옴부즈퍼슨’제도를 운 하고 

있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발굴하고, 

법․정책 등 제도를 개선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은 아동 련 민

간 문가와 장애, 다문화, 시설 등 특성별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기(2006. 

10~2009. 12)는 성인 21인, 아동 10인으로 구성되어 활동하 고, 제2기(2011년)는 성인 

10인, 아동 10인이 되어 활동 이다.

8. 정부는 아동단체 의회에서 ‘ 한민국아동총회’와 ‘아동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매년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개최하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행사’를 지원하여 아동의 권리신장과 아동복지 발 을 하여 극 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 아동 련 주요 단체(굿네이버스, 앙아동보호 문기 , 한국아동단

체 의회, Save the Children, 어린이재단)와의 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정 

내 아동학  근 을 한 법․정책 등 제도마련  민․  력방안을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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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동복지시설의 연합회 성격을 가진 ‘한국아동복지 회’를 CDA 후원 등 리운

기 으로 선정하여 시민단체와의 력을 증진하고 있다. 

9. 청소년보호 원회는 법조계, 학계, 청소년시설단체, 교육기  등 련 문가 11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

물,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심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

경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청소년단체 의회’에 지속 으

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단체를 활성화하여 민간주

도의 범국민  청소년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Q2. Please describe any impediments to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its members, and outline the safeguards 
in place to protect their independence. Please indicate whether the Commission 
has the competence to receive complaints and whether it has specific expertise to 
deal with children’s rights.  Please also briefly explain any limitations to the 
mandate of the Commission and the scope of geographic coverage.

10. ｢국가인권 원회법｣은 국가인권 원회 업무수행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인

구성독립성  신분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한 국가인권 원회는 ‘ 리원칙’에 따라 

입법, 행정, 사법의 3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 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2009년 동 

원회에 한 조직축소개편으로 조직  재정의 독립성 측면에서 미비 이 나타나고 

있어, 독립성 확보를 한 국가인권 원회의 헌법기 화 등 제도  측면의 개선을 

한 계부처 의가 필요하다.

11. 국가인권 원회는 아동 련 민원 수 등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극 처하고 있

다. 사인 간에 발생한 인권문제는 원칙 으로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역에서의 차

별에 한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에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행정 차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

시설, 건강권, 괴롭힘 등 모든 생활 역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민원 수를 충실

히 행하고 있다. 

11-1. 동 원회는 아동인권정책 련 담자를 배치하여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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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하는 등 다각 으로 아동권리증진을 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분야의 문성을 

제고하기 하여 ‘아동인권 문 원회’를 운 하고 있다. 한 향후 국가인권 원회의 

인력을 보강하고, 장기 으로 아동인권 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다. 아동권리에 한 모니터링 실시  옴부즈퍼슨을 운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향

후 동 기능을 국가인권 원회로 이 하는 사항에 해 의할 계획이다. 이는 아동권

리모니터링과 옴부즈퍼슨의 운 을 보다 독립 으로 수행토록 하기 함이다.

12. 국가인권 원회는 진정사건을 조사하여 인권침해나 차별이 인정될 경우에 피진정

인에게 개선권고, 고발  징계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 원회는 아동인

권 련 법․정책 등 제도에 해 해당 기 에 개선 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아동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한 향을 미치는 재 과 련된 사항에 해서는 법

원  헌법재 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 원회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불수

용에 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제한 이 있다. 하지만 피진정인은 권고를 불

수용할 시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며 원회는 이를 공표함으로써 제한 을 

다소 해결하고 있다. 향후 권고의 강제력 부재의 한계 을 보완하기 하여, 합의․조

정 등 안  구제수단을 활성화하고 원회의 권고가 존 될 수 있도록 인권정책

계자 의회 등과 지속 으로 의할 것이다.

12-1. 원회는 진정인의 지리  근성을 높이기 해 3개 지역사무소(부산, 구, 

주)를 두고 있고, 2005년도부터 취약계층을 직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서비스를 실시

하고 있다. 인권순회상담서비스는 2005년에 2회, 2006년에 4회, 2007년에 9회, 2008년

에 10회, 2009년에 6회, 2010년에 11회 실시되었다. 아동․청소년 상 인권순회상담 

서비스 결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청소년 노동인권의 황과 실태, 문제 을 악하

고, 일부 학교의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 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한 원

회 차원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검토를 실시하 다. 향후 근성을 더욱 높이기 하

여 인권순회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장기 으로 지역의 인권사무소를 증 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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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Please provide updated data on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welfare, 
health and education systems for children, specifying the level of expenditure 
per child. Additionally, please explain how any inequalitie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budgets of local governments for children are addressed. 

13. 2011년 아동 련 산은 총 38,697,800백만원으로 2008년 비 약 16.5% 증가하

다. 특히, 아동복지(보육포함), 청소년, 기타 아동사업 등 아동분야 직 산은 2011년 

32,131,000백만원으로 2008년 비 70.6% 증가하 고, 유아  ․ 등 교육분야 산

은 2011년 35,484,700백만원으로 2008 비 13.5% 증가하 다. 

14. 2011년 기  아동 1인당 재정이 가장 많은 지역은 라남도 7,327,174원, 재정이 가

장 낮은 지역은 서울 1,181,057원으로, 약 6배의 차이를 보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아동 련 산의 확충이 어려운 이 있을 수 있다

는 을 감안하여 행정안 부의 역 지방자치단체에 한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기  

지방자치단체 복지평가에 아동업무를 포함하여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아동정책 확

충을 극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사업 등 빈곤아동에 한 정책을 

앙정부가 직  추진함으로써 지방정부간 산불균형을 최소화하고 있다.

 <표 1> 아동 련 산의 변화

(단 : 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체 세출 산(기 포함) 257.2조 273.8조 292.8조 309.1조

아동

련

산

유아  등 교

육
31조 2,770억원 32조 9,681억원 32조 5,467억원 35조 4,847억원

아동복지(보육포함) 1조 5,118억원 1조 8,954억원 2조 2,760억원 2조 6,534억원

청소년 1,690억원 1,508억원 1,904억원 2,641억원

기타 아동사업 2,022억원 2,531억원 3,417억원 2,956억원

계 33조 1,600억원 35조 2,674억원 35조 3,548억원 38조 6,978억원

(증감율) - (6.2%) (0.2%) (9.5%)

아동인구 10,491천명 10,247천명 9,976천명 9,688천명

1인당 지출비용 3.2백만원 3.4백만원 3.5백만원 4.0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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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8 2009 2010 2011

아동관련
예산
(백만원)

아동 1인
당  지출
비용
(원)

아동관련
예산
(백만원)

아동1인당  
지출비용
(원)

아동관련
예산
(백만원)

아동1인당 
지출비용
(원)

아동관련
예산
(백만원)

아 동 1 인
당 
지출비용
(원)

서울 1,509,230 772,516 1,799,911 949,932 1,955,325 1,067,732 2,139,719 1,181,057 
부산 2,677,627 3,509,934 2,814,912 3,805,313 3,014,806 4,189,057 3,228,340 4,544,500 
대구 2,086,374 3,853,380 2,249,110 4,287,874 2,280,592 4,492,936 2,274,119 4,529,378 
인천 2,305,401 3,401,917 2,389,428 3,592,044 2,512,196 3,837,300 2,455,469 3,769,109 
광주 1,467,991 4,138,777 1,587,799 4,554,866 1,738,012 5,090,226 1,735,187 5,081,953 
대전 1,320,799 3,802,775 1,449,797 3,803,375 1,522,472 4,308,472 1,472,289 4,493,988
울산  422,448   1,481,260  655,436   2,353,696  526,340 1,944,575 563,639 2,107,274 
경기 8,766,104 3,105,737 9,444,220 3,372,692 9,419,589 3,383,582 9,462,709 3,420,525 
강원 1,938,348 5,904,593 2,052,216 6,368,417 2,223,512 7,052,231 2,064,741 6,548,663
충북 813,052 2,553,788 902,560 2,890,865 1,059,373 3,321,023 883,682 2,795,657 
충남 970,017 2,258,785 1,222,759 2,859,760 1,112,918 2,630,800 1,068,674 2,548,375
전북 1,125,146 2,762,172 1,164,601 2,918,039 1,270,785 3,275,675 1,440,325 3,807,301 
전남 2,534,350 6,455,594 2,646,535 6,946,833 2,603,132 7,050,011 2,668,491 7,327,174 
경북 1,128,460 2,010,605 1,565,995 2,865,478 1,906,147 3,575,878 1,732,103 3,243,505 

경남 3,150,085 4,379,632 3,214,887 4,564,688 3,254,529 4,417,821 3,430,849 4,657,164 

제주 618,044 4,357,394 627,757 4,481,002 651,932 4,720,246 653,271 4,750,751 

<표 2> 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련 산  아동 1인당 지출비용

(단 : 백만원, 원)

  주: 아동 련 산은 역단체 산만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1

Q4. Please provide data on the key indicators emanating from the child rights 
index. Please explain which agency has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data from the index and how such information is used in 
the context of child rights monitoring, policy making and programming.

15. 정부는 아동권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하여 2003년 ‘아동권리지표’, 2006년 ‘한

국의 주요 아동지표’, ‘청소년인권지표’ 등 한민국 상황에 맞는 주요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 다. 정부는 이들 지표의 수집  배포를 책임지고 있으며, 아동 련 국책연구

기 , 민간단체, 학자에게 탁하여 이들 지표를 수집하고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16. 정부는 아동권리지표의 시계열  변화를 지속 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2008년

에 이들 지표에 근거하여 아동정책을 평가(아동종합 책평가)하 고, ‘아동정책5개년

계획’ 수립과 아동권리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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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008년 시행된 ‘아동종합 책평가’는 아동 3  종합 책  ‘어린이보호․육성 

종합 책’과 ‘빈곤아동․청소년종합 책’에 한 참여정부 아동정책의 성과를 총체

으로 평가하 다. 23개 지표에 의해 추진된 평가결과로 효율 인 아동정책의 조정  

검이 이루어졌고, 빈곤아동의 최소한의 기본  삶의 질 향상과 련하여 건강  

양 련 정책이 효과 으로 추진되었으며, 취약계층의 범 를  빈곤층에서 차상

계층까지 확 하 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유해환경 방지를 해 련부처의 연

계  조체계를 강화하는 체계 , 효과  정책수행이 가능해졌다. 

17. 주요 지표의 시계열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아동빈곤율은 2009년 7.7%

(경상소득기 )로 2005년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강화에 힘입

어 아동 식지원 상자는 2008년 415,519명, 2010년 485,80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많아졌으며, 2010년 국내입양아동 수는 1,462명, 

국외입양아동 수는 1,013명이다. 2010년 기 ,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체학생  63.3%

로 2008년(54.3%) 비 9%pt 증가하 다.

Q5.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nitial results and impact of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
–2011 in respect of children's rights.

18. 정부는 2007년 5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수립하 으며, UN아동권

리 약 등 국제  기 , 아동권리 련 국내 헌법, 사회  약자로서의 아동‧청소년에 

한 국내 황,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아동의 권리와 직

으로 련된 27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권리와 직  련된 과제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제도 운 , 성매매 피해청소년참여 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설치  운  

확충, 성매매 피해 청소년 상 치료․재활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소득층자녀

지원을 한 드림스타트 사업,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강화, 인터넷 독 

청소년을 한 치료․재활 체계 구축, 청소년 동아리 활동 활성화, 청소년 방과 후 아

카데미 등이다.

19. 정부는 수립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매년 말 각 부처에서 제출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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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계획 이행결과를 종합하여 책자로 발간․배포함으로써 이행상황을 국민에게 공개

하고 있다. 그 결과, 아동 인권문제를 체 인권정책 속에서 악할 수 있게 되었고, 

정기 으로 정책 이행결과를 재확인하는 등의 노력으로 아동권리 인식이 증진되었다. 

정부는 2011년 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이 종료됨에 따라 2012년 1차 계

획의 결과와 향을 종합 으로 평가할 것이다. 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2016)’을 수립할 정이며, 그 과정에서 아동권리 약의 내용과 아동권리 원회

의 권고사항을 반 할 계획이다.

Q6.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made towards the enactment 
of a non-discrimination bill.

20. 정부는 2007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차별 지법안이 2008년 5월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차별 련 국내법과 해외 입법례 등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차별 지법

안의 제정 추진 여부와 내용에 하여 재검토하고 있다. 2008년 차별 지에 한 EU

지침, 미국․ 국․독일․ 랑스․캐나다의 입법례를 연구하고 이를 번역하여 자료집

으로 발간하 고, 특히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일반평등 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에 하여는 제정과정, 동법에 한 사

회  평가, 용 례를 심도 깊게 연구하 다.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T/F를 

운 하 고, 2010년에는 련 문가, 이해 계자, 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차별 지

법 특별분과 원회’를 구성하여 약 8개월 동안 일반법인 ｢차별 지법｣ 제정의 필요성

과 주요쟁 을 논의하 다. 

21. 정부는 ｢차별 지법｣ 제정 시 구제조치의 수 정도, 차별 지에 한 다른 개별법

과의 계규율 정립 등 ｢차별 지법｣ 제정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경제  

부담에 하여 신 하게 검토 이다. 

Q7.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wareness-raising and public education campaigns 
and programmes carried out to comba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children, in 
particular owing to gender, nationality, disability, birth and appearance, and on 
measure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nd help children victims of discrimination.

22. 정부는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교생 상 사이버교육, 양성평등교육 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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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교원 인센티 제공, 유․ ․ ․고등학생 상 장애이해교육, 방송 공익 고 

등을 통해 아동차별 인식제고를 한 캠페인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 

아동 집지역에 ‘다문화청소년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특성  다문화 아동의 상

황․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2-1. 2010년 기 , 체 유치원의 62.1%, 체 등학교의 84.6%, 체 학교의 

78.4%, 체 고등학교의 72.7%가 연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 다. 한 양성평

등교육 추진 활성화를 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양성평등교

육 기반구축을 하여 매뉴얼을 활용한 양성평등 수  진단  우수교원 인센티 를 

제공하며, 담당자의 문성 제고를 한 연수  워크 을 확  실시하고 있다.  

23. 정부는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2008)’, ‘ 한민국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2009)’라는 

방송 공익 고 캠페인을 통해 아동차별 해소를 추진하 다. ‘행복을 채워주는 사람’은 

다문화가정에 한 인식개선 공익 고로써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한 인식 환을 유

도하여 그들 역시 우리 주변의 가깝고 다정한 이웃이라는 캠페인이다. ‘ 한민국 1,000

명에게 물었습니다’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소외계층과 련된 질문과 

응답 형태로 개되는 공익 고이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지속 인 기부

와 사를 실천해온 유명 연 인 부부 모델을 기용하여 소외계층 아동에 한 배려의 

극 화를 유도하 다.

24. 차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동을 지원하기 해,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국가

인권 원회법｣,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은 차별에 한 손해배

상, 진정  구제조치,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 원회법｣은 “평

등권침해의 차별행 ”를 매우 폭넓게 규정하면서, 차별행 를 당한 피해자 는 그 사

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 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게 했다. 

국가인권 원회의 진정조사 결과, 차별행 가 발생했다고 단되는 때에는 구제조치

의 이행과 법령․제도․정책․ 행의 시정  개선에 한 사항을 권고한다. 한 국

가인권 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긴 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고발이나 징계 권고를 할 

수도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 지  권리구제 등에 한 법률｣은 장애인차별에 하

여 피해자에 한 구제수단으로 국가인권 원회의 권고 외에 법무부장 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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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제조치,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다. 

Q8.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outcome of the 2005 Five-Year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on the concrete measures adopted to help children victim to violence.

25.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계획(1차)’의 추진으로 '기획 원회'(교육과학기술부), '지

역 원회'(시․도), '자치 원회'(학교)가 조직되었고, ‘학교폭력 담부서’(시․도교육청), ‘학

교폭력 담기구’(학교) 등 실행기구를 구성․운 하여 학교폭력 방․근  지원체제를 갖

추었으며,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서포터 제도’ 운  

등으로 피해학생에 한 보호체제를 강화하 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비행 방센

터’, ‘보호 찰 학생 일 일 멘토링 제도’ 등 가해학생 선도 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 다.

25-1. 정부는 학교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고 가해자 선도를 강화하기 해, 피해아동

의 학교부 응을 방하고 고 험군 학생에게 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Wee 로

젝트’를 추진 이다. 이는 Wee 클래스(학교), Wee 센터(교육지원청), Wee 스쿨(시․도

교육청) 등의 3단계 력망이 연계된 학생안  통합시스템으로 가해자 선도․피해자 

치유시스템의 질 제고를 해 노력하고 있다.

 <표 3> Wee 로젝트 체계도

구분 서비스 상

1차 safe-net(wee 클래
스)

단 학교에 설치 학습부진, 인 계 미숙, 
학교폭력, 미디어 독, 비
행 등으로 인한 학교 부
응 학생  기학생

학교 부 응 학생 조기발견· 방 
 학교 응력 향상 지도

2차 safe-net(wee 센터)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설치
단 학교에서 선도  치유
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기학생  상담희망 학생
문가의 지속 인 리가 필요한 

학생을 한 진단-상담-치유 맞춤
형 서비스

3차 safe-net(wee 스쿨)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
심각한 기상황으로 장기

인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

장기 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 기
군 학생을 한 기숙형장기 탁교
육 서비스

학교나 wee센터에서 의뢰한 
학생 는 학업 단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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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05년부터 5년간 ‘학교폭력 방  책 5개년 계획(1차)’ 추진의 일환으로 신고 

활성화  폭력서클 해체 등을 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 하여 2008년에서 2010년 3

년 동안 가해학생 17,119명을 불입건 하 고, 폭력서클 439개를 해체하 다. 학교폭력 

피해경험 한 2009년 11.3%로 2006년 17.6% 비 6.3%pt 감소하 다. 

27. 정부는 학업 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하여 2006년부터 일제 교육시설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학업 단 학생 비율을 이기 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 학업 단 학생은 61,920명으로 2009년 71,769명 비 9,849명 감소하는 

정  결과를 보 다. 향후 동 로젝트를 통하여 피해학생 보호․지원 시스템 구축

을 해 권역별 는 시․도차원의 학교폭력 SOS지원단 운  ,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

족지원 로그램을 운 할 계획이다.

Q9. Please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introduce legislation t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in all settings, in particular in school and alternative-care 
settings. Please als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ilot "green mileage"system 
recently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28. 정부는 2011년 ｢ ․ 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석상 신체  체벌의 여지

를 두고 있던 제31조 8항을 개정하여 신체  체벌을 면 지하 다. 더불어 서울시

는 2010년 자체 으로 체벌 지령을 내려 서울시 내 모든 ․ ․고교에서 체벌을 

하는 교칙 제정을 완료했으며, 경기도에서 2010년부터 시행된 학생인권조례 제6조 2

항에서는 “학교에서 체벌은 지된다”고 명시하여 학교 내 체벌을 면 지하 다. 

28-1. 한민국의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된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1조에서는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제39조에서는 학생인권의 진흥을 하여 학생인권옹호 을 두고 있으며, 학생인권 침

해에 한 상담  구제를 담당한다. 재 3명의 학생인권옹호 이 배치되어 있다(성

남시, 안산시, 의정부시 각 1명).

28-2. 양육시설 등 안돌 체계에서의 체벌폐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으나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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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9조1항(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서 명시하고 있

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매 3년 실시되는 아동복지시설평가에서 검하고 있

다.

29. 그린마일리지제도(온라인 상벌 제)는 선행 시 상 을 부여하는 반면, 일탈 행  

시 벌 을 부여하는 방식의 체벌 지 체 방안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해 각 시도 

교육청별로 시행되고 있다. 2010년 기  4,444교에서 시행 이며, 상․벌 제를 포함

한 체벌 체 지도에 해서는 단 학교의 자율사항으로 두고 있다.

Q10.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periodic review of care and treatment provided 
to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roviding alternative care.

30. 한민국의 안돌 서비스는 가정 탁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들 수 있으며, 

가정 탁에는 리양육(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 양육(8  이내친

인척), 일반양육 등이 있다. 안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아동이 발생하면 사회복

지 담공무원 는 계 공무원이 아동에게 가장 합한 양육형태를 결정하여 서비스

를 제공한다. 

30-1.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담공무원 는 계공무원은 가

정 탁 아동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후 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가정 탁 아동에 해 사후지도 상황과 

아동에게 지 되는 품의 여상황을 기록한다.

30-2. 정부재정지원에 의하여 운 되는 17개 가정 탁지원센터는 탁아동, 탁가정, 

친 가정에 해 사례 리하고 탁부모를 교육하며, 탁아동  탁가정에 상담을 

지원하는 등 탁아동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친부모와 아동

에 해서 가족복귀를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친부모의 양육능력 회복여부, 

아동양육에 부 했던 원인들의 해결 여부, 친부모의 부 한 보호에 의한 아동의 

부정  향  정서 ‧행동  문제들의 해결 여부 등을 배치 이후 매 3개월마다 모

니터링하고, 평가에 기 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목표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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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가정 탁 아동이 향후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되게 양육될 수 있는 곳으로의 배

치를 하여 인테이크  사정(assessment) 이후 30일 이내에 친가정복귀, 입양, 친인

척 장기가정 탁 등 ‘ 구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0-4.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한 아동 배치  한 보호에 해서는 ｢사회복

지사업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악하고 있으며, 

시설평가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해 종사자의 문성, 시설거주자

에 한 서비스의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Q11.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amended in 2005 and 2007)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mended in 2004) the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and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available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31. 정부는 2005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청소년 상 성범죄자

의 취업제한제도를 신설하 다. 한 2007년에는 청소년 상에 한 친고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하 다.

31-1. 취업제한제도는 청소년 련 교육기 에 청소년 상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성범죄 방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한 것이다. 취업제한 상기 은 2011년 

기  총 240,172개소이며, 취업제한기간은 5년(2006.6.30~2008.2.3)에서 10년(2008.2.4 이

후)으로 확 하 다. 

31-2. 성범죄 방과 재발방지를 하여 성범죄자에 한 리기 을 폭 강화하 다. 

2008년 2월부터 아동 상 성범죄자에 한 신상정보를 국가에서 등록․ 리  경찰

서 열람제도를 도입하 으며, 2010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인터넷)을 20세 

이상의 국민 공개로 확 하고, 등록기간도 최장 20년까지로 강화하 다. 2010년 말

까지 국민 공개자는 151명에 이르고, 등록된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는 2,167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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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음주 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행한 경우이더라도 아

동·청소년을 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용에서 제외되며, 청소년 상 성범죄자의 신

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을 확 하고, 신상정보 등록· 리기간을 10년에서 20년

으로 연장하 다.

32. 정부는 아동성학 를 포함한 아동학 의 신고의무자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

방사업에 한 이해를 넓히고 아동학 를 조기에 발견하기 하여 인쇄물, 방송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에는 일반인 

상 12,352회, 신고의무자 상 1,788회의 교육을 실시하 다. 

33. 성학  피해아동에 한 사회심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표  문기 으로 

44개 아동보호 문기 , 9개 해바라기아동센터, 4개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21개 원

스톱지원센터를 들 수 있다. 이들 기 에서는 심리평가, 개별치료, 집단치료, 성학  

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상흔에 한 평가  진단, 정기 인 치료지원 등이 이루어지

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상담소, (소아)정신과 등에서도 성폭력 피해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Q12.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bill codifying the State party’s obligation to intervene in adoption 
procedures, and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34. 정부는 가정법원이 양친의 입양동기, 양육 능력 등을 심리하여 아동 입양 여부를 

허가하도록 하고 의상 양을 폐지하여 양 차를 재 상 양으로 단일화하는 민

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차를 진행 에 있으며, 2011년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

이다. 한 친생부모가 부 격자인 경우를 비하여 아동 양 시 친생부모가 바로 친

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2011년 5월 공포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정이다. 그 밖에도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려는 자는 가정법원

에 입양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입양 진  차에 한 특례법 개정법률안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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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 상임 에서 의결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보조항인 아동권리 약 ‘제21조 

가항’에 한 철회의 발 을 마련 에 있다. 한편, 정부는 국제 입양 련 아동보호 

 력에 한 헤이그 약 비  필요성에 한 계부처의 공감  형성을 하여 

2011년 하반기부터 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운 할 계획이다.

Q13.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ny studies, existing or planned, into 
the root causes of suicide among children, as well as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prevent and remedy this situation.

35. 정부는 2011년 3월 30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자살 방  생

명존 문화 조성을 한 법률｣에 근거한 자살 방기본계획 수립을 한 연구용역을 

2011년에 추진할 정이며 2012년 상반기에는 자살실태조사 실시를 한 연구용역을 

공모할 정이다. 자살의 심각성이 확 되는 것을 우려하여 2004년 ‘국가자살 방 5개

년 기본계획’을 수립하 으며, 2009~2013년간의 ‘제2차 자살 방종합 책’을 마련하여 

시행 에 있다.

35-1. 동 법률 제7조에서는 “자살 방기본계획의 수립을 하여 보건복지부 장 은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 원회 내 자살 방 문 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 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으며, 기본계획에는 자살 방에 한 연구지원 사항이 포함

되어 있다.

36.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리체계 강화 등 다양한 자살 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자살 방  생명존 문화 조성을 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을 하여 2011년 5월 T/F를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Q14.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outcome the 2004 Measures Taken 
to Reduce Private Education Spending, the 2007 Plan to Reduce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efforts made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chool education.

37. 정부는 지난 2008년 학원비 경감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책을 추진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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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공교육 내실화 추진, 선진형 입학 형의 정착, 사교육 체 서비스 강화, 학원 

운 의 효율  리, 사교육비 경감을 한 제도․문화  인 라 구축 등 공교육 경쟁

력 향상을 한 책을 마련하 다. 

37-1. 2006년부터 공교육 강화를 해 시행된 방과후학교를 2011년에는 국의 ․

․고 모든 학교에서 운 하고 있다. 2010년 6월을 기 으로 방과후학교의 로그램

은 494,965개(교과 로그램 338,891개, 특기 성 로그램 156,074개)이며, 2006년

(130,351개)에 비해 약 3.8배 증가하 다. 

38. 정책성과로 2010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2009년 비 각

각 3.5%, 0.8%씩 최 로 감소하 으며, 고교입시제도 개선, 학교 다양화, 학원운 의 

투명성 강화 등 정책효과의 시차(time lag)가 은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 

39. 향후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을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 온 단 학

교 자율역량 강화(자율화, 다양화, 특성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를 바탕으로 

교실수업을 근본 으로 변화시키고, 학교 심 어․수학 교육을 내실화하며, 방과후

학교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 공교육 내실화, 돌 교실 확  등 2009년부터 

추진 인 책들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보완·정비하고, 학교 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을 진할 계획이다. 

Q15. Please explain how the denial of the right of children to appeal 
court judgments is related to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State 
party, such as the security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and restoring 
public order in situations of national emergency.  

40. 국가비상사태에서 상소권 제한은 한국의 역사와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 한민국

헌법｣이 직  심 제한의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입법부

가 헌법  수권에 의하여 결단한 법률의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군사법원법｣ 제534조가 아동의 상소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단한다.

41. 시‧사변 등으로 행정  사법기능의 수행이 히 곤란한 국가비상사태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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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극복을 하여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일시 이고 잠정 으로만 용되며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상소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

지 아니한 자는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아동의 상소권이 문제되는 것은 

14~17세까지의 아동이고, 14~17세 아동의 경우 어느 정도 사리분별능력이 있다고 보

며, 간첩죄, 병, 포로에 한 죄 등 군부 의 존립 자체를 하는 한 범죄에 

한정하고 있다. 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재심(new trial)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차가 있다.

Q16. Please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the State party’s reports submitted under the Convention 
(CRC/C/15/Add.197),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C/OPSC/KOR/CO/1)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C/OPAC/KOR/CO/1).

42. 정부의 유엔아동권리 원회 ‘제2차 국가보고서의 권고사항’ 61개 항목에 한 이

행 황은 이행 38개, 이행추진 18개, 이행미흡 5개이다. 보완이 필요한 이행미흡 5개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는 아동 련 정책 수립 시 이를 추가로 이행하기 한 노

력을 기울일 정이다42-1. 아동의 상소권에 한 유보를 철회하라는 권고에 하여,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하 을 때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 에서만 아동의 상소

권을 일부 제한할 수밖에 없음은 앞서 밝힌 바와 같다. 향후 남북 계, 국내․외 정

세 변화 등을 주시하여 아동의 상소권을 최 한 보장하도록 국내법과의 조화를 강구

해 갈 계획이다.

42-2. 재 유보조항인 ‘입양허가제’에 한 사항은 여 히 철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동을 입양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2011

년 7월 국회에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입양허가제를 도입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한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한 입양 진  입양 차에 한 특례법의 개정법률안에

도 가정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가 포함되어 국회에 상정되어있다.

42-3. 국내  해외입양 체계를 포 으로 재검토하라는 권고에 하여 정부는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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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도입을 고려함과 동시에 권고이행을 하여 노력하고 있다. 

42-4. 정부는 해외입양과 련된 헤이그 약을 비 하지 않았다. 술한 바와 같이 정

부에 의한 아동 입양허가제 도입에 따른 운 방식  상되는 문제  등에 한 충

분한 의견수렴  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계부처 T/F 구성  운

을 계획하고 있다.

42-5.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한 약은 국내법률과 상충되어 비 하지 못

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련 국내법률과 정책의 개선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인권향

상을 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 약의 비 을 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43.  정부의 ‘아동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한 선택의정서’ 제1차 권고사항 35

개 항목에 한 이행 황은 이행 1개, 이행추진 32개, 이행미흡 2개이다. 보완이 필요

한 이행미흡 2개 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는 아동 련 정책 수립 시 이를 추가로 

이행하기 한 노력을 기울일 정이다.

43-1. UN아동권리 원회는 국가인권 원회 내에 아동권리 부서의 신설에 필요한 인력 

 재정 지원을 정부가 계속 보장할 것을 권고하 다. 그러나 행 인력구조의 한계로 

인하여 아동인권을 담하는 별도의 부서가 없고, 이를 개선하기 한 정부의 극

인 지원 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 으로 아동인권 담 부

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원회의 지속  의를 통해 인력  재정지원을 

해 노력할 것이다.

43-2. 입양허가 유보 철회에 한 사항은 ‘제2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추가 이행 황

에서 밝힌 바와 동일하다.44. 정부의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한 선택의정서’ 제1차 권

고사항 13개 항목에 한 이행 황은 이행 5개, 이행추진 7개, 이행미흡 1개이다. 이

행미흡 1개 분야는 국가인권 원회 내 아동권리 부서 신설에 한 사항으로 ‘아동매

매, 성매매  아동음란물에 한 선택의정서’ 제1차 권고사항 내용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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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de facto working conditions of children, and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ratify ILO Conventions No. 29 (1930)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nd No. 105 (1957) concerning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45.  정부는 사업주  교사, 청소년에 한 노동 계법 인지도 제고를 해 교육을 실

시하고, 청소년 리더활동 등 청소년 주도  캠페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소자 

보호규정을 합리 으로 개선하여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2007.7)와 연소자증명서 비

치 의무(2007.5)등을 통해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해 노력하고 있다.

45-1. 지난 2008년에는 연소자(18세 미만) 고용 사업장 1,318개소를 검하여 1,031개

소, 2009년에는 1,641개소를 검하여 1,408개소, 2010년에는 1,545개소를 검하여 

1,300개소 사업장에 하여 반사항에 한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이  사법처리는 

2008년 7건, 2009년 3건, 2010년 2건이었으며, 과태료 부과는 2008년 1건, 2009년 2건 

있었다.

45-2. 정부는 2010년 10월 권리보호 사각지 에 있는 청소년 연 인의 성보호와 학습

권  공정 연 활동을 보장하기 해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 책을 수립하 다. 

그 일환으로 2011년 6월 정부는 청소년 연 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 를 방지

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문화

술인 표 속계약서’를 개정하 다.

45-3. 한 2011년 5월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

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 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 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근로청소년

보호를 한 정책과제 발굴 연구를 실시할 정이다.

46. 정부는 ILO 약 제29호와 105호의 비 을 해 향후 2011년 에 ‘강제근로 약 

비 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법․제도가 약 상 기 에 부합하도록 계부처

와 지속 으로 의하여 비  여부를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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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ILO 약 제29호와 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 으로 추진해 왔다. 

1998년 ILO 약비 을 한 ILO 자문단 방문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ILO 약 문

가 청 노사정 회의 개최, 2009년 ILO 국제노동기 국장 면담, 2010년에는 연구용역

을 통해 동 약의 비 방안을 검토하 다.

46-2. ILO 약 제105호는 정치  강압, 정치․사회 제도에 한 사상  반   업

참가 등에 한 제재 수단으로서의 강제근로를 지하나, 우리나라는 사상범에 한 ｢

국가보안법｣ 용, 업참가자에 한 형법상 업무방해죄 용을 통해 노역이 포함된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어 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6-3. 특히, ILO는 우리나라의 공익근무요원 등 환복무는 ‘순수한 군사  성격의 복

무’로 보기 어려워 강제근로 지의 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나 환복

무제는 강제징집 제도 하에서 인력 리상 필요하고, 강제징집 제도는 남북이 치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지가 불가피하다.

Part Ⅱ

Q1. New bills or laws, and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47. (가사소송법 개정, 2009) 정부는 2009년 5월, 간편한 양육비의 확보를 해 ｢가사소

송법｣ 일부를 개정하여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를 마련하 다. 한, 2009년 11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

육비를 지 하지 아니한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채무자의 여에서 

정기 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  지 하도록 하는 ‘양육비직 지  명령제도’를 시

행하 다.

48. (어린이식생활안 리특별법 시행령 개정, 2010) 매일 오후 5∼7시, 어린이를 주 

시청 상으로 하는 방송 로그램의 간 고  고열량․ 양 식품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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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지한다. 한 식품의약품안 청장은 텔 비 방송 고 제한시간 외에도 어린

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 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 상으로 

하는 방송 로그램의 간 고에 고열량․ 양 식품의 고 지를 명할 수 있다.

49.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개정, 2010) 청소년을 선정 이고 폭력 인 방

송물로부터 보호하기 한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 가 오 까지 확  시행되었다. 청소

년 시청 보호시간 와 련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 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방 해선 안 되며,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더라도 방송심의 규

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정서를 감안하여 방송해야 한다.

50.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 분리 입법, 2010) ｢성폭력범죄

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을 피해자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분리 입법하

여, 자는 여성가족부 소 의 ｢성폭력방지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 후자는 

법무부 소 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법률｣로 제정하 다.

51. ( 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2011)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

에 한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 하 다.

52. ( ․ 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11) ․ 등학교의 장이 학교의 학칙을 제․개정

할 때 사 에 학생의 의견을 반 함으로써 민주  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무화하 다. 한 도구,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식

의 체벌을 면 지하 다. 

5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11) 의료․재활교육소년원 출

원자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하여, 퇴원 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보호소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료․재활교육소년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

을 수 있게 하 다.

54.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2011) 2011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여 2011년 9월부터 시행될 정이다. 출생 시부터 한민국 국 을 취득한 자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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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민자  법무부장 의 귀화허가를 받은 자로 구성된 가족으로만 한정했던 다문화

가족의 범 를, 출생 시 한민국 국 이 아니었으나 이후에 취득한 자(출생 당시, 

한민국 국민인 부 는 모에 의하여 인지되어 국 을 취득한 자 는 귀화 허가를 받

은 자)들로만 구성된 가족에게까지 확 하 다. 한 재 운 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정책 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을 신설함으로써 다문화가

족정책 추진을 한 기  간 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 다. 

55. (도로교통법 아동 련 규정 제․개정, 2011) 2011년 5월부터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미신고 차량 포함)의 운 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하차하여 안 한 승․하차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 하 고,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운 자와 운 자

는 정기 으로 안 교육을 받도록 하 다.

56.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2011) 2011년 6월 국회에 계류 인 동법의 주요내용은 장

애아동의 사례 리  각종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는 ‘ 앙장애아동지원센터,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 ’, ‘발달재활서비스, 돌   일시  휴식지원서비스, 

지역사회 환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의 안정  지원을 한 법 근거 마련’, ‘발달재활

서비스 질 리를 한 서비스 종사자 자격정보의 제공의무 부여’ 등이다. 

57. (아동복지법 부개정법률안, 2011) 총 43조로 이루어진 행 ｢아동복지법｣의 미비

을 보완하기 해 총 75조로 이루어진 부개정법률안이 2010년 11월에 국회에 제

출되어 논의 이며, 주요 내용은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 아

동복지심의 원회 설치․운 , 정 탁가정 선정 차 마련, 아동 지행  련 규

정 명확화, 친권상실 선고 청구요청권자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 확 , 아동학  신

고의무자 범  확   반 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  장 출동 시 아동보호 강화 

 험요소 제거, 실종·유괴 등 아동범죄 방을 한 아동안  보호인력 배치  아

동긴 보호소 운 ,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지원  자립지원, 아동복지 담기  정비, 

아동복지시설 유형 정비, 아동복지시설의 불법행  등에 한 개선․사업정지․폐쇄 

등 명령 사유 추가, 아동복지시설 설치․운  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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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New institutions (and their mandates) or institutional reforms

58.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국 확  실시, 2009) 2007년부터 추진되었던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2009년 국사업으로 확  실시되었으며, 2011년에는 

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에서 100% 이하로 서비스 제공 상자를 확  실시한다. 

장애아동 1인당 월22만원(자부담포함)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며, 언어․미술․음

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치료 등 이용자의 수요와 기  사정에 따라 한 재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59. (발달장애 정 진단비 지원제도 도입, 2010) 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로 의

심되는 취약계층 유아에게 1인당 40만원 범  내에서 지원하여 지능․인지평가, 언

어평가, 자폐검사 등 발달장애의 조기발견  조기치료 기회부여를 통해 장애의 증

화를 방지하기 한 제도이다. 2010년에는 의료수 자 36천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11년부터는 지원 상 범 를 차상 계층(60천명)까지 확 하여 추진 이다.

60. (아이 돌  서비스 확 , 2011)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해 아

이 돌  서비스 지원을 확 하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시 서비스가 연계

될 수 있도록 하 다. 취업부모 가정 등을 심으로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 하여 

보육시설 이용시간 종료 후 는 등학교 방과 후 자녀 돌 에 한 ‘시간제 돌 ’ 

서비스를 2010년 월평균 1만 가구에서 2011년에는 3만 가구까지 확 하여 지원한다. 

‘종일제 돌  서비스’ 지원 상 한 유아 가구소득 하  50% 이하에서 가구소득 

하  70%까지 확 하 다.

61.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2011) 13세미만 아동․청소년 상 성범죄자가 

발생 는 입하거나 출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해당지역 아동ㆍ청소년

이 있는 가정에 신속하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웃에 살

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를 미리 악해 비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지

역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62. (성폭력피해자 국민임 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제도, 2011) 2011년 4월부터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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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폭력피해자, 친족 계 성폭력피해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에 해 국민임

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에 6개월 이상 입주하거나 여성가족부 장 이 지원하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 임 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63. (셧다운제도, 2011) 셧다운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독을 방하기 한 제도

로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동년 11월부터 시행될 정이다. 이로써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심야시간 (0~6시)에 16

세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으며, 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는 1천

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하게 된다.

Q3. Recently introduced policies, programmes and action plans and their 
scope and financing

64.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강화  차단 로그램 보  폭 확 , 2009) 해외

의 불법유해사이트에 한 기존의 차단을 우회하는 속을 방지하기 해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URL차단방식의 장비를 도입토록 권고하고, 사업자가 설치를 완료(2008.12)

하여 해외에서 유입되는 아동포르노 등 불법유해정보에 한 심의․시정조치의 실효

성을 제고하는 등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강화시켰다. 2003년부터 무료 보 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로그램의 보 을 폭 확 (2009년 이후)하 다. 

포털사이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  의무 으로 ‘청소

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유해정보를 차단․ 리하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제도를 지

속 으로 추진하고 있다.

65. (인터넷 윤리교육  홍보활동 추진, 2009) 미디어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던 인터

넷 윤리교육  홍보 활동을 본격 으로 추진(2009년 이후)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인 

상의 온․오 라인 교육 로그램 운 , 공익 고 방 , 캠페인 행사 개최 등을 통

해 건 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한 이용자 의식 제고에 힘쓰고 있다.

66. (다문화가족정책 원회 구성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2009~2010) 

2009년 9월 다문화가족정책의 총 ․조정을 하여 「다문화가족정책 원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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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를 구성하 고, 2010년 5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수립하 다.

67.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견, 2010) 언어⋅교육 지원을 

히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상으로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

지도사(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도사) 견  통번역서비스제공 등을 추진하

고, 자녀의 로벌 역량 강화  부모-자녀 간 소통 증진을 해 이 언어교실을 52

개소에서 시범 운 하 다.

68. (다문화가족 상 좋은 부모 로그램  자녀 정서․생활지원 사업, 2010) 2010년 

자녀 생애 주기별(신생아, 유아기, 아동기)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부모 로그램 

 자녀 정서․생활지원 사업’을 시범운 하 다.

69. (범죄 방교실, 2010) 학교폭력을 방하기 해 경찰 (서장, 지구 장, 여청 담

강사 등)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범죄 방요령ㆍ피해 시 조치요령 등을 교육하는 ‘범죄

방교실’을 2010년 14,979개교 5,529,634명을 상으로 실시 운 하 다.

70. (사랑의 교실, 2010) 비행청소년 재범방지를 해 문제행동에 한 이해와 역할극, 

미술치료, 사활동 등 인성교육 로그램을 문 단체에 탁ㆍ실시하는 ‘사랑의 교

실’을 통해 2010년에 33개 단체의 17,877명을 상으로 교육을 실시하 다.

Q4. Recent ratifications of human rights instruments

71. 한민국은 장애인권리 약을 비 하여 동 약의 주요사항인 평등과 차별 지, 

착취․폭력  학 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이동, 교육, 건강, 근로  고용, 자립생활, 

정치와 공  생활 참여 등 모든 생활 역에서 장애인의 권익보장 내용을 포 하여 국

가보고서를 작성하 으며, 2011년 6~7월  제출할 정이다. 국가보고서에는 권리

약의 실체  조항(제1~33조)에 한 약 유 부처의 이행실 , 련 법령, 정책, 이행

상의 문제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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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Ⅲ

Q1. Please provide statistical data for 2008, 2009 and 2010, disaggregated 
by nationality, age, sex, ethnicity, geographic lo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on:
(a) The number of children deprived of a family environment and the type 
of care they receive, and the budgetary allocations for residential care 
institutions, foster homes and other forms of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b)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of children who were abused, neglected 
or sexually exploited. Please include information about any investigations or 
studies conducted thereon, as well as their outcomes; 
(c) The number of suicides committed by children; and 
(d)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who 
have been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State party’s borders, as well as the rate of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perpetrators

72. 체 요보호아동 수는 감소하고 있다. 요보호아동의 돌  형태별로 보면, 입양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양육시설 입소, 공동생활가정, 가정 탁은 감소하고 있다.

<표 4> 요보호아동의 돌  형태

(단 : 명, %)

연도별 합 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탁 입양

2008
9,284

(100.0)

4,297

(46.3)

667

(7.2)

2,838

(30.5)

1,482

(16.0)

2009
9,028

(100.0)

4,081

(45.2)

686

(7.6)

2,734

(30.3)

1,527

(16.9)

2010
8,590

(100.0)

4,219

(49.1)

623

(7.2)

2,124

(24.7)

1,629

(19.0)

자료: 보건복지부, 2008-2010 각 연도 자료 재구성.

73. 안 돌 에 한 정부의 산은 증가하고 있다. 가정 탁, 공동생활 가정, 입양

산의 경우 2008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 으나, 2010년 아동양육시설 산은 2009년 

비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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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안 돌  산배정

(단 : 백만원)

연도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탁 입양

2008 220,402 9,465 78,153 8,580

2009 261,410 11,600 82,104 9,280

2010 247,615 13,306 91,875 9,307

자료: 보건복지부, 2008-2010 각 연도 자료 재구성.

74. 2010년 신고사례에 근거하여 앙아동보호 문기 에서 국 으로 악한 학

피해아동 수는 2009년 비 감소하 다. 학 피해아동 수는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10~12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던 방임아동 수는 2009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표 6> 신고사례에 의한 아동학 (성별, 연령별)

(단 : 명, %)

구분 2008 2009 2010

성별
남 2,801(50.2) 2,889(50.8) 2,810(49.7)

여 2,777(49.8) 2,796(49.2) 2,847(50.3)

계 5,578(100) 5,685(100) 5,657(100.0)

1세미만 131(2.3) 139(2.4) 167(3.0)

1~3세 476(8.5) 487(8.6) 567(10.0)

4~6세 697(12.5) 710(12.5) 715(12.6)

7~9세 1,319(23.7) 1,249(22.0) 1,082(19.1)

10~12세 1,452(26.0) 1,481(26.1) 1,449(25.6)

13~15세 1,098(19.7) 1,248(21.9) 1,272(22.5)

16~18세

(2010년16~17세)
405(7.3) 371(6.5) 405(7.2)

계 5,578(100) 5,685(100) 5,657(100.0)

자료: 보건복지부‧ 앙아동보호 문기 , 각 연도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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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방임아동 수(성별, 연령별)

(단 :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남 1,691(54.5) 1,560(53.1) 1,472(51.1)

여 1414(45.5) 1,379(46.9) 1,406(48.9)

계 3,105(100.0) 2,939(100.0) 2,878(100.0)

1세미만 91(2.9) 95(3.3) 136(4.7)

1~3세 307(9.9) 283(9.6) 371(12.9)

4~6세 403(13.0) 415(14.1) 404(14.0)

7~9세 800(25.8) 691(23.5) 565(19.7)

10~12세 824(26.5) 723(24.6) 705(24.5)

13~15세 512(16.5) 567(19.3) 532(18.5)

16~18세 168(5.4) 165(5.6) 165(5.7)

계 3,105(100.0) 2,939(100.0) 2,878(100.0)

  주: 복학  미분류

자료: 보건복지부․ 앙아동보호 문기  각 연도 재구성

75. 아동에 한 성  착취의 한 형태인 ‘19세 미만 청소년 성매매’에 한 경찰청 단

속 결과, 검거인원은 2008년 비 2010년 크게 감소하 다. 성  착취의 다른 형태인 

13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아동수 한 감소하고 있다.

<표 8> 청소년 성매매 단속 황

(단 : 명)

구 분 검거인원
조 치

구속 불구속

2008 2,112 81 2,031

2009 2,182 125 2,057

2010 1,345 56 1,289

  주: 연 아니 19세 미만자

자료: 경찰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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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폭력 피해아동 수

(단 : 명)

구분 2008 2009 2010

성폭력 

피해아동(13세미만)
1,220 1,017 1,012

자료: 경찰청, 2011.

76. 2009년 자살 아동 수는 2008년 비 증가하 으며, 성별을 불문하고 심각한 상태

에 있다.

<표 10> 자살 아동 수

(단 : 명)

구분 2008년 2009년

계 190 277

남 97 149

여 93 128

  주: 2010년 자료는 2011년 9월 발표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77. ｢형사법｣ 상 인신매매  성 착취, 학 에 한 죄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벌에 

한 통계에서 피해자의 성별, 연령, 인종에 따른 분류를 하지 않는다. 한 ｢아동복지

법｣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아동학 에 해당하는 행 에 따른 처벌 통계를 취합하

지 않고 각 법률별 통계만 집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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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형사법 상 인신매매  성 착취, 학 에 한 기소율

(단 : 건, %)

죄명

2008 2009 2010

기

소

불

기

소

처

리

계

기

소

율

기

소

불

기

소

처

리

계

기

소

율

기

소

불

기

소

처

리

계

기

소

율

음행매개 0 0 0 0 0 0 0 0 0 0 0 0

미성년자약취유인등 31 143 174 17.8 34 153 187 18.2 30 148 178 16.9

리등을 한약취등 20 46 66 30.3 22 73 95 23.2 24 71 95 25.3

국외이송약취 0 1 1 0 0 1 1 0 0 1 1 0

아

동

ㆍ

청

소

년

성

보

호

강요행 등 40 68 108 37.0 66 71 137 48.2 51 81 132 38.6

매매 1 1 2 50.0 1 24 25 4.0 0 9 9 0

성매수등 537 671
1,20

8
44.5 612 608

1,22

0
50.2 493 537

1,03

0
47.9

알선 업행

등
44 37 91 48.4 92 102 194 47.4 44 57 101 43.6

음란물제작ㆍ

배포등
2 3 5 40.0 12 7 19 63.2 40 41 81 49.4

아동혹사 0 0 0 0 0 0 0 0 0 0 0 0

아동복지법 반 56 106 162 34.6 39 117 156 25.0 28 63 91 30.8

청소년보호법 반
6,83

8

4,14

6

10,9

84
62.3

5,95

5

5,70

1

11,6

56
51.1

5,61

6

4,87

9

10,4

95
53.5

  주: 기소는 구공 과 구약식, 불기소는 의없음, 기소유 , 보호사건송치, 기타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 법무부, 2011.

Q2. Please indicate what percentage of familie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eligible to welfare services, education assistance, allowances 
and tuition especially provi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78.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 증장애아동에게 매월 16만원~22만원의 바우처를 지

하며 언어․청각능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18세 미만 증장애아 가정을 상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휴식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행 장애아동재활치료  양육지원서비스는 국가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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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소득 100%이하의 가정을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1년에는 체 증장애아

동의 74.5%인 37천명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79.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소득 장애인 가구를 상으로 장애아동이 ‧고교 

학생인 경우 입학   수업료 외에 추가 으로 교과서 ,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1,242명(13~18세 기  등록 장애아동 43,408명의 2.86%)에

게 지원하 다.

80.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인 장애아동에게 매월 2~20만원을 지 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23,057명(등록장애

아동 80,075명의 28.8%)에게 지원했다.

81.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양육지원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

치료)  제35조(장애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건강가정

기본법｣ 제25조 (가정부양의 지원)제2항을, 장애아동 학비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

38조(자녀교육비 지 )를, 장애아동수당 지원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장애아동수당

과 보호수당)를 법 근거로 하고 있다.

<표 12> 장애아동 지원 황

(단 :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 3월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 16,356 28,313 30,23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681 547 714 1,493

교육지원 1,333 1,373 1,242 1,100

장애아동수당지원 16,001 17,724 23,057 22,844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Q3. In addition, the State party may list areas affecting children that it 
considers to be of priority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82. 정부는 학생 자율능력 향상  참여 증 , 범죄로부터 아동보호, 근로아동 피해

방  구제 강화, 아동학  방  지원을 강화하고, 빈곤아동에 한 일반아동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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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증 하며, 국외입양 비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취약

계층 아동의 문화․ 술 교육 강화 등의 정책에 우선순 를 둠으로써 유엔아동권리

약을 충실히 이행해나갈 것이 다. 보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2-1. 학교문화선도학교( ․ ․고) 지정․운 , 학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수렴 의

무화 등 학생 스스로 자율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운 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 으며, 향후에도 학교문화선도학교 우수사례 확산 등 학생 

자율능력 향상을 해 노력할 것이다.

82-2. 아동안 지킴이집 지정․운 , ‘아동․여성 보호 1319 ’ 운  등 각종 범죄로부

터 아동을 극 , 능동 으로 보호하기 한 사회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82-3. 아동 련 ｢근로기 법｣ 반 업주 처벌 강화, 교육과 지도 검 강화 등에 의하

여 아동인권을 최 한 보장할 것이다.

82-4. 아동보호 문기 의 국  설치, 자발 제도 도입, 성폭력범죄자에 한 화학

 거세 도입 등에 의하여 아동 상 성폭력에 강력히 처하여 아동인권 보호를 극

화할 것이다.

82-5. 드림스타트 사업, 디딤씨앗통장(CDA), 지역아동센터 사업 등의 추진으로 빈곤아

동 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완비해 나감으로써 일반아동과 

동등한 기회를 빈곤아동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82-6. 국내입양가정에 한 경제  지원  입양수수료 확  지원과 장애아동 양육보

조  지원 등으로 국외입양을 최 한 지양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 할 것이며, 특히 

장애아동 입양 진을 하여 지원을 지속 으로 강화할 것이다.

82-7. 국 ․ ․고교에 술 강사 견  어린이박물 , 어린이미술 , 국립국악

원 운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이 문화 술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극 지원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추가답변내용(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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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Q1. Please provide the most recent activities report of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Please briefly explain which Government body now 
deals with issues relating to children and promote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cross ministr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t all levels in 
the country.

 

[Activities of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1. Follow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Korean Government revised the Child Welfare Act in 2003 to establish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The Committee was organized in 2004, and has since 
held a total of four meetings.

2. The Child Policy Coordination Committee,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has 
examin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children’s policies by ministries, and has 
discussed plans to support children and youth in poverty. In the most recently held 
fourth meeting, the following issues were discussed: the direction and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of children’s policies, establishment of a children's policy institute, the 
necessity of child benefit and its financial burden, reorganization of the child abuse 
hotline system, establishment of a statistical base and education for preventing safety 
accidents of children, institutionalization of the Korea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and efforts to bring children's policies up to international standards.

3. The Government discusses policies that require much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at the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Meeting. Since 2008, a total of 
eight child‐related issues have been discussed at the Meeting. Moreover, the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Low Fertility, consisting of eleven related ministries, also 
discusses various tasks for stable growth of children.

4. The children‐related issues discussed at the National Policy Coordination Meeting 
are as follows: evaluation of the education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ies, 
meal programs for children during school vacation periods, measures to improve the 
vacation meal programs, support measures for school meals, preventive measures 
against food poisoning in school meals, plans to implement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of child sexual abuse, complementary measures for children's safety, and 
advancement of the adoption system. 

5. In 2005, the Government set up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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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Fertility to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the analysis of mid‐ to long‐term 
demographics and the outlook for socio‐economic changes in preparation for low 
fertility and the aging of the population; the objective of mid‐ to long‐term policies on 
low fertility in an aging society and the direction of implementation thereof; 
development of the Five‐Year Basic Plans on Low Fertility in Aging Society and 
yearly implementation plans and evaluation of implementation results; the coordination 
and evaluation of policies on low fertility in an aging society.

5‐1. With the overall reform of Presidential Committees in 2008,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came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ommittee has devised the Second Basic Plans on Low Fertility in 
Aging Society and selected a total of 231 tasks. In March 2011, the Committee held 
a meeting to draft detailed action plans for each selected task. The Committee has 
since pursued action plans such as improvement of the leave of absence system; 
promotion of part‐time work and expansion of smart work centers; promoting childcare 
in the workplace; expansion of childcare and education subsidies and improvement of 
the service quality; and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for securing a residence for 
newly‐weds.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6. Multi‐faceted efforts on the governmental level are being exerted to enhanc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c groups in child rights 
issues. The Korea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was founded in October 
2006 and has since been operated by a state‐run research institute. In particular, the 
group of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consisting mainly of nongovernmental 
officials such as civic group members, has been appointed and operated. Furthermore, 
th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collaboration with civic organizations through various 
efforts. For example, the Government financially supports the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which is closely cooperating with domestic and overseas 
organizations related to children. The Government has also held dialogues with major 
children's organizations, and organized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7. The Government is operating the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 system through 
the Korea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in order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develop and 
improve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engage 
in monitoring activities with a view to finding child rights violation cases and 
improving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s. The group of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consists of child experts in the nongovernmental sector and children 
from diverse backgrounds, such as those with disabilities, those from multi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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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or those living in facilities. The first period group (from October 2006 to 
December 2009) consisted of 21 adults and 10 children, and the second period group 
(2011) comprises 10 adults and 10 children.

8. The Government has been financially supporting the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every year since 2004 to help the Council hold the Little Asian 
Conference and the Children's Forum. The Government also supports the annual 
Children's Day and Week events to actively raise awareness about enhancement of 
children’s rights and development of children’s welfare. Moreover, the Government 
held joint dialogues with major children's organizations (Good Neighbors,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Korea Council of Children's Organizations, Save the 
Children, Child Fund Korea) to discuss issues such as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civic sector as well as creating legal and policy systems to eradicate 
domestic child abuse. The Government is enhancing cooperation with civic 
organizations by designating the Korea National Association of Child Welfare, an 
association of child welfare facilities, as the operator of the 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9. The Commission on Youth Protection consists of 11 relevant experts from the field 
of law, academia, youth faciliti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otect the youth 
from harmful environments, the Commission holds monthly meetings to deliberate and 
make decisions on issues related to media, substances, materials, and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that are harmful to minors.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its financial 
support for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the youth and invigorate youth groups, thereby ensuring that the Council 
can play a pivotal role in the national youth movement led by the civic sector.

Q2. Please describe any impediments to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its members, and 
outline the safeguards in place to protect their independence. Please 
indicate whether the Commission has the competence to receive 
complaints and whether it has specific expertise to deal with children’s 
rights. Please also briefly explain any limitations to the mandate of the 
Commission and the scope of geographic coverage.

10.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stipulates the independence of the 
Commission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and the organization of personnel, and 
prescribes the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Furthermor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Paris Principles, 
as an independent body that does not belong to any of the legislative, judicia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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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branches of the Government. However, with the reduc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Commission in 2009, a lack of independence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finance has become an issue. Therefore, consultation with related ministries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on issues such as turning the Commission into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o secure independence.

1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eives complaints related to 
children and actively addresses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Human rights issues 
among individuals can, in principle, be addressed when related to discrimination in the 
areas of employment, education, and goods and services. However, as for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disability, human rights issues in all areas of life are addressed, 
including employment, education, goods and service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ervices, political rights, maternal and paternal rights, gender, families, 
households, welfare facilities, the right to health, and harassment. Therefore, the 
Commission duly receives complaints related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11‐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making multifaceted efforts 
to enhance the rights of children, such as designating an official exclusively 
responsible for child rights policies to actively address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The Commission also operates the Child Rights Focus Group to enhance expertise in 
the area of children's issues. The Commission will work to expand its manpower and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responsible for children's rights in the mid‐ to long‐
ter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monitors children’s rights and 
operates the group of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plans to discuss the issue of 
transferring the function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is is 
to allow more independent operation of the monitoring and the Ombudspersons.

12.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mines petitions, and when a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 or discrimination is found, it takes measures on the 
respondent such as making recommendation for improvement, filing an accusation, or 
making recommendation for disciplinary action. In addition, the Commission can make 
recommendations and express its views to the related organizations on institutions such 
as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hildren's rights. It can also present opinions to the 
cour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on proceedings liable to affect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children's rights. The recommendation by the Commission has its 
limits in that it is not legally binding and the Commission cannot implement any 
special measures on the respondent’s refusal to accept the recommendation. However, 
the respondent shall clarify the reasons for refusing to accept the recommendation and 
the Commission can publish the reasons. In order to complement the limitation 
stemming from the absence of legally binding force in the recommendation, the 
Commission will continue to consult with the Human Rights Policy Consul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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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to promote alternative means of remedy such as settlement and mediation and 
ensure that its recommendation is respected.

12‐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established three regional 
offices in Busan, Daegu, and Gwangju to enhance geographic access for petitioners, 
and has been providing human rights consultation tour service since 2005 to directly 
meet the underprivileged. The consultation tour service was offered twice in 2005, 
four times in 2006, nine times in 2007, ten times in 2008, six times in 2009, and 
eleven times in 2010. As a result of the human rights consultation tour for children 
and youth, the current status, condition, and problems of labor rights of minors were 
found in areas such as part‐time jobs for youth, and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some schools were confirmed. This led to the development of tasks for the protection 
of youth labor rights on the Commission level and the review of policies. In order to 
further enhance the accessibility in the future, the Commission plans to vitalize the 
human rights consultation tour service and increase regional offices in the mid‐ to 
long‐term.

Q3. Please provide updated data on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welfare, health and education systems for children, specifying the level 
of expenditure per child. Additionally, please explain how any 
inequalities caused by the difference in the budgets of local 
governments for children are addressed.

13. The children‐related budget in 2011 was 38,697,800 million won, which is an 
approximately 16.5% increase from that of 2008. In particular, the direct budget for 
children in areas such as child welfare (including childcare), youth, and other child‐
related projects increased 70.6% from 2008, to 32,131,000 million won in 2011. In 
addition, the budget for pre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went up 13.5% 
from 2008, to 35,484,700 million won in 2011. 

14. As of 2011, the region with the highest budget per child was South Jeolla 
Province with 7.327174 million won, while the region with the lowest was Seoul with 
1.181057 million won, which shows a six‐fold gap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In 
this regard, taking into account that local governments may have difficulty in 
increasing the children‐related budget depending on their financial self‐reliance, the 
Government is actively encouraging local governments to expand children‐related 
policies. To this end, the Government has included children‐related tasks in the 
evaluation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s well as in the evaluation of the welfare of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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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2008 2009 2010 2011
Total budget expenditure(Fund 

included) 257,200,000 273,800,000 292,800,000 309,100,000

Children‐rel
ated budget

Education in 
preschool, elementary, 

secondary schools
31,277,000 32,968,100 32,546,700 35,484,700

Children's welfare 
(Including childcare) 1,511,800 1,895,400 2,276,000 2,653,400

Youth 169,000 150,800 190,400 264,100
Other child‐related 

projects 202,200 253,100 341,700 295,600

Total
(Rate of growth)

33,160,000
(‐) 35,267,400

(‐6.20)
35,354,800

(‐0.20)
38,697,800

(‐9.50)
Population of children 10,491,000 10,247,000 9,976,000 9,688,000
Expenditure per child 3.2 3.4 3.5 4.0

Category

2008 2009 2010 2011

Child‐related
budget

Expenditu
re per 
child

Child‐rel
ated

budget

Expendit
ure per 

child

Child‐re
lated

budget

Expenditu
re per 
child

Child‐re
lated

budget

Expenditure 
per child

Seoul 1,509,230 0.772516 1,799,911 0.949932 1,955,325 1.067732 2,139,719 1.181057
Busan 2,677,627 3.509934 2,814,912 3.805313 3,014,806 4.189057 3,228,340 4.544500
Daegu 2,086,374 3.853380 2,249,110 4.287874 2,280,592 4.492936 2,274,119 4.529378

Incheon 2,305,401 3.401917 2,389,428 3.592044 2,512,196 3.837300 2,455,469 3.769109
Gwangju 1,467,991 4.138777 1,587,799 4.554866 1,738,012 5.090226 1,735,187 5.081953
Daejeon 1,320,799 3.802775 1,449,797 3.803375 1,522,472 4.308472 1,472,289 4.493988
Ulsan 422,448 1.481260 655,436 2.353696 526,340 1.944575 563,639 2.107274

Gyeonggi 
Province 8,766,104 3.105737 9,444,220 3.372692 9,419,589 3.383582 9,462,709 3.420525

Gangwon 
Province 1,938,348 5.904593 2,052,216 6.368417 2,223,512 7.052231 2,064,741 6.548663

municipalitie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reover, the central 
Government endeavors to minimize the budget disparity among local governments by 
directly leading the policies for children in poverty such as the Dream Start Project.

<Table 1> Changes in children‐related budget

(unit: million won, persons, %)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Table 2> Child‐related budget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expenditure per child

(unit: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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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Chungcheong

Province
813,052 2.553788 902,560 2.890865 1,059,373 3.321023 883,682 2.795657

South 
Chungcheong

Province
970,017 2.258785 1,222,759 2.859760 1,112,918 2.630800 1,068,674 2.548375

North 
Jeolla 

Province
1,125,146 2.762172 1,164,601 2.918039 1,270,785 3.275675 1,440,325 3.807301

South 
Jeolla 

Province
2,534,350 6.455594 2,646,535 6.946833 2,603,132 7.050011 2,668,491 7.327174

North 
Gyeongsang 

Province
1,128,460 2.010605 1,565,995 2.865478 1,906,147 3.575878 1,732,103 3.243505

South 
Gyeongsang 

Province
3,150,085 4.379632 3,214,887 4.564688 3,254,529 4.417821 3,430,849 4.657164

Jeju
Province 618,044 4.357394 627,757 4.481002 651,932 4.720246 653,271 4.750751

Note1: Child‐related budget includes only the budget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Q4. Please provide data on the key indicators emanating from the child 
rights index. Please explain which agency has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data from the index and how such information 
is used in the context of child rights monitoring, policy making and 
programming.

15. In order to monitor the status of children's rights, the Government developed 
major indexes that suit the Korean situation, such as the Child Rights’ Index in 2003, 
and the Key Indicators and the Human Rights of Youth Index in 2006.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disseminating these indexes. It entrusts 
state‐run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childre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cholars with the task of gathering and releasing to the public the indexes.

16. The Government is constantly monitoring the time‐series change of the indexes, 
and based on these indexes, it evaluated policies for children in its Evaluation of 
Comprehensive Child Policies in 2008. The Government also utilizes the index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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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the Five‐Year Plan on Child Policies and monitoring children's rights. 

16‐1. The Evaluation of Comprehensive Child Policies was conducted in 2008 to 
evaluate the overall result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child policies. The 
evaluation covered two of the three comprehensive policies, namely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ild Protection and Development an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Children in Poverty. The evaluation results, acquired from 23 indexes, enabled efficient 
adjustment and examination of policies for children, as well a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ealth and nutrition policies to improve basic quality of life for 
children in poverty. Moreover, the scope of the underprivileged has been expanded 
from the lowest income group to the near poor group. In addition, it has become 
possible to implement policies in a systemic and effective manner by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ministries in their efforts to prevent children 
and youth from being exposed to harmful environments.

17. The time‐series changes of the major indexes are as follows: The child poverty rate 
has continued to drop since 2005, to 7.7% in 2009 (by ordinary income standard). 
Backed by stronger policy support by the Government, the number of children eligible for 
the state‐funded meal support program increased from 415,519 in 2008 to 485,800 in 
2010. The number of in‐country adoption has surpassed that of inter‐country adoption 
since 2007. In 2010, the number of in‐country adoption recorded 1,462, whereas the 
number of inter‐country adoption was 1,013. As of 2010, the participation rate of students 
in after‐school programs was 63.3%, a 9 percentage point increase from 54.3% in 2008.

Q5.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nitial results and impact of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2011 in respect of children's rights.

18. In May 2007, the Government set out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2011.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27 
tasks in direct relation with children's rights,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lauses related to children’s 
righ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urrent domestic status of disadvantaged children 
and youth, and the recommendations of human rights treaty bodies. The tasks in direct 
relation with children's rights include the operation of the group of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s; establishment and expanded operation of youth participatory 
organizations such as the Participation Committee for Underage Victims of Sexual 
Abuse;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underage victims of sexual abuse to help 
their return to society; the Dream Start Project for supporting children from low‐
income households; establishment and enhancement of the comprehensive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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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system in the local communities; establishment of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system for youth with internet addiction; promotion of youth club 
activities; and after‐school academies for youth.

19. The Government is duly implementing the National Action Plan, and announces to 
the public the resul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submitted by respective 
ministries at the end of each year by publishing and distributing the results in 
booklets.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come to see the children’s rights issue 
within the context of the entire human rights policy, and th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was heightened through efforts such as reconfirm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results on a regular basis. As the First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2011 is to be completed at the end of 2011, the 
Government will make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results and effects of the 
Plan in 2012. Moreover, the Government will reflect the content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en developing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12‐2016.

Q6.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made towards the enactment 
of a non‐discrimination bill.

20. The non‐discrimination bill that the Government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07 was discarded as the session at the Assembly was closed 
in May 2008. The Government has since been reviewing the content of the bill and 
considering whether to pursue legislation based on the research on discrimination‐
related domestic laws and foreign legislation cases. In 2008, the Government 
conducted research on the EU Racial Equality Directive as well as the legislation 
cases of the US, the UK, Germany, France, and Canada, and translated the research 
results to publish them as a sourcebook. In particular, the case of the General Equal 
Treatment Law (Allgemeines Gleichbehandlun gsgesetz: AGG) in Germany, which is a 
continental law country as is Korea, was researched in‐depth in terms of the enactment 
process, social evaluation of the law, and cases of law application. Moreover, a task 
force was operated twice in 2008 and 2009. In 2010, a Special Subcommittee on the 
Non‐Discrimination Act was organized, consisting of relevant experts, persons 
concerned, and public officials, to discuss for eight months the necessity and key 
issues regarding the enactment of the Non‐Discrimination Act as a general law.

21. The Government is thoroughly reviewing the social and economic burden that can 
arise from the enactment of the Non‐Discrimination Act, such as defining the degree 
of remedy and establishing the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t and 
other laws on non‐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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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wareness‐raising and public education 
campaigns and programmes carried out to comba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children, in particular owing to gender, nationality, disability, birth 
and appearance, and on measures to prohibit discrimination and help 
children victims of discrimination.

22. The Government is offering online education programs on gender equality to all 
students, and is examining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while offering 
incentives to teachers with high performance. It is also conducting campaigns and 
programs to raise awareness of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through education on 
understanding disability for preschoo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broadcast of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Moreover,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Regional Multicultural Youth Centers in areas with large multicultural 
populations to provide customized services that reflect the regional circumstances and 
the situations and need of multicultural children. 

22‐1. As of 2010, 62.1% of all preschools, 84.6% of all elementary schools, 78.4% of 
all middle schools, and 72.7% of all high schools provided education on understanding 
disability more than twice a year. Furthermore, with a view to promoting gender 
equality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the guidance on school 
curriculums, while providing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gender equality using manuals 
and offering incentives to teachers with high performance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gender equality education. In addition, training and workshops have 
been expanded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hose in charge of gender equality 
education.

23. The Government has worked to redress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through 
broadcasting 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 campaigns such as Delivering 
Happiness (2008) and Asking a Thousand Koreans (2009). Delivering Happiness is a 
PSA on multicultural families, aiming at bringing about a change in public perspective 
on multicultural children as close and amicable neighbors. Asking a Thousand Koreans 
(2009) is a PSA interviewing persons from all walks of life about the neglected class. 
The PSA is aimed at maximizing consideration for children from the neglected class 
by featuring a celebrity couple who have been continuing modest but meaningful 
donation and volunteer work in their daily life.

24. To support child victims of discrimination, Article 750 and 751 of the Civil Ac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stipulate compensation for discrimination, petition and remedy, and criminal 
penalty. In particula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defines th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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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ory act of violating the right of equality” very broadly, and enables the 
person who suffered from discriminatory acts or any other person or organization that 
comes to know such acts to file a petition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f the Commission deems that there occurred any discriminatory act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any petition, it recommends implementation of remedial 
measures and rectification or improvement of any relevant Act and subordinate statute, 
institution, policy or practice. Furthermore, when deemed necessary, the Commission 
can recommend urgent relief measures, accusation, or disciplinary action. In particula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stipulates as means of remedy not only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but also order 
of correction by the Minister of Justice, remedial measures by the court, and a 
criminal penalty. 

Q8.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outcome of the 2005 Five‐Year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on the concrete measures adopted to help children victim to violence.

25. Pursuant to the First Five‐Year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 planning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gional committees in municip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autonomy committees in schools. Special teams in charge of school 
violence have also been set up and are being operated in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individual schools to provide support for preventing and 
eliminating school violence. Protection of school violence victims has been 
strengthened by operating the One‐Stop Support Centers for Abused Women and 
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implementing the Support System for School Violence 
Victims. In addition, various centers and programs to guide offending students have 
been created, including Youth Counseling Support Centers,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Centers, and One‐on‐One Mentoring for Students on Probation.

25‐1. In order to support school violence victims and guide student offenders, the 
Government is running the Wee (We + Education + Emotion) Project which prevents 
victims’ maladjustment in school and provides professional counseling to high‐risk 
students. The project is an integrated system for school safety that connects three 
safety nets, namely Wee Classes (offered in individual schools), Wee Centers 
(established i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 and Wee Schools (established in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By operating the project, the Government is 
exerting its utmos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system that guides student offenders 
and helps heal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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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Service Target

1st safety net
(Wee Class)

‐Offered in individual schools‐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students' 
maladjustment, and assistance in adjustment 

to school

‐Students in a crisis or maladjusted students 
due to underachievement in school, poor 

interpersonal skills, school violence, media 
addiction, delinquency, etc.

2nd safety net
(Wee Center)

‐Established in district offices of education‐Tailored service consisting of diagnosis,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students who 

need constant care by experts

‐Students whom schools have failed to 
discipline and sent to the Centers, or 

students who seek counseling

3rd safety net
(Wee School)

‐Established in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Residential education service for high‐risk 

students who need long‐term treatment

‐Students in a serious crisis situation who 
need long‐term treatment and education‐Students who have been sent by the Wee 

Centers, or dropouts

<Table 3> Wee Project System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26. As part of the First Five‐Year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the Government has operated the period for school 
violence reporting system for five years since 2005 to promote reporting and break up 
student gangs. As a result, 17,119 offenders were dismissed without charge and 439 
gangs were disbanded during the three year period from 2008 to 2010. The percentage 
of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school violence was 11.3% in 2009, a 6.3 
percentage point drop from 17.6% in 2006.

27. The Government is making greater efforts to reduce dropout rates and guarantee 
the right of dropouts to education. For instance, since 2006, financial support has been 
provided for facilities that offer full‐time education for dropouts. As a result of such 
efforts, the number of dropouts fell by 9,849 persons from 71,769 in 2009 to 61,920 
in 2010. To establish a system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through the Wee 
Project, the Government plans to set up regional or municipal and provincial support 
groups and operate programs that support families of school violence victims.

Q9. Please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introduce legislation t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in all settings, in particular in school and 
alternative‐care settings. Please als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ilot 
"green mileage" system recently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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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n 2011, Article 31(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hich used to allow corporal punishment during unavoidable 
situations, was amended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previous 
yea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sued an order forbidding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and had al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make 
regulations that ban corporal punishment. Gyeonggi Province has also expressly 
prohibited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by putting into effect th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in 2010, which stipulates in Article 6(2) that corporal punishment is 
banned in school.

28‐1. On 5 October 2010, Gyeonggi Province, the largest local govern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implemented the Gyeonggi Province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which stipulates in Article 11 that students shall have the right to express 
individuality through appearance including clothing and hairstyle and schools shall not 
regulate hair length. In addition, to promote student human rights, Article 39 of the 
Ordinance creates the position of Student Human Rights Defender who provides 
counseling and help with student human rights violation issues. Currently, three 
Student Human Rights Defenders have been assigned to Seongnam City, Ansan City, 
and Uijeongbu City offices of education

28‐2. A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in alternative care settings including 
childrearing facilities has not been enacted. However, the Child Welfare Act stipulates 
in Article 29(1) that no person shall inflict an injury on a child’s body. Compliance 
with the Act is checked in the child welfare facility evaluation conducted every three 
years pursuant to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29. The green mileage system has been introdu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s an alternative to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Under the 
system, students receive merit points for good deeds and demerit points for 
misbehavior. The system has been adopted by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is being implemented in 4,444 schools as of 2010. Each school has 
autonomy in student guidance and can decide whether or not to implement such a 
merit and demerit point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rporal punishment.

Q10.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periodic review of care and treatment 
provided to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roviding 
alternative care.

30. The most representative alternative means of care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foster care and group homes.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foster care such as foster 
care by grandparents, foster care by relatives within the eighth degree of kinshi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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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foster care. When a child comes to need alternative care, social welfare 
officials or related public officials decide the most appropriate type of care for the 
child.

30‐1. As prescribed under Article 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social welfare officials or related public officials visit children who are in foster 
care or have returned home after foster care to provide follow‐up service. In addition, 
pursuant to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situations related to follow‐up guidance and money and goods provided for foster 
children are documented.

30‐2. Seventeen Foster Home Supporting Centers funded by the Government have a 
constant monitoring system for foster children which provides case management for 
foster children, foster families, and biological families, educates foster parents, and 
offers counseling to foster children and foster families. The centers provide foster 
children and their biological parents with various servic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turn of children to their biological families. Every three months after foster 
placement, the centers monitor whether biological parents have recovered the ability to 
raise children, whether the causes of inappropriate childrearing have been removed, 
and whether the negative influences of biological parents’ inappropriate care on 
children and consequen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have been successfully 
addressed. Based on the review of the monitoring, the centers modify the content and 
goal of services.

30‐3. In order to place children in reliable foster homes that will nurture them into 
adulthood, within 30 days of intake and assessment, the centers make a permanent 
placement plan including return to the biological family, adoption, and long‐term foster 
care by relatives.

30‐4. To ensure proper placement and protection of children, group homes are assessed 
every three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welfare facility assessment stipulated 
by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 assessment criteria include expertise of 
workers and residents’ satisfaction with service as prescribed under Article 27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Q11.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amended in 2005 and 2007)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mended in 2004) the prevention of child sexual abuse and th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available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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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Abuse was amended in 2005 
to restrict employment of child sex offenders. The Act was amended again in 2007 to 
change a sex offense against a minor from an offense subject to prosecution only with 
the victim's complaint to an offense not subject to prosecution only when the victim 
objects to prosecution.

31‐1. In order to prevent sex crimes and deter repeat offenses, child sex offenders are 
prohibited from employment at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minors. As of 2011, there 
are 240,172 institutions and facilities that restrict employment of child sex offenders. 
From 30 June 2006 to 3 February 2008, the duration of employment restriction was 
five years, but has been expanded to ten years since 4 February 2008.

31‐2. Supervision of sex offenders has been greatly strengthened with a view to 
preventing sex crimes and deterring repeat offenses. In February 2008, Registration and 
Disclosure of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was implemented, which allows 
persons to access information about child sex offenders at police stations. Through 
amendment of related laws in January 2010, it has been expanded to online disclosure 
accessible to all citizens aged 20 and above, with the period of registration increased 
to the maximum of 20 years. As of the end of 2010, the number of child sex 
offenders publicly disclosed online is 151 and the number of offenders registered is 
2,167.

31‐3. Intoxication with alcohol or drugs is not anymore regarded as an extenuating 
circumstance for sex offenders against minors. Child sex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disclosed more widely, and the period of registration has been 
extended from 10 years to 20 years.

32. The Government employs print, broadcast, and on‐line media to support the early 
discovery of child abuse and raise awareness of child abuse prevention projects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persons who are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including child 
sexual abuse. In 2010, 12,352 education sessions were provided for the general public, 
and 1,788 sessions for persons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33. There are forty four Child Protection Agencies, nine Sunflower Children’s Centers, 
four Sunflower Children’s and Women’s Centers, and twenty one One‐Stop Support 
Centers that provid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These centers offer psychological assessments, individual therapies, group therapies, 
assessments and diagnoses of scars of sexual abuse, and regular support for treatment. 
In addition, child counseling centers and child psychiatric clinics also provide support 
for sexually exploi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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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bill codifying the State party’s obligation to intervene in adoption 
procedures, and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
country Adoption.

34. The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amending the Civil Act to require the 
Family Court to examine adoptive parents’ motive for adoption and their ability to 
rear a child before authorizing adoption. The amended Act would also abolish 
dissolution of adoptive relation by agreement and allow only judicial dissolution of 
adoptive relation. The amendment is scheduled to be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ly 2011. Another amendment to the Civil Act was proclaimed in May 
2011 and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July 2013. Under this amendment, biological 
parents are not automatically given back parental authority upon dissolution of 
adoptive relation in case they are unqualified to raise a child, and the Family Court 
shall decide whether to grant parental authority to biological parents or to appoint a 
guardian after considering the welfare of the child. In addition, in June 2011, the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 passed an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which requires persons 
who want to adopt a child to submit an adoption request for approval by the Family 
Court. Through this, the Government is preparing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made 
to Article 21(a)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eanwhile, the 
Government plans to set up and operate an interagency task force in the second half 
of 2011 to build a consensus among related ministries on the need to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
country Adoption.

Q13.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any studies, existing or planned, into 
the root causes of suicide among children, as well as measures taken by 
the State party to prevent and remedy this situation.

35. In 2011, the Government plans to commission a study to draft a basic plan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based on the Act on Prevention of Suicide and Creation of 
Culture That Respects Life which was enacted on 30 March 2011 and takes effect on 
31 March 2012. The Government will also commission a fact‐finding survey of suicide 
in the first half of 2012. 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a growing number of 
suicides, the Government developed the Five‐Year National Basic Plan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in 2004, and has instituted the 2nd Comprehensive Measures for 
Suicide Prevention for the period of 2009 to 2013. 

35‐1. The Act stipulates in Article 7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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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se a basic plan for the prevention of suicide every five years after consulting with 
heads of related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having the plan deliberated by the 
Suicide Prevention Expert Committee in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Policy Review 
Committee as prescribed under Article 5 of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36.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initiated various suicide prevention projects 
including a project to strengthen the children’s mental health care system, and has 
been operating a task force since May 2011 in order to en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Prevention of Suicide and Creation of 
Culture That Respects Life.

Q14.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the outcome the 2004 Measures Taken 
to Reduce Private Education Spending, the 2007 Plan to Reduce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efforts made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chool education.

37. In 2008, the Government took measures to reduce private education spending 
including tuition fees of private institutions. In the following year, the Government 
introduced various initiativ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public education, 
including measures to improve in‐school education, establish advanced admission 
processes, strengthen services that can replace private education, supervise management 
of private institutions more efficiently, and build institution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to reduce private education spending. 

37‐1. After‐school programs that were launched in 2006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have been expanded to every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cross the country as of 2011. In June 2010, the number of programs offered was 
494,965 (338,891 regular curricular programs and 156,074 extracurricular programs), 
which is a 3.8‐fold increase from 130,351 programs in 2006.

38. As a result of the aforementioned measures, both the nation’s total private 
education spending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per student fell for the first time 
ever in 2010, by 3.5% and 0.8%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re 
was also progress in areas where there is a short time lag between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detectable effects, such as improvement in the high school admission 
system, diversification of schools, and more transparency in management of private 
institutions.

39. By creating a virtuous circle of enhancing public education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the Government plans to fundamentally change in‐school education,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English and math education in school, and improve th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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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fter‐school programs based on greater responsibility of municipal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s well as increased autonomy of schools in liberalization,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which have been pursued so far. In addition, 
measures that started in 2009 such as improving public education and expanding 
daycare services at school will be aligned with a new educational environment so that 
they can take root in school and help promote a virtuous circle of enhancing public 
education and reducing private education.

Q15. Please explain how the denial of the right of children to appeal court 
judgments is related to the unique circumstances of the State party, such as 
the security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and restoring public order in 
situations of national emergency.

40. It is significant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allows the 
legislative branch to restrict the right to appeal court judgments in view of Korea’s 
history and security situation. As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 of the Military 
Court Act that the legislature passed under the authorization of the Constitution, the 
Government concludes that Article 534 of the Act does not excessively restrict the 
right of children to appeal in court in view of the following facts.

41. The restriction applies temporarily and tentatively only when it is necessary to 
overcome a national crisis in emergency situations where a war or a conflict poses an 
obstacle to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function. Moreover, the right to an appeal is 
not restricted when the death penalty is imposed. As a child under the age of 14 
does not receive a criminal penalty as prescribed under Article 9 of the Criminal Act, 
the right to appeal is an issue only for children aged between 14 and 17, who are 
generally perceived to have sound judgment. In addition, the restriction is applicable 
only to serious crimes that threaten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such as military 
espionage and criminal acts against sentinels and prisoners of war. There is also a 
procedure to apply for a new trial when new evidence is found. 

Q16. Please provide further information on th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the State party’s reports submitted under the Convention 
(CRC/C/15/Add.197),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C/OPSC/KOR/CO/1)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C/OPAC/KOR/CO/1).

42. As for the sixty one recommendations in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thirty eight have been implemented, eighteen are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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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five 
recommendations, which the Government will exert efforts to implement when making 
child‐related policies, are explain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42‐1. Regarding the reservation to the guarantee of the child’s right to appeal in court, 
the child’s right to an appeal is partly restricted only in military trials under 
extraordinary martial law in view of Korea’s unique security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as mentioned in an earlier section of this report. Considering future changes in 
the stat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ffairs and inter‐Korean relations, the 
Government will seek for ways to bring domestic laws closer to the spirit of the 
Conven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child’s right to appeal to the maximum extent.

42‐2. The Government has not yet withdrawn the reservations made to introduction of 
authorization‐based adoption. However, the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implement 
authorization‐based adoption as soon as possible. As part of such efforts, the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to the National Assembly an amendment to the Civil 
Act which requires adoption approval by the Family Court in July 2011. In addition, 
an amendme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romotion and Procedure 
of Adoption, which includes provisions on adoption approval by the Family Court, has 
been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42‐3. As the Government considers introducing authorization‐based adoption, it also 
endeavor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system of domestic and inter‐country adoptions.

42‐4. The Government has not ratified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Government needs 
to sufficiently review and seek opinions on how to manage authorization‐based 
adoption and how to deal with expected problems. To this end, the Government plans 
to set up and operate an interagency task force in the second half of 2011.

42‐5.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has not been ratified as it contradicts 
domestic laws. However, the Government endeavors to promot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by improving related domestic laws and policies, and will continue to 
discuss ratif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Convention.

43. As for the thirty five recommendations on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one has been implemented, thirty 
two are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two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two recommendations, which the Government will 
exert efforts to implement when making child‐related policies, are explained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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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ing paragraphs.

43‐1.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continue to ensure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s provided 
with the necessary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hat would enable the Commission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However, due to limited human resource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currently does not have a separate 
division dedicated to the rights of children, and is not given active support on this 
front.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the Commission will continue to exert efforts 
and consult with each other to ensure that the Commission is provided with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establish a child rights division in the medium and long 
term.

43‐2.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regarding the recommendation to withdraw the 
reservations made to introduction of authorization‐based adoption was discussed in an 
earlier section of this report dealing with the Committee’s concluding observations.

44. As for the thirteen recommendations in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five have been implemented, seven are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one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The one not implemented is 
the recommendation on establishment of a child rights division i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position of the Government regarding this 
recommendation was discussed in an earlier section of this report dealing with the 
recommendations on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Q17. Please provide information on de facto working conditions of 
children, and indicate whether the State party intends to ratify ILO 
Conventions No. 29 (1930)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and 
No. 105 (1957) concerning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45. The Government is educating employers, teachers, and youths to develop their 
awareness of the Labor Relations Act, and is promoting youth initiative projects such 
as youth leadership activities. The Government does its utmost to protect minor 
workers by improving related regulations. For example, the Government began to 
require workplaces to provide minor certificates (from May 2007) and stipulate work 
conditions in writing (from July 2007).

45‐1. In 2008, the Government inspected 1,318 workplaces that hired minors (under 
the age of 18) and uncovered violations at 1,031 workplaces. In the following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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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workplaces with juvenile employees were checked and 1,408 of them were 
found to have failed to comply with regulations. In 2010, out of the 1,545 workplaces 
with underage workers examined, 1,300 turned out to have violated rules. All of these 
businesses that breached regulations underwent corrective measures. Among them, 
seven were prosecuted in 2008, three in 2009, and two in 2010. One company was 
fined in 2008 and two in 2009.

45‐2. In October 2010, five ministries of the Government jointly developed 
comprehensive measures for underage entertainers, whose rights had not been very 
well respected. The measures are aimed at, among others, protecting juvenile 
entertainers from sexual abuse and ensuring their right to education and fair working 
conditions. As part of the measures, the Government revised the standardized contract 
form for popular culture entertainers in June 2011 to include new provisions that 
prohibit entertainment agencies from asking underage entertainers to dress in 
excessively revealing clothing and protect their basic rights such as the right to 
education and personal rights.

45‐3. In May 2011, the Government amended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to 
prescrib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to specially protect 
working juveniles and make policies that ensure work helps balanced growth and 
development of minors. As a follow‐up measure, the Government plans to conduct a 
study to develop policy agenda to protect working minors.

46. The Government plans to consider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s No. 29 and 
No. 105 As part of an effort to pursue ratification, the Government will conduct 
research on the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s on Forced Labor in 2011. It will also 
continue to consult with relevant ministries to ensure that domestic laws and 
institu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standards of the ILO Conventions. 

46‐1.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pursue ratification of ILO Convention No. 29 
for more than a decade. In 1998, the ILO advisory committee visited Korea to discuss 
ratification, and in 2006, ILO Convention experts were invited to a tripartite meeting 
of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Government officials also met with the 
Director of the IL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Department in 2009. In the 
following year, the Government commissioned a study to consider ratification.

46‐2. ILO Convention No. 105 forbids making use of any form of forced or 
compulsory labor as a means of political coercion, as a punishment for holding views 
ideologically opposed to the established political or social system, or as a punishment 
for having participated in strikes. In Korea, however, the National Security Act applies 
to political offenders, and criminal offense of obstruction of business applies to 
strikers. These offenders can be sentenced to penal servitude, and therefo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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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ratify ILO Convention No. 105.

46‐3. In particular, the ILO has an opinion that alternative service such as personnel 
for public interest service is not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nd therefore 
should be regarded as forced or compulsory labor. However, alternative service is 
necessary for manpower management under the conscription system that is 
indispensable in view of Korea’s unique security situation as a divided nation.

Part Ⅱ

Q1. New bills or laws, and their respective regulations

47. (Amendment to the Family Litigation Act, 2009) In May 2009, in order to make 
it easy to collect child support, the Government amended part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to establish the system for property statement and property inquiry in cases 
claiming division of property, support allowance, and child support. Furthermore, in 
November 2009,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Order for Direct Payment of Child 
Support, which, upon an application by a child support obligee, directly pays child 
support to the child support obligee by deducting the child support regularly from a 
child support obligor’s salary if the child support obligor fails to pay the child support 
not less than two time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s.

48.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hildren Eating 
Habit Safety Management, 2010) This Act prohibits commercials for high‐calorie, low‐
nutrition food during TV programs for children from 5p.m. to 7p.m. every day. 
Moreover, as for the time other than the prohibited tim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an also ban businesses that manufacture, 
process, import, distribute, or sell refreshments for children from placing commercials 
for high‐calorie, low‐nutrition food during children’s TV programs.

49. (Amendment to Article 18(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2010) The youth protection time, during which suggestive and violent programs 
are banned from television to protect juveniles, has been extended to morning hours.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youth protection time are two‐fold: First, harmful media 
materials shall not be broadcasted during the protection time. Second, media materials 
that are not harmful to juveniles should be aired only after broadcasters take into 
account the sentiment of children and youth based on the broadcasting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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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was separated into two acts in 2010.)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was separated into two acts, one on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 other on punishment of perpetrators. The former was enacted a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exual Assault and Protection, Etc. of Victims Thereof, 
which com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latter was enacted a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which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51.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ant Care Act, 2011) In order to 
reduce the child rearing burden of parents and ensure fairness with the parents 
receiving child care subsidy, the age limit for the fostering allowance for children who 
do not use nursery facilities has been raised from under 24 months of age to under 
36 months of age.

52.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2011) The Act made it mandatory for principal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o reflect student's opinions when enacting or amending school 
regulations, with a view to ensuring a democratic process. Moreover, a complete 
prohibition has been placed on corporal punishment using parts of the human body or 
a tool to cause physical pain to students.

53.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 Etc. 2011) In order to help persons released from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reformatories settle in society in a stable manner, the Act was 
amended to allow protected juveniles who are released or released on parole from 
medical rehabilitation juvenile reformatories to receive necessary treatment in the 
reformatories at the request of protected juveniles.

54. (The bill on partial amendment to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was 
passed in 2011) The bill passed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1, and is to go into effect in September 2011. Under the old Act,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means a family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a) A 
family comprised of a married immigrant and a person who acquired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birth; (b) A family comprised of a person who obtained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from the Minister of Justice and a person who acquired 
the nationality of Korea by birth. However, under the amended Act, the term 
"multicultural family" also refers to a family comprised only of persons who acquired 
the nationality of Korea not by birth but later in life (persons who were recognized at 
birth by a father or a mother who is a Korean national and thus acquired the 
nationality of Korea, or persons who obtained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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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also secured grounds for establishment of the Policy Committee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Basic Plans, which are currently 
being operated. This is to strengthen interagency cooperation in implement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55. (Enactment of and amendment to the child‐related regulations in the Road Traffic 
Act, 2011) Since May 2011, it has become mandatory for drivers of commuter 
vehicles for children (including unregistered vehicles) to alight from the vehicle to 
check for safety when children get on and off the vehicle. In addition, the operators 
and drivers of children's commuter buses or vehicles are required to receive safety 
education on a regular basis.

56. (The bill on Supporting the Welfare of Disabled Children, 2011) The main 
contents of the b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s of June 2011 are as follow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support center and regional support centers 
for disabled children, which are in charge of providing case management and linking 
various services for disabled children; provision of legal grounds for the reliable 
support for development rehabilitation services, care and respite services, local 
community transition services, and family support services; making it mandatory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qualifications of development rehabilitation service providers 
in order to control the service quality.

57. (The bill on the overall amendment to the Child Welfare Act, 2011) To 
complement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that consists of a total of 43 articles, a bill 
on the overall amendment to the Act that consists of 75 articles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November 2011 and is currently being discussed. The main 
features of the bill are as follows: establishing basic plans for children's policies; 
conducting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status of childr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deliberation committee on children's welfare; developing a process to select 
appropriate foster homes; clarify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prohibited conduct on 
children; expanding the range of persons with the right to request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s and persons with the right to designate guardianship; expanding the 
range of persons required to report child abuse and imposing fines on those who 
failed to report; strengthening child protection and eliminating risk factors during 
crackdown on child abuse; deploying child protection workforce to prevent missing 
children and crimes against children and operating emergency shelters for children; 
providing integrated services for vulnerable regions and supporting self‐reliance; 
aligning child welfare organizations; reclassifying child welfare facilities; adding 
reasons for orders to improve, halt, or close down operation for illegal activities of 
child welfare facilities; and free use of national and public property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child welf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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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New institutions (and their mandates) or institutional reforms

58. (Expansion of rehabilitation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2009) The 
voucher system for rehabilitation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ich had 
started in 2007, was expanded to a nationwide project in 2009. In 2011, the target 
beneficiaries of the system are expanded from households with less than 50% of the 
average national household income to households with less than 100% of the average 
income. Rehabilitation services vouchers worth 220,000 won (including co‐payment) are 
offered to each disabled child every month.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speech, art, 
music therapies and behaviour, play, psychomotoric therapies are provided depending 
on service providers and the needs of the beneficiaries.

59. (Introduction of subsidies for diagnostic tests for developmental disorders, 2010) 
This is a system which provides an infant or a child from disadvantaged families with 
opportunities for early diagnosis and intervention of developmental disorders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condition. Under this system, an infant or a child whose medical 
checkup shows signs of a developmental disorder is offered the maximum of 400,000 
won for diagnostic tests such as an intelligence and cognition test, a language test, 
and an autism test. Thirty six thousand Medical Aid beneficiaries were given the 
subsidies in 2010. From 2011, sixty thousand persons including those in the near poor 
group will be eligible for the subsidies.

60. (Expansion of childcare service, 2011) In an effort to help persons balance work 
and family, the Government has increased support for childcare service to ensure 
households can access the service in a timely manner.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 
for childcare among working parents, the Government supports part‐time childcare 
service which is provided after business hours of childcare facilities or after 
elementary school hours. The service, which was offered to an average of 10,000 
households per month in 2010, will be extended to 30,000 households in 2011. The 
target beneficiaries of full‐time childcare service have also been expanded from 
households with less than 50% of the average national household income to 
households with less than 70% of the average income.

61. (Mail notification of sex offenders, 2011) Under this system, if a sex offender 
against a minor under the age of 13 lives in, moves into, or moves out of the 
neighborhood, the offender’s personal information is promptly mailed to families with 
children in the neighborhood. The system is aimed at enabling local residents to get 
the information about offenders living in the nearby area and prevent potential sex 
crimes.



456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62. (Sexual abuse victims’ priority right to residency to national rental housing, 2011) 
Since April 2011, the Government has provided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victims of incestuous sexual abuse, and families caring for such victims with priority 
right to residency to national rental housing. Among the aforementioned victims, 
persons who have lived in shelters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for more than six 
months or in group home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or over two years are given with priority right to residency to national rental housing.

63. (The Shutdown System, 2011) The Shutdown System, which is aimed at 
preventing minors’ addiction to online games, is scheduled to take effect in November 
2011, as an amendment to the Juvenile Protection Act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in April 2011. Under the system, online game companies are prohibited 
from providing game services to minors under the age of sixteen from 12a.m. to 
6a.m. Violators will be sentenced to a maximum of two years in prison or face fines 
of up to 10 million won.

Q3. Recently introduced policies, programmes and action plans and their 
scope and financing

64. (Enhanced measures to block access to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and wider 
distribution of a content‐filtering program, 2009) To prevent access to blocked overseas 
websites that are illegal and harmful, internet service providers set up equipment to 
block URLs of such websites in December 2008 at the suggestion of the Government.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enhanced the effectiveness of censorship and 
corrective measures on illegal and harmful materials such as child pornography on 
overseas websites, thereby more strictly blocking access to content harmful to 
juveniles. A software program that blocks access to harmful content to children, which 
has been provided free since 2003, has been distributed more widely since 2009. The 
Government continues to endeavor to protect minors by requiring all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over a certain size including portal sites to appoint a Youth 
Protection Officer who is in charge of blocking and controlling harmful content.

65. (Awareness raising programs for internet ethics, 2009) In 2009, the Government 
began to actively promote awareness raising programs for internet ethics, which had 
been part of media education. Through such programs, which include classes and 
online classes for minors and adults, public service advertisements, and special events, 
the Government exerts efforts to raise public awareness for sound use of the internet.

66. (Establishment of the Policy Committee on Multicultural Families and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Basic Plans, 2009‐2010) The Policy 
Committee on Multicultural Families (chaired by the Prime Minister)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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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ptember 2009 to take charge of and coordinate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In 
May 2010,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Basic Plans (2010‐2012) were 
devised.

67. (Sending language teachers and visiting teachers for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0) To help married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who do not receive 
adequate support in terms of language and education services, the Government 
launched a program that sends language teachers and visiting teachers who lend 
assistanc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parenting, and daily‐life guidance, and also 
began to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To build global competence of 
children and promot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ilot bilingual 
classes have also been offered in 52 places.

68. (The Good Parents Program for and the Daily‐life Guidance Project for 
multicultural families, 2010) In 2010, the Government launched pilot programs such as 
the Good Parents Program and the Daily‐life Guidance Project for children to provide 
information on childrearing in accordance with children’s lifecycle stages (neonatal 
period, infancy, childhood).

69. (Crime prevention class, 2010) In an effort to prevent school violence, crime 
prevention classes were offered to 5,529,634 students in 14,979 schools in 2010. In 
this program, police officers (chiefs, captains, and instructors in charge of women and 
minors) visited schools and taught how to prevent and respond to crime.

70. (Programs for juvenile delinquents, 2010) In an effort to prevent repeat offenses 
by juvenile delinquents, specialized organizations were entrusted with providing 
character building education programs for underage offenders. In 2010, 33 
organizations offered courses such as understanding delinquent behaviors, role plays, 
art therapies, and volunteer activities to 17,877 persons.

Q4. Recent ratifications of human rights instruments

71. The Government has ratifi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s written a national report, which is to be submitted in June to July 
2011. The report includes the essential particulars of the Convention, namely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ll aspects of life, such as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freedom from exploitation, violence and abuse; personal 
mobility; education; health; work and employment; independent living; participation in 
political and public life. The report also contains the related ministries’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substantial articles of the Convention(Article 1 to 33), relevant laws, 
policies, problems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plan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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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otal Childrearing facilities Group homes Foster care Adoption

2008 9,284
(100.0)

4,297
(46.3)

667
(7.2)

2,838
(30.5)

1,482
(16.0)

2009 9,028
(100.0)

4,081
(45.2)

686
(7.6)

2,734
(30.3)

1,527
(16.9)

2010 8,590
(100.0)

4,219
(49.1)

623
(7.2)

2,124
(24.7)

1,629
(19.0)

Part Ⅲ

Q1. Please provide statistical data for 2008, 2009 and 2010, disaggregated 
by nationality, age, sex, ethnicity, geographic location, and socio-economic 
status on:
(a) The number of children deprived of a family environment and the type 
of care they receive, and the budgetary allocations for residential care 
institutions, foster homes and other forms of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b)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of children who were abused, neglected 
or sexually exploited. Please include information about any investigations or 
studies conducted thereon, as well as their outcomes; 
(c) The number of suicides committed by children; and 
(d) The number of children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who 
have been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both within and 
outside of the State party’s borders, as well as the rate of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perpetrators

72.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in need is declining. As for the type of care they 
receive, adoption is on the rise, while the number of children who live in childrearing 
facilities, group homes, and foster homes is falling.

<Table 4> Type of care children in need receive
(unit: persons)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2010 

73. The Government’s budget for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is increasing. The 
budget for group homes, foster care, and adoption has risen since 2008 whereas the 
budget for childrearing facilities decreased in 2010 compared t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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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hildrearing facilities Group homes Foster care Adoption
2008 220,402 9,465 78,153 8,580
2009 261,410 11,600 82,104 9,280
2010 247,615 13,306 91,875 9,307

<Table 5> Budgetary allocations for alternative care for children
(unit: million won)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2010 

74.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nationwide reported to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dropped in 2010 from the previous year’s level. The number of 
abused children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y gender, and the 10 to 12 age 
group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victims. Meanwhile, the number of 
neglected children, which had been on the rise until 2008, has declined since 2009.

<Table 6>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unit: persons, %)

Category 2008 2009 2010

Gender
Male 2,801(50.2) 2,889(50.8) 2,810(49.7)

Female 2,777(49.8) 2,796(49.2) 2,847(50.3)
Total 5,578(100) 5,685(100) 5,657(100.0)

Age

Under the age of 1 131(2.3) 139(2.4) 167(3.0)
1~3 476(8.5) 487(8.6) 567(10.0)
4~6 697(12.5) 710(12.5) 715(12.6)
7~9 1,319(23.7) 1,249(22.0) 1,082(19.1)

10~12 1,452(26.0) 1,481(26.1) 1,449(25.6)
13~15 1,098(19.7) 1,248(21.9) 1,272(22.5)
16~18

(16~17 for 2010) 405(7.3) 371(6.5) 405(7.2)

Total 5,578(100) 5,685(100) 5,657(100.0)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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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number of neglected children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unit: persons, %)

Category 2008 2009 2010

Gender
Male 1,691(54.5) 1,560(53.1) 1,472(51.1)

Female 1414(45.5) 1,379(46.9) 1,406(48.9)
Total 3,105(100.0) 2,939(100.0) 2,878(100.0)

Age

Under the age of 1 91(2.9) 95(3.3) 136(4.7)
1‐3 307(9.9) 283(9.6) 371(12.9)
4‐6 403(13.0) 415(14.1) 404(14.0)
7‐9 800(25.8) 691(23.5) 565(19.7)

10‐12 824(26.5) 723(24.6) 705(24.5)
13‐15 512(16.5) 567(19.3) 532(18.5)
16‐18 168(5.4) 165(5.6) 165(5.7)
Total 3,105(100.0) 2,939(100.0) 2,878(100.0)

Note: Multiple abuses not classified.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75.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s crackdowns on sex 
trafficking of juveniles under the age of 19, which is a type of sexual exploitation of 
minors, the number of arrested offenders fell considerably in 2010 compared to 2008. 
The number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under 13 years of age, 
which is another type of sexual exploitation, is also decreasing.

<Table 8> Crackdown on underage sex trafficking
(unit: persons)

Category Arrested offenders
Indictment

Indicted with detention Indicted without detention
2008 2,112 81 2,031
2009 2,182 125 2,057
2010 1,345 56 1,289

Note: sex trafficking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9
Source: National Police Agency, 2011

<Table 9> The number of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unit: persons)

Category 2008 2009 2010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under the age of 13) 1,220 1,017 1,012

Source: National Police Agenc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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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2008 2009 2010

Pros
ecuti
on

Non‐
prose
cution

Sub
total

Rate 
of 

prose
cution

Prose
cution

Non‐
prose
cution

Sub
total

Rate 
of 

prose
cution

P r o
s e c
u t i o

n

Non‐
prose
cution

Sub
total

Rate 
of 

prose
cution

Arranging for prostitution 0 0 0 0 0 0 0 0 0 0 0 0
Kidnapping of minor 31 143 174 17.8 34 153 187 18.2 30 148 178 16.9

Kidnapping and
 trading for gain 20 46 66 30.3 22 73 95 23.2 24 71 95 25.3

Kidnapping and trading 
for transportation to

 foreign country
0 1 1 0 0 1 1 0 0 1 1 0

Violation of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Coercive 
conduct 40 68 108 37.0 66 71 137 48.2 51 81 132 38.6

Trading 1 1 2 50.0 1 24 25 4.0 0 9 9 0

Purchasing 
juvenile sex 537 671 1,208 44.5 612 608 1,220 50.2 493 537 1,030 47.9

Business of 
arranging 

prostitution
44 37 91 48.4 92 102 194 47.4 44 57 101 43.6

Production, 
distribution, 2 3 5 40.0 12 7 19 63.2 40 41 81 49.4

76.  The number of suicides committed by children rose in 2009 from the 2008 
level. Child suicide is a serious problem regardless of gender.

<Table 10> The number of suicides committed by children
(unit: persons)

Category 2008 2009
Male 97 149

Female 93 128
Total 190 277

Note: The figure for 2010 is to be released in September 2011.
Source: Demographic trends, Statistics Korea

77. The names of crimes that constitute human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in the Criminal Act are listed in the following table. Statistics on penalties are not 
disaggregated by gender, age, or ethnicity of victims. As for violations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Juvenile Protection Act, statistics on penalties for child abuse are not 
disaggregated by types of offenses and are disaggregated only by what Act is violated.

<Table 11> The rate of prosecution for human trafficking, sexual exploitation, and abuse
(unit: cases, %)



462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etc. of 
juvenile 

pornography
Hard labor by children 0 0 0 0 0 0 0 0 0 0 0 0

Violation of Child Welfare Act 56 106 162 34.6 39 117 156 25.0 28 63 91 30.8
Violation of Juvenile 

Protection Act 6,838 4,146 10,984 62.3 5,955 5,701 11,656 51.1 5,616 4,879 10,495 53.5

Note: Prosecution consists of Trial and Summary Order. Non‐prosecution consists of Charged Cleared, Indictment 
Suspended, Transferred to Juvenile Department, and others
Source: Ministry of Justice, 2011

Q2. Please indicate what percentage of families raisi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eligible to welfare services, education assistance, 
allowances and tuition especially provi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78. Children with disabilities are provided with various welfare services. Under the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amilies raising severely disabled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receive monthly vouchers worth from 160,000 won to 
220,000 won for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auditory‐verbal therapies; art and music 
therapies; behavior, play, psychological therapies. In addition, under the Childrearing 
Assistance Program for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trained and qualified 
caregivers are sent to families raising severely disabled children under 18 years of age 
to care for children and offer respite to families. Currently, the two programs target 
households with less than 100% of the average national household income. In 2011, 
the target beneficiaries will be 37,000 persons, which is 74.5% of all severely disabled 
children.

79. The Government grants education subsidies to disabled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The subsidies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ith disabilities cover not 
only school admission fees and tuition but also expenses for textbooks, auxiliary 
textbooks, and school supplies. In 2010, the subsidies were given to 1,242 students, 
which is 2.86% of 43,408 registered disabled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13 and 18.

80. Disabled Child Allowance of 20,000 to 200,000 won per month is offered to 
registered disabled persons under the age of 18 who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or are in the near poor group. In 2010, 23,057 persons 
(28.8% of 80,075 registered disabled children) received the allowance.

81. Article 18 (Medical and Rehabilitation Treatment) and Article 35 (Rendering 
Services for Rehabilitation and Support for Self‐Reliance Classified by Type of 
Disability and by Degree of Disability, Etc.) of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and Article 25(2) (Assistance for Support of Families) of the Framework Ac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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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2008 2009 2010 Mar. 2011
Rehabilitation service ‐ 16,356 28,313 30,239

Childrearing assistance service for 
families 681 547 714 1,493

Education subsidy 1,333 1,373 1,242 1,100
Disabled child allowance 16,001 17,724 23,057 22,844

Healthy Homes provide legal grounds for the Rehabilitation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Childrearing Assistance Program for Families with Disabled 
Children. Article 38  (Provision of Educational Expenses for Children) of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serves as a legal basis for education subsidies for disabled 
children. Article 50 (Allowance for Disabled Children and Guardian Allowance) of the 
Welfare of Disabled Persons Act provides a legal basis for Disabled Child Allowance.

<Table 12>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unit: persons)

Sourc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Q3. In addition, the State party may list areas affecting children that it 
considers to be of priority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82. The Government will duly implement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promoting the autonomy and participation of students; protecting children 
from crime; preventing juvenile workers from being victimized and strengthening 
remedies; preventing child abuse and enhancing support; providing equal opportunities 
and more support for children in poverty; placing priority on policies such as 
promoting in‐country adoption over inter‐country adoption and enhancing culture and 
art education for disadvantaged children. Detailed explanation is as follows:

82‐1. Institutions have been improved to encourage students to have more autonomy 
and participate actively in school life and operation by designating and operating 
School Culture Leading Schools(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making it 
mandatory to reflect students' opinions when enacting and revising school regulations. 
Such policies will be continued into the future to enhance the self‐driven attitude of 
students, through efforts such as diffusing success cases of the School Culture Leading 
Schools.

82‐2. The Government will build a social system that actively protects children from 
crime through efforts such as designating and operating child safety houses and 
operating the 1319 Protection Teams for Children and Women.
82‐3. Child rights will be protected to the maximum degree through measure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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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ghening up penalties for business owners who violate the children‐related regulations 
in the Labor Standard Act and enhancing education, guidance, and inspection.

82‐4. The Government will do its utmost to protect children's rights by taking stern 
measures against child sexual violence, such as nationwide establishment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introduction of electronic anklets, and use of chemical castration 
on sex offenders.

82‐5. Equal opportunities will be given to children in poverty by strengthening 
measures for children in poverty, such as the Dream Start Project, the 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and regional children's centers, and complet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centered on the local communities.

82‐6. The Government will discourage inter‐country adoption and promote in‐country 
adoption by increasing financial support, including support for adoption fees, for 
domestic adoptive families, and providing child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strengthen support to promote adop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82‐7. Disadvantaged children will receive active support to ensure that they are not 
excluded from culture and art education, through measures such as dispatching art 
instructors to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cross the nation, and operating 
children's museums, children's art museums, and the National Gugak Center(formerly: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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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위원회   
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 약(이하 “ 약”)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

최종견해: 대한민국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1년 9월 21일 열린 제1644차와 제1645
차 회의에서(CRC/C/SR.1644 및 CRC/C/SR.1645 참조) 대한민국의 제3,4차 통합 정

기보고서(CRC/C/KOR/3‐4)를 심사했으며, 2011년 10월 7일 열린 제1668차 회의 

(CRC/C/SR.1668 참조)에서 다음의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I. 도입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위원회의 보고지침에 따라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

(CRC/C/KOR/3‐4) 및 쟁점목록에 대한 서면답변(CR/C/KOR/Q/3‐4/Add.1)을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보고서의 분석적이고 자기비판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

며,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의 대표단과 가진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감사히 여긴다.

II. 한민국이 취한 후속조치  이룩한 성과

3. 위원회는 다음 법안의 채택을 환영한다.

  (a) 2011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

  (b) 2011년 9월 개정된 민법

  (c) 2011년 3월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d)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e) 2010년 3월 개정된 가사소송법

  (f) 2011년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g)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h) 2011년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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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다음의 조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

다.

  (a) 2008년 12월 11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b) 2006년 10월 18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5. 위원회는 또한 다음의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환영한다.

  (a) 2010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III. 주요 심분야  권고사항

A.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6.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2차 보고서(CRC/C/70/Add.14, 2002년 6월 26일),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1차 보고서

(CRC/C/OPSC/KOR/CO/1, 2008),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따라 제

출된 1차 보고서(CRC/C/OPAC/KOR/CO/1, 2008)를 심사하여 작성한 위원회의 우려 

및 권고사항(CRC/C/15/Add.197, 2003년 3월 18일)의 일부를 해결하려는 대한민국

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려 및 권고사항의 일부가 불충분하게 다

뤄지거나 전혀 다뤄지지 않았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

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

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유보

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9조 3항에 대한 유보를 2008년 10월 철회한 것을 환

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입양은 주무당국의 소관이며 아동 이익 최우

선의 원칙을 최대로 고려하도록 보장한다는 21조 (a)항에 대한 유보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이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

기관에 법에 따라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유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긴다. 

9. 위원회는 협약의 완전한 적용에 장애가 되는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

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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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0.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협약을 국내법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

실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가 불

충분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한정된 예외상황 이외의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한 

것은 임신한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을 안전하

지 않은 불법낙태 및/또는 학업중단 강요 및/또는 아이 입양 강요 등의 위험에 노

출시켜 임신한 청소년이 처한 난국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음에 우려

를 표명한다.

11. 위원회는 추가적인 관련 법 제정을 포함, 협약의 모든 조항이 사법판결에 적

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낙

태관련 법률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고, 불법낙태의 위험

과 아이를 입양시키라는 강요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조정

12. 본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협약이행 업무의 조정이 감소되었음을 우려하며, 이

는 무엇보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08년 이래 운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이 이행되어 정

책분절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위원회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

의회의 발족에 주목하나, 청소년 정책조정의 개선이 필요함을 여전히 우려한다.

1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하거나,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

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하라.

  b)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간, 그리고 관계 국가 및 지역 

단체간 아동권리 관련 기능 및 관계를 명확히 하라. 이 과정에서 협약의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취하는 모든 활동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라.

국가행동계획

14. 위원회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7‐2011이 2007년 5월에 채택된 것을 환영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협약 전반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포괄적이고 권리기반의 

아동관련 국가행동계획의 결여를 계속하여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현 계획 만료 

후를 위한 후속 국가행동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1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협약의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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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다루는 아동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시행할 것과, 이를 위해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및 감시체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덧붙여, 위원회

는 시민사회 및 아동과 투명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2011년 이후 후속 국가

행동계획 준비를 신속히 시작하도록 촉구하며, 이 과정에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세

상”이라 명명된 유엔아동특별총회 결과 문서 및 중간평가 보고서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독립 모니터링

16. 위원회는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설립 및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권리옴부

즈퍼슨의 위촉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 제도가 

국가적 수준에서 협약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체

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

  a)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 받음.

  b)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시 및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음.

  c)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임무권한은 대한민국이 시행하는 연례성과평가에 따

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영향

을 줄 수 있음.

위원회는 또한 2009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21% 축소된 것과 이전의 권고사항에

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전문화를 이루지 못한 것에 우려한다.

17.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명확한 임무권한을 갖도록 센터

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과 센터와 옴부즈퍼슨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

고 협약위반을 감시 및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

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독립적 인권기구의 

역할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호(2002)를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지속성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자원의 할당

18. 위원회는 사회분야 이행에 배정된 재원이 2008년 대비 16.5% 증가했음을 환영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이용 가능한 

재원 대비 현재 배정된 재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한

다. 2009년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26개 회

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협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원의 수준에 있어 지역당국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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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켜라.

  b)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

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

로 재원배정을 평가하라.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

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

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하라.

  c)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라. 즉 예산 내 아동

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

의 가시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라. 위원회는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

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하도록 촉구

한다.

  d) 가능하다면,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

립을 도입하라는 유엔권고안을 따르라.

  e) 특히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하라.

  f)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

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상황에서도 이 예산이 지켜지도록 하라.

  g)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 – 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논평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라.

자료수집

20.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료수집방법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협약의 범주에 포함

되는 분야별로 자료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상대적 빈곤과 극심한 빈곤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빈곤아동에 대한 자료가 없고 빈곤감소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

량 및 예산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방안도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21.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며, 무엇보다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

회경제적 배경 별로 구분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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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립할 것을 대한민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러한 자료에서 

포착될 수 있는 경향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권고한다.

보급, 인식제고 및 교육연수

2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교과과정에 인권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킨 것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나,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 사이에서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23. 위원회는 인식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그 중에서도 다음의 방안을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a)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더 포함시켜라.

  b)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하라.

  c) 협약의 대중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라.

국제협력

24. 대한민국이 점진적으로 국제원조에 대한 기여를 증가시켜 왔음을 인식하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국제원조 기여가 약 0.13%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2015년까지 도달하기로 국제사회와 약속한 국민총생산 

대비 0.7%라는 목표보다 현저히 낮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2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조 목표인 국민총생산 대비 0.7%에 

2015년까지 도달하고, 가능하다면 이를 넘어서도록 독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

민국이 개발도상국과 체결하는 국제협력협약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중요 우선순

위가 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며, 이 과정에서 협약 상대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

원회의 최종견해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권리와 재계

26. 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재계

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환영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재계는 환경문제에만 집중하는 듯 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 중 특히 노동기준 및 최저임금을 다루는 부문이 있다는 것에 주목

하나, 대한민국 영토 내 혹은 해외에서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및 경감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체제의 부재를 지적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

음의 우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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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의회가 강제아동노동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아동권리 위반에 연루된 

상항이다.

  b) 대한민국 기업들은 여러 국가에서 무엇보다 주거의 권리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임대계약을 체결 중이거나 체결할 

계획이라고 보고되었다.

  c) 대한민국이 시작했거나 고려중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전에 인권영향평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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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권리가 포함될 것을 언급

하며,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국내외 운영활동 중 공급망이나 계열사에 의해 발

생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

도록 규정하는 법 체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기업사회책임 모델의 도입을 더

욱 촉진하라. 여기에 보고를 위해 아동권리 지표와 매개변수가 포함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기업이 아동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 평가가 반드

시 이루어져야 한다.

  b) 상품 유입을 감시하여 강제아동노동을 통해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방지하고 

무역협정 및 국내법을 활용해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은 상품만 국내로 유

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라.

  c)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시 아동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

러한 사업이 토착민이나 인권 및 아동권리에 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행하는 해

외 정부와 협력하라.

  d) 자유무역협정 협상 및 체결 전에 아동권리를 포함하는 인권평가를 실시하고 

인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채택하라.

B.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비차별

28.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검토되지 않고 폐

기된 것과 차별의 법률적 정의가 성적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

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시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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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로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러한 차별의 대상에는 다문

화 또는 이주노동자가정, 탈북자가정, 난민가정 출신 아동 및 장애 아동과 미혼모, 
특히 청소년 미혼모가 포함되며, 이들은 국가지원조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

고 있다.

2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협약 2조에 완전히 합치되는 법률의 채택을 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b) 인식제고 및 대중교육 캠페인을 비롯,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에 대한 차

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c) 청소년 미혼모를 포함, 미혼모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라.

생명권, 생존 및 발달의 권리

30.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4년 자살예방기본계획 등을 통해 청소년과 아동 자살

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31.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아동의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

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대한민국에 촉구하며, 본 연구의 목적은 연

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을 이끌어가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정책과 방안에 충분한 예방조치와 후속절차가 포함되고, 모

든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

도록 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32.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아동관련 법령 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명확히 언

급되지 않고, 아동 관련 사법, 행정결정 및 정책과 프로그램에 있어 본 원칙이 드

물게 적용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3.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아동과 관련되었거나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 
행정, 사법절차 및 모든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 적절히 통합되고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을 강화할 것을 대한민국에 촉구

한다. 또한 모든 사법, 행정 결정의 법적 추론도 이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동견해의 존중

34. 아동 및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회의를 개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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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영하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률상의 절차나 사회적 태도 모두 아동에 영

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그들 자신의 견해, 특히 15세 미만 아동의 견해를 고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속하여 우려를 표명한다.

35. 위원회는 아동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영향을 주

는 모든 결정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대한민국

에 권고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12조에 합치하도록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 

이전의 권고를 반복한다.

  (a)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라. 교육기관의 징계과정과 학교

를 포함한 행정기구와 법원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아동의 청문권이 촉진되고 아동의 견해가 존중되도록 입법조치를 포함한 효

과적인 조치를 취하라.

  (b) 특히, 부모, 교육자, 정부 행정공무원, 사법부 및 일반사회에 아동의 청문권

과 아동의 의사가 고려될 권리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라.

  (c)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정도와 그것이 정책과 프로그램 및 아동 자신에 끼

친 영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d) 아동의 청문권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12호(2009년)를 고려하라.

C. 시민권과 자유 (협약 7, 8, 13‐17, 19, 37(a) 조)

출생신고

36.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현 법률 및 관습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물학적 부모가 

보편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특

히, 위원회는 양부모나 정부당국요원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

년 미혼모 관련 상황을 포함, 적절한 사법감시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실상의 입양

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자, 또는 

비정규 이주 상태의 사람에게는 출생신고가 사실상 또는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

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시한다.

37. 협약 7조에 따라,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부모의 법적 지위 및/또는 출신에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러한 과정에서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

도록 보장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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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교내 의무종교교육을 금지시킨 것을 긍정적으로 보나, 
실제로는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립학교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계속하여 제

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러한 학교에 자발적으로 입학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학

생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현 계획안이 종교의 다양성을 

조성하는 분위기를 충분히 촉진하지 않고, 식단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비롯, 특정 

종교를 가진 아동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다.

39.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협약 14조 3항에 따라 실제로 그리고 모든 경

우에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위원회는 또한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촉진하고 식단조건과 관

련한 사항을 포함해 특정 종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제약을 고려하고 배려하

는 분위기의 형성을 이러한 조치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40. 위원회는 과거 권고사항(CRC/C/15/Add.197, para.37)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여전

히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학

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배제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도시 및 농촌지역 

아동들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우

려한다.

41.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반복하며, 협약 12조부터 17조에 비추어 대한민국이 

법률, 교육부 발행 지침 및 교칙을 수정하여 아동이 의사결정 과정 및 교내외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을 포함,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촉구한다.

체벌

42.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CRC/C/15/Add.197, para. 38)을 반복한다.

43. 위원회는 과거 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반복한다.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b)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

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라. 그리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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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하라.

  c)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44.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있다는 사실

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

다는 것을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

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

는 것을 우려와 함께 지적한다.

45.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아동학대 빛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

련하여,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하라.

  b)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

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

로 운영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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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독려한다.

  a) 아동폭력보고서 권고사항의 이행을 비롯, 성별에 특히 유념하여 아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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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의 개발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iii)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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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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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IL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범

죄사무소(UNODC) 및 비정부기관 파트너와 협력하고 이들 기구의 기술적 지

원을 구하라.

D. 가정환경과 대안돌봄 (협약 5, 18(1‐2), 9‐11, 19‐21, 25, 27(4) 및 39조)

가정환경상실아동

47. 위원회는 요보호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유형의 돌봄을 제공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건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러한 대

안돌봄시설에 대한 평가는 오직 행정운영만을 평가하며, 보육, 보육담당자의 기술

과 이들에 대한 훈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처우의 질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하며 지적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러한 시설 내 학대 및 방임사건을 다루기 

위한 진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하며,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

동을 위한 추적제도의 부재에도 우려를 표한다.

48.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인 교육, 공립 

및 사립 대안돌봄기관 내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을 협약 25조에 따

라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검토하라.

  b) 대안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관련 진정접수, 조사 및 기소제도를 보장하고, 학

대 피해자들이 진정절차, 상담, 진료 및 필요한 다른 회복지원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라.

  c) 대안돌봄 환경 내 아동이 부모를 찾거나 부모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

분히 지원한다.

  d) 2009년 11월 20일 채택된 유엔총회 결의안 A/RES/64/142에 포함된 아동 대안

돌봄에 관한 지침을 충분히 고려하라.

입양

49. 위원회는 발효되면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한 대한민국의 입

양특례법 및 민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 안이 발효되

기 전 과도기간의 아동입양의 경우에 대해 염려하며, 다음의 사항에 여전히 우려

를 가지고 있다.

  a) 명시적으로 임무권한이 부여된 입양관련 규제감독 중앙기구 및 주무당국이 

해외입양절차에 개입할 의무를 성문화한 법률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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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3세 미만 아동의 입양 시 아동 의사청취의 부재

  c) 압도적 대다수의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되며,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 

없이 이들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d) 생물학적 출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포함하

여, 특히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입양 후 서비스의 부족

  e) 대한민국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음

50. 위원회는 입양특례법이 발효되기 전 입양의 경우에도 충분하고 동일한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위원회

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국의 해외입양제도가 특히 21조를 포함한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다음의 사

항을 시행하도록 해외입양제도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촉구한다.

  a) 중앙입양정보원이 헤이그 협약 6조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명확히 임무권한을 규정하고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

원을 제공하라. 여기에는 입양 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 입양된 이들이 이러한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입양과정에서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중요성을 부

과하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도록 하라.

  c)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자녀를 입양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동의가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강요에 인한 것이 아니도록 하라.

  d) 해외입양을 포함 모든 입양이 명확한 임무권한을 가지고 사법적 감독과 규제

를 담당할 역량을 가진 중앙기구의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하라.

  e)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 비준을 고려하라.

E.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장애아동

51. 위원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

업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이 저소득층 가정에만 

제공되고, 물리치료 및 직업훈련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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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장애아동, 특히 여성장애아동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 특수교육 교사와 감독관의 부족, 그리고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장애가 없

는 아동들과 분리되어 특수학교나 학급에서 교육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5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06년 채택된 장애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

평 9호(CRC/C/GC/9)를 고려하고 다음의 사항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a) 모든 장애아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라.

  b) 장애아동의 교육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애아동이 교육을 용이

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며 교사와 

감독관에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는 조치를 더욱 강화하라.

  c) 장애인등에관한특수교육법을 좀더 효과적으로 이행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도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라.

  d)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건강 및 보건 서비스

5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보건예산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특별예산을 

배정한 것을 환영한다. 위원회는 또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의료수급자 지원사

업, 공공 금연캠페인,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려는 대한민

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증액에도 불구하고 총예산 대비 보건예

산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대형병원과 소규모 지역병원 간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진료의 가용성과 진료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54.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보건예산을 상당수준 늘리고, 저소득 가정이 무상으로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시설 체계를 구축하라는 과거 권고안

(CRC/C/15/Add.197, para. 49(a))을 반복한다. 또한 전 지역에 소아과 진료 및 응급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인적 자원 지원

을 늘리는 조치를 이행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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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55. 위원회는 특히 전국에 걸쳐 32개의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아

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해

왔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자살방

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라이버

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56.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 우울증 및 자살 근본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기

반하여 아동정신건강관리 정책을 개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자살행동, 특히 여아의 자살행동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활

동과 외래 및 입원환자 정신보건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

에 투자하도록 권고하며, 이러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시설수용은 최대한 피할 것

을 권장한다. 또한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

장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정신건강접근법에 추가적으로 또는 필요한 경우 이를 대체하여 자살관련 사회적, 
가정적 요소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청소년 보건

57. 위원회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수

입,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동이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에서 비롯된 비만 및 여타 

건강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흡

연율과 음주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다.

58. 더 나아가, 위원회는 의무 성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안들이 시행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 및 생식 보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교내 교육이 여

전히 부족함을 우려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원회는 계획되지 않은 청소년 임신율

이 높고 이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의 낙태율 역시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다.

59. 위원회는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

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정보 및 교육캠페인을 늘릴 것을 대

한민국에 촉구한다. 이 과정에서, 이러한 캠페인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소비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개발을 돕도록 하며, 아동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식품의 판매를 규제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독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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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

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60. 위원회는 헌법 제34조 3, 4, 5항에 따라 여성, 노인 및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

하려는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아동복지

증진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한다.

61. 위원회는 적절한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관련 조항

이 법률에 포함되도록 대한민국이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

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F.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협약 28, 29, 31조)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하는 교육

62. 위원회는 학생의 스트레스를 낮추려는 대한민국의 노력과 아동이 놀이, 오락 

및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한다. 위원회

는 또한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

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

회는 또한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

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

한다.

63.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사항을 권고한다:

  a) 협약 29조 및 교육의 목적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No.1 (2001)을 고려하

여,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라. 

  b)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 

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라.

  c) 협약 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d) 대한민국의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접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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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평등을 이룩하는 데 관련된 구체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

집하라.

  e)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

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한다. 이

러한 조치는 휴대폰이나 온라인 공간과 같이 교실과 학교 운동장 밖에서 일

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다루어야 한다.

G.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8, 39, 40, 37(b)‐(d) 및 32‐36조)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64.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난민아동과 망명희망아동에

게 시민 지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노동시장 

접근 제약과 생계보조금 부족으로 이들 자녀의 취약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

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아동의 학교입학이 부모의 체류상태에 따라 결정되어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의 교육접근이 제한돼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난민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이

나 망명희망자와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한다.

65. 위원회는 난민 및 망명희망자의 자녀를 포함,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은 등록이 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망명희망자와 인도적 지위자의 가족에 

충분한 재정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한 아동이 대한민국 국

민과 동일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공무원, 특히 난민 및 망명희망자와 접촉하는 이들에게 난민

의 권리에 대한 특별교육연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66. 또한, 위원회는 난민아동, 망명희망아동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대한민국 

이민법에 따라 구금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 경우 아

동에게 부적절한 시설에 구금되며, 본국송환 명령 집행이 미정인 경우 구금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조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우려와 함께 주목한다.

67. 위원회는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대한

민국에 촉구한다.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 이러한 아동이 가능한 한 그들의 권리

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하며, 최대구금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설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정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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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상황의 아동

68.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을 채택하고 불법체류자 자녀의 학교 입학과 전학을 허용하도록 2008년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아동의 등교율이 

여전히 낮고, 자녀가 초, 중학교를 다니도록 해야 하는 부모의 법적 의무가 대한

민국 국민이 아닌 부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려한다.

69. 위원회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 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독려한다.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70. 위원회는 아동착취방지를 위한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 수립을 환영하

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 우려한다.

  a) 근로아동의 수 증가

  b) 아동을 채용하는 고용주들이 15세가 넘는 아동을 야간 근무시키거나 최저임

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관련 기준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c)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게시간과 같은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법 조항 불충분

  d) 노동 감독 불충분

  e) 만연한 언어적, 성적 학대 및 폭력 발생으로 인한 근로아동 문제 악화

  f) 연예인이나 성적 대상으로 고용되는 아동의 수 증가

71.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a) 아동노동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b) 야간근무금지의 효과적인 시행과 최저임금 지급 등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

조건 기준이 엄격히 시행되도록 하라.

  c) 변칙적 노동관행을 규제하는 추가적인 법 조항을 제정하라.

  d) 근로환경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노동 감독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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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근무환경에서 폭력과 성추행 문제를 다루고 방지할 효과적인 조치를 제공하

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를 묻고 재활을 돕는 효과적인 제

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라.

성적착취

72. 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08년 개정안을 환영한다. 동 개정

안은 아동 성 착취에 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피해자에 임시 및 긴급 

생활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성

범죄 피해아동의 상담, 보호, 치료 및 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

지원센터의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한다.

  a) 아동 성폭력 급증과 높은 음란물 소비율

  b) 아동 성착취에 대한 낮은 기소율

  c) 남아 또는 남성 대상 및 외국어로 진행되는 피해자 재활 서비스 부족

  d) 아동학대 범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삭감

73.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협약 35조와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

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의 2조 및 3조에 합치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 사항을 권고한다.

  a)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b)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성적착취를 위해 아동을 제공, 전달 또는 인수하는 데 

해당되는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포함,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

으로 기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라.

  c)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수준의 처벌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라.

  d) 형사책임 면제 없이 성범죄자의 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

  e)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피해

자의 주요 출신국을 고려하며 이러한 지원활동이 다국어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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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74. 위원회는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의 채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있으나, 다수의 여성 및 아동이 성 착취와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한국으로부터, 한국을 통하여, 또는 국내에서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인신매매범의 기소율 및 유죄율이 낮다는 사실

에 특히 우려를 표시한다.

7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매매, 인신매매, 유괴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해 책

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유

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

방,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비준을 고려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한다.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76. 위원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의정서 2조와 3조에 명시된 범죄 모두를 적절히 포

함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0). 또한, 위

원회는 앞서(para. 35) 언급된 제3자에 의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방지할 조치의 부

재가 아동 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선택의정

서 3조 1항과 관련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외국에서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의 확립

을 위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대한민국이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SC/KOR/CO/1, para. 38).

77. 위원회는 다음의 권고를 반복한다.

  a)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선택의정서 2조와 3조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

요한 조치를 취하라.

  b) 선택의정서 4조 2항에 의거하여,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범죄가 한국인 또는 

한국에 상주하는 자에 의해 행하여졌을 때 또는 피해자가 한국인일 경우, 해

당 범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라

(CRC/C/OPSC/KOR/CO/1, para. 39).

아동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78. 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의 적대행위 참여 혹은 강제 징집을 금지하는 구체적

인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다(CRC/C/OPAC/KOR/CO/1, para.12).

79. 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다음의 권고 사항을 반복한다.

  a) 적대행위에 아동의 징집 및 참여와 관련한 선택의정서 조항 위반을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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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금지하라.

  b) 모든 법률이 선택의정서의 조항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보장하라

(CRC/C/OPAC/KOR/CO/1).

  c) 모든 군사법, 소책자 및 여타 군사 지침서들이 선택의정서의 정신 및 조항과 

일치되도록 하라(CRC/C/OPAC/KOR/CO/1, para.13). 

소년사법운영

80.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청소년 비행율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재범률 등 청소년 범죄율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비행아동이 이

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원인을 다루기 보다 성인 구금시설에 비행아동을 구

금하는 등, 아동 범죄자를 사회가 효과적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조치 대신 징계조

치를 늘리는 식으로만 청소년 범죄 대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주

목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청소년전담검사 임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들이 실

제 소년사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받지 않아 이러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다.

81. 위원회는 청소년 범죄 및 높은 수준의 재범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

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에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대한민국

이 소년사법제도를 특히 37조, 39조 및 40조를 비롯한 협약과 소년사법 운영에 관

한 유엔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리야드 

가이드라인), 피구금소년보호규칙(하바나규칙), 형사사법제도 하에서의 아동을 위

한 비엔나 행동지침, 청소년 사법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10
호(2007) 등을 포함한 여타 관련 기준에 완전히 합치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특

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a)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하라.

  b) 형법위반 혐의를 받는 아동에게 충분한 법률 및 기타 지원을 법적 절차 초반

과 전반에 걸쳐 제공하라.

  c)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교화시설 혹은 구금시설에 있는 아동이 절대로 성인과 

함께 구금되지 않고, 안전하고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을 제공받고, 가족과 정

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고, 음식,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d)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이 자신의 배치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e) 구금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유박탈 대신 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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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diversion),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집행유예 등 다른 대안을 장려하라.

  f) 유엔 청소년사법정의에 관한 기구간 패널과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UNODC),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및 비정

부기구 등 패널 회원기구들이 개발한 기술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패널 회

원기구로부터 소년사법 분야의 기술적 지원을 구하라.

범죄 목격자 및 피해자 보호

8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16세 이하 아동 피해자와 목격

자가 영상물 녹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심문 및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전히 부적절하다.

  a) 관계자들이 영상물 녹화에 능숙하지 않아 피해자와 목격자가 진술을 반복해

야 하는 경우가 많다.

  b) 법원이 영상 진술자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

  c) 피해자와 목격자가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환경에서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가 많다.

  d)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와의 합의가 요구된다.

  e) 피해자 프라이버시를 위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다.

  f) 경찰관과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빈

번히 발생한다.

  g) 의료진 및 법집행관이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83. 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피해아동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이 더 존중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적절한 법 조항과 규정을 통해 모든 

피해아동과 범죄목격자 아동, 즉, 학대, 가정폭력, 성적 혹은 경제적 착취, 유괴,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의 피해자와 목격자 아동이 협약이 요구하는 보호를 받

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동범죄피해자와 증인관련문제에서의 

유엔 사법지침(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5/20의 부록)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촉

구한다.

H. 국제 인권조약의 비준

8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아동권리의 실현을 더욱 강화하도록,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포함, 모든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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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역 및 국제 기구와의 협력

85.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내에서 협

약과 여타 인권조약의 이행을 위해 아세안여성아동위원회와 협력할 것을 권고한

다.

J. 후속조치 및 배포

86. 위원회는 특히 정부, 국회, 지역기관 및 기타 지방정부에 본 권고사항을 전달

하여 이를 고려하고 추가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권고사항이 온전히 이

행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87.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 4차 통합 정기보고서, 서면답변 및 위

원회가 채택한 관련 권고사항(최종견해)이 대한민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인터넷과 

여타 매체를 통해 일반 대중, 시민사회단체, 청소년단체, 전문가 단체 및 아동에 

널리 제공되도록 하여,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본 협약과 이의 이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K. 차기 보고서

88. 위원회는 본 최종견해의 이행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5, 6차 통합정기보고

서를 2017년 6월 19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대한민국에 요청한다. 위원회는 대한민

국이 2010년 10월 1일에 채택된 협약별 보고지침(CRC/C/58/Rev.2)에 주의하고, 향

후 보고서가 본 지침을 준수하여 60쪽을 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

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보고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분량 

제한을 넘기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대한민국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위에 언급

된 지침에 맞추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보고서를 검토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조약기구의 검토를 위

한 보고서의 번역이 보장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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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ifty‐eighth session
19 September – 7 October 2011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1. The Committee considered the consolidat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KOR/3‐4) at its 1644th and 1645th meetings (see 
CRC/C/SR.1644 and CRC/C/SR.1645) held on 21 September 2011, and adopted, at its 
1668th meeting, held on 7 October 2011 (see CRC/C/SR.1668), the following 
concluding observations.

I. Introduction

2. The Committee welcomes the submission of the State party’s consolidat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CRC/C/KOR/3‐4),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reporting 
guidelines of the Committee, as well as the written replies to its list of issues 
(CRC/C/KOR/Q/3‐4/Add.1). The Committee appreciates the analytical and self‐critical 
nature of the report. The Committee further appreciates the constructive dialogue held 
with the cross‐sectoral delegation of the State party. 

II. Follow‐up measures undertaken and progress achieved by the State party 

3.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following legislative measures:

  (a) The revis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August 2011;
  (b) The revision of its Civil Code, in September 2011;
  (c)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March 2011;
  (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evention of Suicide and Creation of Culture that 

Respects Life, in 2011;
  (e) The revision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in March 2010;
  (f) The enacting of the Act on Supporting the Welfare of Disabled Children, in 2011;
  (g) The revision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11;
  (h) The amendment of the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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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a)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on 11 

December 2008.
  (b)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 18 October 2006.

5.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following institutional and policy measures:

  (a)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Five‐Year Plan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in 2010.

III. Main areas of concern and recommendations

A.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arts. 4, 42 and 44, para. 6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s previous recommendations

6. The Committee welcomes the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to address some of 
the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CRC/C/15/Add.197, 18 March 2003) made upon 
consideration of the State party’s second report (CRC/C/70/Add.14, 26 June 2002) and 
on the initial reports under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RC/C/OPSC/KOR/CO/1, 2008) and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RC/C/OPAC/KOR/CO/1, 
2008). Nevertheless, the Committee regrets that some of it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have been insufficiently or not been addressed at all.  

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address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n its second periodic report which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establishing a subcommittee 
on children’s rights insid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and, reviewing its education policy 
with a view to reducing the high levels of stress it subjects children to.

Reservation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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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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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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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ing that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State party’s 
penal law having a right to having such a decision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of the 
Convention.

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withdrawing its 
reservations to articles 21 paragraph (a) and article 40 paragraph 2(b)(v), which 
constitute an obstacle to the full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Legislation

10. The Committee welcomes the fact that the State party’s Constitution allows for the 
direct applicability of the Convention in its national law.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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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legislative prohibition of 
abortions, except in narrowly defined situations of exception, does not adequately take 
into account the best interests of the pregnant adolescent and can give rise to 
situations which exacerbate the difficulties faced by pregnant adolescents, including 
exposing them to the risks of unsafe illegal abortions and/or their forced 
discontinuation of studies and/or forced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1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including by 
considering further relevant legislation, to ensure that all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adequately applied in its judicial decisions.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review its legislation on abortion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it is in full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cluding by ensuring that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allowed access to safe 
abortions and adequately protected from the risks of illegal abortions and the forced 
adoption of their children. 

Coordinatio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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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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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Policy Intergovernmental Council,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need for improved coordination of yout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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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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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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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Plan of Action

14.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adoption of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7‐2011, in May 2007. 
Nevertheles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lack of a comprehensive rights‐
based national plan of action for children covering all areas of the Convention.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absence of a follow‐up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eriod after the lapse of the current plan.

1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i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evant partners, adopt and implement a national plan of action for children 
which covers all areas of the Convention and allows for the provision of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a monitoring mechanism. In 
addition to thi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xpeditiously commence with 
the preparation of a follow‐u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ost‐2011 period with 
transparent and thorough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 and children.  In doing so,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outcome 
document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Children, “A world fit 
for children” and its mid‐term review. 

Independent monitorin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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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unctioning mechanism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t the national level, including with regard to:

  a) The KMCCR not having legal status and being subject to a budget line that is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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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he absence of a mandate for the KMCCR for Children’s Rights and 
Ombudsperson system to actively monitoring or investig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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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 March 2009, and despite previous recommendations by 
the Committee remaining without a specialization in child right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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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isation of the KNHRK, taking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2 (2002) on the role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stitutions.

Allocation of Resources

18.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crease of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sectors (16, 5 % higher than in 2008). However, the 
Committee notes with deep concern that, in the context of the State party’s advanced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current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s as a proportion of 
available resources remain low. According to the 2009 OECD Family database, the 
Republic of Korea ranked the lowest among the 26 Member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sparities in the level of resources 
available to different municipal author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1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Review and increase the level of financial resources allocat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with the view to aligning it more closely 
with its advanced stat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in relation to OECD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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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valuate the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s at the central and municipal levels 
from a child rights perspective to ensure adequate realization of child rights and 
prevent disparities among children of different municipalities and/or geographic 
locations. To this effect, conduct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budget needs by 
sectors and municipalities and establish the allocations for those areas that 
progressively address the disparities in indicators related to children’s rights;

  c) Utilize a child right’s approach in the elaboration of the State budget by 
implementing a tracking system for the allocation and the use of resources for 
children throughout the budget, thus providing visibility to the investment on 
children. The Committee also urges that this tracking system is used for impact 
assessments on how investments in any sector may serve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ensuring that the differential impact of such investment on girls and 
boys is measured;

  d) When possible, follow UN recommendations to start budgeting‐by‐results to 
monitor and assess the effectiveness of resource allocation;

  e) Ensure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budgeting through public dialogue, especially 
with children;

  f) Define strategic budgetary lines for children in disadvantaged or vulnerable 
situations that may require affirmative social measures (for example, children of 
refugees or migrant workers) and make sure that those budgetary lines are 
protected even in situations of economic crisis, natural disasters or other 
emergencies;

  g)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recommendations during its Day of General 
Discussion in 2007 on “Resources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Responsibility of 
States”.

Data collection

20. The Committe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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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lso concerned that, despite 
various policies and programmes to reduce relative and extreme poverty among 
children, the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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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The Committee strongly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stablish a coherent system 
to comprehensively collect disaggregated data covering all areas of the Convention 
that, inter alia, takes into account ethnicity, gender, age, geographic location and socio‐
economic background. It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ultidisciplinary studies on the trends that may be discernible in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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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emination, awareness‐raising and training

22. While noting as positive the partial inclusion of human rights content in the 
school syllabus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t the low level 
of awareness of the Convention among children, the general public and professionals 
working with or for children.

2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dditional measures to 
raise awareness by, inter alia:

  a) Further including education on child and human rights in the school curriculum;
  b) Ensuring adequate training on the Convention for all professional groups working 

with or for children;
  c) Strengthening measures to raise awareness of the Conven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International cooperation

24. While recognising that the State party has gradually increased its contributions to 
international assistance, the Committee notes that the State party’s allocation of its 
gross national product (GNP) to international assistance remains at approximately 0.13  
per cent, which is significantly below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 of 0.7 per cent 
of GNP which it committed to reaching by 2015. 

25.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meet and, if possible, surpass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rget of 0.7 per cent of GNP by 2015.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the realization of child rights becomes a top priority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reements established with developing countries. In doing so, 
the Committee suggests that the State party take into account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or the recipient country in 
question.

Child rights and the business sector 

26. The Committee welcomes increasing interest by the business sector in the State 
party, one of the most dynamic economies in the world,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for now seems to focus exclusively on environmental issues. 
While noting aspects of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which, inter alia, address labour 
standards and minimum wage, the Committee notes that there is no comprehensive 
legislative framework regulating the prevention and mitigation of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of companies´ activities, neither in the State party territory nor abroad. In 
particular, the Committee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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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he State party is importing products from countries, which are under 
investigation by the ILO (and the European Parliament) for reportedly using 
forced child labour, thus becoming complicit with a serious breach to child 
rights ;

  b) Businesses from the State party are reported to be signing or planning to sign 
land leases in various countries with negative implications for, inter alia, the 
right to water and housing, ; and

  c) N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eems to have preceded negotiations for Free 
Trade Agreements that the State party has entered into or are pending entry into.

27. In ligh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8/7 of 2008 adopting the report 
¨Protect, Respect and Remedy¨ Framework and of Resolution 14/7 of 16 June 2011 
requesting the new Working Group to follow‐up on this matter, both of which note 
that the rights of the child be included when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human rights,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Further promote the adoption of effective corporate responsibility models by 
providing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require companies domiciled in Korea to 
adopt measures to prevent and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in their 
operations in the country and abroad, whether by its supply chain or associates. 
The inclusion of child rights indicators and parameters for reporting should be 
promoted and specific assessments on business’ impacts on child rights should 
be required;

  b) Monitor the entry of products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those which are 
produced with forced child labour and to use its trade agreements and national 
legislation to require that the products entering in its market are child labour 
free; 

  c)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its companies respect child rights when engaging in 
projects abroad and to cooperate with foreign Governments that are carrying out 
processes of prior and informed consent when projects affect indigenous peoples 
or impact assessments on human/child rights; and

  d) Ensure that prior to the negotiation and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s, 
human rights assessments, including child rights are conducted and measures 
adopted to prevent violations. 

B. General principles (arts. 2, 3, 6 and 12 of the Convention)

Non‐discrimination

28. The Committee regrets that the draft Anti‐discrimination Act of the State party 
was discarded without consideration at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007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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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legislative definition of discrimination does not contain an expres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nationality.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multiple forms of discrimination that continue to persist 
in the State party, including those agains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or migrant 
backgrounds or who have com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fugee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single mothers, particularly those who 
are adolescent,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preclusion from State support measures.  

29.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 Expeditiously enact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with the objective of adopting 

legislation that is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 2 of the Convention;
  b) Take all necessary measures, including awareness‐raising and public education 

campaigns, to eradicate and prevent discriminatory attitudes towards children in 
vulnerable or minority situations;

  c) Provide adequate support to single mothers, including those who are adolescent.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30.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e State party’s efforts to address suicide 
among its youth and children, including through the Basic Plan on the Prevention of 
Suicide (2004).  However, it remains deeply concerned at the severely high rates of 
suicide in the Republic of Korea.  

31.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research on suicide risk factors 
among children, both in the families of children affected and the education system, 
with the aim of using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to guide the implementation of 
concrete policie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It further recommends that 
such policies and measures include the provision of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and 
follow‐up procedures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the adequate provision of social 
workers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services for all children affected . 

Best interests of the child 

32.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lack of explicit reference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the legislation of the State party concerning 
children and the infrequent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in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as well as policies and programmes relevant to children.

33.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strengthen its efforts to ensure that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s appropriately integrated and consistently 
applied in a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roceedings as well as in all 
policies, programmes and projects relevant to and with an impact on childre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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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asoning of all judicial and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decisions should also 
be based on this principle.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34. While welcoming the establishment of a State‐party organized conference for 
children and youth to express their views,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neither the legal processes of the State party nor its socio‐attitudinal context  take into 
account the views of the child, particularly those below the age of 15 , on decisions 
affecting them. 

3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amending its legislation 
to ensure that children have the right to express their views and have thes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ll decisions affecting them, and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hat the Stat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 of the Convention:

  (a) Ensure that the Child Welfare Act, be revised to include the right of children to 
express their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and take effective 
measures, including through legisl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 views of 
children and facilitate their right to be heard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by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cluding schools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in the education system;

  (b) Provide educational information to, inter alia, parents, educators, government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judiciary and society at large on children’s right to 
have their views taken into account and to be heard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c) Undertake a regular review of the extent to which children’s view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of the impact this has on policies, programmes and 
children themselves;

  (d)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2 (2009)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

C. Civil rights and freedoms (arts. 7, 8, 13‐17, 19 and 37 (a) of the Convention)

Birth registration 

36.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and practice in the State 
party are inadequate in providing for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by the biological 
parents of children in all situations. In particula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birth registrations can be undertaken by adoptive parents or persons holding public 
authority , resulting in the occurrence of de facto adoptions in absence of pr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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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oversight, including in situations concerning single adolescent mother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birth registration is not practicably or consistently 
available for persons in refugee, asylum‐seeking or irregular migration situations.

37.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birth registration is available to all children 
regardless of their parents’ legal status and/or origin. In doing so, the Committee 
further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and verify that the registration accurately 
indicates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child.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38. While noting as positive, the State party’s prohibition of compulsory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in practice, private schools 
managed by religious institutions continue to restrict the freedom of religion of its 
students , including those who may not have enrolled in such schools voluntarily.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current initiatives do not adequately facilitate an 
atmosphere conducive to religious diversity or sufficiently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 needs or constraints of children of particular religions, including with regard 
to their dietary requirements. 

3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further measures to 
ensure, that in practice and in all settings,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s fully resp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such measures 
be taken with a view to facilitating an atmosphere conducive to the appreciation of 
religious diversity that accords due regard and sensitivity for the specific requirements 
or constraints of particular religions, including with regard to dietary requirements.

Freedom of expression,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40. The Committee expresses concern, that despite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CRC/C/15/Add.197, para.37) schools continue to prohibi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students.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management committees of 
schools preclude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that are  there limited opportunities 
for children out of school in urban and rural areas to exercise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41.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in the light of articles 
12 to 17 of the Convention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amend legislation, guidelines 
issu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hool regulations to facilitate children’s 
activ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in political activities both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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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utside schools and ensure that all children fully enjoy their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expression, including with regard to allowing for students to (i) take 
part or conduct political activities, including in the school context; and, (ii) 
meaningfully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committees of schools.

Corporal Punishment

42.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concerns (CRC/C/15/Add.197, para. 38) on 
the continued prevalence of corporal punishment in the domestic, school, and 
alternative care context. 

43.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to:

  a)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hat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regulations be amended to express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the home, schools and all other institutions;

  b) Carry out public education campaigns about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ill‐
treatment of children in order to change attitudes to corporal punishment, and 
promote positive, non‐violent forms of discipline in schools and at home, 
including the pilot green mileage system as an alternative to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

  c) Establish mechanisms which allow for children who are victims of corporal 
punishment to report such incidents.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abuse and neglect 

44.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increased occurrence of child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and neglect in the State party and the narrowly defined legal 
obligation to report such abus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that the rate of 
bullying at schools has increased in occurrence and severity.  Furthermore, while 
welcom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y remain limited in number and have in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the provision of post‐
trauma and rehabilitative support for victims of such abuse and/or neglect is 
inadequate. 

4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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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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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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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Take into consideration the General Comment 13 (2011)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from all forms of violence. 

46. With reference to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A/61/299),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a) Prioritiz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luding by 
ensuring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gender; 

  b) Provide information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by the State party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Study in the next periodic report, particularly those 
highlighted by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namely:

     (i) The development in each State of a national comprehensive strategy to 
prevent and address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i) The introduction of an explicit national legal ban on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all settings; and

     (iii) The consolidation of a national system of data collection, analysis and 
dissemination, and a research agenda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c) Cooperate with and seek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UNICEF,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nd other relevant agencies, inter alia, ILO, UNESCO, 
UNHCR, UNODC, as well as NGO partners.

D.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arts. 5, 18 (paras. 1‐2), 9‐11, 19‐
21, 25, 27 (para. 4) and 39 of the Convention)

Children deprived of a family environment

47.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efforts to provide family‐type care for 
children in need and the establishment of additional facilities for the provision of such 
care.  However, it notes with concern that the assessment of such alternative care 
institutions only evaluates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such institutions, and does 
not assess the quality of care, skills and training of the professionals and treatment 



506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provided.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lack of information on 
complaints mechanism for addressing instances of abuse or neglect in such institution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the absence of a tracking system for children 
who have lost contact with their parents.  

48.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nsure the systematic periodic review of quality of care; regular training, 
including on child rights, of its relevant professionals;  and type of treatment 
provided to children in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providing alternative care 
in conformity with article 25 of the Convention;

  b) Ensure mechanisms for receiving complaints,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for 
child abuse in alternative care settings and ensure that victims of abuse have 
access to complaints procedures, counselling, medical care and other recovery 
assistance as appropriate;

  c) Provide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settings with adequate support for establishing 
and/or maintaining contact with their parents;

  d) Take into full account the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contained i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64/142 adopted 
on 20 November 2009.

Adoption

49. While noting as positive the State party’s revision of it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and its Civil Code which would, upon its coming into force, 
require approval decision of its Family Court for adoption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adoption of children during the interim period prior to the said 
Act coming into force. The Committee also remains concerned at:

  a) The absence of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to provide regulatory 
oversight on adoptions and legislation codifying the obligation of the State 
party’s competent authorities to intervene in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b) The absence of listening to the child if the child to be adopted is under the age of 13;
  c) The fact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hildren born to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given up for adoption  and that the parent(s) or legal guardian(s) of 
single adolescent mothers are allowed to authorise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in absence of their consent;

  d) The paucity  of post‐adoption services available , particularly for children who 
had been adopted inter‐country and including with regard to addressing the 
linguistic difficulties faced by such persons seeking information on their 
biological origin; 

  e) The State party  remaining a non‐State party to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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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50.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xpeditiously under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adoptions prior to the above Act coming into force 
are provided with adequate equivalent protection. The Committee also urges the State 
party to undertake a further review of its system for inter‐country adoptions with a 
view to reforming legislation in order to bring it into full conformity with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particular 
article 21 and to specifically:

  a) Define a clear mandate, with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for the 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 agency to effectively perform its role 
and fun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Hague Convention, and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provision of post‐adoption services with due regard 
to ensuring the practicable access to such facilities by persons who have been 
adopted inter‐country and may not be proficient in Korean;

  b) Ensure that the child’s views are given due weight, having regard to age and 
maturity,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c) Ensure that the consent of single adolescent mothers is mandatory for the release 
of their children for adoption and that they are provided with conditions that 
ensure that such consent is not obtained under de facto or actual duress;

  d) Implement measures to ensure that all adoptions, including those in an inter‐
country context, are subject to authorisation by a clearly mandated central 
authority with adequate capacity to provide judicial oversight and regulation; 

  e) Consider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E.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arts. 6, 18 (para. 3), 23, 24, 26, 27 
(paras. 1‐3) of the Convention)

Children with disabilitie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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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the limited availability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supervisors , and that the major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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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 their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or classes that are segregated from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52.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take into account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9 adopted in 2006 on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and: 

  a)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to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b) Facil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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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have their 
educational needs fully catered to; 

  c) Implement the Bill for the Special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more 
effectively, by inter alia supporting it with adequate budget and personnel; 

  d) Ensure that, whenever possible, inclusive education is provided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Health and health services

53. The Committee welcomes the increase in the healthcare budget of the State party 
and the allocation of a specific budget for the provision of health insurance.  It also 
welcomes the Medical Aid program for low income households and public campaigns 
against smoking as well as its efforts to strengthen the health screening and 
vaccination of young children.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despite 
these increases, the healthcare budget of the State party remains at a low proportion 
of its total budget.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disparity of the 
availability and quality of paediatric health and emergency care between large medical 
centres and smaller local hospitals. 

54.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 (CRC/C/15/Add.197, para. 
49 (a)) for the State party to increase to a significant level the funding allocated to 
health and establish a system of public care facilities so that low‐income families may 
have access to health systems at no cost;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to provide small and mid‐sized local hospitals with 
increased financial, technical and human resources for the provision of paediatric 
medical and emergency care throughout its territory.

Mental health 

55.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efforts to improve children’s mental 
health by, inter alia, establishing 32 centres for mental health services nation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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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overall state of child mental 
health in the State party has deteriorated and that the rate of depression and suicide 
among children has increased, especially among girls.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implementation of a diagnostic tool for facilitating the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suicide, however, is nevertheless concerned that the diagnostic tool could negatively 
impact the child’s right to privacy.  

5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a child mental health‐care policy that is based on a thorough study of 
the root causes of depression and suicide among children, and invest in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system of services, including mental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on activities, out‐patient and in‐patient mental health services, with a view 
to ensuring the effective prevention of suicidal behaviour, especially among girls. In 
doing so,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void the institutionalisation of children in such situations. Furthermore, in applying its 
diagnostic tool for th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suicid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establish adequate safeguards for ensuring that the diagnostic tool 
is applied in a manner that fully respects the right of the child to privacy and to be 
adequately consulted. While implementing the above, the Committee also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examining the social and family factors related to suicide in 
addition to or, where appropriate, in alternative to a mental health approach.   

Adolescent health

57. The Committee notes with appreciation tha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ay further ban businesses that manufacture, process, import, distribute, or sell 
refreshments for children from placing commercials for high‐calorie, low‐nutrition food during 
children’s television programs. Nonetheless, it is concerned about the high number of children 
suffering from childhood obesity and other health problems resulting from unhealthy nutrition.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rate of smoking and drinking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 in Korea continues to rise and that internet addiction has become a serious problem. 

58. Furthermore,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at, despite initiatives undertaken 
to provide mandatory sex education programmes, in practice there continues to be a 
lack of systematic and accurate education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 
schools.  In this context, the Committee is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high rates 
of unplanned pregnancies among adolescents and the correspondingly high rates of 
abortion among adolescents in such situations.   

59.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increase its information and education 
campaigns, including by engaging the mass media,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health 
risks of tobacco, alcohol and internet addiction. In doing so, the State part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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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d to ensure that such campaigns take into account and address the specific 
context of adolescents and contribute to building their capacity to lead healthy lifestyles 
and practice balanced consumption patterns and take additional measures to regulate the 
marketing of unhealthy food having negative effect on children’s health. The Committee 
also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measures to ensure that sex education 
programmes in the school curriculum are conducted in a systematic and reliable manner.

Social security and standard of living

60. The Committee welcomes the State party’s initiatives to improve the welfare of 
women, the elderly and youth, pursuant to article 34, paragraphs 3, 4, and 5 of its 
Constitution.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Constitution does not 
stipulate an obligation to improve a child's welfare.  

61.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consider amending its legislation to 
include specific and obligatory financial allocations for child welfare at adequate 
levels.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equality and equity in programmes to reduce 
poverty and improve the standard of living of all children.

F.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arts. 28, 29 and 31 of the 
Convention)

Education, including vocational training and guidance

62. Despite the efforts made by the State party to lower the stress of the students and 
the adoption of programs to ensure the possibility for the children to play and 
exercise recreational and cultural activitie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severely 
competitive conditions that are still prevalent in the education system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the widespread enrolment of children in 
additional private tutoring taking place outside curriculum resulting in, inter alia: 
children being subject to serious and disproportionate stress and the negative impact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Furthermore, the Committee notes with concern 
the exacerbation of pre‐existing socio‐economic asymmetries arising from the financial 
cost of such private tutoring and its  hindrance to the adequate fulfilment of the 
rights of the child to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t the increasing severity and frequency of bullying, particularly against children of 
foreign origin, and the use of mobile telephones and the internet in carrying out such 
bullying.

6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Evaluate its current system of education and related examinations, with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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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 to article 29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 (2001) on the 
aims of education;

  b) Increase its efforts to strengthen public education with a view to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widespread dependence on extra‐curricular private education 
and the resulting inequality in access to higher education;

  c) Ensure the right of children to enjoy adequate leisure, cultur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article 31 of the Convention;

  d) Systematically collect information on specific outcomes related to achieving 
equality in access to school for inclusion in the State party’s next periodic 
report;

  e) Strengthen the measures taken to combat bullying, pay special attention to 
children of foreign origins, an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f children in the 
initiatives aimed at reducing bullying. Such measures should also address new 
forms of bullying and harassment outside classrooms or school yards, including 
by mobile telephone and in virtual meeting places.

G. Special protection measures (arts. 22, 30, 38, 39, 40, 37 (b)‐(d), 32‐36 of 
the Convention)

Asylum‐seeking and refugee children

64.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legislation in the State party does not provide 
for civil status documentation for refugee and asylum‐seeking children born in its 
territory and  that this vulnerable situation of children of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is exacerbated by their parents having restricted access to 
the labour market and the lack of livelihood assistance.  The Committee is also 
concerned about the absence of programmes for assis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refugees, including the limited access to education for childre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due to their admission to schools being subject to the immigration status of 
their parent(s).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at the lack of educational 
programmes or training on the right of refugees provided for officials who are in 
direct contact with refugees or asylum seekers .

65.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registration for all children, 
including children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born within its territory.  It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sufficient financial and social assistance to 
families of asylum seekers and humanitarian status holders and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provided with the same access to education as State party 
nationals. 
Furthermore,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provide public offi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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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ly those being in contact with refugees or asylum seekers, with special 
training on the right of refugees.

66.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deeply concerned that refugee, asylum‐seeking and 
unaccompanied children can be subject to detention under the immigration legislation 
of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further notes with concern that when such detention 
occurs, it is in facilities that are inappropriate for children and that there are no 
provisions to ensure the periodic and timely review of such detention for which there 
are no statutory time limits when the execution of a repatriation order is pending.

67.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refrain from the detention of children in a 
refugee, asylum‐seeking or unaccompanied situation. In cases of repatriation, it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children in such situations are accommodated in facilities 
which,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are sensitive of and respectful of their rights 
and subject to timely periodic review and clearly defined time limits.   

Children in situations of migration

68.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Law concerning Foreigners in Korea 
in 2007, which facilitates integration of foreigners to life in Korea, as well as 
amendments to the Decree on Enforcement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2008 which allows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to enter and transfer between 
schools.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that the school attendance rate 
of migrant children is still low.  The Committee is further concerned that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requiring parents to ensure that their children attend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does not apply to parents who are not its nationals.  

69.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develop and adopt policies and 
strategies to ensure access to and actual receipt of education for children of migrants, 
including children of illegal migrants.  The Committee also encourages the State party 
to ratify th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br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 compliance with its 
provisions.

Economic exploitation including child labour  

70. The Committee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Protection of Underage Workers in 2005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xploitation.  Nevertheles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a) The increasing number of working children;
  b) Employers hiring children often not meeting the standards establish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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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age workers in the Labour Standard Act , including with regard to 
children above the age of 15 years being subject to work at night and below 
minimum wage ;

  c) Insufficient legal provisions regulating irregular labour practices, such as non‐
remunerated idle hours;  

  d) Labour inspections being inadequate; 
  e) The problem of working children being further exacerbated due to the widespread 

occurrence of verbal and sexual abuse and violence; 
  f) The increasing numbers of children being employed as entertainers and sex objects.

71.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Undertake measures to address the underlying socio‐economic factors resulting in 
children working;

  b) Ensure that standards established for working conditions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8 are strictly enforced, including with regard to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ohibition of working at night, and on the payment of minimum wages;

  c) Enact additional legal provisions regulating irregular labour practices;
  d) Improve labour inspections to ensure that these comprehensively monitor all 

aspects of the work environment; 
  e) Ensure the provision of effective measures to address and prevent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availability of effective 
mechanisms for accountability and rehabilitation in instances of such issues 
arising.

Sexual exploitation

72. The Committee welcomes the amendments introduced in 2008 t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which provides for the regular 
collection of data on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provides temporary and 
emergency livelihood support, legal and medical assistance and vocational training for 
victims. The Committee also welcomes the establishment of the Sunflower Children’s 
Centre and One Stop Support Centre for victims of abuse and providing counselling, 
protection and treatment for child victims of sexual exploitation.  However, the 
Committee remains concerned about:

  a)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drastically increasing and the high rates of 
consumption of pornography in the State party; 

  b) The low rates of prosecution for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c) The lack of victim rehabilitation services for men, boys or in foreign languages; 
  d) Budget allocations for prevention and victim support being reduced in spite of 

the increasing rates of such abuse occurring.  



514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73.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undertake all measures necessary 
for bringing its domestic legislation into compliance with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and articles 2 and 3 of the Optional Protocol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In particular,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a)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event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b) Take more efforts to effectively prosecute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cluding by  Criminalizing all acts that constitute offering, delivering or 
accepting by whatever means a child for purpose of his/her sexual exploitation;

  c) Ensure that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s of child sex crimes commensurate 
with the severity of the offence and take place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d) Continue its efforts to rehabilitate offenders of sexual crimes without any 
exemptions from criminal responsibility;

  e) Provide rehabilitation services to boys as well as to girls, including in a 
multilingual format, taking into account the most common countries of origin of 
the victims of trafficking and sexual exploitation.

Trafficking

74. The Committee welcomes the adop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However,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State party legislation penalizes all forms of trafficking, a high number of women 
and children continue to be trafficked from, through and within the country for the 
purposes of sexual exploitation and forced labour. The Committee is particularly 
concerned about the low rate of prosecution and conviction of traffickers.  

75.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ensure that adequate measures are taken 
to hold perpetrators of child sale, trafficking and abduction accountable for their 
offences. Furthermore,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nsider 
ratifying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76.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concerns that not all offences under articles 2 and 3 
of the Protocol are adequately covered under the State party’s legislation 
(CRC/C/OPSC/KOR/CO/1, para. 30). Furthermore,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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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mentioned (para. 35) lack of measures to prevent birth registration of children 
by third persons could result in these children being subject to sale. The Committee is 
also reiterates its concern that no information has been provided by the State party 
with regard to measures taken to establish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lated to article 3 (1) of the Optional Protocol, when the crime is committed abroad 
by a national or a person who ha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OPSC/KOR/CO/1, para. 38).

77.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s to: 

  a) Take necessary measures to ensure that its domestic legislation is in full 
compliance with articles 2 and 3 of the Optional Protocol;

  b) in light of article 4(2) of the Optional Protocol, take the necessary legislative 
measures to establish its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Optional Protocol when such offences are committed by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 person who ha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or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CRC/C/OPSC/KOR/CO/1, para. 39).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78. The Committee reiterates it concern that there are no specific provisions 
criminalizing the compulsory recruitment or involving in hostilities of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CRC/C/OPAC/KOR/CO/1, para.12). 

79.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recommendations for the State party to:  

  a) Explicitly prohibit by law the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regarding the recruitment and involvement of children in hostilities;

  b) Ensure that all legislation is fully harmonized with the provisions of the Optional 
Protocol; CRC/C/OPAC/KOR/CO/1;

  c) Ensure that all military codes, manuals and other military directiv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and the spirit of the Optional Protocol 
(CRC/C/OPAC/KOR/CO/1, para.13).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80.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rate of delinquency 
and high rate of juvenile crime, including the high rates of recurrence among such 
offenders, in the State party.  The Committee also notes with concern that rather than 
addressing the root causes for children in such situations, government measur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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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 this development have only been undertaken in a manner primarily focusing 
on increasing punitive measures, including the placement of such children in detention 
facilities where adults are held, instead of effective measures aiming at the 
reintegration of child offenders into society.  Furthermore, while noting as positive the 
appointment of juvenile‐specific prosecutors, the Committee is concerned at them not 
being able to adequately serve this function as they are not provided with a situation 
which allows for their effective specialisation in juvenile justice.  

81. The Committee calls upon the State party to provide adequate measures to 
effectively counter juvenile crime as well as the high recurrence rate. In doing so,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bring the system of juvenile justice fully 
in line with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articles 37, 39 and 40, and with other 
relevant standards including the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the Riyadh Guidelines), th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the Havana Rules), the Vienna Guidelines for Action on 
Childre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0 (2007)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juvenile justice. In particular,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a) Establish specialized juvenile courts with adequate human, technical and financial 
resources throughout the territory of the State party;

  b) Provide children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criminal law, with adequate 
legal and other assistance at an early stage of the procedure and throughout the 
legal proceedings;

  c) Ensure that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or in rehabilitation centres or in detention 
facilities are never kept with adults, that they have a safe, child‐sensitive 
environment, and that they maintain regular contact with their families and are 
provided with food,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d) Ensure the right of children deprived of liberty to a periodic review of the 
decision on their placement;

  e) Ensure that detention is a used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promote 
alternative measures to deprivation of liberty such as diversion, probation, 
counselling, community service or suspended sentences, wherever possible;

  f) Make use of the technical assistance tools developed by the United Nations 
Interagency Panel on Juvenile Justice and its members, including UNODC, 
UNICEF, OHCHR and NGOs, and seek technical assistance in the area of 
juvenile justice from members of th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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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of witnesses and victims of crimes

82. Notwithstanding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allowing child victims or witnesses under the age of sixteen to make a 
statement via video recording, the questioning and legal process for child victims of 
sex offences remain inadequate as:

  a) Victims and witnesses frequently have to repeat their testimony because officials 
are not skilled in recording; 

  b) Courts frequently do not recognize the validity of video; 
  c) Victims and witnesses are often subject to cross‐examination in conditions that 

are not adequately sensitive; 

  d) Reconciliation with offenders being request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victim; 
  e) There being in adequate safeguards for the privacy of the victim; 
  f) Victims frequently not being taken seriously by officials such as police officers 

and medical personnel; 
  g) Reported instances of verbal abuse of victims by medical or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dealing with them.

83. The Committee recommend to further develop child‐friendly procedural rules and 
insure the child victim is treated with greater respect for his or her privacy and 
dignity and urges the the State party to ensure, through adequate legal provisions and 
regulations, that all children victims and/or witnesses of crimes, e.g. children victims 
of abuse, domestic violence, sexual and economic exploitation, abduction, and 
trafficking and witnesses of such crimes, are provided with the protection required by 
the Convention and that the State party take fully into account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on Justice in Matters Involving Child Victims and Witnesses of Crime 
(annexed to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5/20).

H.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84. The Committee encourages the State party, in order to further strengthen the 
fulfillment of children's rights, to accede to all core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s.

I. Cooperation with reg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85.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ooperate with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ommission on Women and Children towar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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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other human rights instruments both in the 
State party and in other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member 
states. 

J. Follow‐up and dissemination

86. The Committee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present recommendations are fully implemented, inter alia by 
transmitting them to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 the Parliament, Regional Bodies 
and to other local Governments, when applicable, for appropriate consideration and 
further action.

87. The Committee further recommends that the combin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 and written replies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and the related 
recommendations (concluding observations) adopted by the Committee be made widely 
available in the languages of the country, including (but not exclusively) through the 
Internet, to the public at larg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youth groups, professional 
groups and children, in order to generate debate and awareness of the Convention and 
its implementation.

K. Next report

88. The Committee invites the State party to submit its next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 by 19 June 2017 and to include in it inform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ncluding observations. The Committee draws attention 
to its Harmonized Treaty Specific Reporting Guidelines adopted on 1 October 2010 
(CRC/C/58/Rev.2) and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future reports should be in 
compliance with the guidelines and not exceed 60 pages. The Committee urges the 
State party to submit their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reporting guidelines. Should a 
report exceeding the page limitations be submitted, the State party will be asked to 
review and eventually resubmit their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mentioned 
guidelines. The Committee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if it is not in a position to 
review and resubmit the report, then translation of the report for purposes of 
examination of the treaty body cannot be guarant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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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 보고서는 정부보고서에 한 구체  평가보다는 인권 선진국으로 이행하는 시 에서 어떠한 변

화가 아동인권 신장을 해 필요한 지를 모색하는 데에 을 두었다. 

첫째, 본 보고서는 외국인 아동, 다문화 가정 아동 등 사회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아동문제에 

해 미래지향 으로 처하기 해 구체  실태를 악하고 권고안을 작성하 다. 

둘째, 아동 성착취 문제에 해서는 아동매매․성매매․포르노그라피에 한 선택 의정서의 권고문에 

한 이행실태를 장 심으로 구체 으로 정리하고 이에 한 권고안을 제시하 다. 

셋째, 입양과 련하여 한국정부의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으로 해외 입양이 감소하 으나 아직까지도 

헤이그 약 비 이 되어 있지 않는 에 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견해를 권고문에 제시하

다. 

넷째, 국내법령상 아동에 한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아동정책을 수행하는 정부기구 간의 력

과 연계가 부족하고 부처간의 정책 조정기능이 미흡한 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향후에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여 문제를 제기하 다. 

다섯째, 유보조항 철폐와 련하여 민법개정으로 아동 면  교섭권이 보장된 것은 목할 만한 성과이

나 나머지 2개 조항(입양 허가제, 아동 상소권)에 한 유보는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

력하 다. 

여섯째, 3,4차 국가보고서에 언 된 통계  자료를 업데이트하 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하여 해당 분야의 민간 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수차

례 발제와 토론을 거듭하 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NPO연 가 2005년에 설립되어 아직

도 인 , 재정  자원이 충분치 않아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을 밝 둔다. 

박동은 

유엔아동권리 약 한국NPO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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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약이행을 한 일반조치

1. 아동정책 조정기구의 운

○ 정부는 유엔아동권리 원회의 2차 권고에 따라 2004년 아동정책조정 원회를 설치

하여 2007년까지 운 하 다. 이 기구는 상시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을 갖추지 못

하 고, 회의가 정례화 되지 못하 으며, 개최된 회의도 무 었다. 업무추진보고를 

한 회의를 제외한다면 아동정책을 논의한 회의는 연 1회~2회에 불과했다. 

○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아동과 청소년 정책 담당 부처가 일원화 되었다가, 

2010년 3월 아동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부와 여성부로 다시 분리, 이원화되는 과정에

서 2008년부터 재까지 아동정책조정 원회의 기능이 단된 상태이다.  

○ 이러한 혼란기 상태에서 아동정책조정 원회의 역할을 체할 다른 기구의 설치가 제안

되기도 하 으나, 이 역시 재 발 으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2008년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한 작업의 하나 던 아동청소년 련법률 개편 작업에서는 기존의 

아동정책조정 원회의 역할을 체할 기구로 ‘아동청소년정책 원회’를 명시하 다. 기존의 

아동정책조정 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동 련 부처 간

의 업무조정  의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재 ‘아동청소년정책 원회’는 보건복지가

족부에 설치되어 단순히 아동복지 부서내의 정책을 조정하는 기능으로 축소된 상황이다. 

권고사항

∙ 아동정책조정기구가 역할을 제 로 하지 못한다면 아동 련 행정부처 간 갈등과 이견, 

정책혼선  정책 복을 래하고 달되는 서비스의 효과를 기 하기 어렵다. 아동정책과 

련된 모든 역을 포 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의 운 이 요구된다. 

∙ 아동정책 원회의 기능을 상설기구화하고 이 기구에 권한, 재정, 인 ․물  자원을 부

여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정책 원회의 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 기구의 신속

한 운 이 재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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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 기 에 의한 모니터링

○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재 법 기반에 근거하여 운 되고 있지 못하기에 공식

인 지 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2005년부터 국책연구기

에 탁형태로 설치․운 되어 왔는데, 탁형식을 통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 은 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을 할 뿐만 아니라 산확보의 문제와 운 의 지속

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책임 있고 문 인 운 을 기 하기 어렵다. 재 아동

권리모니터링 센터는 모든 유형의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한 문 이고도 극 인 

조사,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들의 자발  참여 한 조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그 존재만 유지되고 있다. 

○ 인권모니터링 기구인 국가인권 원회도 아동에 한 문  역량을 갖추고 아동권

리침해 사례에 극 으로 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아동모니터링센터는 보건복지부의 탁요청에 의한 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독립

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 재 정부에 의한 탁형식을 통해 운 되고 있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업무는 

상당부문 정부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는 그 

동안 세계아동총회보고서, 선택의정서 국가보고서, 유엔아동권리 약 국가보고서를 정

부의 요청에 의해 작성하 다. 반면 센터의 본래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아동권리침해사

례에 한 모니터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직원은 재 센터 소장 1인, 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인력인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임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취약한 인력구조로는 극 이고 문 인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기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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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을 보장받기 하여 재의 탁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탁형태의 운 이 생할 수 있는 문제 을 진단하고 탁운 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야하며 어떠한 권한을 주어야 할지에 하여 

정부는 아동권리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한 외부기 의 평가 실

시가 필요하다.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기능과 운 방식에 한 법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공식 인 지 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맨 사무국이 기능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 인력

과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아동정책개발 기

○ 약에서 정의하는 18세미만 아동 체를 포 하여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

진을 한 정책 개발하는 연구기 과 이러한 정책개발을 한 기 자료 수집을 

담당하는 기 이 부재한 상황이다. 

○ 재 아동 련 정책을 개발하는 국가기구로는 국책연구기 인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있다. 그러나 이들 국책연구기 이 아

동의 삶의 질과 아동권리수 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연구를 주도 으로 수행하

는 것은 쉽지 않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의 보건과 복지에만 을 두어 연구하고 있으며, 아동

을 담하는 연구 부서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정책 상의 연령

을 9-12세, 13-24세로 구분하여 연구를 실시하기 때문에 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모두 포 하지 못하고,  연구 상이 청소년에 치우쳐 있다. 육아정

책개발연구소의 경우에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으로 연구하는 기 으로 그 연구

상이 미취학아동에 국한돼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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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아동정책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연구기 과 반  아동의 삶과 지 (state)에 해 모

니터링하고 기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 아동 련 지표  정보를 확보하고 아동권리 황에 한 종합  보고가 가능하도록 연

구기 간의 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4. 유보조항 철회를 한 련 법률 검토

○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민법 개정에 따른 친양자제도는 진정한 의미의 입

양허가제라고 보기 어렵다. 2009년 입양 련법률이 으로 검토되어 입양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의 의무를 성문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나 개정안에 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약 제21조a의 유보, 즉 권한 있는 기 에 의한 입양허가, 입양 차에서의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터넷으로 입양할 아동을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헤이그 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앙국가기 으로 앙입양정보원이 수립되었으나 법

근거가 없다. 입양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도 담고 있었으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아 진 사항은 없다. 

○ 아동의 상소권 제한과 련하여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과 국가비상사태시의 혼란야기 문제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사항

∙ 약 제21조a의 유보철회와 헤이그 약 비 이 요구된다.

∙ 약 제40조2b(v)에 한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 

5. 아동기 투자를 한 산확보

○ 정부 체 산에서 아동 산이 차지하는 비 은 낮다. 우리나라 아동 1인당 복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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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산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이며 선진국의 

1/7~1/100 수 에  불과하다. 2008년도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약 8,800원이다(보건복지

부 아동복지사업 산에 국한 됨. 지방이양사업과 타부처 아동 련 산 포함하지 않

음). 아동  가족 상 지출은 공공사회지출 비 1.7%로 나타나 북유럽국가들과 비교

하면 1/10수 에 불과하며 경제개발 력기구(OECD)국가 에서 최 수 이다.

○ 지방자치단체간 아동 련 산의 차이가 커 이로 인한 불평등이 염려된다. 2005년

도부터 아동복지 련 사업 에서 9개 사업이(입양기  일부사업(입양기 지원), 가정

탁지원센터운  일부사업(지방가정 탁지원), 아동보호 문기  운  일부사업(지방

‧소규모아동보호 문기  지원), 아동시설 운  일부사업(아동복지시설 운 ), 가정

탁양육지원 체사업, 소년소녀가정지원 체사업, 아동 식지원 체사업, 결연기

운  체사업, 퇴소아동정착  체사업) 일부 혹은 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는데, 

이로 인해 지방재정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에 따라 동일한 욕구를 가진 아동

에게 상이한 양과 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는 힘들다. 를 들어 결식아동 식지원비

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권고사항

∙ 아동 련 산의 충분한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지역간 아동복지의 불평등이 이루어지

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홍보  교육의 확

○ 아동권리 인식을 증진하고자 하는 일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아동권리 당

사자인 아동 등 일반국민의 아동권리에 한 인식수 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 약에 해 들어본  있는 부모(양

육자)는 24.8%~39.1%이며, 아동은 14.2~22.6%로 낮았다. 

○ 아동권리교육이 일반 에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먼 , 민간 아동 련 

단체에 의한 아동권리교육이 주로 실행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이는 련기 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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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상에 포함되거나 그 지 않게 될 가능성에 따라 권리교육의 수강여부가 결정된

다는 것을 의미하며 아울러 교육내용과 상의 복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아동권리 교육에 한 국가의 심이 여 히 부족하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가 처음으로 아동권리교재를 개발하 으나 이의 보   교육실행 체제에 한 조치

가 구체 이지 않다. 한 학교교육과 아동권리교육의 연계도 부족하다. 학교교육과정

에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학교에서 아동을 상

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이 실행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권고사항

∙ 약에 한 인지도를 높이기 한 극 인 략을 모색해야 한다. 

    - 홍보  교육에 한 종합 이고 장기 인 로드맵 구축

    - 유엔아동권리 원회 지침에서 제시한 아동 문가 집단에 한 교육계획 수립 필요

∙ 아동권리교육 황에 한 기 조사를 우선 으로 시행해야 한다.

∙ 재 개발되어 있는 아동권리교육 로그램에 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재 

비정규 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권리교육의 정규화를 도모해야 한다.
 

제 2장 아동의 정의

○ 유엔아동권리 약에서 정의하는 아동의 개념은 ‘만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고「아

동복지법」도 ‘만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보호법」

과 「청소년의성보호에 한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청소년기

본법」과「청소년복지지원법」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민법」

은 ‘만 20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국내외 법규상 아동에 한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듯 아동 련 법령 등에 있어 연령의 첩과 락

으로 권리와 의무, 서비스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고 부처 간 업무 복이나 공백(아동

문연구기  부재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수집  통계 마련도 어렵다. 

장기 으로는 통합 이고 일 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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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법령에는 의사 청취 연령을 일률 으로 15세를 기 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의 

신체 ㆍ정신  발달 상태를 고려할 때 그 인정 연령이 매우 높고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행법에는 아동권리를 제 로 보장하지 못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법의 '

징계권', '거소지정권' 은 지나치게 친권의 권리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고, 후견인 임무 

행자 선임 규정  친권상실 규정에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하고 

있다. 친권자 사망 시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 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

원의 직권,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법원의 직권개입

의 실효성을 높이기 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고, 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한 사항이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법원의 직권개입이 가능하지만 이런 조항이 

실제로 용된 사례는 흔치 않다.

○ 헌법 34조에서는 사회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해야 하고, 인간다운 

생활의 실 을 하여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3, 4, 5조에서는 보다 구체 으로 여성,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의 복지향

상을 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아동의 복지향상 의무에 해서는 언

하고 있지 않다.  

권고사항

∙ 법령에서 연령설정의 기 이 아동권리 약의 4가지 원칙, 특히 비차별, 아동최선의 이

익,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 근거하도록 한다. 

∙ 아동 련 법령 등에 있어 연령의 첩과 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서비스 혜택

의 차이를 제거하고, 부처 간 업무 복이나 공백을 방지하며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

계를 마련하기 해 장기 으로 다양한 아동의 개념을 통합해야 한다.

∙ 연령과 성숙 정도에 따라 아동이 자신에게 향을 미치는 문제에 해 의사를 표시하

고, 이러한 의견을 사법 , 행정  결정에 반 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구체 으로 명시

하고, 세부 차에 한 사항에 한 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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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일반 원칙 

1. 통합과 조정

○ 유엔아동권리 원회는 일반원칙 이행과 련하여 정부에 “통합”과 “ 용”에 미흡

함을 지 하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여 히 비차별, 아동최선의이익, 생존․보호발

달,  참여 등의 일반원칙이 정부의 정치  결단, 행정체계, 사법체계, 사업개발, 복지

서비스 달 등 아동에게 향을 주는 정책결정  실천 과정에 연계, 통합, 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 아동 련 부처들이 산재해 있고 부서 내에서 조차 업무공조를 끌어

내기가 쉽지 않아, 효율성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력과 조정을 통해 시 지효과를 도

모하기 어렵다. 

2. 비 차별의 원칙

○ 국가보고서에서는 아동이 어떠한 차별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련법을 제‧개

정하 다고 언 하고 있으나 차별방지와 구제를 한 책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

다. 다문화 아동, 탈북아동, 이주노동자 자녀 등에 한 사회  차별은 심각하다. 

○ 한 외모와 체 , 나이, 학벌, 성 지향성 등에 따른 차별도 사회문제로 두되고 

있다. 외모와 체 은 아동들의 주요한 고민거리이며 외모로 인한 따돌림 문화 등이 문

제가 되고 있다. 학벌 시 풍조는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성 시 풍조를 낳아 많은 

아동들이 선행학습, 과외학습, 조기유학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풍조는 산층 이상 가

정의 아동들과 빈곤가정의 아동 간에 격차를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장애아동에 한 차별도 여 하다. 발달장애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로

부터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받거나, 과 학  해소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문제를 피해학생 심이 아닌 학교 심으로 풀기 때문에 계속 은폐되고 

있다. 한 장애인 차별 지법에는 장애인차별을 하지 말라는 원칙은 있으나, 국가

기 이나 단체기 이 없다.  



한국 NPO연  민간보고서 531

○ 청소년 미혼모들에 해 사회와 학교의 부정 인 시각이 존재하고 학습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 교육

기본법 제3조와 제4조, 유엔아동권리 약 7조 등에 규정되어 있듯이 학습권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인격완성을 해 필요한 학습을 할 고유의 권리로 기본 인 인권 에서

도 핵심 인 기본권이다. 

권고사항

∙ 차별방지조치의 효과성과 향을 수시로 검하고, 성별, 피부색, 종교, 국가, 연령, 장

애, 외모, 언어, 성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역에서의 합리 인 이유 없는 차별을 

지하기 해 포 이고 실질 인 법 , 제도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도권 교육 밖 아동들에 한 다양한 문화 ·제도  차별을 하기 해 극 인 책

마련이 필요하다. 

∙ 정부 부처간 상호 활동과 효과 인 의사소통의 증진을 한 연계망 형성이 요청된다.

∙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하다. 

3.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 ‘아동최선의 이익‘ 은 공공 는 민간기 , 법원, 행정당국, 그리고 입법기  등 모

든 기 에서 아동의 삶에 향을 주는 모든 정책입안  조치 과정에서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할 원칙이다.

○ 아동인권에 한 인식, 아동의 권리에 한 홍보  교육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을 지키는데 매우 제한된다. 아동최선의 이익은 아동자신의 의견

이 반 될 때 달성 가능한데, 아동의 존엄성을 존 하고, 의견을 경청하며, 결정에 반

하는 규범과 차가 으로 부족하다.

권고사항

∙ 교사, 경찰, 사회사업가, 보건의료인, 기타 련 공무원 등 아동의 삶에 직 인 향

을 주는 문기 의 구성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아동인권에 한 교육이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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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의 생명⦁생존  발달권  
○ 최근 고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청소년 자살이 

증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자살률이 가장 높아 근본 인 책마련이 시

하다. 교육과학기술부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생이 2009

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자살한 학생은 202명으로 

나타나, 2005년 135명, 2008년의 137명에 비해 47% 증하 다. 

○ 약당사국인 한국정부의 아동 생명존 에 한 의무는 신체 인 면에 제한되는 것

이 아니라 정신 , 도덕 , 사회  차원에서 아동의 완 하고 조화로운 발달의 보장까지

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동학 , 특히 가정불화, 이혼  는 경제 기로 인한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한 스트 스가 증폭되면서 어른들의 화풀이식 폭행 증, 일가족 동

반자살 (가족살인 행 ), 결식아동증가, 따돌림으로 인한 자살과 자퇴. 학교폭력,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등은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생존  발달은 하는 문제이다. 

○ 아동 상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그 정도가 심각, 성폭력 수 을 넘어 아동을 

유괴 살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아동의 생존‧발달을 보장하는 정부의 의무는 신

체 인 안  뿐 아니라, 정신 , 도덕 , 사회  안 을 담보한 조화로운 발달을 보장

하는 것이다. 

○ 가정의 역기능, 해체가정의 증, 경제 기로 인한 실직, 부도 등으로 인한 스트

스의 증폭과 분노조  미숙으로 아동학 , 아동방임, 성인  래집단 폭력과 집단 

괴롭힘 등이 아동청소년의 학업포기, 자퇴, 자살 등으로 이어져,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권고사항

∙ 아동의 생존‧발달원칙을 체계 , 실질 으로 보장하기 해서는 사 방과 사후 리 

책을 포 하는 국가행동계획을 토 로 구체 인 정책, 제도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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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 의사 존  원칙 

○ 아동참여의 원칙은 아동이 자신의 인생에 향을 미칠 한 결정에 해 알 권

리, 아동은 성장과 더불어 책임 있는 성년기에 한 비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

를 많이 가져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사회에 만연 한  아동에 한 

통 인 태도가 아동의사존 의원칙을 인식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반 으로 아

동은 가정, 학교  사회 내에서 통제나 보호의 상으로만 간주되어 왔고, 아동에게 

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있어서 조차 이들의 의견은 시되지 않았다. 

○ 개정 민법이 신설한 친양자 제도의 경우, 친양자 계 성립을 해서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삶의 한 향을 미치게 될 이 과정에서

도 아동의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권고사항

∙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증진  교육이 필요하다.

∙ 아동과 련된 정책과 로그램에 아동의 의견 존 의 원칙이 통합되어야 한다. 

∙ 연령, 성숙도를 고려하여, 아동이 자신과 련된 문제에 해 자유로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을 시하도록 아동을 직  하

는 종사자들을 교육‧훈련해야 한다. 

제4장 시민  권리와 자유

1. 국   신분에 한 권리

○ 과거 한민국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사례가 매우 많았다. 입양아들의 부분은 

본인의 의사와 계없이 양부모의 국 을 부여받고 한민국 국 을 상실하 다. 이들

 일부는 성인이 된 후 한국을 찾아 한국인으로서의 활동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 국 을 회복하려면 입양된 국가의 국 을 포기하여야 하 으므로 실 으로 이

러한 선택도 쉽지 않았다. 그동안 이들에게는 본인의 의사와 계없이 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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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실한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 국 을 인정하라는 요구가 높았었다. 마침내 

2010년 5월 국 법이 개정되어 해외입양자의 경우 한국국 을 회복하여도 입양국 국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동의 국 권이 보호된 정 인 변화 다(국

법 제10조 2항 3호). 

○ 약 제7조 1항은 아동에게 자신의 부모, 즉 자신의 통을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

다. 한국에서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님을 확인하기 해서는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제소는 부 는 모만 제기할 

수 있고(민법 제847조), 자녀에게는 제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정

확한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유사한 제도가 과거 독일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정을 받은 바 있었다.  

권고사항

∙ 아동 역시 친부모의 확인을 해서는 민법상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도록 련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2. 표   집회의 자유

○ 아동권리 원회는 2003년 한국 정부의 제2차 국가보고서의 심의에 따른 권고에서 

학생들의 표 과 결사의 자유에 한 엄격한 통제에 하여 우려를 표하 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교육의 장에서는 아동의 표 의 자유의 보장에 한 인식이 매우 조

한 실정이다. 2008년 한 등학교 교사가 해임처분을 당하자, 다음 날 수업 개시  일

부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그 교사를 옹호하는 종이피켓 시 를 하 다. 학생들의 시

를 인하여 수업이 방해되거나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교장과 다른 

교사들이 학생들의 피켓을 빼앗아 찢어 버렸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 원회에 진정되어 

인권침해로 정을 받았으나, 아동의 표 의 자유에 한 성인들의 조한 인식을 보

여주는 상징  사건이기도 하다. 

○ 아동권리 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수의 등학교 교칙은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지하고 있다. 실 정치의 부작용이 교육 장을 오염시키는 것도 경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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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지만, 아동의 정치  의사의 발 도 표 의 자유의 일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정치활동의 자유는 모든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연령에 합당하게 보장되

어야 한다. 아동 역시 어린 시 부터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참여

를 통하여도 자기성장을 하므로 그 자체 법한 정치활동이 아닌 한 아동이라 하여 

방과후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까지 포 으로 지되어서는 아니된다. 

○ 교육기본법 제5조는 “교직원‧학생‧학부모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 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교육법 제31조는 학교운

원회의 구성을 “교원 표‧학부모 표  지역사회 인사”로만 한정하고, 학생은 

배제시키고 있다. 이에 학생들에게는 학생생활과 련된 사항에 하여 자신들의 의견

을 달할 통로가 제 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이와 련하여 2010년 10월 5일 공포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의사표

의 자유를 보장하고(제16조),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과 학교 운  그리고 교육청

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 등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 (제17

조 내지 제20조)은 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결정이지만 정 인 발 이다. 

권고사항

∙ 아동권리 원회의 2003년 권고와 같이 아동이 학교 내외에서의 정책결정과정과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표 과 결사의 자유를 완 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의 지침과 학

교운 규칙 등이 개정되어야 한다.

3. 종교의 자유

○ 한국에서 학교와 고등학교의 진학방법은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학생의 거주지

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배정되는 경우가 심을 이룬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선택의 폭

이 약간씩 늘어난 것도 사실이나, 완 한 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로 인하

여 특정 종교재단이 운 하는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의 경우 원하지 않는 종교교

육이나 종교행사에의 참여를 사실상 강요당하게 된다. 교육 당국은 원하는 않는 학생

들에게는 체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라는 방침이나, 장에서는 제 로 실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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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학생이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자신이 원하

는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 하기도 어렵다. 선교를 창학이념의 하나로 하는 사립

학교의 경우 극 인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에 하여 불만을 갖고 있다. 

권고사항

∙ 종교의 자유에 한 아동의 권리는 교육 장에서 최 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운 되어야 한다. 

4. 사생활의 보호

○ 한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생활의 역에 한 규제가 심하다. 학생들의 표

인 불만사항은 두발 규제이다. 국가인권 원회는 2005년 두발의 자유는 학생의 기본

 권리이므로 이에 한 제한과 단속은 교육의 목 상 필요 최소한의 범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한 조치를 취하라고 교육 당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장에서의 변화는 

매우 느리다. 2007년 국가청소년 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생활규제를 당한 사항은 두발(80%)로서, 11%의 학생은 강제로 두발을 잘린 

경험이 있었다. 어떤 형태의 두발을 할 것인가는 각 개인의 인격과 개성의 표 이다. 

두발의 형태로 인하여 타인의 자유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같

은 학교 학생이라고 하여 획일 인 두발형태를 강제할 수는 물론 없다. 특히 본인에 

의사에 반한 두발 자르기는 해당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한 침해이며, 인격  모멸감

을 주는 인격권 침해행 다. 

○ 학교 장에는 생활지도와 안 을 명목으로 학생들의 개인 소지품 검사가 실시된

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특히 휴 화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교사가 이를 일시 

압수하거나 통화내역을 열람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교사들은 이러한 행 가 학생들

의 생활지도를 하여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의 입장에는 

사생활의 침해라며 불만이 많다. 학교생활이라 하여도 소지품 검사는 타인의 안 이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하여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 하에

서만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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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아동들의 사생활 보호와 한 성인들의 이해도가 반 으로 낮은 편이

다. 그로 인하여 때로는 선의에 의한 아동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 련하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은 복장과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

의 개성을 실 할 권리를 보장하고(제11조), 안 을 하여 긴 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

면 학생의 동의없는 소지품 검사의 지를 규정한 것(제12조)은 정 인 발 이다. 

권고사항

∙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는 타인의 안 이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하여 불가피한 경

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  내에서만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생활규정 등이 개정

되어야 한다. 한 이에 한 교원의 인식개선을 하여 직무연수과정 등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고문  비인도  처우의 지 - 체벌문제

○ 아동권리 원회는 지난 두 차례의 한국의 국가보고서 심의시마다 체벌은 아동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지시킬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

나 아직도 한국의 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

벌을 용인하고 있다. 법원 2004.6.10 선고, 2001도5380 결과 헌법재 소 2006.7.27 

선고, 2005헌마1189 결정은 모두 체벌 자체를 완 히 지하지 않았다. 

○ 그간 교육 장에서는 교사들에 의한 범 한 학생 체벌이 실시되고 있었다. 2007

년 한국자치연 와 건강사회를 한 보건교육연구회에서 국의 고등학교 학생 

1,248명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5%가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

고 답하 다. 국가인권 원회의 의뢰로 2008년 수행된 조사에 따르면 등학교 운동

선수의 경우 78.8%가 폭력을 경험하 고, 그  약 25%는 1주일에 1-2회, 5%는 매일 

폭력을 경험한다고 하 다. 63.8%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 고, 그 내용으로는 언어  

성희롱이 58.5%, 강제추행이 25.4%, 강간 1%, 성 계 요구 1.5% 다고 한다. 체벌의 

가해자에 하여는 징계나 처벌이 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2003년 이후 5년간 

하 심 법원에서 체벌 사례가 심리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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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벌에 하여는 재 정 인 변화가 실 되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

교 체벌을 지하 고(제6조), 서울시 교육청 역시 체벌 폐지 정책을 공식화하 다. 교

육과학기술부 역시 2010년 8월 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7항의 개정안을 검토 인

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은 “신체를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벌”은 완 히 지

할 것을 시안으로 제시하 다. 다만 교육 장에서의 체벌을 완 히 근 하기 해서는 

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 등 이를 법령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운동선수와 

같이 합숙소 생활 등 특수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의 경우 체벌방지에 

한 특별한 감시와 책이 요망된다. 

○ 학생들간의 폭력을 방하고 사건 발생시 합리 인 처리를 하는 것 역시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긴요한 과제이다. 학교폭력피해에 한 2007년의 한 조사

에 따르면 42.2%의 아동이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16.2%의 아

동이 폭력의 피해경험을 갖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국가청소년 원회의 조사에서는 

30.3%의 아동이 학교 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다. 학교폭력으로의 노출연

령이 차 낮아지고 있으며, 그 형태도 조직화‧집단화 하고 있어 심각성이 크다. 

권고사항

∙ 학교 장에서의 체벌을 지하도록 등교육법 시행령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학생간의 학교폭력의 방지를 하여 실효성 있는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5장 가정환경  안양육

1. 빈곤가정 아동보호를 한 사회  안 망

○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별 발달욕구와 양육환경에 한 

국 인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바 있다. 이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7.8%

가 최 생계비 미만의 빈곤층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한 빈곤가정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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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7.3%만이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9세에서 11세 아동의 경우 체의 약1/3

이 방과 후 방치의 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가족부가 펴낸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에 의하면 총 15,887천가구의 8.6%

가 한부모(모자  부자가구) 가구로서 주로 사별, 별거,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한

부모 가정이 됨을 볼 수 있다. 한 보건복지부의 2009년 가정 탁보호아동 황을 보

면 10,947명의 아동이 부모이혼 는 부모일방의 가출 등에 의하여 (외)조부모의 보호

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조손가정의 양육책임자는 고령으로, 한부모 가정은 혼자 

생계비를 벌기 하여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동지도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

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의 아동은 학 나 방임, 유괴 는 아동성폭행의 상이 될 가

능성이 높다. 

○ 빈곤가정 아동들은 빈곤에 의한 가정불화나 가정 탄에 의해서 부정 인 향을 

받기가 쉽다. 이러한 아이들은 래에 의한 괴롭힘, 학 나 방임을 당하기 쉽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고 비행청소년으로 자라게 된다.  

권고사항

∙ 방과 후 돌  서비스, 방학  식지원을 개선하는 등 취약계층 아동을 한 복지서비

스를 확 하여야 한다.

∙ 빈곤감소를 한 력의 틀 안에서 명확하고 일 성 있으며 가족정책을 포함한 사회  

안 망을 확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더불어서 사회  안정망의 혜택을 확실하게 

 수 있는 효과 인 략들을 세워야 한다.

∙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를 질 으로, 양 으로 개선하기 해서 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 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응하면서 아동양육비 경감에 부응하도록 아동양육수당의 도

입을 극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가족재결합

○ 아동이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법  근거는 ｢민법｣과 ｢아동복지법｣이다.  ｢민법｣ 규

정은 부 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한 비행이 있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친권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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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제한 는 가족재결합을 한 친권의 회복 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법

｣ 제12조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조항 역시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할 

때 지자체 장이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 인 차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 으로 용한 

사례가 거의 없는 사문화된 법조항에 불과하다. 

○ 학 가 발생하는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할 때는 ｢아동복지법｣ 제27조 응 조치 

조항에 의하여 3일이내의 일시 격리보호가 가능하다. 그 이후 가정 탁, 시설보호, 치

료기 으로의 입원 등이 필요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보호조치에 의해서 시･

도지사, 시･군･구청장의 임을 받은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의 행정 인 차에 의해서 

분리보호하게 된다. 

○ 유엔아동권리 약 이행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아동보호조치는 아동최선의 이익에 우

선 되어야 하고, 자격이 있는 당국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  

차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한다. 한 약 제25조는 아동의 보호조치에 해 정기

인 심사를 체계 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동분리보호가 

주로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해서 법원의 구속을 받지 않고 결정되므로 가해부모가 

시설이나 탁가정에서 분리보호 인 자녀의 귀가를 요구할 때에 이에 응하기 힘들

다. 한 일단 장기시설로 입소되거나 가정 탁 보호된 아동은 18세가 될 때까지 장기

으로 시설이나 탁가정에서 보호되고, 가족재결합을 한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권고사항

∙ 아동의 분리보호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해 필요하다고 단될 때에 사법  심사의 

구속을 받는, 자격이 있는 당국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 부모가 자녀를 학 하거나 방임하는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아동격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분리 보호되어 일시 는 장기보호 인 아동은 그 처우에 해 정기 인 심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자격이 있는 당국이 부모의 행동이나 생활환경이 변화되어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다고 

단할 때에는 부모의 친권과 양육권을 회복하는 사법 인 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

고 친권의 회복은 아동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 NPO연  민간보고서 541

3. 안양육

○ 주로 미혼모(부)에 의한 유기, 부모 이혼과 학  등에 의하여 아이들은 안양육환

경에 보내어 진다. 2009년 말 재 17,586명의 아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16,608명은 

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으며, 그 수는 우리나라 아동인구의 약 0.3%를 차지한다. 그

러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체 인 안양육환경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의 실

태를 악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다.  

○ 2003년부터 16개 시･도에 17개소의 가정 탁지원센터를 국 으로 설치하 다. 

그리고 2005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앙  지역가정 탁지원센터의 설치와 그 

업무를 규정하는 법  근거를 마련하 다. 앙가정 탁지원센터의 2009년도 황

악에 의하면 3년 이상 가정 탁으로 보호되는 아동이 567명(53.8%)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연락을 두 한 경우 추

할 수 있는 제도가 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서 가정 탁지원센터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지원과 인력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 

○ 아동양육에 있어서 더욱 정 인 결과를 가져오리라 기 되는 가정다운 환경에서

의 양육을 도모하고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도입되었고 2004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도 심사에 의하여 기본생계비를 지

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부양의무자가 학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격리

보호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수 자 지원기 에 

미달됨을 증명하지 못하면 수 자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입소사유나 

부양의무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친권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입소하면서 수 자 지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무차별의 원칙에 어

난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안양육시설은 매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각 

지자체는 보호시설에 해 정기 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서 국가인권 원회

는 2005년에 개발된 아동권리지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평가는 시설의 운 황에 한 것이고 개별 아동의 처우와 양육에 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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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권고사항

∙ 모든 공 , 사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양육과 처우에 해 체계

이고 정기 인 심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 안양육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고 사회통합을 잘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체계와 제도를 확립하여야 하며, 가족에 한 지원 한 포함되어야 한다. 

∙ 탁가정에 한 재정 인 지원을 높이고 안양육 환경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취약

한 가족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리고 그들의 기

술과 능력을 함양하여야 한다. 

4. 학 , 유기  신체 , 심리  회복과 사회복귀

○ 2000년 7월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  신고를 수하고 조사하기 

하여  2000년 10월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학 방센터(  아동보호 문기 )가 

설치되었고, 그 이후 국 으로 45개소로 확 되었다. 앙아동보호 문기 에서는 

국 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학 와 방임 가해자와 피해자에 한 성별, 연령별 

등 통계수집체계를 마련하 다. 앙아동보호 문기 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자료를 토 로 매년 국아동학 황보고서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발간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보호 문기 은 여 히 넓은 지역을 할하고 있어서 

피해아동에 한 서비스 제공이 쉽지 않고, 인식증진을 한 캠페인이나 아동학 방

교육을 체계 으로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아동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당 0.55건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보고할 의무

를 게을리 하는 신고의무자에 해 처벌하지 못하며, 국민들은 여 히 가정 내에서 발

생하는 방임과 학 를 신고하는 것을 주 하기 때문이다. 

○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과 하는 사람들은 아동학 와 방임을 신고하여

야 한다. 그러나 매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3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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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국아동학 황보고서를 보면, 학 와 방임으로 신고 수된 9,309건 

에서 12.2%가 재신고 사례 다. 재신고 사례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 가

해부모에 하여 그 학 성향을 개선하기 한 가사사건으로서의 의무 인 상담수강, 

친권의 일시  제한과 회복, 그리고 필요 시 친권의 박탈, 는 서비스 명령을 이행하

지 않는 가해부모의 처벌을 하여 형사사건으로 환하는 등 탄력  응이 가능한 

사법 인 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권고사항

∙ 아동보호 문기 이 학 와 방임사례를 효과 으로 신고 수, 모니터링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벌이 필요한 사례는 아동친화

인 방법으로 기소할 수 있는 사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 피해아동과 가해부모를 모두 하게 지원할 수 있는 국 인 응체계를 확립하여

야 한다. 재 과정에 있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확립하기 하여 피해아동을 한 국선변

호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모든 폭력 피해자들이 회복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입양

  1) 입양허가제

○ 민법상의 국내입양은 당국의 허가 는 민법에 의한 정당한 기 의 개입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와 같은 입양은 아동 이익 우선 는 아동의 견해를 반드시 고려

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상의 국내입양은 입양의 동기와 입양가정의 환경에 한 조사

를 요구하지 않는다. 부가하여 국내입양의 비율이 여 히 매우 낮다, 

○ 실종아동의보호 지원법률 제 7조에 의해 개인이 입양을 하거나 는 미등록시설

에서의 아동 보호를 지하고 있다. 한 개인 혹은 기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아를 

보호할 경우 최  5년까지의 구  선고 는 3천만원의 벌 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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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입양은 용 가능한 법과 차에 따라 모든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한 재 을 포함하여 정당한 기 에 의해서만 허가되어야 한다. 훈련받은 사회복지사와 재

이 소송 차에 개입되어야 한다.

∙ 입양 차에 있어서 아동 이익 우선은 가장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비 이 주어져야 한다.  

∙ 아동보호와 국가 간 입양에 한 력에 한 헤이그 약은 비 되어야 한다. 

제6장 기 보건  복지

1. 보건서비스

  1) 흡연

○ 청소년흡연율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아동 흡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

다. 2009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9년 재 

흡연 인 일반청소년 비율은 8.2%로 2008년 10.8%에 비해 다소 감소하 다. 기청

소년의 재 흡연율은 55.4%로 일반청소년 보다 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상습 흡연 청소년의 비율도 높다. 2009년도 질병 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매일 흡연율은 2005년 3.9%에서 지난해 6.7%로 1.7배가량 상

승하 다. 2006년 5.3%, 2007년 5.9%, 2008년 6.5%로 해마다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한 하루에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의 비율 역시 상승하여, 

최근 한 달 동안 흡연을 한 학생은 2008년의 13.1%에서 2009년의 17.3%로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 최 흡연시작연령은 일반청소년은 13.8세, 기청소년은 13.5% 으며, 흡연동기는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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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주

○ 아동·청소년의 음주문제도 심각하다. 2009년 '청소년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

면 일반청소년의 음주경험율이 55.8%에 이르고 있고, 최 음주시작연령은 평균 13.7세

로 나타났다.  

○ 특히 기청소년의 음주율이 매우 높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87.6%에 이르고 있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음주율이 남자청소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차 모성

건강에 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고 험음주자(월 1회 이상, 소주 1병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2005년 29.7%에서 2007년 31.5%, 2009년 33%로 상승하 다.  

3) 인터넷 독

○ 인터넷과 게임의 과다이용에 따른 독 상이 심각한 수 이다. 2009년 인터넷 독

실태조사결과(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청소년의 2.6%(약 19만 명)정도가 치료가 

필요한 고 험군, 10.2%(약 75만 명)가 상담이 필요한 잠재  험군으로 추정되고 있

다.  

한 인터넷 독자 191만3000명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93만8000명(49%)에 달해 인터

넷 독자의 반 가까이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터넷 독률은 

2008년 13.3%에서 2009년 12.8%로 1.5%포인트(p) 하락했으나, 청소년 고 험 사용자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2.6%로 0.3%p 증가했다. 더구나 이  등학생 고 험 사용자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독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인터넷사용연령이 차 낮아져 등학생의 인터넷 독율이 상승하고 있고, 소득 

맞벌이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독율은 체아동의 독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시 한 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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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신건강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도 심각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의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

에 따르면 체의 44.1%가 스트 스를 느끼고 있고, 19.1% 자살을 생각해 본 이 있

고 4.8%가 자살을 시도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들의 정신건강지표가 남학

생들 보다 더 좋지 않았는데, 남학생들 보다 여학생들이 평상시 스트 스를 더 많이 

느 고, 일상생활에 향이 있을 정도로 우울감을 경험하 다. 자살생각율  자살시

도율 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높았다. 

○ 우울감경험율은 2005년 30.1%에서 2009년 39.1%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

험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2005년 22.9%에서 19.1%

로, 자살을 실행에 옮긴 비율은 2005년 4.7%에서 2009년에는 4.8%로 증가하 다. 

  5) 비만 

○ 2009 ‘아동청소년백서’에 의하면 아동비만율도 증가하여, 1997년 5.8%에서 2008년 

9.6%로 늘어났다. 2008년 남학생의 비만율은 12.8%, 여학생의 비만율은 6%로 남학생

의 비만율은 여학생의 2배 다. 건강보호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아동은 2009년 15

만4천109명의 아동이 고 압 등 성인병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고지 증 환자는 

2008년에 비해 2배의 상승률을 보 다.

  6) 정부 책평가

○ 정부는 흡연  유해약물 독 방을 하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

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상으로 한 효과 인 로그램

은 운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신과 문의가 도시지역에 편 되어 

문 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문제의 조기발견  방조치가 미흡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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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문병원은 주로 형병원 부속기 으로 건립되고 있는데, 근성이 문제가 되

고 있다. 소병원은 아동에 한 응 조치를 할 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 시 을 요

하는 수술이나 처치를 받아야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진료권별로 기존의 아동

문의료기 을 아동 문병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한 재정  지원을 할 필요

가 있다.

권고사항

∙ 아동의 흡연, 음주, 정신건강문제에 하여 정부차원의 종합 인 특별 책을 수립해야 한다. 

∙ 아동청소년 건강보호  증진을 하여 민  합동의 범국민 인 추진체가 필요하다. 이 

추진체에는 정부기 은 물론 학교,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2. 장애아동

  1) 반  복지실태

○ 장애아동은 아동인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  약자의 치에 있다. 국가복지정책

의 최우선 상이 되어야 하나 실은 그 지 못하다.  장애아동은 일반아동 심의 아

동복지법과 성인기장애인 심의 장애인복지법 사이에 끼어 소외되어 있다.

○ 재의 장애아동복지환경을 살펴보면 장애아동수당지원, 의료비지원, 보육료지원, 

교육비지원, 재활보조기구지원, 활동보조지원, 재활치료서비스지원, 장애인가족양육지

원 등이 있으나 보육지원을 제외하고는 빈곤층에 한정되어 있다.  

○ 재활서비스의 경우 2010년에 상자 소득기 은 없어졌으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는 보건복지부의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로는 이용할 수 없고 치료사의 자격 리와 치

료실에 한 리감독도 미흡한 실정이다. 

○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의 품목도 18% 정도에 불과하고 고가의 

재활보조기구 구입시 가족들은 큰 경제  부담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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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서비스 기 과의 연계와 력 부족 등 장애아동복지 달체계가 잘 갖추어

지지 않았다. 

2) 장애아보육

○ 유치원이 장애아동 4명당 1명의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 비해 보육시설

은 9명 당 1명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 보육시설에 다니는 장애아동 1만 5천 명  30% 이상이 장애아동특수교사는 고사

하고 장애아동 담교사도 없는 보육시설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권고사항

∙ 장애아동에 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총 하는 독립된 법체계(가칭 ‘장애아동보건복지지

원에 한 법률’ 제정)를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아동의 복지수 이 일정궤도에 오를 때까지 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장애아동복지

원 원회를 설치 운 할 필요가 있다. 

∙ 장애아동 담교사 배치기  확  등 장애아동에 한 지원정책을 종합 으로 강화하여

야 하고 이를 추진할 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  보건복지 산

  1) 사회복지지출

○ 한국의 복지지출은 2009년 기 으로 GDP 비 11%로서 OECD 회원국  멕시코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치의 반수 이다. 아동복지 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 0.27%로 평균치인 2.3%의 47분의 1수 이다. 

○ OECD Social Expenditure 자료에 의하면 아동수당, 출산·육아수당, 빈곤가정 

지   기타 비용을 포함한 한국의 아동 1인당 복지비 지출은 40불로서, 스웨덴의 

3,931불, 랑스의 2,161불, 독일의 1,707불, 국의 913불과 비교하여 크게 못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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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복지 산

○ 보건복지부 산은 지난 5년간 1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부분 기 생

활보장과 의료 여, 건강보험재정지원에 집 되어 있다. 보육사업 산은 크게 증가하

으나, 이를 제외한 아동 산은 미흡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 아동복지 산은 정부 체 산의 0.09%를 차지하며 이는 차 감소하고 

있는 아동인구의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수 이다. 

  3) 제도  정부조직

○ 재 아동복지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아동을 맡고 청소년복지는 여성가족부가 맡

아 어느 한 기 에 의해 독자 으로 제공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범 가 겹치므로 업무추진에 있어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부처간의 긴 한 력과 조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행 아동복지법은 취약계층아동보호와 아동복지시설 심으로 되어 있어 보편성

이 부족하고, 아동복지에 한 개별 인 법률들을 총 하는 법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권고사항

∙ 청소년기본법(9-24세)과 아동복지법(18세 미만)의 법  상을 겹치지 않게 구분, 혹은 

통합하되 부처 간의 연계와 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아동복지에 한정된 행 아동복지법을 면 개정하여 아동의 보건, 복지와 안 , 인권

들을 포 하는 법률인 가칭 ‘아동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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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교육, 여가, 문화  활동

1. 사교육비 지출

○ 사교육비가 더욱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교육 과정은 학 입학에

만 주로 집 되어 있다. 학입학에 있어 고등학교 성 과 수능시험 성 에 여 히 높

은 비 이 주어진다. 비록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해 8차 교육과정에서 수능시험 

과목을 일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오히려 주요과목(국어, 어, 수학)에 한 요도가 

높아졌다. 

○ 방과후 로그램 한 사교육비 증가에 향을 미친다. 정부는 소득층 가정 아동

들을 한 로그램을 시작하 다. 그러나 학입학시헙을 한 주요과목에 한 과외

로서 강제로 시행되어 왔으며, 결과 으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육방송의 교육 로그램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교육비

는 근본 인 변화 없이는 차 증가될 것이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모두 부모들의 무

거운 짐이 될 것이다. 소득계층 가정 아동들은 학입학을 한 격렬한 경쟁에서 실

패할 가능성이 높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입학사정 제도를 신설하고 창의  인재 개발을 한 다양

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단 로 자발 인 학생 참여가 시도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다. 그러나  입학사정 제도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언

한 ‘자기주도학습’ 목표 달성에 있어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 제도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며 다만 국 수 과목의 비 만 달라졌을 뿐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발  보

다는 수동 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 으로 아동 성장발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2. 교육의 목 과 아동의 놀 권리

○ 교육기술과학부가 최근 입학사정 제도를 신설하고 창의  인재 개발을 한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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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 시도 교육청 단 로 자발 인 학생 참여가 시도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 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의 목 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제 

7차 교육과정은 자기주도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주도 단 제도이어서 

자기주도학습에 한계가 있으며, 국 수 과목의 비 만 달라졌을 뿐 학생들이 자발 으

로 선택하기 보다는 수동 인 학습 참여의 경향이 있다. 결과 으로 아동 성장발달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권고사항

∙ 학입학을 한 과도한 경쟁으로 한 사교육비의 증가에 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 건 한 발달을 해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기 한 가능한 조

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제8장 특별보호조치

1. 소수 아동

  1) 다문화가정 아동

○ 2009년 재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이민자는 167,090명, 그 자녀수는 

103,484명이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 결혼이민자 154,000명을 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이들  60%가 도시가구 평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 

○ 행정안 부 주민등록 통계와 비교한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률은 등 82.6%, 학교 

82.9%, 고교 69.2% 등으로, 체 다문화가정 학령인구  19.4%가 정규교육을 받지 못

하고 있다. 

○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  문제도 심각한 수 이다. 다문화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학

를 받고 보호조치된 아동은 체 5,686건  3%인 181건으로 조사 고, 아동인구 

1,000명당 학 피해아동 보호율은 체 평균인 0.55%보다 3배 이상 높은 1.72%로 나

타났다. 2009년 학 로부터 보호 받은 아동 5,685명  다시 학 를 받은 아동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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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8.7%보다 늘어난 10.2%에 이르 다. 다문화가정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유기되는 

아동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2) 이주아동

○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재 이주아동은 총 69,987명이고, 이  미등록 이주아동

은 8,259명으로 추계되나 조사과정의 한계로 인해 수치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정책수

립 이 에 황 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 이주아동들은 특히 교육권  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교육의 경우 행법(교육

기본법, 등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기간이 등․ 학교로 되어 있어 고등학교 

학년의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이 어렵고, 등․ 학교의 경우에도 학  입학이 학

교장 재량으로 결정되며 학력인정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다. 이주아동들의 재학률은 

매우 낮은 수 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의하면 2008년 재학 인 이주노동자 자녀는 

1,402명이다. 특히 재학 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148명에 불과하다.

○ 시민사회는 2009년 4월 이주아동권리보장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 에 있다. 이 법은 미등록 노동자 자녀, 난민 신청자 자녀 등 모든 이주

민의 자녀를 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 이상의 교육, 이주아동에 한 정체성 교육

을 포함한 교육권, 특별체류허가와 이주아동에 한 강제퇴거 유 , 보육지원 등을 내

용으로 하는 등 정책 ․사회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해 련 부처들은 

국내 아동에 한 역차별의 우려를 제기하며 소극 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권리주체

로서의 아동의 교육  의료권, 복지권에 해서 낮은 인식 수 을 드러내고 있다. 

  3) 난민아동

○ 재 국내에는 약 50명의 난민아동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70-80%가 유아기 

아동들이다. 

○ 신분(국 ), 의료  교육문제가 난민아동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이다. 한민국은 

국 취득 방법으로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한민국 국 을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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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계법상 부모의 국 을 따라야 하나, 공식 으로 본국의 사 의 확인을 

받기 힘들다. 난민의 특성 상 출생증명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기

본 인 교육, 복지 서비스 수혜와 가족재결합 문제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 

○ 난민으로 인정받는 경우 부분 취학은 가능하나 졸업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며 그 

외에도 왕따, 괴롭힘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국가인권 원회의 ‘2008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 조사’에 따르면 난민과 난민신청자

의 35% 이상이 의료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년 난민신청자와 체류외국인을 

한 의료비가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산 집행율은 20%에도 못 미치고 산집행에 

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아동은 감기나 가벼운 질병도 건강에 이 될 

수 있다.

○ 난민을 직  하는 실무자들을 상으로 하는 난민교육이 법무연수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난민의 처우에 한 별도의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권고사항

∙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이들 아동에 한 문제는 국가가 얼마나 아동문제를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근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므로, 시혜의 상으로서가 아니라 헌법과 

유엔아동권리 약에 의해 국내 아동과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상이라는 것에 한 

범 한 인식증진이 필요하다.   

∙ 교육권, 의료권 등 기본 인 권리 보장을 한 법 , 제도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2. 경제  착취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8월 기 으로 만15

세~19세 아동  329,4000명 일하는 아동은 21,3000명으로 체의 6.5%를 차지한다. 

일하는 아동의 숫자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유흥비 마련이 주목 으로 알려진 것

과는 달리 아르바이트 하는 아동의 18.8%가 생계비  학비를 벌기 한 생계형 아르

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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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 이상 일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7%로, 방학기간 뿐 아니라 학기 에도 

상시 으로 일을 하고 있다. 통상 으로 아동은 단기,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알

려진 바와는 달리 특히 1년을 과하여 계속 노동하고 있는 경우가 9.8%로 나타났다. 

한 약 64%가 최 임 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성인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인 것에 비하여, 아동의 

1일 법정근로시간은 성인근로자보다 1시간 은데도, 주 단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

으로 동일하다. 이는 아동의 1일 법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볼 때, 1주 40시간 근로는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 아동에 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헌법에도 어

난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2009)에 의하면 44.3%가 하루 평균 6시간 이

상 일을 하고, 62%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다고 응답하 으며, 행법상 아동에게 

지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터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83.6%의 아동  15%는 사업장에서 는 것 에서 유

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먹거나 팔고 남은 재고 에서 골라 먹는다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한 일하는 아동들은 여러 가지 폭력  요소들에도 노출되어 있다. 체 응답자의 

53.9%는 제 로 된 보호 장구 없이 뜨겁고 험한 작업을 한다고 하 고 근무  사

고를 당한 경험률은 23.95%에 달하 으나 43%의 아동은 사고를 당한 후 특별한 치료

를 받지 못하 다. 폭언․폭행․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해서는 언어폭력이 235명으

로 가장 많은 수가 응답하 고, 성희롱 29명, 물리  폭력 46명이 응답하 다. 그러나 

성희롱 방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후구제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업주 책임으로만 

되어 있는 성희롱 방교육은 실효 인 방 책으로서는 미흡하다. 

○ 검 시 성희롱․산업재해․사회보험 가입 등의 사항은 검 상이 되지 않는 등, 

실질 으로 필요한 검 상은 상당부분 락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매년 

2회에 걸쳐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검하고 있지만 80%에 가까운 사업장이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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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 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 다.

권고사항

∙ 최  임  보장, 법정근로시간 수, 사업장 안  확보, 각종 폭력 방 등 아동의 권리

를 보장하기 한 근로감독 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아동 고용 사업주를 상으로 노동부가 노동법령 교육  성희롱 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 사  방  근로감독행정  효과  사후구제책을 마련하고 근로기 법을 반하는 

아동 고용 사업장에 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근로감독과정에서 아동을 직  조사하지 않고 사업주를 상으로 실태 악이 이루어지

므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와 실제 상황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감독의 

상과 방식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3. 성  착취

  1) 아동 상 성폭력 황

○ 아동 상 성폭력 범죄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아동

상 성폭력 범죄는 2006년 5,159건에서 2009년 6,782건으로 증가하 다. 2010년 7월 6일

자 최 희의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10% 정도에 불과

하다. 이 을 감안하면 실제 성폭력 사건은 5만 건을 상회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조사기  마다 그 수치가 상이하여 정확한 통계의 확보가 어렵고 가해자와 피해

자에 한 상세정보 근이 용이하지 않다. 

○ 경찰청이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국 18곳의 원스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

은 성폭력 피해자 1,129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반가량이 낮 시

간 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가 가

장 컸고 약 30%의 아동들이 2회 이상 반복 안 성폭력을 당했으며, 발생 장소를 보면 

가장 안 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자택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유아의 

26.6%와 등학생의 23.1%). 모든 연령 의 최  가해자는 낯선 사람이지만, 피해자 

연령이 낮을수록 이웃이나 친인척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 연령을 보면 성

인이 79.7%로 압도 으로 많았지만, 고등학생과 학생 비율이 각각 7.5%, 4.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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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

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 새 약 2배 증가하 다.

○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비율이 증하여 2001년 53.3%에서 2007년 91.3%로 증가

하 으며, 자퇴․퇴학․가출 등으로 학교와 집을 벗어난 경우 성매매에 빠지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의 향도 커, 음란물의 모방범죄나 음란물 시청 후 범

죄를 지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필터링 소 트웨어 평가사인 톱텐

리뷰에 따르면 2006년 한국의 1인당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소비는 약 527달러로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수 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뿐 아니라 TV 등의 매체를 통한 음란

물 근이 용이해지고 있고, 선정성과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 원회

의 음란(선정) 정보 심의  시정요구 황에 따르면, 2007년 73,995건을 심의하여 시

정요구는 35,163건, 2009년에는 6,809건 심의하여 시정요구는 5,057건으로 감소하고 있

다. 성폭력 방을 해서는 음란물에 한 철 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요구된다. 

○ 최근 연 인으로 활동 이거나 연 인을 지망하는 아동에 한 성보호 문제가 이

슈화 되고 있다. 만 9~24세 아동 연 인  연 인 지망생 103명(남성 53명, 여성 50

명)을 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연 인 성보호ㆍ근로권ㆍ학습권 실태분석' 조사 결과, 

여자아동의 60%가 노출을 강요당한 이 있었고, 10명  1명 이상이 성형수술을 권

유받거나 특정 신체 부 의 노출을 강요당하는 등 성  상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56.1%가 다이어트를, 14.6%가 성형수술을 각각 권유받은 이 있었다.

○ 운동선수들에 한 폭력과 학습권 침해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한체육회와 서울

가 공동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특히 등학생 운동선수 100명 가운데 3명

은 역시 최근 1년 사이에 성추행이나 강간을 당한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처벌규정  제도

○ 정확한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방과 응, 사후 리를 포 하는 목표와 이행계획, 

성과지표 등을 규정한 장기  의 국가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성매매방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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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책, 청소년유해환경종합 책 등은 이러한 의미의 국가계획으로 보기 어렵다. 

○ 2010년 3월 아동성폭력 련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나 근본 인 범죄

방, 재범방지, 피해자 보호 보다는 사건처리에 이 맞춰져 있다. 성범죄 련 법

안 개정을 통해 형법과 형사특별법인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형사특별법의 특별법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법제를 구성하 고, 성범죄 양형기 은 아동 상 성범

죄에 한 형량범 를 상향조정하고, 음주상태 성범죄의 경우 감경인자로 반 하지 않

도록 하 다. 

○ 기소율이 40%, 구속율은 36%에 불과하고 유죄가 확인된 아동 상 성폭행범  

20% 가량만 실형을 선고받고, 부분은 집행유 나 벌 형에 처해졌다. 한 법원에

서 감형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동안 성폭력 범죄자에 한 처벌이 

매우 미약하 다. 성폭력 사건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고된 사건의 유죄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면 강력한 처벌규정만으로는 범죄 억제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자발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결을 받은 사람에 해서만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13세 미만

의 아동을 상으로 성범죄를 지른 의로 형이 확정된 자라 하더라도 2009년 12월 

이 에 범죄를 질 다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등록되지 않게 된다. 자발 제도는 

2008년 9월 이후에 결된 사람에만 해당되고, 재범의 우려가 큰 성범죄자들임에도 법

원의 단 여하에 따라 등학교와 같은 범죄 취약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

며, 착용명령을 받았던 574명  7명은 자발 를 끊고 달아나기도 하 다. 

○ 성범죄자 사후 리를 맡는 부처  기 이 산재되어 있어 효율  리가 이 지

지 않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계부처와 합동 아동여성보호 책 추진 검단회의

를 개최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긴 하나, 성범죄자 인터넷열람시스템은 복지부가 운 하

고 있고 자발  부착은 법무부 보호 찰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성보호

법은 복지부 소 이나, 일반 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한 법률’은 법무부가 맡고 있다. 



558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 5년에서 10년 혹은 20년까지 장기 추  조사를 하면 성폭력 범죄 동종 범죄 재범

률이 50%  는 60% 로 높게 나타나고, 1년 이내 재범률의 경우 체 성폭력 범죄

가 37%인데 비해 아동 성폭력범죄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범방

지 교육은 부족할 뿐 아니라 계도교육 혹은 교양교육에 그칠 뿐 개별 상담이나 정신

과 치료 등은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성폭행 재범 방지 교육을 하는 교도소는 2010년 

11월부터 7곳으로 확 계획에 있으나 재 체 36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하고 2008년

에는 상자 274명  교도소 재소자 108명을 제외한 131명이, 2009년에는 상자 891

명 가운데 464명만 교육을 받아 이수율이 반에 그쳤다.  여성가족부가 보호 찰소에

서 시행하는 이 성범죄 가해청소년 상 치료재활교육 로그램 수강 황을 보면, 교

육을 받은 건은 312건으로 2009년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2,934건  10%

에 불과하 다. 일시  격리인 수감형만으로는 치료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강력한 형사

제재를 통한 범죄억제력을 기 하기 어렵다. 

  3) 피해아동 보호

○ 진술녹화제도 도입 등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한 노력들이 있

었으나 2차 피해는 여 히 빈발하고 있다. 진술녹화제도 역시 운 미숙으로 인해 오히

려 피해자에게 반복진술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재 부가 검찰이 제출

한 상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경찰 진술단계에서부터 강압 인 진술을 

강요받거나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시 변호인의 과도한 반 신문을 받기도 하며, 합의 

종용, 피고인이 소송기록 열람  복사 시 피해자의 신원노출, 경찰, 의료기  등 종사

자  련자들의 막말 혹은 미온  응으로 인한 피해사례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한 4월 16일 발표한 ‘성폭력범죄 사건처리지침’은 피해자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술 장면을 촬 한 상 녹화물을 증거로 삼아 재 을 진행하도록 하

고 있으나 지 까지는 증거력을 갖추기 해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작성과 상녹화를 

병행해 왔으며, 범죄입증이 불충분하다 단되면 아동을 법정에 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하 다. 해바라기아동센터에 따르면 2차 피해 호소비율이 체 상담자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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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한 상담‧보호‧치료를 해 재 국에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10곳, 원

스톱지원센터가 16곳 운 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성폭력 신고와 상담이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는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담하고 있으며 피해자 진술은 경찰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는 형사계가 맡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 

○ 지난 8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아동보호체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자 아동 피해자 비율은 4%로 나타났다. 한편, 국의 등학교 

4~6학년생 4천701명을 상으로 성폭력 피해에 한 경험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 피

해 남아의 반 이상이 피해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 남아에 한 성폭력도 문제가 되

고 있는데 여성부가 통합 으로 다루기는 어려움

  4) 산

○ 아동성범죄는 차 심각해가고 있으나 련 산은 감소하 다. 주무 부처인 여성

가족부의 내년도 련 산은 20,412,000,000원으로, 2010년보다 11.6% 감소하 으며, 

성폭력방지  피해자 지원 사업은 17,096,000,000원에서 2011년도 15,381,000,000원으

로 10%감액되었다. 이  원스톱지원센터는 신규설치 산이 반 되지 않았고, 기존 

센터의 운 산이 2,455,000,000원에서 2,35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한 가해자 

교정교육 로그램 운 , 피해자 가족 지원 로그램 운  , 아동 진술과정 참여 문

가 양성, 종사자 교육, 성폭력 가해아동에 한 교육 산 역시 감액되었다. 

5) 문 인력 양성과 재교육

○ 2010년 아동 담 검사  임상 심리사, 소아정신과 문 의사 등으로 구성된 문

수사 자문 원 선정하 으나, 의료, 심리, 법률 등 련 분야의 문가들이 부족한 상

황이다. 성폭력 담검사, 수사 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1~2년 이내에 수사담당자의 보

직이 변경될 뿐 아니라 수사와 공 검사가 다르며, 재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 검

사가 바 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문가를 양성하고 문성을 

지속 으로 강화하며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

하다. 한 재 검찰과 경찰은 1년에 1~9차례 정도 피해아동의 특성, 조사기법 등에 



560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권고사항

∙ 성폭력의 특성 상 정확한 수치를 악하는 것은 어려우나 피해자  가해자, 범죄패턴, 

처벌수  등에 한 상세하고 정확한 통계마련을 한 노력이 필요하다.

∙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장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한 산과 인 자원을 배

분해야 한다. 

∙ 방임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 한 아동보호 책을 마련하고 사회안 망을 구축이 

필요하다. 

∙ 기존의 아동성폭력 방지책들의 효과성에 한 면 한 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 방과 교정, 치료 등의 사후 리를 포 하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련 부처 조정을 통한 통합 인 근이 필요하며 각 행정기 과 문 집단으로 구성

된 어린이 성폭력 담 기구를 설립하도록 한다. 

∙ 피해아동에 한 신속하고 효과 인 지원을 해 차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 

- 수사·상담·사후 리 기 의 일원화

-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한 제도 개선  수사 인력, 사, 의료인, 임상 심리사 등 

련 분야의 종사자들을 상으로 한 내실 있는 교육의 확 실시

∙ 인터넷, 휴 폰을 통한 음란물 유포 방지  선정 인 매체 규제 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4. 소년사법

○ 2007년 12월 소년법의 개정으로 처우 시 인권보호를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

시하고 인권  국선보조인 제도 신설, 화해권고 차 도입  피해자 진술권 보장, 검

사 결정  조사제 도입, 조건부기소유 의 법제화, 보호처분의 다양화, 최  2년으로 

소년원 수용기간의 제한규정을 두는 등 과거보다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많은 발 을 

이루었다. 한 지난 2007년부터 소년보호 종사자 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 실시한 

바 있으며, 아동의 특성에 한 고려와 효과 인 사회복귀를 해 직업훈련, 학과교육 

 스키캠 , 사진교실, 국제청소년평화캠 , 국토순례 장정 등의 로그램을 진행

하는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처우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 되고 있다.  

○ 그러나 소년사법의 수 이 아직 국제기 에 부합한다고 보기 힘들고 개정소년법 

역시 잠재  인권침해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법 차의 보장과 련하여 국선보조

인제도나 화해권고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그밖에 법 차의 보장을 한 규정은 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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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결정  조사제도의 경우에도 조사가 필수 이지 않고 검사의 주  단

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요건보다 소년분류

심사원의 탁요건이 구체성이 떨어지며, 1개월 쇼크구 제도 역시 자칫하면 단기간

의 자유 박탈로 인해 비행을 학습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 소년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편으로(32.4%), 취업과 진학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다시 

비행에 빠지는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이는 많은 아동들이 사회 재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아동들에 한 사회  안 망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다. 

한 소년원 아동들의 가정 생활수 을 볼 때 구성 비율에 있어 약간의 증감이 있기

는 하나 최근 5년 동안 하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고 방임되는 경우, 아동의 범죄가 가정, 사회  환경의 향을 많이 받으므로 환경

의 개선이 수반되지 못하면 장기 인 에서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다. 

권고사항

∙ 소년법 개정과 책  처우 결정 시 아동최선의 이익이 원칙을 심에 두고 보호의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정과 재사회화에 효과 인지에 한 신 한 고려가 

필요하다. 

∙ 인권보호의 실질  구 을 한 보완  개선책 마련하도록 한다. 

   - 과 수용 해소

   - 문가 심으로 소년사법 제도 환 

   - 제도 운 방식 구체화

   - 신 한 미결구   

∙ 소년범죄는 원인이 복합 인 문제로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유기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 취약아동이 비행에 빠지는 것을 막고 재범발생을 방지하기 해 사회 안 망  체계

 사회복귀 로그램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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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word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port is to seek what changes are needed to improve the 
rights of the child given Korea’s status moving towards an advanced country in terms 
of human rights, rather than criticizing the national report in detail. 

First, in this report, newly emerged child issues related to migrant children including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refugee children, etc. are addressed and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issues. These children are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by social change.

Second, regarding sexual exploitation against children, implement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is dealt with in detail and recommendations are also 
presented. 

Third, concerns over adoption are expressed because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is not 
ratified yet, even though international adoption cases have decreased thanks to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 promote domestic adoption.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ratify the convention. 

Fourth, the issues continuously raised are addressed.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child is not unified into one clear definition in relevant domestic laws; cooperation 
and policy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al bodies remain ineffective. 

Fifth, it is highlighted that two reservation clauses (an authorization-based adoption 
system, child’s right to appeal) should be withdrawn as soon as possible. To be sure, 
it is a remarkable achievement that the child’s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parents 
is guarante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ivil Law. 

Sixth, updated statistics and data are included in this report. 

A group of experts in child issues participated in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were held throughout the year of 2010. However, despite 
these efforts, insufficient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continue to pose difficulties 
for the Coalition.  

 Dong-Eun Park
 President, Korea NPO Coalition for the UNCRC



한국 NPO연  민간보고서 567

Chapter 1.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1. Operation of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in 2004 
under the Prime Ministerial Office and ran it until 2007 based on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owever, it did 
not have a secretariat with necessary authority and meetings were not held regularly. 
A meeting convened to discuss child policy was held only one or two times a year 
except for the quarterly working group meetings. 

○ Recently, Korea has experienced conflicts in the system of implementing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 The National Youth Committee was merged in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8. However, policies for child and youth were separated 
into tw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Children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for youth in March 2010. As a result of this process, the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has not functioned since 2008.

○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a new organization be established that could replace 
the committee. While reforming the laws related to children and youth as part of 
efforts to unify the system for implementing policies for children and youth in 2008, 
the Children and Youth Policy Committee was mentioned as an alternative organization 
to the previous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The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n organiz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ial Office to 
coordinate tasks and lead consultation among departments relating to children. 
However, the functionality of the Child and Youth Policy Committee was limited to 
coordinating policies dealt with only in departments related to child welfare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commendations

∙ It is significant to establish a permanent body which can deal with all the issues 
relating to children and promo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cross ministries. 
∙ Operational problems in the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need to be 
addressed and it should be fully empowered with necessary authority and adequat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systematically collect data, formulate a 
comprehensive long term policy framework, develop strategies and evaluate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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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itoring by public authorities 

○ The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is currently not run based on the law 
so the center cannot secure an official standing. The center has several limitations in 
terms of independence, consistency and effectiveness. 

○ The Monitoring Center for Children's Rights does not actively monitor or 
investigate child rights violations. Rather, it has been operated as a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The center has published the national report on the WFFC and national 
reports on the UNCRC and the Optional Protocols on the request from the 
government. In addition, not so many children voluntarily participate. That is, the 
center exists merely by having a minimal role and by doing the minimum of tasks. It 
is also concerned th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s not effectively 
responding to child rights violation cases since the Commission still has no 
specialization in children’s rights. 

○ The staff of the center consist of the director general, a researcher, a research 
assistant and ombudspersons who are a non-permanent members. Therefore, with such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center to do active and 
specialized monitoring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mmendations

∙ There should be a legal basis for the functions and operation of the monitoring 
center and its official status needs to be secured. 
∙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center lacks independence because the budget for the 
center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urrent system of 
running the center by consigning it to the ministry should be improved to secure 
independence of the center. To this end, problems caused by the system need to be 
addressed and a solution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system needs to be 
suggested.
∙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into account diverse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rights of children regarding where to establish and what kinds of authority can be 
given. It is also essential for external organizations to assess whether the center is 
properly functioning. 
∙ Substantial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are required for the center and the 
secretariat of the ombudsmen to function properly. 

3. Necessity for child policy research institution

○ There is no child policy research institution covering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8. Furthermore, even an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data collection does not 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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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d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re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 developing child related policies. However, they have limitations in 
leading research on policies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ren's lives and enhance 
their rights since they do not specifically focus on children. The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focuses on healthcare and welfare of children, but does not 
have a research department specialized in children. The Korea Institute ofChild Care 
and Education does research by dividing children who are the target of policy research 
into the age groups 9-12 years old and 13-24 years old, and its research is weighted 
towards youth.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lso has limitations 
because it mainly focuses its research on preschool children.

Recommendations

∙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research institute responsible for child policies and an 
organization to monitor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collect basic data. 
∙ There should be an organization collecting information and index related to children 
as well as promoting cooperation with relevant research institutions for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s of the child. 

4. Withdrawal of reservations 

○ In 2009, laws related to adoption were reviewed and the revised bill to codify the 
state intervention in the adoption process was proposed, but there have been no 
progress since then. Organization regulating adoption does not exist and adoptions can 
be arranged without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Sometimes children are even 
bought and sold online. Korea Central Adoption Resources was founded as a central 
national organization but it has no legal basis. 

○ With regard to article 40 2b(v), it is hard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claim 
by the government that the restriction on children’s right to appeal in court is 
necessary considering unique security situation.

Recommendations

∙ The reservation on article 21a in the UNCRC should be withdrawn and that the 
Hague Convention ratified.
∙ The reservation on the article 40 2b(v) should be withdr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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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ecuring a budget for children 

○ The budget for children accounts for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entire 
government budget. Welfare expenditure per child are lower than the budget amount 
for underprivileged people including the elderly and disabled, and remain on a level 
of about 1/7~1/100 of costs in advanced nations. The welfare cost per child in 2008 
was KRW 8,800. (Child welfare expenditur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ly) This does not include expenditu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or budgets of 
other departments. Child and family expenditures amount to 1.7% of public 
expenditure which is one tenth that of northern Europe countries: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 One of the concerns regarding the budget is inequality caused by the difference 
among local governments in budgets for children. From 2005 some or whole parts of 
nine projects related to child welfare-some parts of the adoption agency (adoption 
agency support), parts of foster care center operations(supporting foster families in 
local areas), parts of operations of organizations specialized in child protection 
(supporting organizations in local areas or small sized organizations), parts of projects 
on operating institutions for children (operating child welfare institution), whole 
projects supporting foster families and families where a child is the breadwinner, and 
projects supporting meal services, as well as projects operating organizations forming a 
relationship with children, and projects of resettlement funds for children having left 
child welfare institutions- were transferred to local areas. As a result, depending on 
the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or the governments' will to implement 
child policies, different qualities and quantities of service are being offered to children 
with the same needs. For example, each local government has its own programs for 
poorly fed children regarding school meals and other support. 

Recommendations
∙ The budget for children must to be increased to a sufficient level. Especially, 
inequalit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child health and welfare must be 
addressed. 

6. Dissemination of the UNCRC

○ Despite of efforts to raise awareness,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including 
children is still low.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youth, only 24.8~39.1% of parents (fosterers) and 14.2~22.6% of children have heard 
of the UNCRC. 

○ There are several reasons why education on child rights is insufficient.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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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is mainly conducted by child related organizations. Furthermore, the 
curriculum and targets of education overlaps between organizations. Second, the 
government still shows a lack of interests in child rights educatio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developed training materials but not established specific plans 
for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Last, child rights are not included in the school 
curriculum. Thus,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teach children about their rights.

Recommendations

∙ First of all, an assessment on the current state of child rights education is 
necessary. 
∙ A proactive strategy needs to be established to raise awareness of the UNCRC. A 
long-term and comprehensive road map for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must be 
formulat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o provide child rights 
education for all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suggested in the 
guideline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It is also essential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hild rights education programs. 
Education on child rights must be regularly conducted.

Chapter 2. Definition of a Child 

1. Legal definition of child

○ In the UNCRC, a child is defined as all people under the age of 18, and the 
Child Welfare Act also defines 'a person under the age of 18’ as child. On the other 
hand,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identify ‘a person under the age of 19' as a juvenile, whereas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and the Juvenile Welfare Support Act identify 'a person 
from the age of 9 to 24' as a juvenile, and the Civil Law defines 'a person under the 
age of 20' as 'a person underage.' This indicates that the concepts of a child are 
differently defined in domestic legislations and overlap or be neglected (lack of 
institutes specialized in the research on child), and it is difficult to collect accurate 
data and statistics. Therefore, from the long term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define 
an integrated and consistent concept of a child. 

2. Minimum age of consent in legislation

○ Under the law, the views of children below 15 years of age, are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but the age limit is too high considering a child's physic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it also does not meet the principle of being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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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interest for the child. 

○ Current law has many regulations which are not conducive to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nd 'the right to 
decide a child’s abode' in the Civil Law seldom include details of considering a 
child's opinion when it comes to loss of parental rights. Instead, they underline 
parental rights only. When a ruling to assign a proxy guardian is applied or a person 
with parental rights dies it can sometimes be inappropriate to just award parental 
rights to the other surviving parent. In this case, a guardian can be assigned by the 
court's authority after a claim is made by relatives or prosecutors, but complementary 
measures are necessary to enhance effectiveness of the court's authority. The court can 
intervene when parents cannot reach an agreement in terms of child rearing during the 
process of a divorce by consent but this is rarely the case.

3. Medical treatment or surgery without parental consent

○ The articles to prevent the neglect of children in the Child Welfare Act do not 
allow guardians to encourage their children not to take up treatment for religious or 
other reasons. However, if this is considered just as an issue of neglect, the situation 
of the child can become worse as the opportunity to intervene is missed. 

○ As it is difficult to intervene in issues related to parental rights, the intervention 
such as a court order requested by a doctor (the right to order treatment) is necessary. 

4. Social rights of the child in the Constitution 

○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the citizens shall be entitled to a 
life worthy of a human being by having social basic rights, and that the government 
must make efforts to further improve social protection and welfare to enable people to 
enjoy a life worthy of a human being. The government's obligation to improve welfare 
of women, the elderly and youth is specified under articles 3, 4, and 5 but the 
obligation to improve a child's welfare is not mentioned. 

Chapter 3. General Principles

1.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 It was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poorly integrated and applied general 
principles in the previous consideration. However, still, general principles such as 
non-discriminatio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integrated into, or applied to policy decisions,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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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actices including the government’s political decision, administrative system, legal 
system, program development, and welfare service. Also,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cross the ministries and departments at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are not fully 
effective since departments related to children are scattered and there is no 
administrative body taking the whole responsibility for child policy. Even within a 
given ministry, there are redundancies in work, and communication is not effectively 
promoted across the sections. Therefore, it is hard to promote synergy effect through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2. Non-discrimination

○ The national report mentioned that relevant laws were revised for children not to 
be discriminated in all aspects of life but measures f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and 
helping children cannot prove their effectiveness. Especially societal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defected from the North, and 
children of migrant workers are critical. 

○ Also it emerges as a social issue that children are discriminated depending on 
appearance, weight, age, educational backgrounds, sexual orientation, etc. Appearance 
and weight are children’s major interests, and bullying due to appearance becomes 
prevalent. A tendency towards valuing educational backgrounds brings about a 
tendency towards focusing on academic performance from infant education stage so 
many children are forced out to do advance learning, go to extra classes after school, 
and study abroad at an early age. This tendency causes the gap between children of 
middle or higher level income families and those of low income level families.  

○ Still, there is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children. Many children who have 
developmental disability are verbally abused and bullied by teachers and other students 
in schools. In addition, requests for resolving problems of overcrowding classes are 
mostly not accepted. As the authorities resolve issues from schools’ perspectives, not 
abused students’ perspectives, actual status is continuously covered up. Additionally, 
even though the Act on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sets 
out a general principle that disabled persons must not be prohibited, any national 
standards or standards for groups are not stipulated.  

○ Juvenile unwed mothers are negatively viewed in society, particularly in schools 
and fundamental service for them to receive education and nurture their babies is not 
provided. As a result, their rights’ to learn are infringed. As stipulated in article 3 
and 4 in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article 7 in the UNCRC, children’s 
rights to education are the basic human rights for their growth, development, and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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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 Effectiveness and influence of anti-discrimination measures must be frequently 
monitored and comprehensive and feasible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must be 
devised to ban unreasonable discrimination due to gender, color, religion, nationality, 
age, disability, appearance, language, sexual orientation, etc. in every area. 
∙ Progressive measures must be taken to prevent cultural and institu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ho are not benefited from official education.
∙ A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mong different bodies. 

3.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institutions, the courts,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However, if awareness-raising and 
educ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e not sufficient, there is limitation in realizing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is principle can be upheld when 
children’s opinion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However,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respecting children’s dignity, listening to their opinion, and reflecting their views in 
decisions absolutely lack. 

Recommendations

∙ Mandatory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rights of the child should be provided for 
all professionals working with and for children, in particular teachers, judges, law 
enforcement officials, civil servants, personnel working in institutions and places of 
detention for children, health personnel, including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4.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 Recently, the number of child suicides has rapidly increased. Korea ranked the first 
in suicidal r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so it is urgent to take fundamental 
measures.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number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committed suicide was over 200 for the first time in 2009. As a result of analysis, 
the exact number was 202, increased by 47% from 137 persons in 2008 and 135 
persons 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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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party to the UNCRC, the government has duties to guarantee children’s 
complete and harmonious development in mental, moral, and social dimensions as well 
as physical dimension. Given this, children’s survival and development are threatened 
by child abuse or violence caused by heavy stress due to family trouble, divorce, or 
unemployment and bankruptcy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joint suicide of families 
(family murder), increasing number of underfed children, suicide and drop-out due to 
bullying, violence in schools, juvenile sexual trafficking, and sexual violence.

○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cases against children is increasing and it becomes 
brutal as kidnapping and murdering children frequently happen.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children’s survival by securing psychological, moral, and social safety as well 
as physical safety. 

○ Social factors such as family breakup, unemployment and bankruptcy due to 
economic crisis, and violence of adults and friends, and bullying have negative impact 
on child abuse and neglect, which may lead to children’s giving up learning, dropout, 
and suicide. 

Recommendations

∙ Specific policies,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must be taken based on 
the national action plan including preventive measures and follow-up procedures to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promote children’s rights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5.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 Children should be provided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matters affecting them. It also proves that children need to have ampl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various activities to become a responsible citizen. However, generally, 
traditional attitudes still prevailing in the country may not b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Children have been considered as objects that need to be 
controlled or protected at home and in schools and society, and their opinions have 
not been serious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cision-making. 

○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Law, the Full Adoption system was established. The 
approval of the court shall be required in order that the adoptee should be regarded in 
law as the child born in the marriage of adoptive parents. However, it the child to be 
adopted is under the age of 15, the consent of the child to be adopted is not sought 
in the process even though this has significant impact on children’s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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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 The public awareness must be raised to ensure children are considered as 
rights-holders. In addition, educational information needs to be provided for parents, 
educators, administrative officials, the judiciary and society at large on children’s 
right to have their views taken into account and to participate in all matters affecting 
them.
∙ The principle of respecting children’s views should be integrated into domestic 
laws, policies and programs related to children.  

Chapter 4. Civil Rights and Freedoms

1.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 In the past, many Korean children were adopted overseas. Most of adopted 
children were given the nationality of their adoptive parents and lost Korean 
nationality regardless of their own intention. Some of these want to live as Koreans 
when they became adults but they must give up their adoptive nationality to restore 
their Korean nationality. So far, demands for allowing dual nationality for those who 
lost Korean nationality regardless of their own intention has increased. The Nationality 
Act was amended in May 2010 so that adopted persons can maintain the nationality 
of an adoptive country even though they choose to take up Korean nationality again. 
This is a positive change protecting the right of the child to a nationality. (Article 
10-2-3 in the Nationality Act) 

○ Article 7-1 of the UNCRC defines the right of the child to know their parents, 
that is, their family lines. In Korea, a person who is presumed to be a parent of a 
certain child may confirm whether he or she is not a biological parent through a suit 
to deny paternity under the Civil Law. However, this suit can only be filed by a 
father or a mother (Article 847 of the Civil Law). A child does not have the right to 
file such a suit. This can infringe the right of a child to know the identity of their 
biological parents. Similar law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Germany.

Recommendations

∙ Relevant provisions in the Civil Law need to be amended to approve the rights of 
the child to file a suit to deny paternity to find out who their birth parent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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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 In the concluding observation in 2003,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pressed concerns about strict limitation on students’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However, those who work in the education field do not fully appreciate 
the importance to protect children’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yet. 
In 2008, when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was dismissed, some students held paper 
pickets at the school gate to support the teacher before a class started in the morning. 
Classes were not interrupted and school facilities were not damaged by the picketing. 
However, the principal and other teachers took away their picket signs and tore them 
up. The petition was filed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rights of students had been violated. Yet, this is one of the 
examples to show low level of awareness of children’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Despite recommendations by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03, still, most schools prohibit political activities of students. To be sure, each 
individual needs to be vigilant against the negative impact of politics hurting an 
academic atmosphere, but children should be able to express political opinions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political activity is a fundamental right of the 
citizens; so, the right needs to be guaranteed fairly in accordance with age. Children 
can and do form their own views from an early age. Human beings can grow also 
through participation in society, so children's political activities off school 
campuses should not be totally prohibited just because they are children, as long as 
the activities are not illegal. 

○ Article 5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stipulates that ‘teachers and other 
school staff, students, parents, and local residents can participate in school management 
based on legislation,’ but article 31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limits membership to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to ‘teachers’ representative 
and parents and local figures’ and excludes students. Official channel is not guaranteed 
for students to deliver their opinions concerning the school management. 

○ Regarding this,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of Gyeonggi Province was 
promulgated on the 5th of October in 2010 guarantees student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rticle 16) and their right to participate and express their opinions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of formulating and amending school regulations, school 
management, and educational policies (article 17 and article 20), which is a positive 
improvement even though it was adopted at a local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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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 Governmental guidelin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school management should be 
revised to facilitate children’s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political 
activities outside campus, and to protect children’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embly, following recommendations offer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03. 

3. Freedom of religion 

○ It is general that students are assigned to middle and high schools through a 
lottery system depending on students' residence regardless of the school being public 
or private. Under this system, some students are assigned to private schools managed 
by certain religious foundations regardless of their religion and are forced to attend 
religious education and ceremony which they do not want to join. The educational 
authorities have issued guidelines stating that students who do not wish to participate 
in religious education or ceremony can attend alternative classes. But it is a 
well-known that this is not being put into practice properly in schools. On the other 
hand, students or parents also cannot enjoy their right to have the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 they want. Private schools of religious foundation have voiced complaints 
about the fact that they cannot run a more religious curriculum. 

Recommendations

∙ Respect for the child’s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should be ensured as much as 
possible in schools.

4. Protecting privacy 

○ Korean schools have strict regulations in terms of student privacy. The complaint 
that students raise the most is the rules on student hair styles. In 2005,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recommended educational authorities keep restrictions on 
students' hair length and hair style at a minimum level and also specifically 
recommended the educational authorities take measures not to cut students' hair by 
force. However, according to research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Committee in 
2007, approximately 80%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ad been cautioned in a 
hair style check and 11% of students had experienced of being forced to cut their 
hair. Indeed, hair style shows each individual's personality and character. Moreover, a 
student's hair style does not infringe upon the freedom or rights of others.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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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 if students attend the same school, they should not be forced to have the same 
hair style. A haircut against one’s will can be an infringement of their right to 
personal freedom and makes them humiliated. 

○ Inspections of students' belongings are often conducted under the pretext of 
guidance and safety. Most of students use mobile phones but sometimes teachers take 
these away or view students’ call histories. Many teachers think that this kind of 
action is indispensible to ensure security and provide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to students. But students consider it as an interference with their privacy. 
Inspections of students' belongings should be conducted with a student's consent only 
if necessary. 

○ Generally speaking, adults' understanding of protecting the children’s rights to 
privacy is quite low in Korea. Due to this, children's privacy is violated sometimes 
out of ‘goodwill’. Regarding this, it is a progressive change that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of Gyeonggi Province stipulates the protection of students' right to have 
their own personality in terms of appearance such as clothes and hair style (article 11) 
and prohibits the inspection of belongings without a students' consent except for cases 
where it is urgently necessary for security reasons (article 12). 

Recommendations

∙ Measures should be taken to revise school rules on hair style and the inspection of 
belongings so that they will be conducted with students' consent only when they are 
indispensible for security and a proper academic environment. Additionally, the above 
mentioned details should be included in the teacher training curriculum to improve 
teachers' awareness. 

5. Prohibition of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 corporal punishment 

○ In the previous concluding observations, it was recommen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because it violated a child's dignity. However, 
such punishment is tolerated if it is "indispensable in terms of education" in article 
31-7 in the Regulation under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did not totally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tself 
(see Judgment 2001 do 5380 & Decision 2005 hunma 1189).

○ Teachers have meted out corporal punishment to students so far in a broad way.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1,24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onducted by the 
Korea Self-governance Solidarity and the Health Education Forum for Healthy Society, 
about 59.5%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d corporal punishment.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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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ed on reques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in 2008 showed that 
approximately 78.8%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thletes experienced violence, 
and 25% and 5% of them experienced violence once or twice a week and every day, 
respectively. Furthermore, 63.8% reported sexual abuse. Among them 58.5% verbal 
abuse and 25.4% indecent assault, 1.5% reported receiving a request for sexual 
intercourse, and 1% rape. However, offenders are not receiving appropriate punishment 
or disciplinary action. For instance, court hearings for corporal punishment cases have 
not been held in lower courts for at least five years since 2003. 

○ There is a progressive change regarding corporal punishment. The Students’ Rights 
Ordinance of Gyeonggi Province prohibits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rticle 6) 
and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lso announced policies for abolishing 
corporal punish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viewed the 
revision of article 31- 7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s of August 2010, and a research team of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roposed the prohibition of "punishment given by touching the 
body or by using an object." Special monitoring and measures are required to prevent 
corporal punishment especially towards athletes who live in often a separate training 
camp. 

○ Violence among students emerges as a serious social issue.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violence in schools conducted in 2007, about 42.2% of children considered 
violence in schools severe, and 16.2% had experienced violence as victims. Another 
study by the National Youth Committee showed that 30.3%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d being the victim of violence in schools. Younger children are getting 
involved in school violence and it is becoming organized and collectivized, which is 
very serious. 

Recommendations

∙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needs to 
be amended promptly to prohibit corporal punishment in schools, and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devised to prevent violence among students. 

Chapter 5.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1. Social safety nets for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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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needs and child-rearing environment by different age groups of children 
in 2008. The research reveals that approximately 7.8% of Korean children are nurtured 
in a family which is living on income of less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Also, 
only 47.3% of those children and youth live with both parents, and a third of 
children aged 9 to 11 are in danger of neglect after school. 

○ According to the White Paper on Children and youth in 2009, about 8.6% of a 
total 15,887,000 households are single parent families mostly because of bereavement, 
separation, divorce, etc.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foster children researc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ws that 10,947 children are growing under the 
protection of grandparents due to parents' divorce or because parents have left home. 
These children are vulnerable to abuse, neglect, kidnapping or sexual violence because 
their guardians are often unable to provide full-time care. 

○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are often negatively influenced by domestic 
troubles or family breakups caused by poverty. Since they are prone to bullying, 
abuse, or neglect, many children have difficulties in integrating in schools and society, 
which in turn, could lead to delinquency.

Recommendations

∙ It is required to expand welfare services for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 by 
providing after-school care, meal services during vacations, etc.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cial security policy along with a clear and coherent 
family policy in the framework of poverty reduction strategy, as well as effective 
strategies for using the social safety net benefits.
∙ Budget for the community children’s center should be increased to improve both 
quality and quantity.
∙ The introduction of the child allowance system should be positively considered to 
cope with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and to lower child care 
expenses.  

2. Separation from parents and family reunion

○ Separation of children from their parents should take place if necessary based upon 
the Civil Law and the Child Welfare Act. Under the Civil Law, parental rights should 
be withdrawn by the claim of relatives or prosecutors when a father or a mother 
abuses parental rights or parental rights cannot be exerted due to parents’ obvious 
misdeeds. Procedures are not yet established such as temporary suspension and 
restoration of the parental rights for family reunion. The clauses about withdrawal of 
parental rights in article 12 of the Child Welfare Act also stipulate that limi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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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al rights or a claim for withdrawal of parental rights can be made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the courts. However, the clauses are almost considered dead 
because they have not been actually invoked due to the lack of specific procedures. 

○ A child who is abused by family members can be temporarily separated from the 
family for a maximum of three days based on article 27 Emergency Measures of the 
Child Welfare Act. Later, if the child needs alternative placements such as foster care, 
institutional care, or hospitalization, he or she can be separated through administrative 
procedures based on the article 10 Protection Measures of the Child Welfare Act 
carried out by a social worker who is entrusted by a governor, a mayor, or a ward 
head. 

○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the UNCRC, separation from his 
or her parents is in his or her best interests should be undertaken by competent 
authorities and such actions need be governed by clear and just procedures. Also, 
article 25 of the UNCRC requires treatment to be periodically reviewed. However, 
placement decisions are not necessarily subject to judicial review according to article 
10 in the Child Welfare Act, so it is difficult to intervene when parents who have 
abused their children request to bring them back from institutions or foster families. 
Once children are placed in institutions or foster care, they generally stay until they 
become adults. Efforts are not sufficient to promote or facilitate family reunion. 

Recommendations

∙ Separation of children should be decid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ation if necessary for his or her best interests. Removal of 
children from parents should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 It is required to undertake a periodic review of placement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procedures to restore parental rights or custodial 
rights if competent authorities determine that the behavior and living conditions of 
the parent have changed, and he or she is able to rear the child, and also if the 
restoration of parental rights is in the interests of the child.

3. Alternative care of children

○ Children are placed in alternative care mainly due to abandonment by unwed 
parents, divorce and abuse. As of the end of 2009, 17,586 children stayed in 
institutions and 16,608 were protected by foster families, which account for 
approximately 0.3% of the total child population. However, it is hard to get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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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to grasp the overall situation.

○ 17 foster care centers have been established in 16 provinces and cities since 2003. 
Legal grounds were made to establish national and local foster care center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5. Given the statistics of the National 
Foster Care Center in 2009, 53.8% stayed in foster homes more than three years. 
Many children have difficulties in reuniting with their own families. Currently, there is 
no tracking system in the case where parents cut off contacts with their children. In 
addition, foster care centers are not adequately equipped with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provide quality services. 

○ Group homes have been introduced to promote family like care which is more 
likely to produce positive outcomes for children. They have been supported by the 
government since 2004. Children living in group homes can receive basic livelihood 
support based upon the results of evaluation. However, if a custodian doesn't agree to 
separation of children even if he or she is an abuser, or if it is not possible to prove 
that a custodian is not qualified to rear children, the child cannot receive support. On 
the other hand, children in institutions can receive the support if their guardians give 
up custody or parental rights regardless of the reason for children’s admission in 
institutions or the consideration of the qualifications of custodians. Thi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 According to the Social Service Act, an assessment of alternative care institutions 
should be conducted every three years, and each local government regularly 
investigates and visits protection agencies. In addi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sesses child welfare institutions based on the child rights index which 
was made in 2005. However, these evaluations can only assess management of 
institutions but not care and treatment. 

Recommendations

∙ It should be ensured to systematically undertake a periodic review of care and 
treatment provided to children in all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systematic framework to help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better reintegrate into family and society including family support. 
∙ It is necessary to provide greater financial support to foster families and increase 
the number of social workers and upgrade their skills and capacity to provide quality 
services to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and to vulnerabl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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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use, abandonment and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reintegration

○ As the revised act was enforced in July 2000 total 17 Child Abuse Prevention Centers 
(Child Protection Agency) were established in 16 provinces and cities in October 2000 to 
report and investigate child abuse cases. Since then, they have been expanded nationally 
to 45.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has built a nation-wide database and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perpetrators and victims of abuse and neglect, disaggregated 
by gender and age. It publishes the report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every year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ased on information in the database. 

○ Currently,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cover broad regions. Thus, it is not easy 
to reach out to victims and it is difficult to not only provide services but also 
systematically conduct awareness raising campaigns and education for child abuse 
prevention with limited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 Only 0.55 cases of abuse and neglect were reported per 1,000 child population. 
That is because there are no penalties given to persons who fail to fulfill the duty to 
report, and the public still hesitate to report child neglect and abuse within the family. 

○ Those in contact with children are obliged to report child abuse and neglect 
according to article 26 of the Child Welfare Act. However, every year, only one third 
of cases are reported by people who have obligations to report.
 
○ According to the report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in 2009, 12.2% out of total 
9,309 reported cases were recurrence cases. Furthermore, the number of recurrence 
increases every year. Also, legal proceedings are not yet established to provide 
compulsory treatment or counseling for abusive parents, restrict or, if necessary, 
terminate parental rights and hold abusive parents who fail to comply with court 
orders criminally accountable.   

Recommendations

∙ Efforts should be strengthened to ensure that the system could effectively detect, 
receive, monitor, and investigate child abuse and neglect, and, when necessary, 
prosecute cases in a child-friendly manner.
∙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ational response system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where appropriate, support and assistance to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For 
example, the public defender system should be introduced for child victims to ensure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legal proceedings and access to counseling and 
assistance wit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ould be expanded to all victims of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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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doption 

○ Domestic adoptions can be arranged without authorization or involvement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based upon the Civil Law. Such arrangements do not necessarily 
take into accoun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or, where appropriate, the views of 
the child. It is not also required to examine motive for adoption and adoptive families' 
environments. In addition, the rate of domestic adoption is still remarkably low. 

○ It is banned that individuals adopt children or unregistered facilities protect children 
by article 7 of the Law on Protection and Support of Missing Children. Also, if 
individuals or institutions protect missing children without justifiable reasons, they can 
be sentenced to maximum 5 years of imprisonment or 30 million won in fines.

Recommendations

∙ Adoption must be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including the judicial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Both trained social workers and adjudicators should be involved 
in the process. 
∙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must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children’s 
views should be given due weight having regard to age and maturity in the adoption 
process. 
∙ It is required to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Chapter 6. Basic Health and Welfare

1. Public health service

○ Recently youth smoking rate is increasing again, while child smoking rate is also 
on the rise.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Status of Youth Detrimental 
Environment’ announced in 2009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general 
youth smoking rate was 8.2% as of 2009, decreased from 10.8% of 2008. This survey 
also showed that youth in crisis smoking rate was 55.4%, 6 time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youth.

○ Habitual smoking rate among youth is also high. According to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KYRBWS) of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KCDC), youth everyday smoking rate was increased to 6.7% last year 
from 3.9% of 2005. The rate has been increased every year as it jumped to 5.3% in 
2006, to 5.9% in 2007, and to 6.5% i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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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nking is also one of the serious issues for children and youth.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Status of Youth Detrimental Environment’ of 2009, the rate of 
ordinary youth who have drinking experience was 55.8% and the average age of 
starting drinking was 13.7. Especially, the hazardous drinking rate of youth in crisis, 
which is as high as 87%, is calling for much attention. In addition, the drinking rate 
of female youth was found similar to that of male youth, which would possibly pose 
as a serious risk factor for maternal health in the future. The increasing rate of 
harmful drinker (who drinks one or more bottle of soju one or more times a month) 
is also a serious problem. The rate has been increased from 29.7% in 2005 to 31.5% 
in 2007 and to 33% in 2009.

○ The addiction to the internet and the internet games reached to a serious level. 
According to the statistics released by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6% of 
youth (about 190,000) belongs to the harmful user group that needs medical treatment 
and 10.2% (about 750,000) fell into the potential risk group that needs counseling. 
The statistics showed that almost half of the internet addicts were children or youth as 
they accounted for 49% (938,000) of the total addicts (1,913,000). Though the youth 
internet addiction rate fell 1.5% to 12.8% in 2009 from 13.3% in 2008, the high risk 
compulsive internet users among youth increased 0.3% from 2.3% in last year to 2.6% 
in this year. Moreover, as the proportion of elementary student groups increased 
among these high risk users, the average age of internet addicts is getting younger.

○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youth is also in dangerous situation. According to 
the White Paper on Children and Youth releas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4.1% of children and youth were under stress, 19.1% have thought of suicide, and 
4.8% have attempted suicide. Girls’ mental health index was particularly worse than 
that of boys. Girls usually felt more stressful than boys, and often felt so much 
depression that they could not fulfill their daily duties. The rates of girls having 
suicidal thoughts and suicide attempts were higher than the boys’ rates.

○ According to the White Paper on Children and Youth, the child obesity rate was 
increased from 5.8% in 1997 to 9.6% in 2008. In 2008, the boys’ obesity rate was 
12.8%, two times higher than girls’ rate of 6%. According to the data from Health 
Insurance Review Agency, in 2009 the children who were treated at hospitals for adult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were 154,109 and the number of high cholesterol 
(children) patients doubl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he prevention of smoking and other harmful 
material addiction through the media. Those efforts, however, are not bearing fruits. 
Moreover, no effective programs targeting children wer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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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gh mental health centers are set up at public health centers, most psychiatrists 
are working in and around city areas. Therefore, professional services are not provided 
evenly throughout the nation, and mental problems are not detected or prevented early 
and properly.

○ The accessibilities to Children’s hospitals are low, because most of them are 
located in large medical centers. Mid and small sized hospitals lack human resources 
and facilities to provide children with emergency treatments. These hospitals cannot 
respond to the situations where urgent surgery or treatments are needed. 

Recommendations

∙ Comprehensive and special measures against smoking, drinking,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children should be established at government level.
∙ Public-private cooperative pan-nat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and promote the health of children and youth. This organization must be participated 
by not only government, but also schools, youth groups, parents groups, and social 
groups.
∙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nternet addiction are urgently needed as the 
elementary students internet addiction rate is rising and the addiction rate of children 
and youth from low-income or double-income families is twice higher than that of 
total children and youth.

2. Disabled Children

○ Disabled children experience double disadvantages of being a child and a disabled. 
They should be at the top priority in the national welfare policy, but in reality they 
are not. They are isolated between the Child Welfare Act and the Welfare Act for the 
Disabled emphasizing on the disabled adult.

○ The current welfare system covers the care of disabled child, medical expense, 
child-care expense, assistive devices, personal assistance, rehabilitation service, and 
family with disabled children. Most of welfare services, except child care support, 
however, are limited to low income households.

○ Though the income criteria was removed from qualification conditions of 
rehabilitation service in 2001, physical therapy and vocational training cannot be 
provided by the voucher program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qualifications of therapists and clinics are not properly supervised.

○ Health insurance supports only 18% of assistive devices. Many families sh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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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den out of pocket payment in order to purchases high-priced assistive devices.

○ There is a lack of cooperation between disabled child service institutions. The 
disabled 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 In the child care facilities, the ratio of disabled children and special education 
teachers is 9 to 1, which reflects low quality of service compared to the ratio of 4 to 
1 in kindergartens.

○ 15,000 disabled children go to the child care facilities. Over 30% children are left 
without responsible supervisors to take care of them, not to menti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Recommendations

∙ Independent legal system covering everything about the services for health and 
welfare of disabled children should be established.
∙ Until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children reaches to a certain level, Committees 
for welfare and health of disabled children need to be set up in the central and the 
local governments.
∙The policy for the disabled children should be strengthened comprehensively, 
providing sufficient number of teachers caring disabled children.

3. Social security, public health and welfare budget

○ The welfare expenditure of Korea is 11% of GDP as of 2009, which is the second 
lowest following Mexico among OECD countries and is half of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Moreover, the children welfare budget currently accounts for 0.27% of GDP, 
which is 1/47 of the OECD average 2.3%.

○ According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the welfare expenditure per child 
in Korea is 40 dollars which includes child allowance, maternal and child-rearing 
allowances, cash support for low income households as well as other supports. This 
expenditure is far lower than 3,931 dollars in Sweden, 2,161 dollars in France, 1,707 
dollars in Germany, and 913 dollars in UK.

○ Though the budget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increased over 10% for 
the last 5 years, the budget mostly focused on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tection 
program,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insurance financing. 

○ Child welfare budget accounts for 0.09% of a total government budget, 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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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ly low even considering the decreasing population of children.

○ The current child welfare service is divided, 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in charge of child welfar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in charge 
of youth welfare. Therefore it is hard to provide the holistic service.

○ As the age ranges of children (ages under 18) and youth (ages from 9 to 24) are 
overlapped, confusion and conflicts are generated in providing welfare service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re not enough among ministries.

○ The current Child Welfare Act lacks universality, because it is mostly about 
disadvantaged children. In addition there is no legal system coordinating individual 
laws on child welfare.

Recommendations

∙ The objects of the Framework Act of Youth (aged 9 to 24) and the Child Act 
(aged under 18) should be redefined not to overlap, or should be combined when a 
new administrative system is established to organiz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 The enactment of tentatively named ‘Framework Act on Child’ should be reviewed 
to overhaul the current Child Act which is limited to child welfare, and to include 
public health, security, and rights of children.

Chapter 7.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1.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 The cost of private education is estimated to increase further. A current education 
curriculum focuses mainly on the subjects for university entrance exam. In entering 
university, the school records and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still weighs heavily. 
Although the government announced to reduce the number of subject of CSAT in the 
8th educational curriculum to alleviate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it rather 
put more importance on the main subjects (Korean language, English, Mathematics).  

○ An after-school program also affects the increas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e government started the program for the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However, 
it has been implemented by force and acted as an extracurricula on major subjects for 
university entrance exam, resulting in an increas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e 
educational program of EBS (Education Broadcasting System) does not contribut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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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 the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Thus, it would be continuously increasing 
without any fundamental changes. It will put a heavy burden on parent's shoulder 
given both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fees. The children in low income families are 
likely to be lost in the intense competition for university admission.
 
○ It is desirable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Technology and Science launched an 
admission officer system recently to develop talented human resources with improving 
various systems and the Education Bureau of Cities and Provinces has encouraged 
student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diverse activities. The system, however, has the 
limitation in achieving the objective of ‘self-learning’ stated in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Because the system is led by the government and it changes only the 
importance of main subjects of Korean language, English and Mathematics. Students 
tend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passively rather than voluntarily. In consequence, 
the right to play for child development is not guaranteed in the system. 

Recommendations

∙ A strong governmental measure against an increasing expenditure of private 
education in excessive competition for university admission are required.
∙ All possible measures are required to develop various activities and to ensur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m for a sound development.

Chapter 8. Special Protection Measures 

1. Marginalized children 

1)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 As of 2009, the number of immigrants who got married to Koreans and resided in 
Korea was 167,090 and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was 103,484. According to the 
study on 154,000 marriage immigrant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n 2009, about 60% of them lived on income which is a half of the average 
household income in urban areas. 

○ Compared to the statistics of civil registr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 enrollment rates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re 82.6% for elementary school, 82.9% for middle school, and 69.2% for high 
school, respectively. In other words, approximately 19.4% of children of school ag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o not receive formal schoo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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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 abu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s also critical. The number of children who 
have been abused more than once is increasing. Out of 5,686 child abuse cases, 181 
cases were related to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protection rate of abused 
children was 1.72% per 1,000, which is three times higher than average protection 
rate of 0.55%. It is reported that 8.7% of the abused children were re-abused in 2008, 
but 10.2% in 2009. 

2) Migrant children 

○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as of August 2008, the total number of 
migrant children was 69,987 and among them,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were 
estimated to be about 8,000. 

○ For migrant children, access to education and health services are elusive. Children 
should receive compulsory educatio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under current 
laws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n 
fact, migrant children can enter or transfer to school ‘at the discretion of the 
principal’ and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ccess to high education because it is not 
compulsory. Additionally, it is not clear whether completion of their studies is 
officially recognized. Also, the attendance rate of migrant children is very low.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1,402 children of 
migrant workers attended school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who went to schools was only 148. 

○ Civil society organizations formed a coali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children in April 2009. The coalition is currently working on a bill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children. It covers all children of migrants including children 
of undocumented workers and applicants for refugee status, and deals with the right to 
post-primary education and education on migrant children's identity, and political and 
social measures such as permission for special stay, suspension of compulsory eviction, 
and support for child care. However, relevant departments take a negative attitude 
expressing concerns abou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children, which shows 
their low awareness of child rights. 

3) Refugee children 

○ Approximately 50 refugee children or children of asylum seekers stay in Korea and 
70-80% of them are infants and young children. Identity, education and health issues 
are the biggest problems that they face. Korea adopts the nationality principle when 
determining a person’s nationality. Thus, children should acquire nationality of their 
parents. However, many have difficulties in getting certificates guaranteeing their legal 
validity issued by their home country or lack identity documents. This makes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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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 for them to receive basic education, welfare and health services, and family 
reunion. 

○ Once children are recognized as refugees, most of them are admitted to schools. 
But it is not sure whether their graduation is certified. In addition, children are 
vulnerable to the risk of abuse and bullying. 

○ The ‘2008 Study on the Status of Refugee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showed that more than 35% of people who applied for refugee status 
had poor access to medical services. Medical assistance budget was drawn up for 
refugee applicants and foreigners but less than 20% was actually executed. No specific 
guidelines for budget execution were established. 

○ No educational programs or training on the right of refugees are provided for 
officials in direct contact with refugees or asylum-seekers at the Leg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concrete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refugees are not laid 
down. 

Recommendations

∙ Specific measures must be taken to increase the enrollment rat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reak out of vicious cycle of poverty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vent potential juvenile delinquency and deviation.
∙ Specific measures must be taken to increase the enrollment rat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reak out of vicious cycle of poverty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prevent potential juvenile delinquency and deviation.

2. Economic exploitation 

○ The number of working children is increasing. According to an additional research 
of a study on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s 
of August 2009, about 6.5% of total 3,294,000 children aged 15 to 19, 213,000 
children were working. Also, about 18.8% of children who had part-time jobs worked 
for a living, not for entertainment considered a main purpose of having part-time jobs. 

○ Approximately 37.7% of respondents had worked for more than four months, 
which meant that they worked not only during vacation but also during semesters. 
Usually, it is known that children work for just a short period of time but 9.8% of 
respondents had worked for more than a year. In addition, about 64% of them were 
paid less than the minimum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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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working hours per day for children are 7 hours which is 1 hour shorter than 
those of adult laborers.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in weekly working hours since 
the total weekly working hours for children is calculated based on six day work 
system. This is against the Constitution requesting special protection of children. 

○ The research of the Network for Juvenile Labor and Human Rights in 2009 
reveals that approximately 44.3% of respondents worked for more than 6 hours on 
average, and 62% of them worked without a break. Furthermore, many worked even 
at night, which is prohibited by the current law. 

○ 83.6% of the respondents were provided with meals at their workplace and 15% 
among them ate food that were out of date or leftovers, raising serious concerns about 
their right to health. 

○ Working children are also exposed to different types of violence. Approximately 
53.9% of the total respondents worked in a dangerous place without protective 
devices, and 23.95% of them had accidents while working but about 43% did not get 
treatment after the accident. On the other hand, 235 children were verbally abused, 29 
children were sexually harassed, and 46 children were physically assaulted. However, 
working children are not provided with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education and 
recovery measures are also not promptly taken. Education by employers on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is less than effective as preventive measure.

○ In inspection of work environment, most necessary check items such as possibility 
of sexual harassment and industrial disaster, and issuance of social insurance are 
excluded. Government conducts inspections on companies employing juveniles twice a 
year, and nearly 80% of them were found failing in complying with the Labor 
Standard Act. 

Recommendations

∙ Measures to monitor working environment must be strengthened to guarantee the 
minimum wage, make companies comply with legal working hours, secure safety in 
workplaces, prevent diverse violence, and protect children's rights.
∙ It must be stipulated that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should provide 
education on labor laws and sexual harassment prevention training for employers 
hiring children.
∙ Labor insp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Effective remedies and rehabilitation 
measures must be provided to the victim. Strict punishment for employers violating 
the Labor Standard Act should be e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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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xual exploitation 

○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has continuously risen.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ncreased from 5,159 in 2006 to 6,782 in 2009. According to legislator Choi, 
Young-hee, the report rate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only 10%. Given this, 
the actual number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is estimated to be around 
50,000. 

○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alyzed 10,129 sexual violence cases handled by 18 
One-stop support centers from 2009 to the first half of 2010. The analysis showed 
that a half of child victims were sexually assaulted during daytime. Enticement was 
the most used method of obtaining access to the victim, and about 30% of the 
children were repeatedly sexually abused two times and more. Surprisingly, many 
children were sexually assaulted in houses that could be considered as the safest 
place. (26.6%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23.1%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ll age groups, the largest number of children was sexually assaulted by strangers but 
the percentage of relatives or neighbors being the offenders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ge of victims. Adults were the most common perpetrator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but the percentage of child offenders accounted for about 13%. 
According to the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umber of sexual offences 
committed by children increased almost two times from 1,571 in 2006 to 2,934 in 
2009. 

○ Sexual crimes through the internet rapidly increased from 53.3% in 2001 to 91.3% 
in 2007. It is more likely for children who run away from home or drop out of 
school to get involved in sexual offences. It is a concern that the internet and mobile 
phones are becoming the dominant mediums from which children get obscene 
materials. Many children copycat crimes or commit sexual offences after watching 
them. According to the Top Ten Reviews, an internet filtering software ratings service, 
one Korean spent about 527 dollars on online pornography in 2006, which was the 
highest in the world. Children are getting easier access to pornography through the 
media. Though media is getting more sexually suggestive and violent, the authority 
does not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situation: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requested to correct 35,163 cases out of 73,995 deliberations in 2007 and 
requested to correct 5,057 cases 6,809 deliberations in 2009. In order to prevent 
sexual violence, a more thorough monitoring and a crackdown on pornography are 
required. 

○ It is also concerned that the rights of children who work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or want to become entertainers are often violated. Ministry of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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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and Family conducted a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sexual exploitation 
against children working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n 2010. It surveyed 103 
juvenile entertainers and aspiring entertainers aged 9 to 24 (53 males, 50 females). 
60% of the girls were forced to expose their bodies. One out of ten were advised to 
get a cosmetic surgery or forced to expose specific body parts. This result indicates 
girls are prevalently portrayed as sex objects. Approximately 56.1% were recommended 
to lose their weight. 

○ Violence against athletes is also serious. According to a study jointly conducted by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ee of 100 
elementary school athletes have been sexually assaulted or raped within one year. 

○ The government has not adopted a national plan of action with prevention and 
follow-up measures, and effective tools for evaluation. It is hard to view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eventing Sex Trafficking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otecting Juveniles from Harmful Environments as comprehensive long-term 
frameworks. 

○ In March 2010, laws related to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were amended to 
strengthen punishment for offenders. Through the amendments, the legal system of 
punishment was introduced, which comprises of the criminal law, the Special Act on 
Sexual Violence, and the Act on Protection of Juvenile from Sexual Exploitation. The 
sentence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has increased and sexual crimes committed 
in drunken state are not longer considered as the factor to reduce the sentence. 
However, those laws do not strongly focus on preven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 Punishment for those convicted of a sex offence against children cannot be viewed 
as appropriate. The prosecution rate and the imprisonment rate were only 40% and 
36%, respectively, and only 20% of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who were found 
guilty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most of them were sentenced to a 
suspended of execution and fines. Also, the term of imprisonment is frequently 
reduced in the courts. 

○ It is hard to recognize the effectiveness of the online disclosu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Currently, information about only those 
who were found guilty after January 1st 2010 is accessible. In other words, if 
someone committed a sexual crime against children but was convicted before January 
1st 2010, his or her information is not registered. Questions have been raised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tagging. It can be used to keep track of 
offenders who were convicted after September 2008. However, 7 out of 574 persons 
who were ordered to wear electronic tagging cut it off and ran away. In addition, it 
is reported that sex offenders who are highly likely to commit a crime again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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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access to elementary schools. 

○ Sex offender management policies and programs are not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implemente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s making efforts to 
take a proactive approach. For instance, it held a joint conference with relevant 
departments including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develop measures for 
child protection from sexual violence. However, work is dispersed and communication 
is not effectively promoted across the ministries. While the online disclosur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is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operates the electronic tagging 
system. Also,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Juveniles from Sexual Exploitation fa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t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is undertaken by the Ministry 
of Justice. 

○ Long-term follow-up studies show that the recidivism rate of sexual offenders is 
very high, which is approximately 50% to 60%. The 1 year recurrence rate of sex 
crimes was 37% but that of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reached 50%. However, 
recidivism prevention programs are insufficient and ineffective. Psychological or 
medical treatment is not extensively provided for sex offenders. Recidivism prevention 
education will be conducted in seven more prisons from November 2010 but currently, 
only four out of 36 prisons provide prevention education. In addition, the completion 
rate was only 50% as 131 persons of total 274 targets and 464 persons of total 891 
targets received education in 2008 and 2009, respectivel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ducts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for juvenile 
offenders in probation offices. In 2009, only 10% of total 2,934 juvenile offenders 
received education. Punitive steps unaccompanied by prevention and treatment measures 
can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sex offences.

○ It is a concern that child victims often suffer from a second victimization during 
the process of interrogation or trial.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allows child victims under the age of sixteen to make a 
statement via video recording but in reality they frequently have to repeat their 
testimony because officials are not skilled in recording. Moreover, the courts often 
might not recognize the validity of video. Victims also are forced to give testimony or 
have excessive cross-examination. Moreover, they are urged to reconcile with offenders, 
and sometimes their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Or, relevant officials such as 
police officers and medical personnel verbally abuse or show lukewarm response to 
child victims. As the guidelines for resolving sexual crime cases were announced on 
April 16th 2010, video recording of testimony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a written 
statement in trials. However, both are still required to secure sufficient evidence. 



한국 NPO연  민간보고서 597

Sometimes child victims have to show up for trial when there is no sufficient 
evidence to find an offender guilty. According to the Sunflower Children’s Centers for 
child victims of sexual violence, about 20% of the children have experienced a second 
victimization. 

○ 10 Sunflower Children’s Centers and 16 One-stop Support Centers are established 
to provide victims with integrated assistance through counseling, protection and 
treatment services. However, Sunflower Children’s Centers provide counseling, the 
women and children unit of the police is responsible for victim impact statement, and 
the criminal investigation section takes charge of investigation. 

○ The research on featur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child protection system showed that boys accounted for 4% of total 
victim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the survey of 4,701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4th~6th grades), more than a half of male victims covered up the facts 
that they were sexually abused. 

○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become more serious but the budget decreased.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competent Ministry, is 
20,412,000,000 KRW in 2011, decreased by 11.6% compared to 2010. The budget for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support for victims was reduced by 10% from 
17,096,000,000 KRW in 2010 to 15,381,000,000 KRW in 2011. The budget for 
establishing One-stop Support Center was not included and the budget for operating 
centers were reduced by 1 billion KRW from 2,455,000,000 won to 2,350,000,000 
KRW. Also, operating budget for correction programs and programs for victim’s 
families and budget for education for child offenders were cut.

○ An expert team consisting of prosecutors, clinical psychologists and child 
psychiatrist was established in 2010 but more experts are needed. Sex crime 
prosecutors and investigators are rotated out every one to two years, which is not 
effective. In addition, different prosecutors conduct investigation and trials and 
sometimes prosecutors are replaced even during the trial.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undertake training on characteristics of child victims, interview and 
investigation skills, etc. only 1~9 times a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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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 A data collec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sure that data on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disaggregated, inter alia, by age and sex, are 
systematically collected and analyzed. Data should also include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prosecutions and convictions for such offences, disaggregated by the 
nature of the offence.
∙ The mid and long-term national action plan based on accurate statistics must be 
established, and budget and human resources should be adequately allocated. 
∙ Measures must be taken to protect neglected children and children in dual-income 
families, and it is necessary to build an effective social safety net. 
∙ It is required to undertake an intensive review of current prevention measures.
∙ Strict punishment must be meted out to sex offenders. For example, indictment 
period should be extended until child victims reach maturity and limits of 
imprisonment should also be extended.
∙ Punitive measures should also be accompanied by prevention and follow-up 
programs including prevention and correction education, and treatment. 
∙ Effective interagency coordination is necessary. There should be a special body 
comprised of relevant ministries and experts taking full responsibility of coordination 
and policy implementation.
∙ Procedures and systems should be improved to promptly and effectively provide 
assistance for child victims.    
    - Unifying investigation and post-management systems
    - Providing substantial education for professionals such as investigators, judges, 
medical personnel, and clinical psychiatrists.
∙ Operational problems in the Child Policy Coordinating Committee need to be 
addressed and it should be fully empowered with necessary authority and adequat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to systematically collect data, formulate a 
comprehensive long term policy framework, develop strategies and evaluate 
implementation.

3. Juvenile Justice

○ With the amendment of the Juvenile Act in December 2007, new systems were 
introduced; a state-appointed legal assistant, reconciliation or mediation procedures, 
guarantee of the victim’s rights to give testimony, investigation prior to the decision of 
the prosecutor, legislation of conditional suspension of prosecution, diversification of 
programs and services, and a maximum two years of detention. Also, human rights 
education has been carried out for probation officers, and diverse programs were 
conducted; for instance, vocational training, ski camps, the International Youth Peace 
Camp, and cross-country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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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at the Juvenile Act meets the international 
standard. The amended act still has factors that can potentially infringe human rights. 
For example, other than the public defender system and reconciliation procedures, 
guarantee of rights to due process lacks necessary regulations. Investigation prior to 
the decision of the prosecutor is not mandatory. Prosecutor might not investigate the 
conduct, record, general environment, and other issues pertaining to the children if he 
or she deems it is unnecessary. Requirements for consignment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Center are less specific than those for imprisonment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Shock incarceration may have negative impact on children. 

○ The recurrence rate of juvenile crime is high (32.4%). Many children in detention 
centers come from low income families. It is reported that many children commit 
crimes again because they fail in getting jobs and entering schools. This indicates that 
child offenders have difficulties in reintegrating into society and no social safety net is 
secured for children in vulnerable situation. Juvenile crimes are heavily influenced by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 That is, those who have financial difficulty and are 
neglected are more likely to commit crimes. Unless their environment is improved, it 
is difficult to promote behavioral chang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Recommendations
∙ When amending the Juvenile Act and making decision on treatment, the principle 
of best interest of the child must be a primary consideration.
∙ Improvement should be made to protect the rights of children.
   - Resolving overcrowding in detention centers
   - Strengthening the involvement of experts in juvenile justice
   - Establishing detailed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ystems 
   - Reducing use of pre-trial detention
∙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connection with families, schools and the community 
since juvenile crime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environmental factors.
∙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cial safety nets and systematic reintegra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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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유엔아동권리 약 603

유엔아동권리 약1)  
 

    1991년 11월 20일 비 서 기탁

    1991년 12월 20일 발효(조약 제1072호)

    1991년 12월 23일 보게재

    유보내용: 21조가항 계당국의 입양허가제

    40조2항나호(5) 상소권 보장

    개정사항: 게43조2항 개정 

 

 문

이 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 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 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한 신

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 고, 확 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 의 향상을 진

하기로 결의하 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1) 외교통상부에 의해 작성된 공식 국문번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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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정치  는 기타의 의견, 민족  는 사회  출신, 재산, 출생 는 기타의 신

분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

를 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 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 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 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한 자연  환경으로

서 가족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

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 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하여 가족  환경과 행복, 사랑  이해의 

분 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용·자유·평등·연 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한 제네바선언

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

권선언, 시민 정치 권리에 한국제규약(특히 제23조  제24조),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한국제규약(특히 제10조)  아동의 복지와 련된 문기구와 국제기

구의 규정  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 ·정신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

생 후를 막론하고 한 법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에 유념하고, 



부록1. 유엔아동권리 약 605

“국내 는국제 양육 탁과입양을별도로규정하는아동의보호와복지에 한사회

법 원칙에 한선언”의 제규정, “소년법운 을 한 국제연합최소표 규칙”(베이징규

칙)  “비상시 무력충돌시부녀자와아동의보호에 한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외 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

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 을 하여 각 민족의 통과 문화  가치의 요성을 충

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한 국제 력의 요성

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하 다.

제 1 부

제 1 조

이 약의 목 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할권안에서 아동 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

별, 언어, 종교, 정치  는 기타의 의견, 민족 , 인종  는 사회  출신, 재산, 무

능력, 출생 는 기타의 신분에 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 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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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 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

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 조

1. 공공 는 민간 사회복지기 , 법원, 행정당국, 는 입법기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하여 법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하여 

모든 한 입법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 , 편의  시설이 계당국이 

설정한 기 , 특히 안 과 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 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4 조

당사국은 이 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 하기 하여 모든 한 입법 ·행정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권리에 하여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 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 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조

아동이 이 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는 용가능한 

경우 지 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 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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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법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한 감독과 지도

를 행할 책임과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 하여야 한다.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 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 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 8 조

1. 당사국은 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 , 성명  가족 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 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일부 는 부를 불법 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하여 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  심사의 구속을 받는 계당국이 용가능한 법률  차에 따라

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외에는, 아동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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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의 결정은 부

모에 의한 아동 학  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차에 참가하여 자

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외에는, 부모의 일방 는 방으로부

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 으로 부모와 개인  계  직 인 면 교섭을 유지할 권

리를 가짐을 존 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방 는 아동의 감 , 투옥, 망명, 강제퇴거 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

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는 한 경

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 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한 필수 인 정보를 제공하

여야 한다. 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하여 아동 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정 이며 

인도 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 되어야 한다. 한 당사국은 이러하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외  상황외에는 정기 으로 부모와 개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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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인 면 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 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제

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 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 보건이나 도덕 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하여 필요하며 

이 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미귀환을 퇴치하기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 을 하여 당사국은 양자 는 다자 정의 체결이나 기존 정에의 가입을 

진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하여 본인에게 향을 미치

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

해에 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 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 을 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 ·행

정  차에 있어서도 직  는 표자나 한 기 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

법  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 13 조

1. 아동은 표 에 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는 인쇄, 술의 형태 

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계

없이 추구하고 수하며 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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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한 다음 사항을 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가. 타인의 권리 는 신망의 존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 보건 는 도덕의 보호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에 한 권리를 존 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 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 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 , 질서, 

보건이나 도덕 는 타인의 기본권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에

만 제한될 수 있다.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  집회의 자유에 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는 공공의 안 , 공

공질서, 공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하여 민주사

회에서 필요한 것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는 통신에 하여 자의 이거나 법 인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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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아니하며 한 명 나 신망에 한 법 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7 조

당사국은 매체가 수행하는 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   국

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 · 정신 ·도덕  복지와 신체

·정신  건강의 향상을 목 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한 근권을 가짐을 보장하

여야 한다. 이 목 을 하여 당사국은, 

  가. 매체가 아동에게 사회 ·문화 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

보와 자료를 보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 ·국내   국제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보 하는데 있어서의 국제 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 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매체로 하여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

한 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

동을 보호하기 한 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부모 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 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

과 발달에 일차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  심이 된다.

2. 이 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진시키기 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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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한 

기 ·시설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한 편의  시설

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하여 모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

의 신체 ·정신  폭력, 상해나 학 , 유기나 유기  우, 성  학 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하여 모든 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한 사회계획

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추 하고 한 한 경우에는 사법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차를 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일시  는 항구 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한 보호의 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 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는 필요한 경우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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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양육기 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

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과 아동의 인종 ·종교 ·문화   언어  배경에 

하여 정당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한 당사국은 

  가. 아동의 입양은, 용가능한 법률과 차에 따라서 그리고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 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후견인에 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

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계자들이 필요한 의에 의하여 

입양에 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 음을 결정하는 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는 어떠한 

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체수단으

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 국제입양에 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등한 보호와 기 을 향유하도

록 보장하여야 한다.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한 경우에는 양자 는 다자약정이나 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 을 

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계당국이나 기

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 를 구하거나 는 용가능한 국제법  국내법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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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난민으로 취 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계없

이, 이 약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는 인도주의 련 문서에 규

정된 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한 보호와 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기 하여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 을 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국제연합과 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 하는데 기울이는 모

든 노력에 하여도 하다고 단되는 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구  는 일시

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

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  는 신체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진되며 극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 있는 생활을 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 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

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

한 한 면 인 사회참여와 문화 · 정신  발 을 포함한 개인  발 의 달성에 이

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 리지원, 재활지원, 취업 비  오락

기회를 효과 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부록1. 유엔아동권리 약 615

4. 당사국은 국제 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

상시키고 경험을 확 하기 하여 재활, 교육  직업보도 방법에 한 정보의 보  

 이용을 포함하여, 방의학분야  장애아동에 한 의학 ·심리 ·기능  처치분

야에 있어서의 한 정보의 교환을 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

의 필요에 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4 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 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 리지원의 이용

에 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 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한 조치

  나. 기 건강 리의 발 에 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 건강 리 체계안에서 무엇보다도 쉽

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용과 충분한 양식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

하여 질병과 양실조를 퇴치하기 한 조치 

  라. 산모를 하여 출산 후의 한 건강 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양, 모유· 수유의 이익, 

생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 방에 한 기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

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방  건강 리, 부모를 한 지도  가족계획에 한 교육과 편의를 발 시

키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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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통 습을 폐지하기 하여 모든 효과 이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 한 실 을 진 으로 달성하기 하여 국

제 력을 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 ·정신  건강의 리, 보호 는 치료의 목 으로 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양육지정과 련된 그밖의 모든 사정을 정

기 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

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 한 실 을 달성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아동에 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  행하여지거나 는 아동을 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련된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 ·지 ·정신 ·도덕   사회  발달에 합한 생활수

을 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는 기타 아동에 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 안에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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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여건과 재정의 범 안에서 부모 는 기타 아동에 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 하는 것을 지원하기 한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양, 의복  주거에 하여 물질  보조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는 기타 아동에 하여 재정 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한 모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

히 아동에 하여 재정 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

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 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한 

조치의 강구를 진하여야 한다.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한 권리를 인정하며, 진 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

 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등교육은 의무 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등교육의 발 을 장려하고, 이에 

한 모든 아동의 이용  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필요한 

경우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직업에 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근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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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약에 부합하도록 운

되는 것을 보장하기 한 모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 ·기술  지식과 

 교육방법에의 근을 쉽게 하기 하여, 교육에 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

력을 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하여 특

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정신 ·신체  능력의 최 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  자유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한 존 의 진  

  다. 자신의 부모, 문화  주체성, 언어  가치 그리고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  

가치  이질 문명에 한 존 의 진  

  라. 아동이 인종 ·민족 ·종교  집단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용, 성(性)의 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하도록 하는 비 

  마. 자연환경에 한 존 의 진

2. 이 조 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

을 수하고 당해교육기 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

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 을 설립하여 운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

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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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인종 ·종교  는 언어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

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

며, 문화생활과 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 · 술  생활에 완 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 하고 

진하며, 문화, 술, 오락  여가활동을 한 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

하여야 한다.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  착취  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 ·지 ·정신 ·도덕  는 사회  발 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 을 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문서의 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는 복수의 최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조건에 한 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 인 실시를 확보하기 한 한 처벌 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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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조

당사국은 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사용으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

지하기 하여 입법 ·행정 ·사회 ·교육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  착취와 성  학 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한 모든 한 국

내 ·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법한 성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법한 성  활동에 착취 으로 이용하는 행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자료에 착취 으로 이용하는 행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 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는 거래를 방지하기 한 

모든 한 국내 ,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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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 이거나 굴욕 인 우나 처

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

람이 범한 범죄에 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법  는 자의 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

포, 억류 는 구 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한 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한 존 에 입

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 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

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   기타 한 구조에 신속하게 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 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

신에 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과 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용가능한 국제인도법

의 규칙을 존 하고 동 존 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행 에 직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

하기 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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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 으나 18세

에 달하지 아니한 자 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 를 두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배려를 확보하기 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 , 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 이거나 굴욕 인 우나 처벌, 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

체 ·심리  회복  사회복귀를 진시키기 한 모든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하여, 아

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사회에서의 건설  역할 담당을 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  자유에 한 아동의 존 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한 아동의 지각을 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

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 을 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

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 시의 국내법 는 국제법에 의하여 지되지 아니한 작  는 

부작 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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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  는, 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비  제출시 법률  는 기타 한 지원을 받는다.

     (3) 권한있고 독립 이며 공평한 기  는 사법기 에 의하여 법률  는 기타 

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결되어

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는 후견인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

하거나 는 신문받도록 하며, 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5) 형법 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

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 이며 공정한 상 당국이나 사법기 에 의하여 심

사되어야 한다.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

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7) 사법 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 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용될 

수 있는 법률, 차, 기   기구의 설립을 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형법 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  연령의 설정 

  나. 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  보장이 완 히 존 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하고 그들의 여건  범행에 비례하여 취 될 것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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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보호, 지도  감독명령, 상담, 보호 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제도  보호에 한 그밖의 체방안등 여러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이 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 에 보다 공헌할 수 있

는 어떠한 규정에도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 2 부

제 42 조

당사국은 이 약의 원칙과 규정을 하고 극 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

두에게 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 43 조

1. 이 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 상황을 심사하기 

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 원회를 설립한다.

2. 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약이 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문가로 구성된다. 원회의 원은 형평한 지리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

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에서 선출되며, 개인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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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회의 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에서 비 투표에 의하여 선출

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원회의 최 의 선거는 이 약의 발효일부터 6월이내에 실시 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이 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당사국에 하여 

2월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

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 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표의 최

다수표  다수표를 얻는 자가 원으로 선출된다.

6. 원회의 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 의 선거에서 선출된 원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원의 명

단은 최 선거후 즉시 동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원회 원이 사망, 사퇴 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문가를 임명한다.

8. 원회는 자체의 차규정을 제정한다.

9. 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

서 개최된다. 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

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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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약에 의하여 설립된 원회의 효과 인 기능수행을 

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약에 의하여 설립된 원회의 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

리의 향유와 련하여 이룩한 진 상황에 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

총장을 통하여 원회에 제출한다.

  가. 계 당사국에 하여 이 약이 발효한 후 2년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향을 미치는 요소

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한 계국에서의 약이행에 

한 포 인 이해를 원회에 제공하기 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원회에 포 인 최 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

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약의 이행과 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원회는 원회의 활동에 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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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 45 조

이 약의 효과 인 이행을 진하고 이 약이 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 력

을 장려하기 하여 

  가. 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 은 이 약  그들의 

권한 범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한 논의에 표를 견할 권리를 가진

다. 원회는 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   원회가 하다고 단하는 그

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 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약의 이행에 한 문 인 자문을 제공하여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원회

는 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 에게 그들의 활동범

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약의 이행에 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원회는 하다고 단되는 경우 기술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

요성을 지 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 에 한 

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문기구, 국제연합아

동기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달하여야 한다.

  다. 원회는 사무총장이 원회를 신하여 아동권리와 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하여 권고할 수 있다.

  라. 원회는 이 약 제44조  제45조에 의하여 수한 정보에 기 하여 제안과 

일반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

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계 당사국에 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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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부

제 46 조

이 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하여 개방된다.

제 47 조

이 약은 비 되어야 한다. 비 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8 조

이 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49 조

1. 이 약은 20번째의 비 서 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 서 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약을 비 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

가에 하여, 이 약은 그 국가의 비 서 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

한다.

제 50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한 당사

국회의 개최에 한 찬성 여부에 한 의견을 표시하여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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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내에 당사국  최소 3

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 하에 동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 은 

그 승인을 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

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약의 규정  이미 수락한 그 이 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 51 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  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수하고 모든 국가

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약의 상  목 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 52 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

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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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 54 조

아랍어· 국어· 어·불어·러시아어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약의 원본

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권 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임

받아 이 약에 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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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4/25 of 20 November 1989 

entry into force 2 September 1990,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Bearing in mind that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proclaimed and agree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Recalling tha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as 
proclaimed that childhood is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Convinced that the family, as the fundamental group of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growth and well-being of all its members and particularly 
children, should be afforded the necessary protection and assistance so that it can fully 
assume its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Considering that the child should be fully prepared to live an individual life in 
society, and brought up in the spirit of the ideal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particular in the spirit of peace, dignity, tolerance,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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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 in mind that the need to extend particular care to the child has been stated in 
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24 an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59 and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s 23 and 24),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 
10) and in the statutes and relevant instruments of specialized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children, 

Bearing in mind that,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by reason of his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needs special safeguards and 
care, including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before as well as after birth",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and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 Recognizing that,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are children living in 
exceptionally difficult conditions, and that such children need special consideration,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in every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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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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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3 

1.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institu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care or protection of children shall conform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competent author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afety, health, in the number and 
suitability of their staff, as well as competent supervision. 

Article 4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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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peration. 

Article 5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or, where 
applicable, the members of the extended family or community as provided for by 
local custom, legal guardians or other person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provi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exercise by the child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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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6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Article 7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Article 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without 
unlawful interference. 

2. Where a child is illegally deprived of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his or her 
identity,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tection,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speedily his or her identity.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2. In any proceeding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ll interested 
partie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nd make their 
views known. 

3.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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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4. Where such separation results from any action initiated by a State Party, such as 
the detention, imprisonment, exile, deportation or death (including death arising from 
any cause while the person is in the custody of the State) of one or both parents or 
of the child, that State Party shall, upon request, provide the parents, the child or, if 
appropriate, another member of the family with the ess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whereabouts of the absent member(s) of the family unles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e well-being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of itself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person(s) concerned. 

Article 10 

1.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applications by a child or his or her parents to enter or leave a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shall be dealt with by States Parties in a positive, 
humane and expeditious manner.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applicants and for the 
members of their family. 

2. A child whose parents reside in different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on 
a regular basi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s 
with both parents. Towards that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and his or her parents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enter their 
own country.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restric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11 

1.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combat the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of 
children abroad. 

2.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ccession to existing agreements. 



636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Article 12 

1.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2. For this purpose, the child shall in particular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Article 13 

1. The child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the child's choice. 

2. The exercise of this right may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or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Article 14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provide direction to the child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righ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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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hild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6

1.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2. The child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7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function performed by the mass media and shall 
ensure that the child has access to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especially those aimed at the promotion of his or 
her social, spiritual and moral well-be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a) Encourage the mass media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d material of social and 
cultural benefit to the child and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article 29; 

  (b)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cultu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c)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children's books; 
  (d) Encourage the mass media to have particular regard to the linguistic needs of 

the child who belongs to a minority group or who is indigenous;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information and material injurious to his or her well-being,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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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8

1. States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ensur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that 
both parents have common responsibilities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Parents or, as the case may be, legal guardian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ill 
be their basic concern. 

2.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nd promoting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arents and legal 
guardian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nd shall ensure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care of children.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of working 
parents have the right to benefit from child-care services and facilitie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Article 19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while in the care of parent(s), legal guardian(s) or any other 
person who has the care of the child. 

2. Such protective measure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effectiv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grammes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the child and for 
those who have the care of the child, as well as for other forms of prevention and 
for identification, reporting, referral, investigation, treatment and follow-up of instances 
of child maltreatment described heretofore, and, as appropriate, for judicial 
involvement. 

Article 20

1.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ensure alternative care for 
such a child. 

3. Such care could include, inter alia, foster placement, kafalah of Islam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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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ion or if necessary placement in suitable institutions for the care of children. 
When considering solutions,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desirability of continuity 
in a child's upbringing and to the child's ethnic,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Article 21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b) Recognize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for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e) Promote, where appropriat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article by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or agreements, and endeavour, within this 
framework, to ensure that the placement of the child in another country is 
carried out by competent authorities or organs. 

Article 22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a child who is seeking 
refugee status or who is considered a refuge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and procedures shall, whether unaccompanied or 
accompanied by his or her parents or by any other person, receive appropriat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njoyment of applicabl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instruments to which the said States are Parties. 

2. For this purpose,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co-operation in any effort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mpet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and assist such a child and to trace the parents 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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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f the family of any refugee child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reunification with his or her family. In cases where no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can be found, the child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any 
other child permanently or tempo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for 
any reason , a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23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a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child should enjoy a 
full and decent life, in conditions which ensure dignity, promote self-reliance and 
facilitate the child'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disabled child to special care and shall 
encourage and ensure the extension,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o the eligible child 
and those responsible for his or her care, of assistance for which application is made 
and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hild's condition an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3.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a disabled child, assistance exten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whenever 
possibl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and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disabled child has effective access 
to and receives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recreation opportunities in a manner conducive to the 
child's achieving the fullest possible social integration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cluding his or her cultural and spiritual development 

4.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i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xchange 
of appropriat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reventive health care and of medical, 
psychological and functional treatment of disabled children, including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methods of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vocational services, with the aim of enabling States Parti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skills and to widen their experience in these area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4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o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illness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States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no child is deprived 
of his or her right of access to such health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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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es Parties shall pursu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 To diminish infant and child mortality; 
  (b) To ensure the provision of necessary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care to all 

children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c) To combat disease and malnutritio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s and clean drinking-wa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s and risks of environmental pollution; 

  (d) To ensure appropriate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for mothers; 
  (e)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f) To develop preventive health care, guidance for parents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ervices.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abolishing traditional practices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children. 

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recognized in the 
present article.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5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a child who has been plac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of his or 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to a periodic review of the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levant to his or her placement. 

Article 26

1.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for every child the right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2. The benefits should, where appropriate, be granted, taking into account the 
resource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hild and persons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child, as well as any other consideration relevant to a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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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benefit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child. 

Article 27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child's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2. The parent(s) or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secure, within their abilities and financial capacities, the conditions of living necessary 
for the child's development. 

3.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within their mean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parents and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implement this right and shall in case of need provide material assistance and support 
programm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nutrition, clothing and housing.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the 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from the parents or other persons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both within the State Party and from abroad. In particular, 
where the person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lives in a Sta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accession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as well as the making of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Article 28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this right progressively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they shall, in 
particular: 

  (a)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b)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forms of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ke them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very 
child,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and offering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need; 

  (c) Make higher education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e) Take measures to encourage regular attendance at schools and the reduction of 
drop-out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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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school discipline is 
administe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hild's human dignity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educ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ignorance and illiteracy throughout the world and facilitating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modern teaching method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Article 29 

1. States Parties agree that the education of the child shall be directed to: 

  (a)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b)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for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child's parents, his or her own cultural 
identity, language and values, for the national valu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child is living, the country from which he or she may originate, and for 
civilizations different from his or her own; 

  (d) The preparation of the child for responsible life in a free society, in the spirit 
of understanding, peace, tolerance, equality of sexes, and friendship among all 
peoples, ethnic, national and religious groups and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natural environment. 

2. No part of the present article or article 28 shall be construed so as to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nd to the requirements that the education given in such 
institutions shall conform to such minimum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by the 
State.

Article 30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or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xist, a child belonging to such a minority or who is indigenou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other members of his or her group, 
to enjoy his or he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his or her own religion, or to 
use his or her ow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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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1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and leisure, to engage in pla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age of the child and to participate freely 
in cultural life and the arts.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 of the child to participate fully in 
cultural and artistic life and shall encourage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nd equal 
opportunities for cultural, artistic, recreational and leisure activity. 

Article 32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2. States Parties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rticle.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a) Provide for a minimum age or minimum ages for admission to employment; 
  (b) Provide for appropriate regulation of the hour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c) Provide for appropriate penalties or other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esent article. 

Article 3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illicit us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s defin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and 
to prevent the use of children in the illicit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such 
substances. 

Article 3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a) The inducement or coercion of a child to engage in any unlawful sex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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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b)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rostitution or other unlawful sexual 

practices; 
  (c)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ornographic performances and materials. 

Article 3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the abduction of,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for any purpose or in any 
form. 

Article 36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child against all other forms of exploitation prejudicial 
to any aspects of the child's welfare. 

Article 37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ither capital punishment nor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shall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b) No child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The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all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c)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in a manne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of his or her age. In particular,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unless it is considered in the 
child's best interest not to do so and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his or her family through correspondence and visit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d) Every child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ccess 
to legal and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s well a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deprivation of his or her liberty before a court or ot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and to a prompt decision on any 
such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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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to them in armed conflicts which are relevant to the 
child.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3.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4.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rotect 
the civilian population in armed conflict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protection and care of children who are affected by an armed conflict. 

Article 39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a child victim of: any form of neglect, 
exploitation, or abuse; torture or any other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armed conflict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which fosters the health, self-respect and dignity of the child. 

Article 40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to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motion of the child's sense of dignity and worth, which reinforces the child'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others an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ild's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 child's reintegration and 
the child's assuming a constructive role in society. 

2.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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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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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a) The establishment of a minimum age below which children shall be presumed 
not to have the capacity to infringe the penal law; 

  (b) Whenever appropriate and desirable, measures for dealing with such children 
without resorting to judicial proceedings, providing that human rights and legal 
safeguards are fully respected. 4. A variety of dispositions, such as care, 
guidance and supervision orders; counselling; probation; foster care;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other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 care 
shall be available to ensure that children are dealt with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ir well-being and proportionate both to their circumstances and the 
offence. 

Article 41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a) The law of a State party;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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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PART II

Article 4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Article 43

1.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ogress made by States Parties in achieving the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taken in the present Convention,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eighte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Convention.1/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s well as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4. The initial election to the Committee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reafter every second 
year.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sequently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5. The elections shall be held at meetings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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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The term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7.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declares that for any other cause 
he or she can no longer perform the dutie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the member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8.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9.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period of two years. 

10.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r at any other convenient place a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nnually. The duration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and reviewed, if necessary, by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1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12.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Article 44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o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a) Within two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b) Thereafter every five years. 

2. Reports made under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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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 shall also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provide the Committe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country 
concerned. 

3. A State Party which has submitted a comprehensive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need not, in its subsequent repor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b) of 
the present article, repeat basic information previously provided. 

4. The Committee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very two years, reports on its activities. 

6.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Article 45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a)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mandate.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mandates.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b)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ny 
reports from States Parties that contain a request, or indicate a need, for 
technical advice or assistance, along with the Committee's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if any, on these requests or indications; 

  (c)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undertake on its behalf studies on specific issues relating 
to the rights of the child; 

  (d) The Committee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information received pursuant to articles 44 and 45 of the presen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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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transmitted to any State 
Party concerned and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PART III

Article 46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Article 47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8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49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50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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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s which they have accepted. 

Article 51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the text of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3.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inform all States.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2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5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Article 54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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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 한 약의 목  실 과 특히 제1조·제11조·제2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

조  제36조 등 약 규정을 이행하기 하여 당사국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아동음란

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확 하는 것이 함을 고려하고,

아동의권리에 한 약이 경제  착취  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아동

의 건강이나 신체 ·지 ·정신 ·도덕  는 사회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의 수행

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함을 한 고려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을 목 으로 한 국제  아동 거래의 규모와 증가

를 엄숙히 우려하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을 직 으로 조장하여 아동이 특히 취약한 매춘 

 행이 확산되고 지속됨을 깊이 우려하며,

여자아동을 포함한 상당수 특히 취약한 집단이 성 착취의 험에 더 노출되어 있고 

2) 외교통상부에 의해 작성된 공식 국문번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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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동이 성 착취 피해자 가운데 과도한 비율을 차지함을 인식하고,

인터넷과 발 하는 다른 기술을 통한 아동음란물 이용가능성이 증함을 우려하고, "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퇴치에 한 국제회의(비엔나, 1999년)"와 특히 아동음란물의 생

산·배포·수출· 송·수입·고의  소지  선  행 의  세계  불법화를 요구하는 동 

회의의 결정을 상기하고, 정부와 인터넷 업계사이의 긴 한 조와 력의 요성을 

강조하며, 

개발·빈곤·경제 불균형·불평등한 사회경제구조·가족붕괴·교육결핍·도농간 이동·성차

별·성인의 무책임한 성행 ·유해한 통 행·무력충돌  아동 거래 등을 포함하는 기

여원인을 다루는 총체  근법의 채택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의 근

을 진할 것을 믿고,

아동매매·아동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한 소비자 수요를 이기 하여 일반

의 인식을 증진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을 믿고, 모든 주체들간의  세계  력강화

와 국내  법 집행 개선의 요성을 한 믿으며,

국제입양 련아동의보호 력에 한헤이그 약, 국제 아동약취·유인의민사 측면에

한헤이그 약, 부모의책임 아동보호조치 련 할권· 거법·승인·집행 력에 한

헤이그 약  가혹한형태의아동노동 지와근 을 한즉각 인조치에 한국제노동기

구 약제182호와 같은 아동보호에 한 국제법문서의 규정에 주목하고,

아동권리 증진과 보호에 한 범 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동의권리에 한 약에 

한 압도  지지에 고무되며,

"아동매매·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 방을 한 행동강령"과 1996년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아동에 한 상업  성 착취에 반 하는 국제회의"에

서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 규정  련 국제기구의 그 밖의 련 결정  권고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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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성을 인식하고, 

아동 보호와 아동의 조화로운 발달을 한 각 민족의 통과 문화  가치의 요성을 

히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제1조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아동매매·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을 지한다.

제2조

이 의정서의 목 상,

  가. "아동매매"라 함은 보수나 다른 가를 받고 개인이나 집단이 아동을 다른 사람

에게 넘기는 모든 행 나 거래를 말한다.

  나. "아동성매매"라 함은 보수나 다른 가를 받고 아동을 성  활동에 이용하는 것

을 말한다.

  다. "아동음란물"이라 함은 수단을 불문하고 실제 는 가상의 노골 인 성  활동

에 련된 아동에 한 표  는 성을 주목 으로 한 아동의 성  부 에 한 

표 을 말한다.

제3조

1.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가 국내  는 국제 으로 행하여졌는지 는 개인에 의하여 

는 조직 으로 행하여졌는지에 계없이 최소한 다음의 행 와 활동이 자국 형법에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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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2조에 정의된 아동매매의 에서,

     ⑴ 수단을 불문하고 다음을 목 으로 아동을 제공·운반  수령하는 행

㈎ 아동의 성 착취

㈏ 이익을 목 으로 한 아동 장기의 이

㈐ 아동의 강제노동 참여

     ⑵ 용 가능한 입양 련 국제법 문서를 반하여 알선자로서 아동 입양에 

한 동의를 부 하게 유도하는 행

  나. 제2조에 정의된 아동성매매를 목 으로 아동을 제공·획득·조달 는 공 하는 행

  다. 제2조에 정의된 아동음란물을  목 으로 생산·배포·보 ·수입·수출·제공· 매 

 소지하는 행

2. 당사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러한 행 에 한 미수  이러한 

행 에 한 공범 는 참여에도 같은 내용이 용된다.

3. 당사국은 행 의 심각성을 고려한 한 벌칙으로 이러한 범죄가 처벌될 수 있도

록 한다.

4. 국내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한 경우 제1항에 명시된 범죄에 

한 법인의 책임을 확립하기 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의 법원칙에 따를 것을 조건

으로, 법인의 이러한 책임은 형사·민사 는 행정 인 책임이 될 수 있다.

5. 당사국은 아동입양에 련된 모든 사람들이 용 가능한 국제법 문서에 따라 행동

하도록 보장하기 하여 모든 한 법 ·행정  조치를 취한다. 

제4조

1. 당사국은 자국의 역 안에서 는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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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언 된 범죄에 한 자국의 할권을 확립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제3조제1항에 언 된 행 에 한 자국의 할권을 확

립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범죄피의자가 당사국 국민이거나 당사국 역 안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

  나. 피해자가 당사국 국민인 경우

3. 당사국은 한 자국민에 의한 범죄임을 이유로 당사국 역 안에 있는 범죄피의자

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  범죄에 한 할권을 확립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이 의정서는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다른 형사 할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5조

1. 제3조제1항에 언 된 범죄는 그러한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당사국간에 존재하

는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 상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당사국간 추후 체결되는 

범죄인인도조약의 인도 상범죄에 포함한다.

2.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인도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자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청구를 받은 경우, 이 국가는 이 의정서를 

이러한 범죄와 련한 인도의 법  근거로 볼 수 있다. 인도는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

의 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른다.

3.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를 인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인도 청구를 받은 

국가의 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러한 범죄를 당사국간 인도 상범죄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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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국간 인도의 목 상 이러한 범죄는 범죄 발생지뿐만 아니라 제4조에 따른 할

권 확립이 요청된 국가의 역 안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취 된다.

5.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범죄와 련하여 인도가 청구되었으나 인도 청구를 받은 당사

국이 범죄자의 국 을 근거로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그 당사

국은 기소를 하여 할당국에 사건을 회부하기 하여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범죄에 한 수사 는 형사 는 인도 차와 련

하여 차에 필요한 각국이 보유한 증거 취득과 련한 공조를 포함하여 최 한의 공

조를 서로 제공한다. 

2. 당사국은 사법공조에 한 당사국간 조약이나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제1항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조약이나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

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서로 공조를 제공한다.

제7조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규정에 따라,

  가. 다음의 사항을 하게 압수·몰수하기 한 조치를 취한다.

      ⑴ 이 의정서상 범죄를 행하거나 돕는 데 쓰인 자료·자산  그 밖의 수단 등의 물품

      ⑵ 이러한 범죄로부터 얻은 수익

  나. 가목에 언 된 물품이나 수익에 한 다른 당사국의 압수 는 몰수 요청을 집행한다.

  다. 범죄를 행하는 데 이용된 장소를 임시 는 최종 으로 폐쇄하기 한 조치를 취한다.

제8조

1. 당사국은 모든 형사 차에서 특히 다음을 포함하여 이 의정서상 지된 행 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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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입은 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한 한 조치를 취한다.

  가. 피해아동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아동의 특별한 요구, 특히 증인으로서의 아동에

게 필요한 특별한 요구를 인정하기 하여 차를 하게 수정하는 것

  나. 피해아동에게 그 권리  역할과 차의 범 ·시기·진행상황  사건 처리에 

하여 알려주는 것

  다. 아동의 개인  이해에 향을 미치는 차에서 피해아동의 견해·요구  심사

가 국내법의 차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청취되고 고려되도록 허용하는 것

  라. 사법 차 체를 통하여 피해아동에게 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마. 피해아동의 사생활과 신원을 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의 부 한 유출을 방지하기 하여 국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

  바. 한 경우 박과 보복으로부터 피해아동·피해아동의 가족  증인의 안 을 

보장하는 것

  사. 사건의 처리와 피해아동에 한 보상 제공 명령 는 결 집행의 불필요한 지

연을 방지하는 것

2. 당사국은 피해아동의 실제 연령이 불확실함을 이유로 피해아동의 연령을 밝히기 

한 수사를 포함한 범죄수사의 착수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의 피해 아동에 한 형사제도상 우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서 지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이 한 

훈련, 특히 법 ·심리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기 하여 조치를 취한다.

5. 한 경우 당사국은  범죄의 방 / 는 피해자 보호·재활에 련된 개인 

/ 는 단체의 안 과 보 을 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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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조 내용이 공정하고 공평한 재 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해하거나 이에 배되

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9조

1.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언 된 범죄를 방하기 한 법·행정조치·사회정책  로

그램을 채택 는 강화·실행  보 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행에 특히 취약한 아동

을 보호하기 하여 특별한 심을 기울인다.

2. 당사국은 모든 한 수단을 이용한 정보·교육  훈련을 통하여 이 의정서에 언

된 범죄의 유해성과 방조치에 한 아동을 포함한 일반 의 인식을 증진한다. 

당사국은 이 조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제  수 을 포함한 이러한 정보·교육  

훈련 로그램에 한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  피해아동의 참여를 장려한다.  

3. 당사국은 완 한 사회복귀  신체·심리  회복을 포함하여 모든 한 지원을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4.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법  책임

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한 한 차에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

도록 보장한다.

5. 당사국은 이 의정서에 명시된 범죄를 선 하는 자료의 생산과 배포를 효과 으로 

지하기 한 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

1. 당사국은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  아동을 상으로 한 매춘 에 

련된 행 의 책임자의 발생 방·탐지·수사·기소  처벌을 하여 다자·지역·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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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을 통한 국제 력을 강화하기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한 

할당국과 국내·국제  비정부기구  국제기구간 국제  력과 조정을 증진한다.

2. 당사국은 피해아동의 신체·심리  회복, 사회복귀  귀환을 돕기 한 국제  력

을 증진한다.

3. 당사국은 빈곤· 개발과 같이 아동매매·아동성매매·아동음란물  아동을 상으로 

한 매춘 에 한 아동의 취약성을 조장하는 근본원인에 처하기 한 국제 력 

강화를 진한다.

4. 지원 가능한 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지역·양자  그 밖의 로그램을 

통하여 재정·기술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11조

이 의정서는 다음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 권리의 실 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규정에 향을 주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

  나. 당사국에 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12조

1.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한 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 후 2년 이내에 이 의정서의 규

정을 이행하기 하여 그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한 포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아동권리 원회에 제출한다.

2. 포  보고서 제출 후 당사국은 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 원회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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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의 당사국은 5년마다 보

고서를 제출한다. 

3. 아동권리 원회는 당사국에 이 의정서 이행과 련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1. 이 의정서는 약 당사국 는 서명국의 서명을 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 되어야 하며, 약 당사국 는 서명국은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비 서 는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14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 서나 가입서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발효 후 비 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해서 그 국가의 비 서나 가입

서 기탁 후 1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제15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한 서면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밖의 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이를 알린다. 폐기는 국

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이러한 폐기는 폐기 효력발생일 이 에 발생한 범죄와 련한 이 의정서상 의무로

부터 당사국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한 이러한 폐기는 폐기의 효력발생일 

이 에 원회가 이미 심리 인 문제에 한 계속 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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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

은 개정안 심의  표결을 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한 찬성 여부표시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 경과하기  당사국  최소 3

분의 1이 이러한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 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

을 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수락된 때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하면 개정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

여 이 의정서의 규정  그 당사국이 수락한 그 이 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17조

1. 아랍어· 국어· 어·불어·러시아어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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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54/263of 25 May 2000 
entered into force on 18 January 200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Considering that, in order further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visions, especially articles 1, 11, 
21, 32, 33, 34, 35 and 36, it would be appropriate to extend the measures that States 
Parties should undertake in order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Considering also tha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es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Gravely concerned at the significant and increasing international traffic in children for 
the purpose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Deeply concerned at the widespread and continuing practice of sex tourism, to which 
children are especially vulnerable, as it directly promotes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Recognizing that a number of particularly vulnerable groups, including girl children, 
are at greater risk of sexual exploitation and that girl children are disproportionately 
represented among the sexually exploited,  

Concerned about the growing availability of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and 
other evolving technologies, and recalling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bating 
Child Pornography on the Internet, held in Vienna in 1999, in particular its conclusion 
calling for the worldwide criminalization of the production, distribution, exportation, 
transmission, importation, intentional possession and advertising of child pornography, 
and stressing the importance of closer coope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s and the Internet industry,  



666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Believing that the elimination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will be facilitated by adopting a holistic approach, addressing the 
contributing factors, including underdevelopment, poverty, economic disparities, 
inequitable socio-economic structure, dysfunctioning families, lack of education, 
urban-rural migration, gender discrimination, irresponsible adult sexual behaviour,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rmed conflicts and trafficking in children,  

Believing also that efforts to raise public awareness are needed to reduce consumer 
demand for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believing further in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global partnership among all actors 
and of improving law enforcement at the national level,  

Noting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relevant to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cluding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82 on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Encouraged by the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monstrating the widespread commitment that exist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ogramme 
of Ac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nd the Declaration and Agenda for Action adopted at the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held in Stockholm from 
27 to 31 August 1996, and the other relevant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f 
pertinent international bodies,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tates Parties shall prohibit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as provided for by the presen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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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Protocol:  

  (a) Sale of children means any act or transaction whereby a child is transferred by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to another for remuneration or any other 
consideration;  

  (b) Child prostitution means the use of a child in sexual activities for remuneration 
or any other form of consideration;  

  (c) Child pornography means any representation, by whatever means, of a child 
engaged in real or simulated explicit sexual activities or any representation of 
the sexual parts of a child for primarily sexual purposes.  

Article 3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s a minimum, the following acts and activities 
are fully covered under its criminal or penal law, whether such offences are committed 
domestically or transnationally or on an individual or organized basis:  

  (a) In the context of sale of children as defined in article 2:  
     (i) Offering, delivering or accepting, by whatever means, a child for the purpose of:

a. Sexual exploitation of the child;   
b. Transfer of organs of the child for profit;   
c. Engagement of the child in forced labour;  

     (ii) Improperly inducing consent, as an intermediary, for the adoption of a child 
in violation of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on adoption;  

  (b) Offering, obtaining, procuring or providing a child for child prostitution, as 
defined in article 2;  

  (c) Producing, distributing, disseminating, importing, exporting, offering, selling or 
possessing for the above purposes child pornography as defined in article 2.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w of a State Party, the same shall apply 
to an attempt to commit any of the said acts and to complicity or participation in any 
of the said acts. 

3. Each State Party shall make such offences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its national law, each State Party shall take measures, 
where appropriate,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for offences established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ubject to the legal principles of the State Party, 
such liability of legal persons may be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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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to ensure 
that all persons involved in the adoption of a child act in conformity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rticle 4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3, paragraph 1, when the offences 
are commited in its territory or on board a ship or aircraft registered in that State. 

2. Each State Party may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3, paragraph 1, in the following 
cases:  

  (a)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a person who has his 
habitual residence in its territory;  

  (b)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at State. 

3. Each State Party shall also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aforementioned offences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its territory and it does not extradite him or her to another State Party on the ground 
that the offence has been committed by one of its nationals. 

4. The present Protocol does not exclude any criminal jurisdiction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law.  

Article 5 

1.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3,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extraditable offences in any extradition treaty existing between States Parties and 
shall be included as extraditable offences in every extradition treaty subsequently 
concluded between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set forth in such treaties. 

2. If a State Party that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it may consider the present Protocol to be a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such offences. Extrad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3. States Parties that do no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recogniz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between themselves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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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uch offences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 of extradition between States Parties, 
as if they had been committed not only in the place in which they occurred but also 
in the territories of the States required to establish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5. If an extradition request is made with respect to an offence described in article 3, 
paragraph 1, and the requested State Party does not or will not extradite on the basis 
of the nationality of the offender, that State shall take suitable measures to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Article 6 

1.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investigations or criminal or extradition proceedings brought in respect 
of the offences set forth in article 3, paragraph 1, including assistance in obtaining 
evidence at their disposal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2. States Parties shall carry out their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in conformity with any treaties or other arrangements on mutual legal assistance 
that may exist between them. In the absence of such treaties or arrangements,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ir domestic law.  

Article 7  
States Parties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ir national law:  

  (a) Take measures to provide for the seizure and confiscation, as appropriate, of:  
     (i) Goods, such as materials, assets and other instrumentalities used to commit 

or facilitate offences under the present protocol;  
     (ii) Proceeds derived from such offences; 
  (b) Execute requests from another State Party for seizure or confiscation of goods 

or procee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c) Take measures aimed at closing, on a temporary or definitive basis, premises 

used to commit such offences.  

Article 8 

1. States Parties shall adopt appropriate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hild victims of the practices prohibited under the present Protocol at all stage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particular by:  

  (a) Recognizing the vulnerability of child victims and adapting procedur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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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ze their special needs, including their special needs as witnesses;  
  (b) Informing child victims of their rights, their role and the scope, timing and 

progress of the proceedings and of the disposition of their cases;  
  (c) Allowing the views, needs and concerns of child victims to be presented and 

considered in proceedings where their personal interests are affec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d) Providing appropriate support services to child victims throughout the legal 
process;  

  (e) Protecting, as appropriate, the privacy and identity of child victims and taking 
measur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to avoid the inappropriat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that could lead to the identification of child 
victims;  

  (f) Providing, in appropriate cases, for the safety of child victims, as well as that 
of their families and witnesses on their behalf, from intimidation and retaliation;  

  (g) Avoiding unnecessary delay in the disposition of cases and the execution of 
orders or decrees granting compensation to child victim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uncertainty as to the actual age of the victim shall 
not prevent the initi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s, including investigations aimed at 
establishing the age of the victim.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in the treatment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children who are victims of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present Protocol,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4.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ensure appropriate training, in particular legal 
and psychological training, for the persons who work with victims of the offences 
prohibited under the present Protocol. 

5. States Parties shall, in appropriate cases, adopt measures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and integrity of those persons and/or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prevention 
and/or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of victims of such offences. 

6. Nothing in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construed to be prejudicial to or in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the accused to a fair and impartial trial.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adopt or strengthen, implement and disseminate laws, 
administrative measures, social policies and programmes to prevent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present Protocol. Particular attention shall be given to protect 
children who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such practices. 



부록2. 아동매매․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한 선택의정서 671

2.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wareness in the public at large, including children, 
through information by all appropriate means, education and training, about the 
preventive measures and harmful effects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the present 
Protocol. In fulfill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is article, States Parties shall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and child victims, in 
such information an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mes, including at the international 
level.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with the aim of ensuring all 
appropriate assistance to victims of such offences, including their full social 
reintegration and their full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4.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ll child victims of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present Protocol have access to adequate procedures to seek, without discrimination, 
compensation for damages from those legally responsible. 

5.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aimed at effectively prohibiting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material advertising the offences described in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10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necessary step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multilateral, regional and bilateral arrangements for the prevention, detection,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for acts involving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sex tourism. States 
Parties shall als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ir 
authoriti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ssist child victims in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social reintegration and repatriation.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address the root causes, such as poverty and underdevelopment, contributing to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 to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child pornography 
and child sex tourism. 

4. States Parties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financial, technical or other 
assistance through existing multilateral, regional, bilateral or other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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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Nothing in the present Protocol shall affect any provisions that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at may be contained in:  

  (a) The law of a State Party;  
  (b)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Article 12 

1. Each State Party shall, within two year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for that State Party, submit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it has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2.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comprehensive report,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in the reports they submi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ny further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otocol shall 
submit a report every five years. 

3.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13 

1. The present Protocol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r has signed it.

2. The present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is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r has signed it.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4 

1.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ing to i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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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1. Any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Protocol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reafter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2. Such a denunci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State Party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in regard to any offence that occur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Nor shall such a denunciation 
prejudice in any way the continued consideration of any matter that is already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Article 16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that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s they have accepted.  

Article 17 

1.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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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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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한 선택의정서3) 

2000년 9월 6일 서명

2004년 9월 24일 비 서 기탁

2004년 10월 24일 발효(조약 제1687호)

2004년 10월 14일 보게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동 권리 증진  보호를 한 범 한 의지를 보여주는 아동의권리에 한 약에 

한 압도  지지에 고무되고,

아동의 권리는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함을 재확인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의 아

동의 발달  교육은 물론 차별없이 아동의 상태를 지속 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무력충돌이 아동에게 미치는 유해하고 범 한 향과 이러한 향이 지속  평화·

안   발 에 미치는 장기  결과를 우려하고,

무력충돌 상황에서 아동을 목표로 공격하는 행 와 학교  병원과 같이 일반 으로 

아동이 상당수 소재하는 장소 등 국제법상 보호물을 직  공격하는 행 를 규탄하며,

국제형사재 소에 한규정이 채택되었음과, 특히 이 규정상 국제   비국제  무력

충돌시 15세 미만의 아동을 징집 는 모병하거나 행 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이용하는 행 가 쟁범죄에 포함됨에 주목하고,

따라서 아동의권리에 한 약이 인정하는 권리의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 하여 무력

3) 외교통상부에 의해 작성된 공식 국문번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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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참여로부터의 아동 보호를 확 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하며,

아동의권리에 한 약 제1조가 그 아동에 용되는 법에 의하여 더 이른 시기에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

하는 한 이 약의 목 상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인 자 모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군 입  가능 연령  행  참여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약 선택의정서가 아동 

련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

칙의 이행에 효과 으로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1995년 12월 제26차 국제 십자회의가 특히 18세 미만 아동이 행 에 참여하지 아

니하도록 무력충돌 당사자들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 음에 주목하고,

특히 무력충돌에 이용하기 한 아동의 강제 모집 는 징집을 하는 가혹한형태의

아동노동 지와근 을 한즉각 인조치에 한국제노동기구 약제182호가 1999년 6월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환 하며,

국가의 군 가 아닌 무장단체가 모집 훈련  국내외 행 에서 아동을  이용하는 

행 를 가장 심각하게 규탄하고, 이와 같이 아동을 모집·훈련  이용하는 자들의 책

임을 인식하며,

국제인도법 규정을 수하여야 하는 무력충돌 당사자의 의무를 상기하고,

이 의정서가 제51조 등 국제연합헌장의 목   원칙과 국제인도법의 련 규범을 

해하지 아니함을 강조하며,

헌장의 목   원칙에 한 완 한 존 과 용 가능한 인권 련 국제법문서의 

수에 기반한 평화와 안정 상황이 특히 무력충돌  외국 령시 완 한 아동 보호를 

하여 필수 임에 유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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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는 사회  지 나 성별로 인하여 이 의정서에 반하는 모집이나 행  이

용에 특히 취약한 아동의 특별한 필요를 인정하며,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의 경제 ·사회   정치  근본원인을 고려할 필요성에 유념하고,

무력충돌 피해아동의 신체 ·사회심리  재활  사회복귀는 물론 이 의정서의 이행

을 한 국제 력의 강화 필요성을 확신하며,

의정서 이행과 련된 정보  교육 로그램 보 에 있어 지역사회와 특히 아동  

피해아동의 참여를 장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 다.

제1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 의 구성원으로서 행 에 직  참여하지 아

니하도록 보장하기 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조

당사국은 18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 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제3조

1. 당사국은 아동의권리에 한 약 제38조에 포함된 원칙을 고려하고 18세 미만인 자

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약상 권리가 있다는 을 인식하여, 자국 군 에 자원입 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약 제38조제3항의 규정보다 연단 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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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국은 자국 군 에 자원입 할 수 있는 최소연령과 이러한 입 가 강제 는 강

요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하여 자국이 채택한 보호조치에 한 내용을 명시한 

구속력있는 선언을 이 의정서 비  는 가입시 기탁한다. 

3. 18세 미만인 자의 자국 군 로의 자원입 를 허용하는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 사항

을 보장하기 한 보호조치를 유지한다.

  가. 이러한 입 가 진실로 자발 일 것

  나. 이러한 입 가 부모 는 법  후견인의 고지에 입각한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

  다. 이러한 지원자가 이러한 병역에 따르는 의무에 하여 충분히 알고 있을 것

  라. 이러한 지원자가 국가의 군 에 선발되기  연령을 신빙성 있게 증명할 것

4.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알린다. 이러한 통고는 사무총장

이 이를 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5. 아동의권리에 한 약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

는 제1항은 당사국 군 가 운 하거나 그 군  할하에 있는 학교에는 용되지 아

니한다.

제4조

1. 국가의 군 가 아닌 무장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18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거나 

행 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사국은 이러한 모집  이용을 방지하기 하여 이러한 행의 지  형사 처

벌을 한 법  조치의 채택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의정서의 이 조의 용은 무력충돌 당사자의 법  지 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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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 의정서의 내용은 아동의 권리 실 에 더욱 공헌하는 당사국의 법이나 국제문서  

국제인도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자국 할권 안에서 이 의정서 규정의 효과  이행  집행을 보장하기 

하여 필요한 모든 법 ·행정  조치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원칙과 규정이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한 방법으로 리 

알려지고 증진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당사국은 자국의 할권 안에서 이 의정서에 반하여 모집되거나 행 에 이용된 

자들이 제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복무로부터 해제되도록 보장하기 하여 모든 가능

한 조치를 취한다. 당사국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자들의 신체 ·심리  회복  사회

복귀를 하여 모든 한 지원을 제공한다. 

제7조

1. 당사국은 기술 력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의정서에 반하는 모든 활동의 방지와 

이 의정서에 반하는 행 로 인한 희생자의 재활  사회복귀 등 이 의정서의 이행을 

하여 력한다. 이러한 지원  력은 련 당사국  련 국제기구와의 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지원 가능한 치에 있는 당사국은 기존의 다자·양자 는 그 밖의 로그램을 통하

거나 특히 총회의 규칙에 따라 설립된 자발  기 을 통하여 이러한 지원을 제공한다.



680 유엔아동권리 약 제3․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자료집

제8조

1.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한 이 의정서의 효력 발생 후 2년 이내에 참여와 모집에 

한 규정을 이행하기 하여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의정서의 규정을 이행하기 

하여 그 당사국이 취한 조치에 한 포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아동권리 원회에 

제출한다.

2. 포  보고서 제출 후 당사국은 약 제44조에 따라 아동권리 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 이행에 한 추가 정보를 포함한다. 그 밖의 당사국은 5년마다 보

고서를 제출한다. 

3. 아동권리 원회는 당사국에 이 의정서 이행과 련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1. 이 의정서는 모든 약 당사국 는 서명국의 서명을 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비 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는 이 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비 서 

는 가입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사무총장은 약  의정서의 수탁자로서 모든 약 당사국과 약 서명국에 제3조

에 따른 선언서를 통보한다. 

제10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 서나 가입서 기탁 후 3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발효 후 비 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해서 그 국가의 비 서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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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탁 후 1월이 경과한 때 발효한다.

제11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한 서면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그 밖의 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이를 알린다. 폐기는 사

무총장이 통고를 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폐기를 통

고한 당사국이 1년이 경과하는 시 에 무력충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폐기는 무력충

돌이 종료되기 까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폐기는 폐기 효력발생일 이 에 발생한 범죄와 련한 이 의정서상 의무로

부터 당사국을 면제하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한 이러한 폐기는 폐기의 효력발생일 

이 에 원회가 이미 심리 인 문제에 한 계속 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

은 개정안 심의  표결을 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한 찬성 여부표시 요청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 송부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 경과하기  당사국  최소 3

분의 1이 이러한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 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승인

을 하여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로 수락된 때 발효한다.

3. 개정이 발효하면 개정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

여 이 의정서의 규정  그 당사국이 수락한 그 이 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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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1. 아랍어· 국어· 어·불어·러시아어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약 당사국과 서명국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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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Adopted and opened for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54/263 of 25 May 2000 

entry into force 12 February 200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Encouraged by the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monstrating the widespread commitment that exists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Reaffirming that the rights of children require special protection, and calling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without distinction, as well as for 
their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Disturbed by the harmful and widespread impact of armed conflict on children and the 
long-term consequences it has for durable peace, security and development, 

Condemning the targeting of childr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direct attacks 
on objects protected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places that generally have a 
significant presence of children, such as schools and hospitals, 

Noting the adoption of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particular, the inclusion 
therein as a war crime, of conscripting or enlisting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years or using them 
to participate actively in hostilities in both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 

Considering therefore that to strengthen further the implementation of rights recognized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involvement in armed conflict, 

Noting that article 1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pecifies that, for 
the purposes of tha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18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Convinced that a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that raises the age of possible 
recruitment of persons into armed forces and their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will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e to be a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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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at the twenty-six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in December 1995 recommended, inter alia, that parties to conflict take every 
feasible step to ensure that children below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part in 
hostilities, 

Welcoming the unanimous adoption, in June 1999,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nvention No. 182 on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which prohibits, inter alia, forced or compulsory 
recruitment of children for use in armed conflict, 

Condemning with the gravest concern the recruitment, training and use within and 
across national borders of children in hostilities by armed groups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and recognizing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recruit, train 
and use children in this regard, 

Recalling the obligation of each party to an armed conflict to abide by the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tressing that the present Protocol is without prejudice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Article 51, and relevant 
norms of humanitarian law, 

Bearing in mind that conditions of peace and security based on full respect of the 
purposes and principles contained in the Charter and observance of applicable human 
rights instruments are indispensable for the full protection of children, in particular 
during armed conflict and foreign occupation,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those children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recruitment or use in hostilities contrary to the present Protocol owing to their 
economic or social status or gender, 

Mindful of the necessity of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oot causes of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Convinced of the ne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as well as the physical and psychosocial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children who are victims of armed conflict,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and, in particular, children and child 
victims in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mes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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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agreed as follows: 

Article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members of their armed 
force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Articl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18 years are 
not compulsorily recruited into their armed forces. 

Article 3 

1. States Parties shall raise the minimum age for the voluntary recruitment of persons 
into their national armed forces from that set out in article 38,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aking account of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at article and recognizing that under the Convention persons under the age of 18 
years ar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2. Each State Party shall deposit a binding declaration upon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the present Protocol that sets forth the minimum age at which it will 
permit voluntary recruitment into its national armed forces and a description of the 
safeguards it has adopted to ensure that such recruitment is not forced or coerced. 

3. States Parties that permit voluntary recruitment into their national armed forces 
under the age of 18 years shall maintain safeguards to ensure, as a minimum, that: 

  (a) Such recruitment is genuinely voluntary; 
  (b) Such recruitment is carried out with the informed consent of the person's 

parents or legal guardians; 
  (c) Such persons are fully informed of the duties involved in such military service; 
  (d) Such persons provide reliable proof of age prior to acceptance into national 

military service. 

4. Each State Party may strengthen its declaratio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inform all 
States Parties.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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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requirement to raise the age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does not 
apply to schools operated by or under the control of the armed forces of the States 
Parties, in keeping with articles 28 and 2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4 

1. Armed groups that are distinct from the armed forces of a State should not, under 
any circumstances, recruit or use in hostilities persons under the age of 18 year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prevent such recruitment and use, 
including the adoption of legal measures necessary to prohibit and criminalize such 
practices. 

3.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not affect the legal status of any party 
to an armed conflict. 

Article 5 

Nothing in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construed as precluding provisions in the law 
of a State Party or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6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all necessary leg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within its jurisdiction. 

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widely known and promoted by appropriat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ithin their 
jurisdiction recruited or used in hostilities contrary to the present Protocol are 
demobilized or otherwise released from service. States Parties shall, when necessary, 
accord to such persons all appropriate assistance for their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their social reintegration. 

Article 7 

1. States Parties shall cooperat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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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in the prevention of any activity contrary thereto and in the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persons who are victims of acts contrary thereto, including 
through technical cooperation and financial assistance. Such assistance and cooperation 
will be undertaken in consultation with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and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States Parties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such assistance through existing 
multilateral, bilateral or other programmes or, inter alia, through a voluntary fund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General Assembly. 

Article 8 

1. Each State Party shall, within two years follow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Protocol for that State Party, submit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viding comprehensive information on the measures it has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 including the measures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n participation and recruitment. 

2.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comprehensive report,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in the reports it submit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any further information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Other States Parties to the Protocol shall submit a 
report every five years. 

3.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Article 9 

1. The present Protocol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that is a party to the 
Convention or has signed it. 

2. The present Protocol is subject to ratification and is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Secretary-General, in his capacity as depositary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 shall inform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of each instrument of declaration pursuant to artic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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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0 

1. The present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eposit of the 
ten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Protocol or acceding to it after its entry into 
force, the Protocol shall enter into force one month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11 

1. Any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Protocol at any time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reafter 
inform the othe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The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If, however, on the expiry of that year the 
denouncing State Party is engaged in armed conflict, the denunciation shall not take 
effect before the end of the armed conflict. 

2. Such a denunci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State Party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in regard to any act that occurs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Nor shall such a denunciation 
prejudice in any way the continued consideration of any matter that is already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ior to the date on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Article 12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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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that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and any earlier amendments they have accepted. 

Article 13 

1.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Protocol to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all States that have signed 
the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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