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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김학자 변호사입니다. .

먼저 미등록이주아동 체류자격부여 등을 중심으로 본 이주아<

동 인권보호 방안 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 이번 심포지엄에 >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특히 귀한 시간

을 내어 축사를 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

회의원님과 국민의 힘 전주혜 국회의원님 이종엽 대한변호사, 

협회 협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무부의 미등록이주아동의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한시적 조치에 발맞춰 법률적 지원을 시작하

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등록이주아동의 체류자격부여 . 

신청을 하려면 부모들의 유전자 검사 및 가정방문 등의 실질적 

심사절차가 따르고 있어 부모가 불법체류자이면서 과태료를 감

당할 자력이 없는 경우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체류자격신청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 

교육부 추산 여 명의 미등록이주아동 중 여 명이 조3,000 300

금 넘는 수준만이 법무부의 한시적 조치 혜택을 받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 ,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

다 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이주아동들”

이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

다는 취지하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 

미등록이주아동들의 기본인권에 대해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있길 바라며 제도적 보완책이 뒤따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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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기꺼이 어려운 발제를 맡아주신 ,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님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 

구 변호사님 그리고 어려운 시간을 내어 토론을 맡아주신 이, 

용욱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실 서기관님 김설이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팀장님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님 고지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변호사님께 깊은 ,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년 월 일2022 11 10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 김 학 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인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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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권인숙입니다? . 

이주아동 인권 보호 방안 심포지엄 개최를 축하합니다 심포‘ ’ . 

지엄을 준비해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좌장을 맡아 주시고 토론에 참. 

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은 인종이나 성별 종교 사회“ , , 

적 신분 등에 따른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

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협약을 비준한 지 년 ” . 30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이주아동들은 다양한 차별에 ,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생의 순간부터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는 미

등록 이주아동들 이른바 미명이 입니다 지난 년 교육위 , ‘ ’ . 2020

국정감사에서 이 아동들의 교육권 문제를 살펴보다가 이 아이, 

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 이라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

이 먹먹했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쫓겨날까 두려워 부모들이 자녀를 숨기는 사이에 

아이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숨죽인 채 살아가

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에 영유아 및 고교학령기 이주아동의 교육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해 일부 진전이 있었고, 

지난 월에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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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여전히 많은 , . 

이주 아동들은 우리 사회 안전망 밖에 놓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이주아동의 인권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법사위원으로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여

성변호사회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년 월 일2022 11 1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 인 숙



국민의힘

전주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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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주혜입니다. 

이주아동 인권보호방안 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 」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

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만 만 명이고, 30 ~ 40 , 

미등록 이주아동은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2 . 

부모가 불법 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여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예상해 봤을 때 미등록 이주자 및 이주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모든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갖습니다“ ” 

아동 권리 협약의 내용입니다UN . 

이주 아동들은 본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국에 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포용과 사랑 속에 자랄 수 있도록 편견이나 차별

을 해소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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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가 다문화사회와 이주 아동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의 현실을 냉철히 짚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자리가 되

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이주 아동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주 아동 인권보호방안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의 ,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2 11 10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 주 혜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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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종엽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심포지엄 의 성공적인 개최를 , 「 」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 

지 않으신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시어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조 제 호는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2 2 , “

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 ,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

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부모의 국적과 출신 배경으로 인

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의사나 상황으로 인해 . 

출생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 은 ‘ ’

우리사회에서 있지만 없는 아이 로 의료 교육 복지 등 기본‘ ’ , , , 

적인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 ’ 

고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제도 를 한시적으, ‘ ’

로 시행하는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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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자, 

격 부여 등을 중심으로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에 관한 심포‘ ’

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 

심포지엄이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 논의를 통해 . 

이주아동들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를 보

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한 이주아동 인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 

도록 관련 법 정책 등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

끝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월 일2022 11 1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종 엽



이주아동 인권보호 방안 심포지엄[ ] 

제 주제1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변화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연구위원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제 주제2

외국인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

변호사 이진혜

이주민센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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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도 통계도 부재한 이주아동1.

국내에서 이주아동의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재한외국. 

인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다문화가족 자녀 난민법의 난민인정자의 자녀 청소년 기, , , 

본법의 이주배경청소년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다문화학생 등 이주아동을 지칭하는 다양, ·

한 용어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대상과 범위는 상이하다 표 , [ 1].

법률 용어 대상과 범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재한외국인의 

자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재한외국인 의 미성년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자녀

결혼이민자와 출생 인지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 , 

이루어진 가족 또는 인지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 

출생 인지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의 세 이하 자녀24

난민법
난민인정자의 

자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

청소년 기본법 이주배경청소년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 북한 이탈 포함 의 경험을 지닌 세에서 ( ) 9

세 이하의 연령에 속한 사람 24

초 중등교육법 ‧

시행령
다문화학생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초 중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표 [ 1 법률에 따른 이주아동의 대상과 범위 ] 

한편 이주아동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계자료 또한 정확하게 수집되지 않고 있다, .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는 세 이하 체류외국인의 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19 , ‧

발제문

1

김사강 연구위원 이주와 인권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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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외국인주민현황은 세 이하 외국인주민의 자녀 교육부의 교육통계는 초 중고등학교에 18 , ‧ ‧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의 수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상과 범위가 서로 다를 , 

뿐 아니라 제외되는 이주아동도 적지 않아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 2].

법무부
(2021.12.)

행정안전부
(2020.11.)

교육부
(2022.4.)

이주아동의 수 명134,665 275,990 명168,645

포함

세0~19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을 ( )

했거나 출입국 기록이 있, 

는 사람

세0~18

귀화한 외국인 부모( ) ,

외국인 한국인 부모 한국- , 

인 부모 부모 중 한쪽이 외(

국인과 재혼 의 자녀)

초 중 고교 재학생‧ ‧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 가정의 중, 

도입국 자녀, 

외국인 가정의 자녀

제외

한국에서 출생한 뒤 외국인

등록을 한 적도 없고 출입

국 사실도 없는 이주아동

부모가 모두 한국 국적자

가 아닌 이주아동

초 중 고교에 다니지 않는 ‧ ‧

이주아동

표 [ 2 이주아동 통계와 한계  ] 

이 발제문에서는 이주아동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세 18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본인이 이주한 경우는 물론 본인은 국내에서 출생했. 

으나 부모 직계존속 포함 나 보호자가 이주한 이주배경 아동도 포함된다 출생이나 귀화로 ( )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배경 아동은 이미 국민 으로 법과 제도가 정하는 아동으로“ ” , 

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본 발제문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의 근거2.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담은 국제조약으로 비차별, , , 

과 아동 최선의 이익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년 이 협약에 비준한 . 1991

대한민국은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 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아동으로

서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의 보호 지원 복지와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의 적용에서 제, , 

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은 불법체류자 로 분류되어 아동으로서의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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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커녕 성인과 다름없이 단속과 추방의 대상으로 치부되었다. 

지난 년과 년 두 차례에 걸쳐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2010 2014

안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다 각각 이주아동권리보장법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라는 . 

이름으로 발의된 이 법안들은 모두 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따라 이주아동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특히 이주아동에게 출생등록권 보육권 건강, , , 

권 보호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과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인도적인 사유, 

에 의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 인권단체 이주민 . , 

인권단체 공익변호사 그룹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 

채 폐기되었다.

그러나 기본법 제정의 좌절과는 무관하게 이주아동 권리 보장은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이주아동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의무를 근거로 다

양한 아동 권리가 이주아동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내외 인권기구에서도 ,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해왔다 그 결과 이주아동의 교육권은 이미 어느 . 

정도 실현되었고 여전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체류권과 보육권 같은 일부 권리에도 변화, 

가 나타나고 있다 이 발제문에서는 이주아동의 권리 가운데 교육권과 체류권 보육권 건. , , 

강권 보호와 지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기울여온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 , , 

남은 과제를 정리해보고자 한다.1)

이주아동의 교육권3. 

이주아동의 교육권 문제는 년대 후반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1990 ,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져 나왔다 지금도 그렇. 

지만 당시에도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을 비롯한 교육의 권리를 국민에게 한정하고 있었고, 

초중등교육법에도 외국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재외국. , ‧ ‧

민 또는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전입학에 대한 규정이 있었는데 외국인 아동의 전입학에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 현 외국인등록증 을 제출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었다( ) .2) 

1) 이 중 교육권 체류권 보호와 지원의 권리는 김사강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운동의 역사와  , , (2017) “

과제 이주민법연구 경인문화사 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내용 포함 ” , pp.493-542「 」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 시행 제 조 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 (1998.2.24. , 1998.3.1.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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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입학이 거부되거나 청강생 자격으로 학

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다. 

년 이주인권 단체들은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이하 사회권 위1999 , (

원회 에 이러한 문제를 알렸고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조약의 비차별 원칙을 지킬 ) , 

것을 촉구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년 교육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특정 학군. 2001

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할 것이며 년 중, 2002

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중학교 입학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에 교육부는 법무부가 우려하는 불법체류자 양산을 막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 ” ‧

령을 개정하는 등 법제화는 하지 않고 각 시도교육청에 지침을 내려 보내는 방법을 통해 , 

초중학교 전입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법제화 요구 끝에 년 . 2008‧

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주아동들은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거주2 , ‧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년. 2010  

월부터는 중학교 입학에도 해당 조항이 준용되기 시작했다12 .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운동이 시작된 지 년이 지나서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10 ‧

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교육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학교에 , . 

다니고 있더라도 불법체류자 라는 이유로 단속과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 ” , 

언제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주아동의 체류권4.

년 경기도 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두 곳에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학급의 2006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학급에 있던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부모가 출입국 당국의 추적. 

으로 단속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주 인권단체들은 단속된 학부모들에 대한 보. 

호 일시해제와 함께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주아동 특별학급의 존폐 위기 앞에서 교육부 역시 법무부에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단속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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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년 월 학교에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 특별체류2006 8 , “ ”

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기 중에 출국하게 될 경우 학습단절과 귀국 후 부적응 등 아. 

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이 특별체류 조치는 . 

년 초까지로 시기를 한정하고 있었고 그 대상도 초등학교 재학생 및 학부모로 제한2008 , 

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특별체류 기간이 끝난 뒤 출국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기에 체류권, 

이나 교육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시적 특별체류 후 다시 단속과 강제퇴거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는 년 월 불법체2010 9 ‘

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이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아’ . “ ” ‧

동에 대해 단속을 자제하고 아동이나 학부모가 단속되는 경우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규정이 아닌 지침일 뿐이. 

었고 체류자격 부여가 아닌 강제퇴거 유예였기에 이를 체류권 보장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 

더욱이 미취학 이주아동이나 학교 밖 이주아동은 물론 고등학교 재학생인 이주아동의 단속

보호강제퇴거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한계도 남았다.‧ ‧

실제로 지침이 나온지 년 뒤인 년 고등학교 학년에 재학 중이던 미등록 이주아2 2012 , 2

동이 출입국에 인계되어 강제퇴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주인권단체는 추방 학생 복교와 .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법무부에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촉

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년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을 고등학생과 그 학. 2013 ‘ ’

부모에게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서 그쳤다.

년 뒤인 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미등록 이주아동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출입국4 2017 , 

에 단속되면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사건의 당사자가 제기, . 

한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년 여만에 승소로 마무리 되면서 국내1 , 

에서는 최초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을 명시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은 원고가 . 

국내에서 태어나 공교육을 이수했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반이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형, ‧ ‧

성되어있다는 상황을 참작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

시했을 뿐 아니라 원고와 같은 사안에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을 만들 필요성이 , 

있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다. 

이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국내에서 공교육을 이수‧

하며 장기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당사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중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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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졸업을 앞둔 두 명의 아동을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년 . 2020 3

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진정의 결정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

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 권. 

고를 수용해 년 월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방안 을 발표했다2021 4 ‘ ’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최초의 조치였다. 

법무부의 년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국내 출생 년 이상 체류 중고교 재학 또는 2021 , 15 , ‧

고교 졸업을 신청 조건으로 내걸었기에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의 수가 제한적이었다 이. 

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의 문제 제기와 간담회 등을 거쳐 년 2022‧

월에는 신청 조건이 대폭 완화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1 ‘

방안 이 발표되었다 국내 출생자는 년 이상 국내 체류 영유아기 입국자는 년 이상 국내’ . 6 , 7

에 체류했고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했으면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 ‧ ‧

된 것이다 여전히 법률 개정 없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라는 것을 비롯해 여러 한계. 

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이 제도화될 수 있는 길을 연 전향

적인 조치임은 분명하다.3) 

이주아동의 보육권5.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체류권이 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면 보육권

을 비롯한 여타의 아동권리는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이주아동의 문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보육권은 보육비와 양육수당 지원에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한 모든 이주. 

아동이 배제된다는 측면에서 권리의 제약이 크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 

만 최근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나 보호자와 더불어 1991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 책임을 갖게 되었다 특히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비용은 보호자 . 

부담을 원칙으로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에 한해 일부 지원되던 것에서 년부, 2009

터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년부터는 소득과 무, 2013

3)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발제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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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게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법이 지원 대상을 국민 으로 한정하고 있어 . “ ”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 책임은 여전히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주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

작했다 경기도는 년부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 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2006 ‘ ’ . 

지원 사업은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명 이상 전담 또는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시3

장 군수가 지정한 어린이집은 도비로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고 대신 이주아동의 보육료를 · , 

감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의 숫자가 제한적이고 이주. , 

아동의 수와 무관하게 교사 인의 인건비만 지원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1 . 

이에 경기도 내 이주아동 지원단체들은 경기도이주아동보육네트워크를 구성해 모든 이

주아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에 힘썼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담. 

은 경기도이주아동조례 안 은 일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되었으며 년에는 ( ) , 2022

오히려 기존에 도비로 진행되던 보육지원 사업이 개편되어 외국인 자녀 인당 월 1 22,000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가운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주아동들에

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년 월부터 미등록 이주아. 2018 7

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년부터는 경기도 시흥시와 . 2020

부천시 년부터는 경기도 군포시가 합류했으며 년에는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 2021 , 2022

도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을 시작했다.4)

한편 년 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치원 재원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 2021 5 ‘

유아 학비 지원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등을 개’ . 

정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이주아동에게 취학 직전 년의 교육보육 비용을 지원하기 시3 ‧

작했다 교육청에 따라 운영비만 지원하는 경우와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나뉘기는 하. 

지만 년 현재 총 개 광역시도교육청 중 곳이 외국 국적 유아를 지원하고 있다, 2022 17 12 . 

국가인권위원회는 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2019

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지침을 정비할 것을 

4) 경기도 시흥시와 부천시는 외국인등록을 한 이주아동만을 대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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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을 국민 으. “ ”

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개별 사업도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 

점을 들어 권고 불수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보육료 유아 교육비 지원은 법률의 개정 없이도 조례를 통해 이주아동의 권리를 , 

보장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주아동의 건강권6.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크게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 접근할 권리와 장애

인등록을 통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논의되어 왔다 외국인등록 유무는 물론 . 

외국인등록을 했더라도 어떤 체류자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주아동의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이 침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년 월부터 이주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보험2019 7 . 

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주민의 비율은 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이주민의 가 넘는다2021 35% . 

미등록 체류자는 물론이고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제외한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국내 , (G-1) , 

입국 후 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늘어난 출국기간 유6 , 19 

예자 등이 대표적인 미가입 이주민이다 또한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 

차별적인 규정들로 인해 소득재산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 당하거나 가족 합가가 불, ‧

가능해 함께 사는 가족들이 따로따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이어진다. 

이주아동들 역시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제한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들은 의료기관 이용 시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외, . ‘

국인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이 있기는 하지만 지정 의료기관의 수와 예산이 한정되어 ’ , 

있어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아동 중 극소수만이 이를 통한 지원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일부 .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동들에게까지 외국인 수가 를 적‘ ’

용해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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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가 없거나 부모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라 이주아동이 단독으

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법무부의 체류자격 부여제도에 의해 아동. 

은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부모는 기타 체류자격을 갖게 된 가정이 늘었는데 이(D-4) , (G-1) , 

러한 가정의 아동들은 단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주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경우 형제자매의 합가가 불허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형제자매들 각, 

각이 지역가입 세대주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내국인 

미성년자들과는 달리,5) 외국 국적 미성년자들은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6) 최소한 전년도 평균보험료가 부과되는 성인 이주민들과는 달리 월 하한  

보험료를 적용받기는 하지만,7)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특히 형제자매가 각각 세대주가 되 , 

어야 하는 미성년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년 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 검토 발표한 최종2019 1 , 

견해에서 부모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이주아동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과 이주민들도 한국 국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8) 그러나 이러한 권고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한편 한국에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을 해야 한다, .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상 외국 국적자 가운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이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인 사람과 난민인정자로 국한되어 있으며 장애인(F-4), (F-5), (F-6) , 

등록을 하더라도 예산 등을 고려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이 제한된다.9) 이는 이주아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년 장애인 학교에 입학했으나 장애인등록을 하지도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도 받지 2017

못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던 난민인정자 아동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장애인등록 거부

5) 국민건강보험법 제 조 보험료 납부의무 제 항의 미성년자 납부의무 면제 참고 77 ( ) 2

6)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제 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제 항의 외국 6 ( ) 3‧

인 미성년자인 지역가입자 적용 제외 참고

7) 년 기준 이주민 지역가입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전년도 평균 보험료는 월 원이며 미성년 세대주에게 적용 2022 , 140,070 , 

되는 하한 보험료는 월 원임16,440

8) UN CERD(2019)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venteenth to nineteen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CERD/C/KOR/CO/17-19. para.32(a)

9) 장애인복지법 제 조의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32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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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심 패소 심 승소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중 장애인복. 1 , 2

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에 난민인정자가 포함되었고 대법원은 관, 

할 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해당 소송 사건의 당사자를 고려해 활동지. 

원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난민인정자로 장애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한해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이주아동들은 체류자격 제한으로 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

으며 난민인정자가 아닌 이상 활동보조 서비스를 포함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에서 배제, 

되고 있다 최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가 있는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 

장애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회보장과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10) 장애가 있는 이주아동들의 장애인 

등록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접근은 여전히 막혀있다.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7.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보호자에게 부양 능력이 없어 부, , 

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은 보호 대상이 되며 이는 이주아동도 마찬가지이다 아동복, . 

지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증진과 보호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11) 지자체의 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상담 지도 대리위탁 가정위탁 아동복 · , , , 

지시설 입소 치료 보호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 ,12) 지원대상아동에 대하 

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 , , , 

있다.13)

그런데 아동복지법에는 국민 이 아닌 아동을 포함하거나 배제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지“ ”

만 법률의 적용 대상은 한국 국적을 가진 아동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와 지. . 

방자치단체에 의한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10) UN CRPD (2020).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and third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para.40 & para.57.(c). CRPD/C/KOR/CO/2-3.

11) 아동복지법 제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 ) 

12) 아동복지법 제 조 보호조치 참고 15 ( ) .

13) 아동복지법 제 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참고 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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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법률이 아닌 지침에 의해 조건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이주아동도 보호대상에 해당, ‘ ’ 

되는 경우 아동보호시설이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시설보호아동에게 주어지, 

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은 받지 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 , . 

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와 난민인정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개정해 외국 국적 보호 아동의 생계. , 2019

비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가 보호가 필요한 이주. 

아동의 관내 보호기관 입소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이주아동들은 부모의 동반 자녀로 방문동거 나 동반 체류자격을 취득하, (F-1) (F-3) 

게 된 경우가 많은데 이 상황에서 부모의 학대로 부모와 분리되게 되면 체류자격의 유지, 

나 연장이 불투명해진다 이에 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출입국관리법에 아동학대. 2019

를 이유로 권리구제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14) 그러나 학대피해 당사자가 미등록 이주아동인 경우 체 

류자격 부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체류는 전적으로 출입국의 재량

에 맡겨져 있다 또 학대 피해자가 아닌 보호가 필요한 아동 역시 해당 법 조항의 대상이 . , 

되지 않기 때문에 체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게 적절한 생계 지원과 체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

실은 한국의 법과 제도가 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하

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8.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 를 설치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 ’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발제문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출생등록권의 . 

부재 단속보호 강제퇴거에 따른 자유의 박탈과 가족결합권의 침해는 미등록 이주아동에 , ‧ ‧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아동으로서 기. 

14)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아동학대피해자에 대한 특칙 25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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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미등록 이주아동 뿐만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보육권 건강권 보호와 지원의 권리를 비롯한 사회보장권 등의 권리는 외국인 등록 유무와 , , 

무관하게 대부분의 이주아동들에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련된 법률에는 아동을 배려하는 시각이 부족하다 또 아동의 . , 

보호 지원 복지와 관련된 법률은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아동을 배제하고 있다, , . 

지난 여 년간 이주민 아동 인권단체들은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 이주아동20 /

에게 차별없는 권리 보장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 교육권 등 일부 권리가 이주아동. 

에게도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나마 일부 보호되고 있는 이주아동의 권리는 법률에 아. 

닌 지침이나 내부규정에 의해서 아슬아슬하게 보호되고 있다. 

기존의 법률을 근거로 한 개별 이주아동의 권리 구제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이주아동. 

의 권리보장을 위해서는 아동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아동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비차별

과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을 견지하는 법률과 제도의 마련 또한 시급하다 기본법이나 특. 

별법 제정보다도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서 국적이나 체류자격의 다름이 권리 

보장의 여부나 수준을 결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 차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함, 

께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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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미등록이주배경아동을 위한 법률센터를 개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들

었습니다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며 현장에 있는 저로써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앞서 . . 

발제 해주신 김사강 연구위원님 이진혜 변호사님의 발제내용에 대해 공감을 표합니다, . 

법무부에서도 이주민관련단체 학회 전문가 등을 만나며 한시적 구제대책을 준비하기 위, 

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제도의 허점. , 

문제점 등은 여전히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부분에서 아쉬움과 한계점,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례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제 구제대책의 적용의 긍정적인측면 부정적인 측면,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마다 신청대상자 사례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 . 

기에 본 센터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일반화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사례를 감안하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사례 들여다보기

법무부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한 과거의 여러 제도 중 교육권과 더불어 체류자격을 

부여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시

도는 점진적인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년 월 일 법무부 불법체류아동 한시적 구제대책발표 이후에 약 년 후인 년2021 4 19 1 2022  

지정토론

2

김설이 팀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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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법무부 한시적 구제대책 제도 보도 후 를 통해 허위사실 일부 행정사 변호1 20 SNS , , 

사의 과도한 수수료 착취행위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로 이어져 적게는 .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수수료를 받는 것을 홍보 상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 .(

부 브로커는 유치원생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허위로 유포함 사실 확인과 더불어 신) 

청당사자들의 문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년 월 일 센터 인근지역2022 2 27

에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이주배경아동청소년 가정을 대상으로 법무부 한시적 구제대책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도 시행 전 법무부와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반발 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기에 신청

대상자 미등록이주민가정 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제도시( )

행 목적 제도의 내용 대상 이후의 체류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진행하였으며 당시, , , 

에 상세하게 보도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과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

다 이후에 부모님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였고 현재 두 가정은 외국인등록이 되었고 . 

나머지 두 가정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 구제대책 체류자격 신청 서류• 

이주민가정에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센터에서 자체로 작성한 문서임* 

확인 내용-Confirmation 수량-quantity 비고-Remark

대상 아동 관련-Target child

출생증명서1. -Birth Certificate

국내 출생증명서 영문 한국어- ( , )

- Domestic Birth Certificate(English, Korean)
각 부1
1 each

여권 상 이름 동일해야함

Must have the same name 

on your passport

본국정부가 발급한 공적 출생증명서 영문 또는 번역공증( )

Official Birth certificate issued by the home 

country(English or Notarize translation)

부1
1 chapter

여권 사본2. ( )- Passport Copy
부1

1 chapter

유효기간 확인

현장 원본 필요

Check the expiration date 

original is required

법무부 구제대책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Checklist of Documents to apply for relief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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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내용-Confirmation 수량-quantity 비고-Remark

재학관련 서류3. - Enrollment related Documents

학교생활기록부- -School record
부1

1 chapter
유효기간 확인

현장 원본 필요

Check the expiration date 

original is required재학증명서- - Certificate of enrollment
부1

1 chapter

국내계속 체류사실 증명4. -Proof of continuing stay in Korea

국내 보육시설 유치원 입증 서류, 

Documents proving domestic childcare facilities and 

kindergartens

부1
1 chapter

수료증 졸업장 외, 

Certificate of completion, 

diploma etc.

영유아기때 부모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 시간의 순서대로- ( , 

성장증빙)-Photos taken with parents during infancy 

in chronological order proof of growth 

각 부1
1 each

동일인입증서류 가족사진 학교사진 등- ( , )

Same authentication documents(Family, School 

photo, etc.)

각 부1
1 each

대상 부모 관련-Target parent related

여권 사본 어머니 아버지 1. ( ) - , Copy of passport 

(Mother, Father)

각 부1
1 each

유효기간 확인

현장 원본 필요

Check the expiration date 

original is required

체류지 입증 관련-Proof of place of stay

1. 임대차계약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

서류)

2. Lease contract Documents proving that you 

reside in the relevant address

부1
1 chapter

계약자 부 모( or )

주소 명확해야 함

House rent contract

가족구성원 서류 관련-Family Documents member

1. 결핵검사 확인서-Confirmation of tuberculosis test 
각 부1
1 each

여권상 이름 동일

Same name in passport

여권사진 - Passport photo
각 장3
3 each

부 모 아동, ,

Parents and child photo 

passport

추가 서류 관련-For additional documents

1. 사유서 체류사유 한국에 거주한 히스토리 경감 내용 ( , , 

있으면 추가 작성)Statement of reason(reason for 

sojourn, history of residency in korea, and 

additional if there is any reduction

2. 혼인관계증명서-Marital relationship certificate

3. 유전자감정결과서 아동과 부모 친자확인( )Genetic 

assessment result child and parent paternity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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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구제대책 체류자격 신청 절차• 

신청절차 방문대상자 소요기간은 관할 출입국사무소 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확인 내용-Confirmation 수량-quantity 비고-Remark

법무부 신청서 관련-Regarding the Ministry of Justice application

통합신청서1. -Integrated application
각 부1
1 each

부 모 아동, ,

Parents and Child

상세기술서2. -Detailed description
부1

1 chapter
가족구성원 전체

All family members

접수증3. -receipt
부1

1 chapter

센터 필수 확인 사항< > Required Checks

1. 위명여권 아닌지 확인-Check it is true name passport

2. 범칙금 준비한 경로 사채고리대금 사용 등 이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차후 아동에게도 피해갈 수 있음 확인( , ) -Check the 

route prepared for the penalty (use of debt and usury, etc. will harm migrants, and may also be 

avoided for children in the future)

3. 그 외 체류 기간 중 특이사항 형사사건 일시보호해제 등( , )-Other special matters during the period of stay 

(criminal cases, temporary release of protection, etc.)

4. 범칙금 경감 시 사유 한부모 가정 질병 화재사건 등( , , )

Reason for penalty reduction (single-parent family, illness, fire, etc.)

기타< > Other

1. 수입인지 부 모 아동 각각 납부( , , )- Income stamp (Pay by each parent, and child)

2. 각종발급서류 비용 안내 사진촬영 출생증명서 재발급 결핵검진비 거래내역서 발급 그 외 법무부 발생 비용( , , , , )  

Information on the cost of various documents issued (photo shoot, reassurance of birth certificate, 

tuberculosis examination fee, transaction statement issuance, other expenses incur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연번 절 차 진행내용 서류( ) 방문처
방문 

대상자
소요기간 비고

1 서류 구비 및 접수
구비서류 제출 표 참고( )

인지세 납부 부 모 아동( , , )

관할

출입국사무소

아동,

부 모,
개월1~2

관할

출입국

사무소 

마다

상이

2 요청서류 보완 정정, 
신청가정 상황에 따라 상이

진술서(ex: )
- - 진행 상황별 상이

3
현장 실태조사

가정방문( )

현장실태조사 인터뷰

거주환경 가정상황 확인 등( , )

신청가정

거주지
부 모,

서류접수 후

개월 개월 후1 ~3

4 추가 인터뷰 신청가정 상황에 따라 상이
관할

출입국사무소
부 모, 진행 상황별 상이

5

사범과 심사

범칙금 납부

외국인등록신청

부모- 

지문 회 등록 범칙금 2 (

납부 외국인등록 신청시, )

사진촬영

관할

출입국사무소
부 모,

실태조사 후 

특이사항 없을시 

6 외국인등록 신청 가정 수령
택배발송

현장수령 택일
-

신청 후

주 개월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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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보호해제 이력이 있는 가정 가정A, B– 

가정 자녀 년생 여A ( 2010 , )

- 가정은 대한민국에 체류 년 현재까지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년 첫째 자녀를 A (1999 ~ ) 2001

출산함 남 명 그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집에 불이 나서 아이가 년도 채 되지 않을 때 ( 1 ), 1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게 됨

-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자녀 현재 구제대책 신청 대상아동 를 출산하였음( )

- 년 월 집에서 출입국 단속2005 10

- 일간 목동출입국에서 조사를 받고 일시보호해제를 요청하여 인 만원의 범칙금을 4 1 100

납부 하고 일시보호 체류 허가를 받음

- 하지만 필리핀에 있는 아들 자녀 와 자녀를 돌봐주는 가족들의 생계유지와 부모부양을 ( )

위해 필리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근로를 하게됨

- 년 월 체류자격부여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서류를 준비함2022 4

- 년 월 일 양주출입국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함2022 4 13

- 년 월 일 출입국 현장실태조사 가정방문 을 실시함 센터에서는 첫 사례였기 때문2022 6 9 ( ) . 

에 통역사 인과 담당자 인이 동행하여 인터뷰 진행함1 1

- 추가서류로 년생 아들 현재 본국에 거주 에 대한 여권사본 출생증명서 제출2001 ( ) , 

출생증명서 상의 아동 부모의 당시 여권 사본도 함께 제출 

- 인터뷰 이후 출입국 사무소 사범과 방문하여 강제퇴거 불이행 확인 및 이의신청서 부 모 ,

각각 작성하고 아동 출생시 일 이내에 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행 확인서 작성, 90

원칙상 벌금을 부과하게 되나 구제대책신청가정임으로 인도적 체류 지원 차원에서 벌( , 

금을 면제 범칙금 납부와 그에 따른 지문과 사진등록을 마침 ), 

- 년 월 일 외국인 등록증 수령2022 10 12

 

가정 자녀 년생 여B ( 2010 , ) 

- 가정은 자국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 명 있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이주B ( 2 ) 

노동을 하러 온 상황 한국체류 약 년( 15 )

- 이후 한국에서 자녀 여아 를 출산하게 됨( )

- 년 월경 가정의 모가 직장에서 근무하다 출입국 단속2011 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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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아이양육 자녀의료기관 이용의 사유로 인우보증과 범칙금 만원을 납부하고 일, 500

시보호해제를 요청 개월 일시보호 체류 허가를 받음, 3

- 년 월 일 집에 불이 크게 나서 여권 아동 출생증명서 등 관련 문서들이 불에 2019 3 31 , 

타버린 상황이 있었음

- 자녀를 위해 년 월 법무부 구제대책 신청 상담을 진행 필요서류와 범칙금 제도목2022 4 , 

적과 관련사항을 안내

- 년 월 일 출입국 방문하여 체류자격부여 관련 서류 접수2022 4 27

- 년 월 일 가정방문 현장실태조사 만 진행하고 감2022 7 5 ( )

- 이후 신청아동 외 필리핀에 거주 하고 있는 자녀 인의 인적사항 관련 문서 요청하여 발2

송함

- 년 월 일 양주출입국 추가 방문하여 차 인터뷰 추가조사 진행함2022 7 8 2 ( ) 

- 년 월 일 양주출입국 방문하여 사범과 방문하여 과거 일시보호관련 내용에 대2022 9 13

한 추가 조사 진행하고 범칙금 납부 지문등록 사진촬영 진행함, , 

- 년 월 일 외국인등록증 수령2022 10 7

한 부모 가정 가정C– 

가정 자녀 년생 남C ( 2005 , )

- 가정 자녀는 필리핀 출신국 으로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임C ( )

- 현재 아동은 세 고등학교 학년 고등학교에 재학중임18 ( 2 ), 

- 아동은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확고하고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함

- 아동 임신 후 출산직전부터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고 아동을 어머니가 혼자 양육하게 됨

- 월 일 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진행 진행과정에서 아동이 태어6 16 , 

나고 얼마 안되서 외국인등록 당시 엄마가 체류자격이 있었음 을 했던 기록이 있음을 발( )

견하였고 아동은 예전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살리는 절차로 진행함

아동의 엄마만 체류자격부여 절차를 진행하게 됨 부의 대한민국 체류여부도 확인했었음( )

- 출입국 방문이후 아동 가정이 미등록체류를 하게 된 과정 이유와 한 부모로 자녀를 양, 

육하게된 이야기가 담긴 진술서 형태의 서류를 요청하여 어머니가 작성후 번역을 통해 

출입국사무소에 추가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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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에 가정방문 현장실태조사 를 진행하였음 추후에 출입국에서 한부모가정에 대9 19 ( ) , 

한 사실과 관련하여 유선상으로 재차 센터로 확인 절차를 진행함

- 현재는 현장실태조사이후 체류자격 부여와 관련된 사범과 절차와 등록 절차만 남은 상

태임

 

특별사례 가정 가정D– 

가정 자녀 년생 남D ( 2012 , )

- 가정 자녀는 인도네시아 출신국 으로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임D ( )

- 현재 아동은 출생증명서 여권이 없음 미등록이면서 무국적인상황, ( )

- 이에 년 월 가정 상담을 진행하였고 아동의 신분증명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대사2022 5

관에 부모가 직접 면담일정을 잡고 월 일 방문함6 21

- 대사관에서는 자국의 국민의 아동과 부모가 안정적인 체류자격부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 하였고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해줌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아동과 부모가 체류자격 부여가 확실 하다는 공적문서를 받을 수 있다면 아동 출생(

증명서 여권 부모 여권연장 결혼증명서 모두 진행 할 수 있도록 협조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 ( , )

- 주한 본국 대사관에서 법무부 차원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었음 법무부 차원에서. 

의 제도 시행이지만 원활한 신청과정 자국의 공적문서 준비 취지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 ) 

어 내기 위해서는 주한 대사관에 대한 정보공유 협조가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서 , 

아쉬움이 남음

- 법무부에서 제도시행의 목적에 맞게 아동이 한국에서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협조와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기대

- 현재 가정은 범칙금을 매월 저금하고 있으며 제도 신청을 위해 법무부와 주한대사관에 

협조를 구하여 진행 할 예정

많은 가정 상담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모두 상황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주. 

민가정이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주요하게 우리가 주

목하고 인지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 보완을 위해 알고 가야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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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심리적인 요인으로 부모님들이 현재 신청하는 시점에 미등록체류자 이기 때문에 실‘ ’

제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는 것 자체로도 심리적 압박감과 공포심 두려움이 드러났고 신, 

청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둘째로는 행정절차의 복잡성과 자국의 행정절차 차이 입니다 현재 체류하는 한국에서 할 . 

수 있는 증빙 서류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자국의 공적문서를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야 ,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자국의 행정시스템의 복잡성 까다로움 많은 , , ,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서류 구비에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 되었습니다. 

구제대책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가정마다 여러 번 출입국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하고 실제 제도공표시 안내된 제출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출서류도 포함되어있, 

고 지침이나 방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도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직원도 신, , 

청당사자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셋째로는 범칙금등 기준 완화 필요입니다. 만원 경감 전 인 만원 이라는 범칙 1,800 ( 1 3,000 )

금은 대한민국 국민도 일시금으로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년 이상 대한민국에. 6

서 미등록체류 했던 부모님들이 그간에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에 실제

적으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이주민들의 노동환경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범칙금 감액, 

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무부에서 신청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감면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하여 감면받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 

혹 만원이라는 범칙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고금리의 이자를 납부1,800

하고 돈을 빌리게 되어 오히려 빚이 쌓이는 경우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차후 큰 피해를 입

을 수 있는 부분도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외국인등록이후의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도안내와 더불어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 이주민가정은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해하며 

자녀를 한국에서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무얼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 지 . 

어려워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제활동부터 시작입니다. . 

체류허가를 선행적으로 받은 후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 사업장에 외국인등록관련 안내 및 , 

세금신고의무 안내 근로허가를 받았으나 세금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체류자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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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이익 여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외국인등록증 번호 을 제출하는 부분), ( ) 학적연계( ), 

건강보험 의료( )과 관련한 일체 모든 사항 안내, 금융기관 관련 외국인 등록 전 사용하던 금( 

융기관 정보는 폐기하지 않을 경우 신원확인이 되지 않고 외국인등록 후와 달라 금융서비, 

스 이용 불가할 수 도 있음 과 같이 외국인등록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정보를 알지 못해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불이익은 자녀와 부모가 고스란히 받

게 되고 체류자격 연장불가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법무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자녀를 양육할 거주환경에 대한 부분에도 부모들은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위해 당장이라도 거주지를 옮기고 싶지만 차상 위 계층. 

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주민 가정은 저임금 외국인등록을 위해 납부한 범칙금등으로 목,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세 높은 금액의 보증금( , 

월세 탓에 안정적인 거주지를 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 

결론

년 아동권리협약안에 비준한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구제대책 제1991 UN

도는 아동의 기본권중 교육권과 체류권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제도시행에. 

는 한시적이라는 대상과 기간에 대한 단서조항이 달려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자녀의 교육권 보장과 더불어 부모의 자진출국을 독려하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제도가 오히려 시행기간 내 대상이 되지 않는 가정에게는 역으로 

체류를 더해야 할 이유가 되어버리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보완방안에 대한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 중 일부만 해당되어 체류자격을 받게 되면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동은 기본권과 가족결합권이 모두 박탈당해 아동인권유린을 야기 하게 됩니다. 앞

서 위의 사례 이 외에도 앞으로 년간 구제대책 시행 기간 년 월 일부터 년3 (* : 2022 2 1 2025  3

월 일까지 시행되면서 다양한 신청사례들이 증가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제도의 개선31 )

점과 보완점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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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센터의 사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향후 법무부 구제

대책의 안정적인 방향을 제안하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이주배경아동들에게 더 나

은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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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각지대로 놓여있었으나 교육권을 , □ 

중심으로 제도보장이 시작되고 최근 일련의 조건을 갖추면 체류권을 허가하고 있어 과, 

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음 현재 안정적으로 . 

보장된 부분은 교육권과 이를 위시한 체류권이며 그 외 보육권 건강권은 등의 이슈. , 

는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이나 여전히 큰 진전 없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음.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는 두 발제문에서 충실히 다루어

주었으므로 본 토론문은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고민되어야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함. 

법무부는 지난 년에 이어 년 미등록 장기 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권 보장방안2021 2022□ 

을 수립 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당히 제한적임, 2025 , .

 올해 초 발표에 따라 현재 법무부가 체류 허가를 내주는 조건은 국내에서 출생하1) 

거나 영유아기 세 미만 에 입국한 경우에는 년 이상 체류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6 ) 6 +

교 졸업자이거나 영유아기 지나서 입국한 경우는 년 이상 국내 체류 초중고교 , 2) 7 +

재학 또는 고교 졸업자로 한정됨 출생여부 체류기간 재학여부가 각각 가 아니. , , ‘or’

라 의 관계이므로 사실상 이러한 조건은 상당한 수준의 체류기간을 전제함‘and’ . 

법무부 자료에서도 해당자가 명 수준으로 확인하고 있음- 500 . 

 이 조건에 따라 계산해보면 사례의 경우에는 최소 세 이상 사례의 경우에는 , 1) 7 , 2) 

최소 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이는 한국 태생이라고 하더라도 14 . 7

세 이전에는 체류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고 세 이상 입국자들은 세까지 혜택을 , 7 14

해당되지 않음을 의미함 한국사회에서 체류는 즉 다양한 사회보장과 직결되어 있기. 

에 이는 성장기의 상당한 시간을 기본적인 권리가 배제된 채 권리 공백의 상태로 지

지정토론

3

최윤정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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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 미등록 아동 중에

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있음 장기체류가 아닌 미등록 아동에 . 

대해서도 권리 보장이 필요함. 

관련해서 학교교육 참여 아동의 경우 강제퇴거를 유예하고 있으나 학교교육에만 이를 , □ 

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해 보임. 

 유아교육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체제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이후에 대

해서만 이를 집행하고 있고 유아교육은 배제하고 있음, . 

한국에서 세 아동의 참여 비율- 3~5 ECEC(Early Children Edcation and Care) 

은 최소 를 상회90% 15)하는 매우 보편적 체계로 초중등교육 외에 최소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만 세 이상에 대한 교육권도 보장이 필요함3 .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도 의무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육권에 대해서도 교육권의 연장에서 확장된 시각을 , □ 

가질 필요할 것임 발제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외국 국. 2021

적 아동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가결된 바 있는데 이것이 유아교육에 한정되어 있다, 

는 것은 한계로 생각됨. 

 특히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비해 개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내국인 중

에서도 유치원교육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음 더구나 누리과정의 이행. 

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공통교육과정을 가짐에 따라 교육 격차가 작고 학부모, 

들의 선택권이 넓어져 유치원 교육만을 영유아 대상 보편적 교육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임 특히 만 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 더욱 그러함. 4 . 

그러나 각 교육감들이 합의한 사항이 유아학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료의 - 

경우 여전히 외국 아동에게 닫혀 있는 상황임 일부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 

행하는 소수의 경우임. 

어린이집 입장에서도 현재와 같은 지원 구조에 항의하는 실정임 베이비뉴스 - (

년 기준 우리나라  취학률은 만 세 만 세 만 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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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초저출산으로 아동 수 자체가 급감하는 우리 사회에서 한 2022.3.17.). 

명의 아동이라도 더 모집해야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외국 

아동 수요를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임.

 훨씬 더 어린 연령에서 접근 가능하고 비용 측면에서 이용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 

이용에 대한 지원 방안은 강구가 필요함 특히 교육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 

아교육의 중요성 측면에서 그러함. 

영유아교육은 사실상 생애 첫 교육이라고 볼 수 있으며 유아기 교육이 일생의 인- , 

지적 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임 특히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 

경우 무방비 상태로 초등교육에 진입할 시 학업적 부담과 상대적 손실이 예상되, , 

며 이는 아동의 이후의 삶의 질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아울러 미등록 아동의 인권보장의 중요한 다른 축으로 주변이 있는 성인들이 착한 사, □ 

마리아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강제퇴거 위기에 있던 아동 청소년들이 다양한 . ,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학교 교사 등 주변 관련인들의 역할이 컸음 미등. 

록 아동 가까이 있는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과 감수성 제고가 필요함. 

 먼저 인지적 습득이 필요함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사교육. 

에서 다문화교육이 확대되었으나 다문화가족과는 결이 다른 외국인 가정 그 중에서, , 

도 미등록 아동 등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맥락적 이해가 요구됨. 

외국 아동의 법적 지위와 상황 다문화가족과 다른 외국인 가정의 특수성 그 안에- , , 

서도 다양하게 나뉠 수 있는 계층적 차이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아울러 이를 위해 펼쳐진 정책의 전개와 지원 상황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 , 

함 학교 외에 다양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이 이들에게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정. 

보와 접근법을 숙지하는 것이 요구됨. 

 교사 대상 교육에 이러한 특수성들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먼저는 예비교원의 양. 

성단계에서 심도 있게 교육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인권적 이해와 관, 

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학교 교사 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종사자들에게 관련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

것임 우선적으로는 유치원 교사 어린이지 보육교사가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 , , 

아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사 청소년상당복지센터 무지, , , , 

개청소년센터 레인보우스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아동청소년의 성장체계에 밀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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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관계자들에게도 이민자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 교육

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무엇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하여 미등록 아동을 차별 없이 성장시킬 제도적 방□ 

안 마련이 시급함.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동의 신원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임 출생등록제 논. 

의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음 정부는 이미 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을 발표하면서 . 2019 「 」

출생통보제 도입 의지를 밝혔으며16) 년 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2 3 「 」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현재 국회 제출된 상태임, 17) 아울러 올해 월에. 5

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 발의된 상태임‘ ’ 18). 

다만 출생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논의로 한계가 있음- . 

 아울러 아동청소년 시설에서 미등록 아동의 이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 ․

음 행정 처리 시 주민번호 보다는 학생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 

고려됨. 

 그 외 미등록 아동에 대한 조사를 다각도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미등록 아동의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임 현재 법무무가 불법 - . 

체류 아동의 수를 명 정도로 추계하는데 여기에는 국내 출생 아동은 포함되3,400 , 

지 않음 한편 교육부에서는 미등록 재학생의 수를 명 수준으로 추계하고 . , 3,000

있으나19) 이는 초중등 재학생에 한한 수로 만 세까지의 아동과 비재학 아동, , 0~6

은 제외됨 이에 현장에서는 천 명에서 만 명까지 추산함 당사자들의 자가 보고. 8 2 . 

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추계 자체는 어려워 보임, .

그러나 그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소수의 아이들이라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필요함 따라서 규모 추정보다는 미등록 아이들의 삶의 양태. 

와 특수적 문제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절실해 보임 일부 단체에서 . 

관련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적극적인 정책 제언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연구 ,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임. 

16) 관계부처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2019.5.23.). 

17) 법무부 보도자료 우리아이의 첫 권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2022.3.2.). , .

18)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16167).

19) 법무부 보도자료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20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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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발제문은 이주 아동의 현황과 년 및 년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2021 2022 ‘

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각 방안의 변화와 지향점 실무상 체류자격 신청의 어’ , 

려움 개선점 등을 검토하고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단계별 조력 방안 등을 함께 제시, 

해 주셨습니다.                

 제 발제자 김사강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주아동 권리보장의 근거와 이주아동이 갖는 권1

리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 현황과 개선방향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제 발제자 이진혜 변호. 2

사님께서는 법무부의 미등록 이주아동 관련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미등록 , 

이주아동 지원 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고찰하여 실무상 이주아동 조력 시 필요한 사

항 등을 제시해 주셨고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특히 제 발제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주아동 통계는 정부 각 부처마다 그 대상이 , 1 , 

다르고 제외되는 이주아동의 범위와 숫자도 달라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 법무부가 발표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보도 2022 ‘ ’ 

자료를 보면 교육부 통계를 인용하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 고, ․ ․

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은 여 명으로 보았으며 우선적으로 공교육을 이수 중인 3,000

이주아동에 대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년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발제자 분들께서 말씀하신 2022

것처럼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이 제도화될 수 있는 길을 연 전향적인 조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금번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만큼 향후 이를 입. 

지정토론

4

고지운 변호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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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체류자격 부여방안은 공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이주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미취학 아동과 학교 밖 아동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대안학교 등의 재학생 ,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도권 밖의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는 . , 

것인지 아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20) 특히 학교 밖 아동의 경우 학대피해의 위험성에 . 

노출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공교육에 편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적어도 출입국기, 

록이 있는 아동의 경우 해당 연령 도달 시 입학통지서를 발급하는 방안 등 아동에 대한 

주기적 관찰이 가능한 정책으로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제에서 범칙금 납부 부담과 관련하여 부모의 사정으로 자녀의 체류신청을 포기하2

는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같이 부모와 아동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 실무, 

상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범칙금을 감면하는 방법 이외에 학교. 

에서 이주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에게도 일정부분 아동의 체류자격 신청에서의 조력 역

할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한 발제자님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주아동 지원업무를 하는 실무자분들께서 학교를 다니는 이주아동의 ‘

경우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 담임선생님 등 이 아동에 대해 알고 있는 점이 많고 ( )

조력해 주실 부분도 많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주아동 체류’ . 

자격 관련 정책에서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이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도화하는 밑

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이주아동의 건강보험료. , 

장애인 등록 등 사회보장 서비스 학대피해 이주아동의 보호와 지원 문제 등 좀 더 폭넓, 

은 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20) 물론 실무상으로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이주아동의 경우 그 강제퇴거의 집행을 미루거나 출국기한 유예를 해주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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