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

보호자 소식지 제3호

모두의 존엄이 꽃피는 학교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아동인권 증진

인권톡톡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일곱 빛깔 무지개(Q&A)

인권칼럼 우리는 아동인권을 잘 모른다(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학생인권옹호관의 돋보기 아동학대와 아동의 생명권

대한민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과 아동인권 증진
학교 관련 주요 권고 및 이행을 중심으로 -

1991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비준*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주요 노력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인권침해 진정절차 도입
- 국내 인권교육 계획ㆍ운영 시작

1996 제1차 최종견해**

2002년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 관련 내용 도입
2005년 중학교 교육 의무화(「교육기본법」 제8조)

교사 등 아동관련 전문가 집단 대상 협약 교육
및 학교 교과에 아동권리 교육 포함 권고
▶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 권고
▶ 학교생활에 대한 아동 참여 증진 (표현의
자유 보장 등) 권고
▶ 아동 위한 옴부즈맨 또는 기관 설치 권고
▶

2007년 학생인권보장 법적 근거 마련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2008년 불법체류자 아동의 초등학교 입ㆍ전학 허용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2010년 국내 최초 학생인권조례 제정(경기도)
2010년 대법원, 공교육 체계에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선고
2011년 학교 내 체벌금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자살예방법」 제정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제정
2019년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
2020년 선거 및 정당가입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

2003 제2차 최종견해
교육부 지침, 학교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모든 아동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참여권 보장 권고
▶ 장애아동, 외국인 아동 등의 교육 등 사회권 보장 권고
▶ 취학 전 교육, 중등교육 무료화 전략 개발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에 대한 소위원회
설립과 아동의 접근성 보장 권고

2021년 「민법」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

2011 제3ㆍ4차 최종견해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아동의 견해가 표현ㆍ존중 될 수 있는
입법조치 권고
▶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권고
▶ 폭력 피해 아동의 신고제도 마련 권고
▶ 지나친 경쟁적 교육환경으로 인한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 불평등
해결 위한 공교육 강화와 휴식권ㆍ문화향유권 보장 권고

2019 제5ㆍ6차 최종견해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근거 마련 및 아동관련
종사자 대상 의무적 인권교육 권고
▶ 학교에서 성적 등에 따른 차별 예방 및 근절 권고
▶ 모든 환경에서의 간접체벌 포함 모든 체벌,
법률 및 관행상의 금지 권고
▶ 선거 및 정당가입 연령하향 권고
▶

※ 이외 학교관련 제5ㆍ6차 최종견해 내용이 알고 싶다면
3쪽 인권칼럼을 읽어주세요^^

▶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의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심의하고 권고함.
***소식지 제1호(https://url.kr/3t48uv)에서 관련내용의 인권적 의미를 칼럼으로 다룬 바 있음.

최종견해
전문 읽기

학생인권옹호관의 돋보기
아동학대와 아동의 생명권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을 이야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기본권은 ‘생명권’일 것이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 발전에 따른 이윤 추구가 우선시 되면서 상대적으로 ‘인간’의 위치는
하나의 물건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인지, 학대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동’의 인간존엄을 무시한 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한
행동에서 비롯된 사건이다. 또한 경제적 이유 등을 핑계로 가족 간 ‘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는 ‘동반자살’이라 표현해서는 안 될 극심한 아동 학대이며 아동·청소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식탐이 많다고, 거짓말을 잘 한다고, 고집이 세다고, 다른 아이에 비해 유별나게 행동한다고, 밥을 잘 안 먹는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남의 물건을 훔친다고,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육아에 무지하다고,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통이
극심하다고,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아이를 학대하고 죽인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순 없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김동석·황인아 판사, 2019년 7월 선고한 ‘아동 학대치사’ 사건 판결문 中)
인간의 권리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생명존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고재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요구하는 인권친화적인 교육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규범
공동체의 책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양심ㆍ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자치활동의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규정함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의 인권을 보호받고 싶다면 학생인권옹호관을 찾아주세요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호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의해 경기도교육청에 설치되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학교 인권 옴부즈퍼슨(ombudsperson) 제도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상담 및 구제신청 방법
구분

1권역

2권역

3권역

관할지역

수원 평택 안성 성남 용인
여주 이천 광주하남 양평

안양과천 안산 화성오산 부천
군포의왕 광명 김포 시흥

고양 파주 동두천양주 연천
의정부 구리남양주 가평 포천

전화상담

031-820-0632

031-820-0633

031-820-0634

방문상담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3층 학생인권담당실

구제신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홈페이지(https://more.goe.go.kr/shr/index.do) ‘학생인권 상담 및 구제신청’

※ 전화 및 방문상담 이용시간 : 매주 월요일~금요일(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
※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상담ㆍ구제신청 등의 청원권 행사는 비밀 보장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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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휘(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기획ㆍ편집] 최지혜(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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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에 실린 글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