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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진들은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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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연구진들을 위해 연구

의 시작을 앞두고 연구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주시

고 연구보고서의 초안을 검토해 주신 연구자문진 군포 아시아의 창 이영아 소장님, 코시안의 집 

김영임 원장님, UNHCR 서울사무소 정현정 실장님, 피난처 이호택 대표님, APIL 김종철 변호

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먼저 제안해 주시고 연구가 가능하게 

꾸준히 도움을 주신 세이브더칠드런 서여정, 임세와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

막으로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각기 다른 단체 및 기관에서 일하면서 기존의 맡은 연구 및 업무

에 더해서 추가로 이 연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각 기관과 단체에서 연구진들과 함께 일

하는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

니다. 이 분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다면 이는 모두 연구진

들이 부족한 탓이라 여겨주시고 조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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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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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등록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기

반하고 있다. 즉 자녀가 출생을 하면 해당 아동이 기존 등록되어 있는 가족과 출생을 통해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인적편제’ 방식의 등록이다. 일반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출생등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는 부모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기아(棄兒)’의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외국인이 국

민과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등록할 수 있다. 즉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의 경우 출생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의 아동을 정부 관공서에 출생신고할 경우 그 

신고서는 ‘특종신고편철’로 처리되고,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신고수리증명’을 발급해준

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내 제도에 대하여 유엔과 국제사회는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주민, 난민, 무국적 아동

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도입해

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보편적 출생등록’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이미 모든 아동의 권리 보

호의 출발이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

은 유엔 인권기관의 권고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이미 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

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은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난민의 

자녀일 경우에는 “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부여”할 뿐 보편적 출생등록은 실시하지 않는다

고 국제적으로 밝혔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국내 출생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한데, 출신국 대사관들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조건으로 귀국을 종용하거나, 까다로운 

서류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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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출신국 정부에게 “불법체류”를 감소시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이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

다고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난민신청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

생할 경우 부모의 체류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등록이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출생등록의 기본적인 요건인 출생지와 부모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지 않고, 외국인등록제도

는 출생증명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부모의 국적국으로부터 국적을 확인 받기 어려워 

‘사실상 무국적’ 상황이라 볼 수 있는 이 아동의 국적에 관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신고인이 임

의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할 경우 

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부여한다고 유엔에서 주장한 것은 결국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사

실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출생등록은 다른 제반 권리의 보호와 정부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출생등록은 그 자체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이

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행정 제도이다.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서 다른 권리들

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이미 

출생등록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

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도 잘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민간단체들은 출생등록의 자료가 해당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관리와 통제의 목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설사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의 공

무원 ‘통보의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불법체류’임을 인지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

녀의 출생등록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현행의 ‘통보의무’ 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는 이주

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경우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이 될 것이다.

출생등록은 여전히 아동의 신분을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아동의 권

리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제도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출생등록 제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즉 ｢유엔아동권리

협약｣에서 제시된 차별금지 원칙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되고 실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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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생등록 제도는 ‘보편적 출생등록’이라는 국

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등록 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을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국내에서 출생

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다른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의 출생에 관한 사실을 공공기관이 기록하고 증

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제도는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원칙, 즉 차별금지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하여서는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증명제도의 도입

-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 국내출생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 체류와 권리 보장 (국내 출생 이주아동 혹은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 체류자격 부여 또는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국

적을 선택할 권리 부여)

- ‘통부의무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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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출생등록과 이주배경 아동

1.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

샤룩(가명)은 2008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한국 나이로 이제 여섯 살이 되었다. 아버지 살릴(가

명)은 남아시아의 A국가 출신이고 어머니 아이린(가명)은  B국가 출신인데, 샤룩이 태어날 당시 

모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상태였다. 샤룩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우선 아이가 강제출국 당하지 

않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방법은 부모와 같이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 난민신청 접수증을 받는 것 밖에 없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신분증이 이 '접수증' 밖에 없다니. 당장 강제추방을 당하진 않겠지만, 만일 난민 

인정이 안 된다면? 이 아이가 2008년 안산에서 살릴과 아이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

가 인정해 준단 말인가? A국이나 B국의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정부의 박해를 피해 도망 나온 사람이 대사관에 갔다가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

이다. 누군가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니 출생신고서를 써서 제출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

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서를 제출해 보니,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찾아보더니 접수를 받고 '수리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여기에는 출생에 관한 내

용은 없고 서류의 접수에 관한 내용만 기재돼 있다. 수리증명은 서류가 접수되었다는 뜻이지 주

민등록부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간 건 아니라고 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천신만고 끝에 

어머니 아이린이 난민 인정을 받게 되어 샤룩도 같이 난민 인정을 받게 되었다. 드디어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되었는데, 샤룩의 외국인등록증의 국적 난에는 A국이라고 쓰여 있다. 이런 아이

러니가. A국에는 샤룩이 태어난 사실을 신고도 하지 못했는데... 살릴은 여전히 걱정이다. 샤룩

에게 이제 신분증이 마련되어서 안심은 되지만, 이게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앞으로 불이익은 없을지...

소롱고(가명)는 2006년 서울에서 태어나 이제 여덟 살이 되었다. 몽골 출신 아버지는 공사장

에서 사고로 일찍 숨지고, 지금은 몽골 출신 어머니 키시게(가명)와 살고 있다. 소롱고는 한국말

도 잘 하고 친구들도 많아서 그동안 별 걱정 없이 잘 살았다. 아마도 외모가 여느 한국 아이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어머니 키시게는 소롱고에게 아무런 신분증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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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늘 걱정이었다. 소롱고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몰랐다. 이후에 뒤늦게라도 출생신고

를 하고 여권을 받아야하나 생각했으나, 대사관이 출생신고와 여권발급을 조건으로 ‘불법체류’
를 중단하고 귀국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키시게는 아직 몽골로 돌아갈 형

편이 못 되었다. 한국에 오기 위해 진 빚을 다 갚기는커녕, 남편이 죽고 난 후 경제 형편이 더 

어려워져 한국에서 좀 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소롱고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을 다녔고,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여권 없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소롱고가 언젠가는 한국 국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한국에

서 태어났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키시게는 몇 주 전에 ‘불법체류’ 단속에 걸렸다. 아마도 누군가

가 신고를 한 것 같다. 출국을 앞두고 몽골 말도 제대로 못하는 소롱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하다가, 결국 몽골대사관에 벌금을 내고 뒤늦은 출생신고와 여권신청을 한 뒤 이제 출국을 앞두

고 있다. 키시게는 10년 한국 생활을 하여 겨우 한국에 오기 위해 빌린 돈을 다 갚고, 남편을 

잃고, 앞날이 걱정인 소롱고를 데리고 몽골로 돌아가게 되었다.

베트남 출신 여성노동자 응웬(가명) 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아이의 아버지도 

한국인이 아니고, 어차피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할 지도 모르

겠지만 일단은 일하는 공장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버텼다. 그러다 결국 회사에서 임신 사

실을 알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종용했다. 일하던 공장을 그만두고 출산을 하였으나 응웬

씨는 눈앞이 캄캄했다. 몇 주 안에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이다. 그러

나 한국에 오기 위해 빌린 돈을 아직 다 갚지 못했고, 베트남의 부모를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었다. 부모가 많이 놀라겠지만 응웬씨는 아이만이라도 베트남에 보낼 수 있을 지 

알아보았다. 아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대사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아는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고아’인 것처럼 해서 보육원에 맡기기

로 했다. 응웬씨의 아이는 이제 한국에서 발견된 ‘고아’로서 보육원을 통해 한국 이름과 국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친모인 응웬 씨는 그 아이를 만나러 갈 수가 없다. 아이가 베트남 사

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강제추방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세 이야기는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진들이 발견한 이주배경 아동과 관련한 실제의 사례

들이다.1) 세 사례 모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 출생하였을 경우 겪지 않았을 상

황들이다. 아동들의 이러한 경험들이 그들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장래에 성인이 

1) 당사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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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간단히 재단하여 추측할 수는 없는 일

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소화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

한 상황들이 현재 아동이 누려야 할 여러 권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불안정한 체류로 

인해 교육권, 건강권, 자기계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분도 갖지 못한 채 

지내야하는 것 자체도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10여 년 간 대한민

국에서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하여 여러 각도로 연구가 있었고, 관련한 정부의 정책도 마련

되어 시행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이주아동에게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활동의 '시혜적 접

근' 방식을 비판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크게 ①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해 당

사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리는 만큼의 혜택을 주는 방법과 ② 피해 당사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도 누릴 수 있게 점차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의 두 가

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쩌면 이주민 혹은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문제는 이 양단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체류자격이나 국적의 문제는 일단 접어놓고 교육이나 건강 등 실

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보다는 체류자격이나 국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이들이 겪는 불안정한(precarious) 처지는 바뀔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연구진들이 가졌던 가장 큰 고

민 가운데 하나도 이 보고서가 이 양단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이었다.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아동들은 결과적으로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다른 아동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 아동은 어떠한 차별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러한 차별을 유발하는 원인을 발견하여 ‘여러 사람의 도움 없이도’ 살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는 것이 이 보고서의 연구진들이 가진 기본적인 전제이다. ‘출생등록’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비록 이러한 문제들을 당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하나의 첫 단추로서 ‘출생등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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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질문과 방법, 연구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보고서는 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이 어떻게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

록 할 것인가?’라는 다소 실천적인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고민

하기 이전에 ② ‘출생등록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③ ‘이주배경 아동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그

리고 ④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이 왜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연구진들은 ① 국내외의 기존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② 관련 

국내법제, 국제법과 그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③ 정부의 공식 통계를 통하여 관련 현황을 파

악하고, ④ 주로 이 분야에서 현장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실무자와의 

인터뷰(21건)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추가로 이들 단체들로부터 소개 받은 ⑤ ‘이주배경 

아동’의 보호자와의 인터뷰(3건)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연구진들은 또한 ⑥ 4차례에 걸친 

연구회의와 6개월 동안 수시로 이메일 상에서 진행된 토론을 통해 연구와 관련한 개념과 정책개

선을 위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⑦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해 오신 전문가 5

분을 연구자문진으로 모시어 2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를 열어 연구의 방향, 방법, 내용에 관한 논

의와 연구결과의 검토를 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체 6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의미와 필요성, 연구 

질문과 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출생등록’과 ‘이주배경 아동’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하고, 관련 통계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출생등록 일반 및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적 기준과 제도를 검토 하는데, 국제법적 기준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제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또 출생등록

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다른 아동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어떠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 그리고 그

것들이 대한민국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 연구하였다. 끝으로 제6

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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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념적 논의: ‘출생등록’과 ‘이주배경 아동’

1. 출생등록의 의미와 연구의 방향: 국가의 제도 혹은 개인의 권리

(1) 출생등록의 개념

출생등록이란 무엇인가? ‘등록’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일”2)을 말한다. 따라서 ‘출생등록’이란 

개인이 출생을 하여 사회 속에 존재하게 된 사실을 국가의 공문서에 기재함으로써 공식화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사실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세 단계의 행정적인 절차가 시행된다. 개인은 

국가의 공공기관에 출생의 사실을 ‘신고’하고, 국가는 그 사실을 ‘등록’한다. 그리고 개인은 그 

등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문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출생등록’은 출생의 신고, 등록, 증명의 절차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개인이 공공기관에 출생을 

신고하였으나 그것이 국가의 공식 장부에 등록되지 않거나, 또는 출생을 등록하였으나 개인의 

그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거나 할 경우 연구진이 생각하는 완전한 의미의 

출생등록이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생등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출생등록’과 같이 개인과 국가 사이에 발생하

는 공식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국가 각각의 입장에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출생등록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회적 및 물리적 존재를 국가로부

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에 따른 개인의 권리를 보호받거나 청구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개인의 권리 보호나 의무 부과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확인하

는 것이다. 이러한 출생등록을 둘러싼 개인과 국가의 이해는 서로 보충적일 수 있지만 충돌할 

수도 있다. 즉 출생등록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기대하

지만, 이를 통해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결과가 되기도 

2) 두산백과사전. 2013. (http://www.doopedia.co.kr, 최종접속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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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다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

다. 그러한 권리의 제한은 흔히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세계인권선언 제29조), “국가안전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대한민국 헌법 제37조2항) 등 다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 개

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출생등록의 자료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 및 청구

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지만, 그 관리와 통제를 통해 특정한 혹은 소수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

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림 Ⅱ-1] 출생증명의 요소

(2) 연구의 방향: 아동의 인권 보호

이 보고서의 연구진들이 연구를 위한 토론을 거치면서 ‘출생등록은 권리다’라는 구호를 쉽게 

말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생등록의 여러 측면들이 권리이기도 하지만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출생등록을 위해 출생을 신고하는 행위는 개

인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한 의무가 될 수도 있다. 출생등록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권리를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은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연구진들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 만나게 된 이주배경 아동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출

생등록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우려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지점을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

다. 다시 말해 출생등록 제도란 이주배경 아동들에게 권리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지

만, 동시에 그 아동들을 강제추방 하거나 의도적으로 통제 혹은 배제하는 자료로 쓰일 수도 있

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아동의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사실 국가에 의한 권리의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에 관한 것은 기본권 혹은 인권과 관

련하여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정치철학 혹은 법학적 논쟁의 중심에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흔히 참여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개인의 권리와 의무 혹은 국

가의 책임과 권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라고 이해된다. 그러나 그 결과 

자신의 권리가 제한되는 개인에게 그 다수결에 따른 합리성은 무의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

여한 연구진들은 대체로 공공의 질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하고 있다. 



Ⅱ. 개념적 논의: ‘출생등록’과 ‘이주배경 아동’ 11

즉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국가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도 의미

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진들은 토론 끝에 이 연구가 가장 우선 시 해야 하는 부분은 ‘아동의 

권리’ 측면이라는 입장(standpoint)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사실 이 연구를 위탁한 세이

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입장과도 관련이 있는데,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이 생

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세상”을 비전(vision)으로 삼은 국제 구호개발 

NGO이기 때문이다. 연구진들은 연구위탁 단체의 비전에 동의하여, 이 연구의 기본적인 지향이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보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출생등록에 관한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구진들은 아동의 권리로서의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도 좀 더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 역시 연구진들이 이주배경 아동 관련 단체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심각하게 고

민하게 된 지점인데, 이주배경 아동들에게 출생등록이 보장되면 어떤 실익이 있느냐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토론 끝에 출생등록은 ‘그 자체로서의 권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
른 권리의 보호를 위한 발판’이 되는 권리라는 데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출생등록 자체로

서도 아동이 국가에 의해 “법 앞에의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그리고 추후에 출생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명을 받을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출생신고에 있어 또 중요한 

의미는 그렇게 국가에 의해 존재 자체를 확인 받음으로써 건강권, 교육권 등 아동의 성장에 기

본적으로 필요한 권리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출생

등록이 곧바로 아동에게 이들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국적, 체류자격 등 신분과 관련한 다른 법적 요인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진의 토론에 따른 입장은 연구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인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연구진은 유사한 토론이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서 진행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국제인권법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국제

인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을 비롯한 당사국이 져야할 국제법상의 의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Ⅱ-2] 출생등록의 의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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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분등록제도로서의 출생등록

한편 모든 사람이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출생등록을 권리로 보는 논의와

는 별도로, 그 권리가 개인에게 보장되려면 국가는 그것을 행정제도로 마련하여 관리하여야 한

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행정제도로서 출생등록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

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출생등록은 국가가 관리하는 신분등록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

분의 국가는 그 관할권 내에 있는 개인의 신분에 관한 주요사항(예를 들어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을 기록하는 신분등록(civil registration)을 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 

생성, 변경, 소멸되고, 타인과의 관계도 설정된다. 즉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시민적 권리)

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증명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분등록의 자료는 국가가 인구 동

태 파악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개발 프로그램을 기획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이기도 하다.3)

각국이 신분등록을 하는 방식은 ‘인적 편제방식’과 ‘사건별 편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

적 편제방식은 특정인에 대하여 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의 모든 신분 변동사항을 하나의 장부

에 기록함으로써 “특정인의 신분변동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동태적으로 공시”하는 것이다.4) 인적 

편제방식은 다시 ‘가족별’과 ‘개인별’로 나뉘는데, 가족별 편제방식은 하나의 등록 장부에 가족

을 한 단체로서 기재하는 방식이고, 개인별 편제방식은 각 개인마다 하나의 등록 장부를 작성하

는 편제방식이다.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인적 편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는 인적 편제방식이다. 과거 호적제도가 

가족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데 반해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별 편제방식을 택하고 

있다.

반면 사건별 편제방식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 신분에 관한 주요사항별로 개인의 

장부를 마련하여 등록시키는 방식이고, 구미제국 대부분의 국가는 신분등록에 있어 사건별 편

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5) 미국과 영국에서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해당 관할 관청에 

3)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같은 유엔전문기구는 사회적 신분과 시민(국

민)적 지위 생성이라는 점에서 출생등록에 관심을 가져왔고, 사회･경제개발 프로그램을 기획 및 

평가하기 위하여 ‘신분등록과 주요통계(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CRVS)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CRVS는 정책개발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유엔은 관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고, 각국이 관련 체계를 개선하도록 자료집(Resource Kit)을 제공하

고 있다. (예를 들어, HMM,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University of Queensland. 

2012. Strengthening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for births, deaths and causes of 

death. (http://www.unescap.org/stat/vital-stat/high-level/HISHub-CRVS-Resource-Kit-

pre-press.pdf, 최종접속일: 2013. 4. 10.)) 

4) 정현수. 2003.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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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고, 증명서간에 연결은 없다. 미국의 신분등록부는 출생, 사망, 이혼으로 나누어 기록

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본인만 기록되고 가족관계는 기록되지 않는다. 즉, 가족집단을 한 번에 

알 수 없고, 개인 신분사항도 한 번에 알 수 없다. 출생증명서에는 신생아의 성명, 성별, 부모의 

성명, 주소 출생지 등이 기록된다(조은희, 2003). 영국의 경우, 출생등록부, 혼인등록부, 사망

등록부 상호간의 색인기능은 없다. 출생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의 이름 이외에 출생년월

일, 장소,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나, 그 전부에 대한 등본은 물론 부모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조은희, 2003). 반면, 다른 유럽의 국가들은 사건별 편제방식을 취

하지만, 개인의 신분변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 및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혼인대장, 생활동반자대장, 출생대장, 사망대장이라는 4가지의 대

장에 개인의 신분사건(내용)들을 공증한다(안경희, 2007: 82). 

한편 신분의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에는 ‘이기주의’ 방식과 ‘편철’ 방식이 있는데, 이기주

의 방식은 공무 담당자가 신고된 신분 변동사항을 공시 및 공증하는 방식이고, 편철 방식은 개

인이 신고한 서류를 바로 편철하는 방식이다(정현수, 17쪽).6) 

2. 연구의 대상: ‘이주배경 아동’

(1) ‘이주배경 아동’의 개념

이 연구에서 쓰고 있는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제3조제1항)을 뜻한

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널리 적용되는 미성년의 기준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제1조) 등 국제인권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주배경 아동(child with migration background)’은 사실 ‘이주아동(migrant child)’에 비

해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유럽연합 등 일부 국제기구의 문서에서 쓰이는 것이 

발견되기는 하지만,7) 대부분의 관련 문건에서 두 단어를 구분해서 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2000년대 후반부터로 보이는데, 무지개청소년

5) 정현수. 2006. ｢戶籍制度의 변천과 새로운 身分登錄制度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26.

6) 호적제도의 변천과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7) 예를 들어, European Union. 2009. Council conclusion of 26 November 2009 on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a migrant background (EU Doc. 2009/C 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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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와 같은 정부 지원 민간단체에서 본인이 직접 다양한 형태의 이주의 경험이 있거나, 본인은 

아니나 부모가 이주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포괄하여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이주배경 청소년’에는 ① ｢다문화가족지

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제2조)8)의 자녀,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제2조)9)의 자녀, ③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

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경우인 “중도입국청소년”, ④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집단인 “탈북청소년”(제24조), 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10) 

이러한 범주가 기존의 ‘이주아동’이라는 용어와 다른 점은 “탈북청소년”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다. 국내에서는 이주에 관한 개념이 흔히 외국인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북한이탈주민

은 비록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이주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

다. 즉 ‘이주배경 아동’이라는 개념은 해당 아동의 국적, 체류자격 등에 관계없이 이주를 한 경

험으로 인해 범주화되는 아동 집단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

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 대한 특별한 처우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을 통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를 법률로 정하기에 이

르렀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제18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시 중요한 이주배경 아동 집단이 빠져 있는데, 현행 ｢출입국관리법｣(2013
년 7월 1일부터는 ｢난민법｣), 그리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난민 혹은 난민신청자

의 자녀, 미동반(unaccompanied) 난민 혹은 난민신청 아동11) 등이 그들이다. 또한 ｢무국적자

8) 대한민국 국적자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로 이루어지거나, 대한민국 국적자와 인지(認知)나 귀화를 통

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제2조).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단, ｢출입국관리법｣ 상 단기취업,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관광취업 등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제2조).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

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

외한다.

10)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이주배경청소년이란?’ (http://www.rainbowyouth.

or.kr, 최종접속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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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른 무국적 아동이나, 국내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으나12) 여전히 중요

한 비율을 차지하는 미등록(undocumented)13) 외국인의 자녀, 미동반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 

특히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은 아동 집단도 빠져 있다. 한편 다소 덜 취약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유학생, 해외투

자자, 전문직 등)의 자녀들 역시 이주배경 아동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

사실 국내에서 쓰이는 이주자(migrant)와 관련한 여러 용어들은 사실 이주자 개인의 실정이

나 정체성 보다는, 이들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관련된 행정 기관들의 부처별 정책방향이나 

입장 혹은 관련 기관이나 사회집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해진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가족기능 강화”를 중요정책으로 삼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주창하는 개념이

고(｢다문화가족지원법｣), 체류자격과 국적의 관리가 주요 업무인 법무부는 법률 상 “재한외국

인”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아예 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라는 용어 역시 한 사람이 국내에 체류하는 목적이 오직 ‘결혼’에만 있음을 전제로 

체류자격과 국적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고용노동부

는 정부가 추진하는 단기노동이주 프로그램인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

주노동자만을 한정하여 법률 상 “외국인근로자”라고 정의하며, 다른 부류의 외국인(예를 들어 

결혼이민자)은 그 정의에 포함하지 않는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주요 연구대상: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취약한 ‘이주배경 아동’ 집단

이 연구보고서의 연구진들은 이러한 관점을 극복하고 아동의 권리와 정체성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이주배경 아동’을 범주화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리고 ‘출생등록’
과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이주배경 아동’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국민)과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아동(외국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11)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아동이 단독으로 국내에 입국한 경우.

1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는 “재한외국인”을 정의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제2조제1호)로 정하여 ‘처
우‘와 관련하여서는 미등록 외국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13)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불법체류(illegal stay)’라고 쓰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정규 

이주(irregular migration), 비등록(non-documented) 등의 용어들이 각기 다른 맥락에서 쓰이

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시민사회에서 가장 널리 쓰고 있는 미등록(undocumented)로 통

일하여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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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를 나누기 때문에 중

요한 기준이다. 우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 국민으로서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국적을 확인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권리이자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사실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부모가 법적 의무와 권리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위에서 살펴 본 여러 부류의 이주배경 아동 

가운데, 다문화가족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탈북 아동,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이 여기에 포함된다. “중도입국 청소년” 가운데 귀화 절차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

우도 여기에 해당된다.14) 또 난민지위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

적을 취득한 난민 및 그 자녀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경우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 국내

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출생등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주배경 아동 가운데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집단은 ② 대한민

국 국적을 갖지 않은 아동(외국인)의 경우이다. 현행 대한민국 출생등록 제도 상 외국인이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근로자”의 자녀, 난민 혹은 난

민신청자의 자녀, 미동반 난민 혹은 난민신청 아동, 무국적 아동,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 미동반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안정적 체류자격을 가진 장기체류 외국인의 자

녀들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우선 출생지에 따라 ②-1 해외출생 아동과 ②-2 국내출생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1 해외출생 아동의 경우 밀입국(여권 없이 혹은 위조된 여권으로 

입국)한 경우가 아닌 이상 본인의 출신국에서 신분증 발급의 전제인 출생등록을 마쳤다고 볼 수 

있다. ②-2 국내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부모의 국적국(출신국)에 영사적 지원 등을 통하여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체류자격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미등록 등) 출신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난민 등) 출생등록에 대한 접근 가능

성이 떨어질 경우가 많다.

결국 이 보고서가 출생등록 문제와 관련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할 대상이 되는 이주배경 아동

은 ‘국내에서 출생하고, 부모의 체류자격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출신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

어 출생등록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될 것이다. 한편 ‘해외에서 출생하였으나 

14) “중도입국 청소년”은 자신의 부 혹은 모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특별귀

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부 혹은 모가 귀화를 하지 않았거나 

귀화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인 경우 자신의 부 혹은 모가 결혼한 

대한민국 국적자가 입양을 하여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거

쳐 간이귀화를 통해 국적을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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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국에서 적절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집단은 난민15) 및 난민신청자의 자녀와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 무국적

자의 자녀로 좁혀지는데, 결국 이 보고서의 관심 대상은 일반적으로 이주자 가운데서도 가장 취

약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이 세 집단인 것이다. 

 

[그림 Ⅱ-3] 이주배경 아동의 구분

(3) 대한민국 내 이주배경 아동의 현황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주배경 아동’이라는 용어는 본인 혹은 부모가 이주의 경험이 있는 

아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하여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과 결혼

하여 출생한 자녀(이른바 다문화가정 자녀),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자녀, 대한민국 국

적자와 재혼한 결혼이민자가 이전의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로 입국시킨 경우인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 부모가 탈북하여 제3국에 체류 중인 동안 출생한 ‘제3국 북한이탈 주민 자

15) 난민의 경우에도 박해가 국가권력 자체로부터 오는 경우에는 난민이 본국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

적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꺼리는 경우가 되어 본국에의 출생등록이 어렵겠지만, 박해가 

국가자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정한 집단, 반군, 개인 등으로부터 오고 국가는 단지 박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국가가 오히려 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출생

등록에 문제가 없다. 독재국가로부터 발생한 난민은 전자에 해당하지만 분쟁으로부터 온 난민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하여 적지 않는 난민들이 본국에 출생신고한 사례들이 있다. (국내 난민 관

련 단체 전문가 자문: 2013. 6.)



18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녀’에 더해,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자녀, 미동반 입국 난민 아동,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 무국적

자의 자녀 혹은 미동반 입국 무국적 아동,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부모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혹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의 이주배경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러한 집단으로 대한민국 국

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 가운데 부모의 국적국에 출생등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난민 및 

난민신청자, 미등록 외국인, 무국적자의 국내출생 자녀를 지적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이주배경 아동의 집단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부처 별로 

정책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범주로 집계를 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 가운데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에 맞는 '한국 국적 미보유' 아동에 대한 통계는 주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이 통계를 바탕으로 생산된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

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아래의 통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가 주목하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출생등록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 아

동의 숫자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우선 법무부가 발간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16)에 따르면 2011년 12월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19세 이하 미성년17)은 82,388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5.9%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단기

체류 외국인(90일 미만), 등록외국인(90일 이상)과 함께 체류초과 외국인(‘불법체류’)이 포함되

어 있다. 국적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아동의 가장 다수는 미국 국적자이

며 23,289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아동의 28.3%에 이른다. 다음으로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20,194명), 일본(7,270명), 타이완(3,924명), 베트남(3,016명), 몽골(2,346명), 인도네시아

(2,263명) 순이다. 출신국별로 전체 체류인구 가운데 아동의 비율을 살펴 보편 국내 노동이주의 

주요 출신국인 중국(3.0%,) 베트남(2.6%)의 경우 미국(17.6%), 일본(12.5%), 타이완(14.9%) 보

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대한민국의 현행 노동이주 정책(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이 기본적으로 가족동반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노동이주 출신국 가

운데에서도 몽골(8.2%)과 인도네시아(6.1%)의 체류아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점은 유

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표 II-1).

1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1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통계’에서는 아동에 해당하는 연령의 구분을 통계별로 각기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체류 관련 통계에서는 미성년을 구분하는데 19세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난민 

관련 통계에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의 아동에 대한 기준에 따라 17세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체류 관련 통계의 연령을 보정을 해야 하나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

한 통계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그대로 쓰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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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 아동 가운데 10,354명은 ‘불법체류’ 즉 체류기간을 초과한 상태인데, 이렇게 통계

에 집계되는 경우는 ① 해외에서 출생하여 합법적으로 사증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후 

체류초과 등을 이유로 미등록(‘불법체류’)이 되었거나, ② 국내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부여 

받았으나 체류초과 등을 이유로 미등록 상태가 된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

와 후자 모두 체류자격을 받는 전제로 국적국으로부터 여권을 발급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출생

등록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신국별로 구분해서 보면 국내에 ‘불법체류’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5,301명이 ‘불법체류’ 중이며 전체 ‘불법체류’ 아동의 51.2%

에 이른다. 다음으로 중국(1,192명), 몽골(347명), 타이(269명), 필리핀(167명), 베트남(147명) 

순으로 ‘불법체류’ 아동이 국내에 체류 중이다. 전체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인구 가운데 아동

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반해(중국 1.8%, 타이 1.9%, 필리핀 1.4%, 베트남 

0.8%), 미국의 경우 ‘불법체류자’ 가운데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0.9%에 달하는 기이한 현상

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노동이주 출신국 가운데 몽골의 경우 ‘불법체류자’ 가운데 아동의 비율이 다소 높게

(3.6%) 나타나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표 II-2).

<표 Ⅱ-1> 2011년 12월 기준 연령 및 국적별 미성년 체류외국인(0-19세)

(단위: 명)
국적 총 체류인구 0-19세

총 체류인구 중 

아동의 비율

계 1,395,077 82,388 5.9%

미국 132,133 23,289 17.6%

중국 (한국계 포함) 677,954 20,194 3.0%

일본 58,169 7,270 12.5%

타이완 26,316 3,924 14.9%

베트남 116,219 3,016 2.6%

몽골 28,634 2,346 8.2%

인도네시아 36,971 2,263 6.1%

기타 318,681 20,086 6.3%

자료: 출입국통계연보(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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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2011년 12월 연령 및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명)
국적 총 ‘불법체류’ 인구 0-19세

‘불법체류’ 인구 중

아동의 비율

계 167,780 10,354 6.2%

미국 7,476 5,301 70.9%

중국 67,034 1,192 1.8%

몽골 9,668 347 3.6%

타이 14,095 269 1.9%

필리핀 11,863 167 1.4%

베트남 18,876 147 0.8%

기타 38,768 2,931 7.6%

자료: 출입국통계연보(2011)

그런데 이들 '불법체류' 아동 가운데 이 연구보고서가 주목해야 할 집단 가운데 하나인 미등록 

외국인인 부모 사이에서 국내 출생한 아동은 이 통계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들은 부모의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자녀의 출생등록을 

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할 집단이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은 위와 같

이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과 국내 출생 등을 이유로 파악되지 않는 아

동을 포함한 전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2만 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18) 그러나 이러한 추정

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난민 인정을 받은 부모의 자녀의 경우 국내에서 출생하면 난민인정 절차를 통해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출신국에 출생등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난

민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비준한 이후 2011년 말까지 난

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26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8세 미만의 아동은 모두 34명이었다. 한

편 같은 기간 난민 인정을 신청한 총 3,926명 가운데 136명이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민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인

18) 이정애. 2013. “민우 같은 아이들 2만 명, 최고 선처는 ‘방관’”. 한겨레 2013년 1월 11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17

2009, 최종접속일: 201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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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2013년 7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난민법｣ 제2조 제3호, 현행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제2항)되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 144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아동은 18명이었다(표 II-3).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부모의 국적국이나 

대한민국에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Ⅱ-3> 2011년 12월 기준 연령별 난민 등 

(단위: 명)
구분 총계 아동 계 0-4세 5-17세 18-59세 60세 이상

난민 인정자 260 34 12 22 219 7

난민 신청자 3,926 136 48 88 3,710 80

인도적 체류허가자 144 18 7 11 121 5

자료: 출입국통계연보(2011)

<표 Ⅱ-4>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2)

(단위: 명)
구분

외국계주민자녀

소계 외국인 부모 외-한국인부모 한국인 부모

합계 168,583 10,451 146,071 12,061 

서울특별시 26,008  4,114 20,461 1,433

부산광역시 7,375 148 6,770 457

대구광역시 5,125 168 4,598 359

인천광역시 9,552 717 8,141 694

광주광역시 3,926 58 3,620 248

대전광역시 3,847 136 3,340 371

울산광역시 3,582 128 3,123 331

경기도 42,365 3,663 35,447 3,255

강원도 5,780 80 5,333 367

충청북도 6,445 211 5,670 564

충청남도 10,023 356 9,019 648

전라북도 8,766 97 8,123 546

전라남도 10,763 148 9,811 804

경상북도 10,251 150 9,360 741

경상남도 12,762 244 11,478 1,040

자료: 행정안전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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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국적자 부모 사이에서 국내 출생한 아동은 앞에서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을 부여 받기 때문에 외국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의 경우에 별도로 통계가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편 같은 기간 행정안전부(2013년 현재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통계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은 이주배경 아동과 관련하여 다소 다른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외국

인주민의 생활안정, 지역사회 정착 등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 통계를 

집계하는데, 법무부가 제공하는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를 기초로 주민･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자

료와 연계하여 작성”한다. 이 통계에서는 ‘외국인주민’의 한 부분으로 ‘외국인주민 자녀’ 통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자 사이의 자

녀, 부모 가운데 한쪽이 과거에 외국인이었으나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부

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를 나누어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표 II-4). 이 가운데 대한민

국 국적을 갖지 않는 아동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2011년 말 현재 10,451명에 달한

다.19)

19) 행정안전부. 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http://www.mospa.go.kr

/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9777

&userBtBean.ctxCd=1258&userBtBean.ctxType=21010005&userBtBean.categoryCd=, 최종접속

일: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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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출생등록에 관한 법적 기준과 제도

1. 국제법상 인권으로서의 출생등록: 시민적 권리이자 다른 권리의 보호를 위한 발판

(1) 보편적 인권과 차별금지의 원칙: 보편적 출생등록의 근거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출생등록’이 양도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의 하나임을 이

미 오래 전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1976년 발효가 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은 “모든 어린이는 출생 후 즉시 등록

되고, 성명을 가진다”(제24조2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0년 발효된 유엔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

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진다”(제7조2항)고 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 이

행여부에 대한 감독을 관장하고 있는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2001년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해서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 인정받고 아동의 완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20)고 명시하였다. 즉 출생등록은 아

동이 누려야할 중요한 권리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출생등록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주요 국제인권법 뿐

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서 정하여 이미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의 가장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출생지 의혹사건21)에서도 보았듯이, 병원 

20)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2001. Concluding Observations: Paraguay (UN Doc. 

CRC/C/15/Add.166), para. 30.

21)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

다. 미국 헌법 제2조에 의하면 오직 자국에서 출생한 자에게만 대통령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케냐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던 것이

다. 이 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도운 결정적 단서는 다름 아닌 그의 출생증명서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비단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지 않은 출생증명서가 그에게 미국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논란이 사그라진 것은 그의 출생증명서가 하와이 주

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문서였고, 원본을 소장하고 있던 하와이 보건당국에서 해당 증명서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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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아닌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출생증명서의 발급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출생증

명서는 출생한 아동의 존재를 사회의 일원으로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명백한 증명이며, 아

동의 이름, 가족관계, 그리고 국가와의 연관성 등을 증명하여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

장하기 때문이다.22) 즉 출생등록은 그 자체로 중요한 시민적 권리(civil rights)이다. 

사실 출생등록은 출생, 혼인, 사망 등 여러 가지의 신분의 변화를 등록하는 신분등록(civil 

registration) 가운데 첫 번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신분등록의 자료는 개인이 시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증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① 개인이 법적 지위에 따르

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② 개인의 나이를 증명하여 입학이나 선거

권, 연금수령과 같은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③ 가족관계를 설정하고, ④ 재산, 유산, 

사회보장 및 기타 혜택을 양도할(받)을 수 있게 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23)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모든 어린이” 
혹은 “아동”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제2조1항) 모든 아동을 말한다. 이것은 규

약과 협약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차별금지’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도 역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플랜인터내셔널 등 

비롯한 국제적 민간단체들은 ‘보편적 출생등록(universal birth registration)’을 주창해왔다. 

보편적 출생등록이란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지역, 출생장소 등의 어떠한 요소나 출생여건과 관

계없이 한 국가의 관할권 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제도로, “아동을 위한 다양한 범주의 

서비스나 조정을 제공하는데 평등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24)라고 평가된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22)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2. Birth 

Registration: Right from the Start. Innocenti Digest, No. 9.

2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Civil registration: why counting births and deaths is 

important.'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24/en/index.html, 최종접속일: 

2013. 4. 22.)

24) UNICEF. 2013. Child protection from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Birth 

registration. (http://www.unicef.org/protection/57929_58010.html, 최종접속일: 201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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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보편적 출생등록과 국가의 책임

위와 같이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보편성이 특히 강조된 것은 지방에 거주하거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아동들이 종종 그 출생이 등록되어있지 않았고, 그러한 경우 신분, 나이, 가족관계 

등을 증명할 수 없어 인신매매, 불법입양 등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교입학이 거부되는 등의 

차별 및 불이익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계층에는 외국인자녀, 난민아동, 이주아

동, 난민신청아동 등 ‘이주배경 아동’이 대표적으로 포함된다.25)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

평26)을 통해 제시한 것처럼 차별금지 원칙에 따라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동
일한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27)도 강조하였듯이 “차별을 유발하는 조건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28) 따라서 국가는 보편적 출생등록이 가능케 하기 위

25) Plan International. 2006. Global Guidelines and Strategies for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26)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하여 아동권리의 보호에 관한 4가지의 기본 원칙을 협약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 제2조: 당사국이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중

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할 의무;

  ② 제3조 제1항: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③ 제6조: 아동의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

여야 할 당사국의 의무;

  ④ 제12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

할 권리와 그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2003. General Comment No.5 (2003):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s. 4, 42 and 44, para.6) (UN Doc. 

CRC/GC/2003/5), para. 12.)

27) 유엔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여부를 심사하는 유엔 기관을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라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반면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담당하는 기관은 

Human Rights Committee 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의 Commission on Human Rights와 Human Rights 

Committee를 혼돈하지 않기 위하여 전자를 인권위원회, 후자를 인권이사회라고 공식 번역하였

다. 그러나 2006년 Commission on Human Rights 가 Human Rights Council로 승격되면서 

용어에 혼란이 생겼다. Human Rights Council은 유엔의 다른 이사회에 맞추어 인권이사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고, Human Rights Committee는 다시 인권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한 번역

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혼란을 우려하여 원래 조약의 이름대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위원회라고 번역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흔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는 줄여서 사회권위원회, 그리고 Human Rights Committee는 자유권위원회라고 번역하는 경향

이 있는데, 이는 해당 조약의 원래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혹은 왜곡되게 해석할 우려가 있다

는 점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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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취약한 상태에 놓인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등록에 더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출생등록의 이동식 접수처 마련, 출생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담 완화 등이 있다.

본 연구보고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과 관련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2년 ‘일반논의의 날(Day of General Discussion)’ 보고서를 통해 출생등록을 비롯한 ‘신분

에 대한 권리(right to identity)’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보장하도록 조

치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모든 법적 및 실무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

다”고 권고하였다.29) 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성명, 출생등록 및 국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제29조)고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해당 아동의 부모의 국적국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 부모의 자녀에 

대해 출생등록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출생 시 아동의 국적, 신분 등에 관계

없이 출생지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사실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의 자녀

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출생등록 문제는 각국의 국적 부여 방식, 즉 출생지

주의(jus soli)를 따르는지 혈통주의(jus sanguinis)를 따르는지 여부에도 관련이 있다. 출생지

주의를 따르는 국가(예를 들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는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은 국적 부여와 함께 자연스럽게 이

루어진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배타적으로 출생지주의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주의도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의 자녀에게도 역시 시민권 부여와 

함께 출생등록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혈통주의를 따르는 국가(예를 들어 대한민국, 중국 등)30)

28)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2003. General Comment No.5 (2003):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s. 4, 42 

and 44, para.6) (UN Doc. CRC/GC/2003/5), para. 12.

29)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2012. Report of the 2012 Day of General Discussion: 

The Rights of All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para. 

77.(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discussion2012/2012CRC_DGD-Children

s_Rights_InternationalMigration.pdf, 최종접속일: 2013. 7. 2)

30) 대한민국 거주 외국국적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의 출신국인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이 그러하다. (현준원, 김현희, 이경희. 2010. ｢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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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영사적 지원을 통하여 혹은 다른 방법

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관할권 내에서 출생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부모

가 해당국의 국적자가 아닌 경우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가는 이들 아동에게 출생등

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은 국가31)는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 대해 ‘보편적 출생등록’을 실

시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 유엔아동권리협약 초안을 위한 논의 과정 중 유엔에서는 

협약의 제7조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국적부여에 관한 국제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관

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협약에서는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와 “성명권”, “국적취득권”을 각

기 구분하여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때 유엔에서 최소한으로 합의한 것은, 출생등록은 당

사국이 협약에 따라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것이었다. 특히 당사국은 “불법체류자인 아동

에 대해서도” 출생등록의 의무를 갖는다는데 합의하였으며, 이는 아동이 이후에 “특정 법체계 

내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32) 즉 국제인권법은 국

가의 국적 부여에 관해서는 정하는 바가 없으나, 출생등록은 당사국이 관할권 내에서 출생한 아

동에 대해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인정이자 행정적 조치라고 정한 것이다. 이후 아동권리위원

회는 2001년 ‘비시민(외국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당사국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국적에 상

관없이 출생등록이 되어야 한다”33)고 재확인하였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관할권 내

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국적에 상관없이 ‘보편적 출생등록’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을 확인한 것이다.

국법제연구원.) 

3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한 국가를 뜻한다. 그런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유엔 회원국 가운데 2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준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에 가깝다 할 수 있다.

32) Ineta Ziemele, "Article 7: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Name and Nationality, and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Parents", in: A. Alen, J. Vande Lanotte, E. 

Verhellen, F. Ang, E. Berghmans and M. Verheyde (Eds.). 2007.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para.43-4.

33)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1. The rights of 

non-citizens, Preliminar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Mr David Weissbrod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Sub-Commission decision 2000/103, (UN Doc. 

E/CN.4/Sub.2/2001/20), para.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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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발판으로서의 출생등록

한편 국제사회는 출생등록이 그 자체로서 인권일 뿐만 아니라 아동이 다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 혹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누리는 데 필수적인 발판이 되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

는 2005년 협약의 유권해석이라 할 수 있는 일반논평을 통해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의 생존권, 

발전권,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첫 단계”라고 제시하고 있다.34) 출생등록은 앞

서 언급되었듯이, 아동의 신분, 나이, 가족관계 및 출생지를 증명해준다.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

는 것은 법적 미성년자 지위가 부여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이고 유일한 방법으로서 아

동을 착취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아

동이 분리되었을 때 안전하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며, 출생지는 국적부여, 때에 

따라서는 공직에 출마할 자격과도 연관된다. 출생등록은 그 자체로 다른 모든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못 되지만, 다른 권리들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발판이 되는 필요조건이라

는 점에서 권리의 의미가 있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플랜인터내셔널(Plan International)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상의 주요 권

리 가운데 출생등록으로 인해 보장될 수 있거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건강권(제24조): 출생 통계는 백신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야 하며,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진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5세 이하 영유아 사

망을 방지한다. 

❍ 교육권(제28조): 출생증명서는 학교등록, 교육장학금이나 국가고시를 치를 때 요구되는 경

우가 많고, 그 부재로 인해 아동의 나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학급에 다양한 나이와 능력의 

아동이 배치되어 학습 환경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등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아동인구의 크기, 성별 및 나이에 대한 정보는 교사를 채용･훈련하고, 유치원, 초･중
학교의 수가 적정하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 아동 노동(제32조), 아동 결혼, 아동 성착취(제34조), 아동 인신매매(제35조)로부터의 보호: 

34)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General Comment No.7. (UN Doc. 

CRC/C/GC/7/Rev.1), par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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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명서의 부재로 인한 법적 지위의 부재는 아동이 이와 같은 범죄에 더 취약한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아동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미성년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가해자를 고소하고 유죄판결을 받게 할 수 없으며, 해당 범죄에 대한 통제 및 처벌이 어렵다.

❍ 소년사법제도(juvenile justice system) 상의 보호(제37조): 아동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정
서적으로 발달 중이기 때문에 사법제도 내에서 특별한 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

생증명서는 나이를 증명함으로써 아동이 어른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소되거나(사형면제 등) 

같은 공간에 구금되지 않도록 보호한다.35) 

이외에도 출생등록은 은행계좌 개설, 신용취득과 유산상속 등의 경제적 권리, 복지혜택, 연금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한 사회적 권리, 그리고 투표권을 포함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출생등록은 아동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인정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권리이지만, 다른 권리들을 완전하게 보장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더 확장된 의미

의 권리라고도 볼 수 있다.36)

(4) 아동의 출생등록제도를 위한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차별금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

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

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3조제1항)는 것이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 최우

선”37) 원칙은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 적용되어야 하며 출생등록 제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즉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로 인해 해당 

아동이 다른 권리(예를 들어 가족결합권(제9조), 표현의 자유(제12조), 교육권(제28조), 건강권

(제24조)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등록 이

35) Plan International. 2005. Universal Birth Registration-A Universal Responsibility. 

Surrey: Plan International;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ICEF Fact 

Sheet: Birth Registration(http://www.unicef.org/newsline/2003/03fsbirthregistration.htm, 

최종접속일: 2013. 1. 30.).

36)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2005. The 'Rights' Start to Life: A Statistical 

Analysis of Birth Registration.

37)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2003. General Comment No.5 (2003):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s. 4, 42 

and 44, para.6) (UN Doc. CRC/GC/2003/5), par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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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동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그러한 제도에 따라 출생등록을 할 경우 해당 아

동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러한 제도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한 제

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출생등록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우

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논평을 통해 “모든 당사국이 모든 아동이 출생 시 등록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하였다. 또한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에서 이미 제시된 것처럼 “출생 즉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외에

도, “보편적이고, 잘 관리되고, 모든 이가 접근 가능하며, 무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출생등

록의 방법에 관련한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

에 맞게 유연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아동이 설사 출생등록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보건, 

보호, 교육 및 기타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해 동등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8)

최근 출생등록의 문제는 위에서 본 것처럼 유엔의 국제인권법에 관련한 기구(조약기구, 

treaty-based bodies) 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국제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치적 기구(헌장

기구, charter-based bodies)인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

시 논의되고 있다. 이사회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출생등록과 모든 이가 모든 곳에

서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에 관한 결의문39)을 채택하면서 보편적 출생등록의 중요성

을 확인하였다.40) 결의문은 “국가는 아무런 차별 없이 그리고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출생을 

등록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출생등록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물리적, 행정적, 절차

상의 혹은 다른 어떤 종류의 장애물이 있는 지 확인하여 그것을 제거하여야 하며, ... 특히 빈

38)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05. General Comment No.7 (UN Doc. 

CRC/C/GC/7/Rev.1), para. 25.

39) Human Rights Council. 2012.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19/9 

Birth registration and the right of everyone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UN Doc. A/HRC/RES/19/9); Human Rights Council. 201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22/... Birth registration and the right of everyone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UN Doc. A/HRC/22/L.14/Rev.1).

40) 2011년 멕시코, 터키 등 54개국 주도로 초안된 이 결의안은(2012년에는 52개국이 후원), 2012년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대한민국은 이 결의문의 채택을 주도하거나 

후원한 54개국에 속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2006년 인권이사회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사국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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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장애, 성별, 국적, 피난, 문맹, 구금상황 등의 장애물에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취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도 적절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사회의 결의문은 또한 보편적 출생등록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들이 “출생등록과 그 기록의 보관 및 안전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강화하

고, 등록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훈련을 받도록 하고, 그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도록 

충분하고 적절한 인적,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출생등록은 

“무상으로,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미신고시에도 무상 혹은 소액의 과태료만 내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편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간단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등록 절차”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 

신분에 상관없이 관할권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보편적 출생등록은 

국제법과 국제사회가 각국에 부과한 아동권리 보호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5) 출생등록의 요건

출생등록은 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출생등록 시 

어떤 내용이 등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유엔 협약의 다른 

권리들(예: 이름과 국적에 대한 권리, 혈통, 가족, 신분을 알 권리)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름, 

성별, 출생연월일 및 장소, 부모(적어도 한 사람)의 이름과 주소, 부모의 국적은 포함되어야 한

다고 설명하고 있다.41) 

한편 유니세프(UNICEF)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출생등록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므로, 출생증명서 발급은 출생등록의 필수요건이다. 출생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출생의 등

록 사항을 기록하여 개인에게 발급하는 ‘공식문서’이다. ‘등록’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자료를 보

관하는 행정행위이지만, ‘증명’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이 ‘아동’ 혹은 ‘미성년자’임을 확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호 대상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출생증명은 필수적이다.

41) UNICEF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 3rd 

edition, UNICEF 200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tatistics Division, (1998), Handbook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s. 

Preparation of Legal Framework, United Nation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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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의 출생등록 관련 법령 및 제도

(1)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일부로서 출생의 신고, 등록, 증명

대한민국에서 아동이 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국가에 등록하는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42) 이 법은 그 목적을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이라고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으며(법률 제2

조), 대법원은 이 사무의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제3조). 이 제도는 가족 간의 관

계를 등록하는 것이 중심이며 개인의 출생 및 사망은 가족관계의 발생이나 변동사항으로 보고 

등록 및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개인별로 구분하여 

기록된다(제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개인의 가족과 신분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괄적

으로 기록되는데, 개인의 출생 등을 원인으로 작성되어 그 후의 신분사항의 변동에 따라 보완되

며 사망 등에 의해 폐쇄된다.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이 출생하면 부모는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제46조). 그러나 

법률에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나 목적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법률의 제정 당시 제정 이유를 밝힌 법률안에서 가족관계등록의 목적이 “출생 ... 등의 신분 변

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

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법률 상 출생신고의 목적은 

‘신분변동 사항의 기록 및 관리’와 ‘그 등록정보의 증명서 발급’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법률은 출

생신고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반면 그 권리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출생신고는 출생지의 관할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혹은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있는 동 주민

센터에(제20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제44조 제1항). 출생신고 지연 시에는 과

태료(최고 5만원)가 부과된다(제122조). 출생신고 시 제출하는 출생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

이 기재되어야 한다(제44조 제2항).43) 

① 자녀의 성명･본･성별 및 등록기준지

②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42) 200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에는 호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호적법｣이 시행되었다.

43) 첨부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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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④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

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⑤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사실

⑥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그리고 동 법률은 “출생신고서에는 의사ㆍ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

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44조 제2항). 한편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0호)에 따른 출생신고서 양식에 따르면 출생증명서와 

아울러 아래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

성한 것(이 출생증명서 양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44)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②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

- 부(父)가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

증서

③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가족관

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

④ 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

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44) 첨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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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⑥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며,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산정보처

리조직에 의해 관리된다. 등록부에 기록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법률 제9조).

① 등록기준지

②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④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

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

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⑤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와 같이 본인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성명･
성별･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

급할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 가운데 출생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본증

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인데(제15조 제1항), 출생의 증명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출생

증명서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생신고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서류

는 출생한 아동의 부모 이외의 출생의 사실을 확인한 기관이나 개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다. 의사나 조산원 등이 발급하는 이 출생증명서에는 출생아 부모의 성명, 연

령, 직업, 본적, 산모의 주소, 출생장소, 출생일자, 임신월수, 출생아 성별, 출생자의 신체사항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아동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45) 더욱이 이 문서는 출

생사실을 국가가 확인하는 공문서는 아니다. 여러 다른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45) 첨부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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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하는 별도의 출생증명서가 없고, 대신 “출생증명서”라고 했을 때 의사나 조산원 등이 발급

하는 증명서를 통칭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기본증명서”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46호)에 따라 ① 본인

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
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데, 특히 출생과 관련하여서는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인

이 추가로 기재된다.46) “가족관계증명서”에는 ①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② 부모의 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③ 배우자, 자녀의 성

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다.47) 결국 출생을 증명할 때 출생장소, 신고

인, 신고일의 정보가 필요하면 기본증명서, 부모의 정보가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

아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에서는 출생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편제가 되는 사건별 편제 방식의 출생등록 

제도가 아니라 한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기록을 편제하는 인적 편제 방식에 따라 출생등

록을 한다. 뿐만 아니라 그 편제가 개인 중심이 아니라 과거의 호적제도에 바탕을 둔 가족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인의 출생을 증명하는 별도의 출생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는다. 그리

하여 대한민국에서는 출생의 증명이 필요할 때 대부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대신해서 사용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출생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생증명으로 대신하여 

인정해준다. 그러나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출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여기에 

더해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출생등록과 국적과의 관계: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제도

그러면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이주배경아동은 어떻게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을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

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과 관련하여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

46) 첨부 3 참조.

47) 첨부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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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제9조 제2항 제

4호), 이는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이나 입양 등을 통해 외

국인과 새로이 가족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 사항을 기록하는 것일 뿐이다. 특히 자녀에 대해 대

법원은 “외국인인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려면 “국민이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자

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

｣ 제4조).

속인주의 및 양계혈통주의를 따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 혹은 “출생하기 전에 사망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이다. 예외적으로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제2조

).48) 결국 부모가 모두 혹은 부모 가운데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가 대한

민국 국적을 취득 하지만, 부모 양쪽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한민

국에서 출생하여도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기존에 가족관

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을 수 없는데,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 역시 가족관계등록부

에 등록될 수 없다. 결국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할 경우 법률에 따라 

출생등록을 할 수가 없다. 대법원은 ｢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에 관한 예규｣(가
족관계등록예규 제314호)를 통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

을 확인하고 있는데,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자녀가 국민이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가능

하고(제2조),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민의 인지, 입양, 친양자입양”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

능하다(제4조).

결국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의 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해야 하며,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국적국의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거나 재외공관이 그러한 업무를 담

당하지 않을 경우 본국에서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부모의 본국법이 대한민

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의 자녀의 출생등록에 관하여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부모와 국

적국 사이의 관계가 재외공관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

을 등록할 방법이 없게 된다.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가 이러

한 상황에 해당되며, 미등록 외국인 역시 체류자격을 이유로 본국의 재외공관으로부터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48) 그러나 이로 인해 부모의 국적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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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출생

을 확인해 주도록 하거나, 해당 부모의 출신국이 재외공관을 통해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연구범위를 대한민국의 제도와 현실로 정하고 있어 전자의 방안에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후자에 관해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접수: 신고는 가능하지만 등록은 불가능

한편 가족관계등록은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외국인이 가족관계등록

부에 전혀 기재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부모나 자녀, 배우자

일 경우 해당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사건본

인인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접수”하면 등록이 될 수가 없고, “특종신고서류편철장목록에 기록한 

후 접수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기록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의 기록방법

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14호) 제8조).

출생신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

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여,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예: 출생신고, 가

족관계등록창설신고, 국적취득신고 등) 이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로 처리한다(｢가족관계의 등

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1항). 그리고 “그 신고는 접수장에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존

재신고가 있을 때까지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둔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

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신고서의 접수방법｣(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22호)). 외국인 부모가 출

생신고 서류를 특종신고서류로 편철하고자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생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유사하다. 작성된 출생신고서에 출생증명서 1통, 출생자의 부 또

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신분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분확인 서류는 ｢가족관계등

록신고사건 접수시 신고인 등 확인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이 정하는 바와 같이 “외국

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즉 여권을 첨부할 수 있다. 

그런데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되는 출생신고서는 보관만 될 뿐, 출생등록이 된 것이라

고 볼 수 없다. 즉 신고는 하였으나 등록은 안 된 경우이다. 따라서 등록에 대한 증명도 할 수가 

없다. 대신 외국인이 자녀의 출생에 대해 특종신고를 할 경우 해당 기관은 출생신고의 “수리증

명서”(법률 제42조)를 발급해주는데49) 이것은 출생신고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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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출생사실 증명이나 신분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공식문서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

다.50)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가 특종신고서류로 편철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또는 지역 

거주 주민으로서의 신분보장이나 제도적 혜택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본국에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내체류 외국인들은 이와 같이 특종신

고서류편철 제도를 이용하여 출생신고 서류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지

고 있다. 자녀의 출생 사실을 공공기관이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외국인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통보의무” 때문이다.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기관에 알려야한

다고 정하고 있다(제84조 제1항).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데, 학교, 공공보건의료기관 담당 공무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출입국관리법 시행

령｣ 제92조의2). 다시 말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되는 

미등록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출생한 자신의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시청, 구

청, 읍면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갔을 때 담당 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특종신고로서 출생신고서

류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로 여권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사실 담당 공무원은 여권만

으로는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 가운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여권을 제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해당 외국

인이 ‘불법체류’ 상태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의 거주지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관할 지역 내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때 미등록 외국인은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제

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통보의무”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결국 

미등록 외국인이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의 위험을 무릅쓰고 할 수 밖

에 없다.

49) 첨부 5 참조.

50) 소라미. 2013. ‘이주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4. 10.) 국회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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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외국인 자녀에 대한 특종신고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

하였다. 2013년 3월 현재 서울 및 수도권의 외국인 밀집지역 지방자치단체 8곳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는 특종신고의 형태로 접

수가 가능하며, 출생신고서 수리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안내하였다.51)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가

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법이 그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정하고 있어 외국인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본국 대사관에 문의하도록 안내

하였다52). 그러나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의 자녀 등 본국 대사관을 통해 출생신고가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특종신고로 분류되어 출생신고 접수가 가능하고 제출된 서류를 보관한다고 안

내하였다. 대법원의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종신고서류편철으로서 외국

인의 출생신고 서류접수에 관한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 

가운데 난민, 난민신청자인 경우에는 이 제도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인 경

우에는 일반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4) 출생등록과 주민등록의 차이: 신분등록제도와 거주지등록제도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 및 확인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서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이다. 그래서 주민등록제도가 개인의 신분을 등록 및 증명하는 제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 출생등록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은 개인의 신분을 등록 

및 증명하는 제도인 반면에 주민등록제도는 개인의 거주사항을 등록 및 증명하는 제도로 서로 

별개의 것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제도는 “시･군 또는 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고 하고 있다. 주민등록은 기본적으로 세대주

(the head of a household)를 중심으로 세대(household)를 단위로 작성되고(세대별 주민등록

표), 추가로 개인별 주민등록표도 작성된다(제7조). 가족관계등록에 비해 주민등록이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거주지(주소)가 기재되어 관리된다는 것이고, 세대 혹은 개인이 거주지를 이동할 

51) 2013년 3월 1달 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밀집지역 상위 지자체 8곳의 가족관

계등록 업무 담당자와 비공식 전화면담을 진행하였다. 8곳 모두 외국인의 출생신고 관련 민원은 

처음이거나 거의 없다고 응답하였다.

52) 동대문구청의 경우, 난민인권센터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의 연락처를 안내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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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그 사실을 신고(전입신고)해서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제16조). 주민등록제도

에 따른 거주지 정보는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
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관련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공유되며(제17조), 주

민등록에 기록된 “주민등록지”는 “공법(公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인정된다(제23조). 주민등록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을 수 있다(제29조). 가족

관계등록제도는 대법원이 관할하는 반면에, 주민등록제도는 안전행정부가 관할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녀를 출산하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그 신고 사항

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도 기록된다(제14조). 그러면 해당 아동은 “주민등록번호”
를 부여받고(제7호), 그 번호는 다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5

조). 대한민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신분증명서인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발급한다

(법률 제24조). 주민등록제도의 대상자는 “주민”인데,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

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로 정의한다(제6조).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은 예외”라고 

정하고 있다. 즉 주민등록제도에서도 외국인은 배제되는데, 이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제도”를 

통해 별도로 관리되기 때문이다. 

2010년 당시 행정안전부(현재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국인 가

운데 “국민의 배우자”에 한해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별도 기재”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

였다. 단 해당 외국인이 국민인 세대주와 같이 거주하고, 국민인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이를 신

청해 주어야지만 가능하다(제15조). 그리고 해당 외국인 결혼이주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증

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정은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루어진 것인데, 결혼이주자가 주민등록

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 받는 등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

한 것이었다고 정부는 설명한다.53) 그러나 주민등록표 등본에 별도 기재된다고 해서 해당 외국

인이 주민등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

다.54) 

53) 행정안전부. 2010. “보도자료: 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시행”.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

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8256&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

e=21010002&currentPage=1, 최종접속일: 2013. 4. 20.)

54)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주민등록제도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제도는 국민의 

거주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지가 없으면 주민등록에서 말

소된다. “해외이주자”, 즉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혹은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 관계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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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주배경 아동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인 아동은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고 주민

등록번호도 발급 받게 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아동은 주민등록제도에 접근할 방

법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민’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

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민국 안전행정부는 “외국인주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국

적을 가지지 않은 자 가운데 “외국인등록을 하는 90일 초과 체류자”,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 가운데 혼인 등의 사유를 통한 “귀화자”, 그리고 이들의 자녀가 포함된다.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는 이들의 “생활안정, 지역사회 정착 등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현황 자료”와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자료를 연계하여 파악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자료

를 취합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55) 또

한 전국의 150여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혹은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안정행정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시스템 범위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즉 외국인주민에 관한 정책은 출생등록이나 이주배경 아동의 등록에 관해서는 지원하는 바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정부가 외국인주민을 파악하면서 외국인 자녀를 별도로 구분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모의 체류자격이 합법적이지 않

은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 그 아동들은 여전히 이러한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한편 대한민국과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과 관련하여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

우 최근 외국인등록제도를 ｢주민기본대장법｣에 통합시킴으로써 주민의 범주에 외국인도 포함시

켰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5) 출생등록과 외국인등록의 차이: 출생의 확인과 체류자격의 부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주배경 아동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

류하고자 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그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제10조). 또한 

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해외이주법｣ 제2조)은 “이민출국말소”로 주민등록에서 삭제된다(｢주민

등록법 시행령｣ 제26조). 대신 외교부가 관할하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

된다.

55) 행정안전부. 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http://www.mospa.go.kr/

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9777&

userBtBean.ctxCd=1258&userBtBean.ctxType=21010005&userBtBean.categoryCd=, 최종접속

일: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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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제31조).56) 체류자격과 외

국인등록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관리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법무부가 운영, 관리한다.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아동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아동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제도나 주민등록제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대신 체류자격 관리와 외국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이주배경 아동이 국내에서 출생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을 받아야 하는데,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제23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퇴거” 대상이 되며(제46조 제1항 제8호),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제94조 제15호).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의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통합신청서(신고서)57)와 

함께 아동 본인의 여권이나 여권신청접수증, 출생증명서 등이다(규칙 제76조 제2항). 즉 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아동의 국적국 정부에 출생등록을 하고 국적

을 확인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는 체류자격은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을 신고, 등록, 증명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다. 이때 자녀가 부여 받는 체류자격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른데, 부모와 같은 체류자격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동반(F-3)”의 자

격을 부여 받는다.58)

한편 난민의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 부모의 출신국과의 관계로 인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출생

56)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

는 사람과 그의 가족,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은 예외이다(법률 제31조).

57) 첨부 6 참조.

58) 국내출생에 따라 외국인 자녀가 부여 받는 체류자격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다.

  ∙ 등록외국인의 한국출생자녀: 일반적으로 동반(F-3) 자격부여,

  ∙ 외교(A-1), 공무(A-2), 협정(A-3)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부모와 동일한 자격부여,

  ∙ D-3(산업연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자격 외국인의 한국 출생자녀: 방문동거(F-1)자

격부여, 

  ∙ 거주(F-2)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자녀: 방문동거(F-1)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20세미만의 자녀: 영주(F-5)자격 부여,

  ∙ 영주(F-5)자격을 소지한 자의 배우자로 상대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한 자: 거주(F-2)자격 부여,

  ∙ 주한미군 현지 전역자: 협정(A-3), 단기종합(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 등 자격

부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pageSpec=&targetRow=&lafjOrderBy=&

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1&ntccttSeq=330&pageCode=list&langCd=KR&

bbsNm=%EA%B3%B5%EC%A7%80%EC%82%AC%ED%95%AD, 최종접속일: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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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여권 등 신분증 발급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부모가 난민을 인정받아 체

류자격이 있는 난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는 여권 등 신분증이 없어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결국 부모가 했던 것과 같이 체류자격을 받기 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인정 

절차(제76조의2)를 거쳐(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난민법｣ 제5-18조)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

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와 같이 거주(F-2)의 체류자격을 받는다. 현행 난민인정 신청 절차 상 

신청에 필요한 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유서를 제출”(｢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

조의2)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출생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여기에 준하여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민의 자녀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면 일반적인 난민인정 절차와 마찬가

지로 “난민인정증명서”(시행령 제88조의2 제6항)를 발급 받게 된다. 다른 출생의 증명이 없는 

난민의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 이 서류가 자신의 출생에 관한 유일한 공식적인 서류가 된다. 그

러나 이 역시 출생증명의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서류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출생증명이라 

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은 크게 90일 이상의 장기체류자격과 90일 미만의 단기체류자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국내출생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이주배경 외국인 아동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될 수 있으며(법률 제 46조 제1항 제12호), 1년 이상의 징역,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법률 제 95조 제7호). 외국인등록이 되면 법무부가 관리하는 

외국인등록 시스템에 기록되고, 외국인등록번호(법률 제40조)와 외국인등록증(제41조)을 발급 

받는다. 앞에서 언급한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법무부의 외

국인등록제도에 기반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또한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은 대

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신분증이다. 부모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

지고 있는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 국적국(혹은 국적국의 재외공관)에서의 출생등록 및 국적부여, 

대한민국 법무부의 체류부여를 거쳐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에 생년월일

이 기재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외국인등록증이 출생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일 뿐이다.

부모 가운데 한쪽이 미등록 외국인인 국내출생 이주배경 아동의 경우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부 혹은 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외국인등록

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체류자격은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미등록 외국인인 그 국내 출생 자녀도 마찬가지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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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등록 절차 등

을 통한 출생사실의 기록도 기대할 수 없다.

(6) 출생등록과 무국적: 무국적 아동의 출생등록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는 가족관계등

록제도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대한민국 국민 혹은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관계를 형성한 사람

만 기록된다. 그런데 출생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부모-자녀의 가족관계가 형성될 때에는 혈

통주의, 양계주의 원칙에 따른 ｢국적법｣에 따라 그 자녀에게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가 

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의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가족관계등록증명은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확

인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문서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채 국내에서 출생하는 

아동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아동의 국적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먼저 출생등록과 함께 국적

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 국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및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국적국과의 관계 등의 문제로 국적국으로부터 출생확인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난민 및 난

민신청자,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출생등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그런데 아예 부모가 국적국이 없는 무국적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국적을 취

득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3호). 즉 부모가 모두 무국적인 경우 그 자녀가 대한민국

에서 출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버

려져 있어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대한민국 ｢국적법｣에 나타나는 유일한 출생지주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무국적 아동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가족관계

등록 상의 출생등록을 할 수가 있다. 단 가족관계등록의 기준이 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새로이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법률 제17조). 하지만 부모 가운데 한쪽이 무국적자가 아닌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사실 “무국적”이라는 개념이 최근 이주배경 아동과 관련하여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쓰임이 

서로 달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무국적의 개념은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 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로 정의된다(제1조 제1항). 협약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자신이 무국적자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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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자국민이 아님을 확인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고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로부터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협약 해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약 상의 “어떠한 국가”란 “개인이 (그 영토에서) 출생이나 혈통, 혼인, 

거주 등을 통하여 어떤 형식으로든 ‘관계’를 맺은 국가”만을 의미하는데, 즉 개인이 이러한 국가

로부터 자국민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으면 무국적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59) 이러한 협약 상의 

무국적자를 ‘법률상 무국적자(stateless de jure)’라고도 부른다. 협약 상의 무국적자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무국적자의 지위 보장을 위해 필수적

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유엔난민기구는 이

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국적자 인정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60) 대한민국

도 협약을 비준했지만 무국적자 인정절차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국적자 지위 보장을 

위한 협약의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적

극적인 인정으로 무국적자의 지위가 보장되는 사람은 없으며, 대신 국내에서 확인되는 법적 무

국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해외에서 무국적을 인정받고 국내에 입국한 경우”나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취소”로 인해 무국적 상태가 된 경우이다.61)

한편 국제사회는 협약에서 정하는 법률상 무국적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즉, 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무국

적(statelessness de facto)’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이들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논의도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무국적자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정의

는 없으나, 대체로 “국가보호의 부재로 인한 사실상 무국적자(해외에서 국적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나 영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와 “자의적 부인에 의한 사실상 무국적자(해외에서 유효한 

사유로 국적을 자의적으로 부인하는 자)”로 구분된다.62)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난민은 사실상 

59) UNHCR. 2012. ‘Guidelines on Statelessness No. 1: The definition of “"Stateless Person”" 
in Article 1(1) of the 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20 
February 2012, HCR/GS/12/01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f4371b82.html, 최

종접속일: 2012. 8. 29.).

60) UNHCR. 2012. ‘Guidelines on Statelessness No. 2: Procedures for Determining Whether 

an Individual is a Stateless Person’, 5 April 2012, HCR/GS/12/02 (http://www.unhcr.org/

refworld/docid/4f7dafb52.html, 최종접속일: 2012. 8. 29.).

61) 김철효, 최서리. 출판예정. ｢대한민국 내 무국적의 현황｣.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62) UNHCR.. 2010. ‘Expert Meeting: The Concept of Stateless Persons under International 

Law, Summary Conclusions’ (http://www.unhcr.org/4cb2fe326.html, 최종접속일: 201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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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적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국적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persons who are 

unable to establish their nationality or who are of undetermined nationality)은 아직 법

률상 혹은 사실상 무국적자라고 보기 어려운데, 이럴 경우는 ‘국적미확인자(unidentified 

persons)’라고 구분된다. 국적미확인자는 오랜 기간 국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률상 무국적자 

혹은 사실상 무국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63)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이주배경 아동에 관한 연구들64)에서 이주배경 아동들이 출생등록을 하

지 못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무국적 상황이라고 묘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위와 같이 국제적으

로 논의되고 있는 ‘무국적’에 관한 개념들을 엄밀히 적용할 경우 출생등록과 무국적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아동이 출생하였는데 부

모의 국적국이 적극적으로 그 아동의 국적을 부인하고, 그리하여 그 국가에 출생등록도 하지 못

한다면 그 아동은 협약에서 말하는 법률상 무국적자가 된다. 국적에 관하여 출생지주의를 택하

고 있는 국가들도 대부분 자국민이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할 때는 혈통주의를 보충적으로 시행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또는 국적국이 붕괴되어 국가가 아예 사라

졌는데, 그 국가가 국가승계를 하지 못하거나 국가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

(예를 들어 인종적 소수자나 해외거주자 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오늘날 무국적이 발생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러한 사람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

할 경우 법률적 무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법｣에서는 

이러한 법률상 무국적자 자녀가 출생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법률적 무국

적자의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할 경우 출생등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난민이나 난민지위를 신청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보호의 부재”나 

“자의적 부인”으로 인해 사실상 무국적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난민의 

경우 그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면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라 출생신고서를 특종신고편철장

63) UNHCR.. 2010. ‘Expert Meeting: The Concept of Stateless Persons under International 

Law, Summary Conclusions’ (http://www.unhcr.org/4cb2fe326.html, 최종접속일: 2013. 4. 

26.).

64) 특히 김현미, 이호택, 이혜진, 신정희, 이연주. 2013.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연구용역 보고서.; 군포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오산이

주노동자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2012.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

경 실태조사 보고서｣.; 김사강. 2011. ‘부산, 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

권’, ｢이주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정병호 외. 2010.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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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출생사실을 알리고, 난민인정절차를 통해 체류자격을 

부여 받음으로써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출생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

나 난민의 국내출생 자녀가 사실상 무국적자인 사실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이미 

난민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국적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등록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해외에서 유효한 사유로 국적을 자의적으로 부

인”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무국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미등록 상태

로 체류하는 것이 국적을 부인할 “유효한 사유”65)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를 것이다. 

끝으로 국내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주배경 아동들은 현재로서는 부모

의 국적이 확인되기 때문에 국적미확인자라고 보기 어렵지만, 추후 국적미확인 상태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국적미확인 상태가 지속되

면 이후 사실상 혹은 법적 무국적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7) 국제법적 기준에 따른 국내법 및 제도의 평가: 보편적 출생등록 도입을 촉구

국민에게만 출생등록을 허용하는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상의 출생등록 제도는 유엔에

서 권고하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와는 분명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국내의 출생등록 제도가 

국제인권법 기준에 어긋나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유엔의 관련 기구로부터 지적을 받고 시

정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대한민국의 출생등록 문제를 대한민국의 인권 문제 중 하나로 가장 먼저 지적한 유엔의 기구

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이다. 협약의 당사국66)인 

65) 이때 “유효한 사유”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상 난민에 해당되는 사유를 의미한다. (UNHCR.. 

2010. ‘Expert Meeting: The Concept of Stateless Persons under International Law, 

Summary Conclusions’ (http://www.unhcr.org/4cb2fe326.html, 최종접속일: 2013. 4. 26.))

66)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이행 감시 제도를 갖추고 있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대부분 가입하여 비준

하였다. 1990년에 2대 권리장전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였다. 이 규약에는 규약 상의 인권침해

에 대해 개인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유엔에 제소할 수 있는 개인통보 제도를 정하고 있는 선택

의정서가 부속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

택의정서에는 비준하지 않았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에는 

역시 1990년에 비준하였으며 사형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모든 형태

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는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이전인 1979년에 이미 비준하였

으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는 1995년에 가입하였으나 유엔의 구금시설 사찰을 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

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는 역시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 이전인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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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매 5년 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국제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 지에 관하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의 도움을 받아 이 보고서

를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정부 대표단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

을 듣는 절차를 거치며,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따라야 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를 제시

한다. 2011년에 실시된 제3-4차 정부 보고서를 검토한 위원회는 한국의 출생등록 현행 법제와 

그 이행이 “보편적 출생등록을 제공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난민, 난민신청, 비

정규이주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혹은 일관되게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

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원회는 협약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부모의 법적 지

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67) 

한편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등록 제도 상 제3자가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이 인신매매, 성매매, 포르노그라피 등에 노출되는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

기도 하였다.68)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출생등록에 대한 권고는 이후 다른 유엔 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

되었다.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의 관점에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 등록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2012년에 

실시된 대한민국의 제15-16차 정부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를 

위한 적절한 출생등록제도가 없는 상황에 대해 특별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에

서 출생한 "난민, 인도적 체류자격자, 난민신청자의 자녀와 미등록 이주자 자녀의 출생이 제대

년에 비준하였고, 이 협약에 따른 개인통보 제도를 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에는 2006년에 비준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협약이 발효된 직후인 1991년에 가입하였고,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과 ｢아동매매, 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는 

2004년에 가입하였으나 2011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개인통보 제도에 관한 세 번째 선택의정서에

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한편 국제사회의 국내 시민사회의 꾸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을 거부하고 있다. ｢장
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2008년에 비준하였으나, 개인통보에 관한 선택의정서에는 비준하

지 않았다. 2006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모든 사람의 강제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에는 비준하지 않았다. 한편 유엔의 인권감시 시스템과는 별도로 유엔난민기구(UNHCR)가 주로 

관할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는 1993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는 1992년에 

가입하였다.

67)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2.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KOR/CO/3-4), para. 36-7.

68) Ibid., para.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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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수립하라"고 권고하였다.69)

한편 유엔에서 국제적인 인권문제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는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인권이사회 내에서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특정한 국가의 인

권문제를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과 권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12년 실시된 대

한민국의 제2차 정례검토에서도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의 문제가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권문제로 지적되었다. 여러 국가들이 “아동의 무국적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출생 즉시 자동적으로 법적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위스, 캐나다). 특히 일부 국가들은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 

출생등록이 가능케 하라고 특별히 명시하거나(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체류자격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명시하기도 하였다(멕시코).70) 그러나 이러한 여러 국가들의 권고에

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은 대한민국에 주

재하는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만 답변함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

다. 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부모가 난민인정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국가에 등

록을 할 수 없을 경우, 병원 등의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통해 부모와의 생물학적 관계

가 확인되면 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부여한다”고 답변함으로써 난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보편적 출생등록에 관한 권고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71) 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반응

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비단 유엔 인권이사회의 절차에 따른 각국들의 권고를 거부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동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위원회의 최종견해 상의 권고를 거부하겠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출생등록에 관한 한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모
든 종류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상의 국제법적 의무사항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으

69)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12.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UN 

Doc. CERD/C/KOR/CO/15-16), para. 13.

70) Human Rights Council. 201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10), para. 124.29.

71) Human Rights Council. 201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ort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UN Doc. 

A/HRC/22/10/Add.1), para.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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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키기로 약속한 아동권을 부정하고 인종차별 철폐의 노력에 참

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에 비준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

원회에는 대한민국 출신의 위원을 선출하여 여러 국가들의 국제인권조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이사회 설립 이전 인권위원회 시절부터 줄곧 이사국

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유엔 회원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해 왔다.72) 그리하여 유엔에

서는 대한민국이 국제인권을 위하여 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

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자국 내의 인권 문제 가운데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

한 유엔 기구와 여러 다른 회원국들의 지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 실

망스러운 태도이다. 

72) 과거에는 미얀마,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등에서 발생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이었으며, 최근에는 

북한에서의 인권 문제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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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국내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과 인권 실태

1.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실태

지난 60여 년 간 대한민국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지난 20년간 경

험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국내로 이주해 온 이주민의 증가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다. 1993년 9만 명이 채 되지 않던 국내 장기체류 외국

인의 수는 2013년 5월 현재 13배에 이르는 124만 명73)에 달하고 있다. 이주민(혹은 장기체류 

외국인)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평생 동안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생활하면서 사회, 경제, 문화

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각종 제도와 시민들의 의식은 그

러한 빠른 변화를 따라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족등록제도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많이 개선된 측면이 있지만, 비국민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여전히 가족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호적제도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출생등록 제도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선언한 것처럼 현행법 상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아동

이 국내에서 출생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출생등록을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시한 

것처럼 ‘부모의 출신국 주한 대사관에서 출생등록’을 하거나, ‘난민인정자 등의 경우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증만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급한 ‘난민인정자’ 뿐만 아니라 

부모의 출신국에 출생등록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주배경 아동들에는 난민인정을 신청 

중인 사람, 난민인정이 거부된 사람,74) 미등록 외국인, 무국적자 등의 자녀들이 있다. 이들이 

73) 등록외국인(불법체류 포함),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고자(불법체류 포함), 불법체류자 가운데 단기

체류로 분류된 사람을 포함한 숫자.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5월’.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

=noti0097&strWrtNo=116&strAnsNo=A&strOrgGbnCd=104000&strRtnURL=IMM_6070&strAll

OrgYn=N&strThisPage=1&strFilePath=imm/, 최종접속일: 2013. 6. 30.)

74) 난민의 지위가 거부된 사람은 미등록외국인과 같이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해 국내법 상 강제퇴거

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그 가운데서도 출생의 등록에 관한 

권리는 해당 아동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원

칙에 따라 이들 아동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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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태에 놓여 있는 지를 살펴본다.

(1) 외국인등록을 한 난민 등의 자녀의 출생등록 부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

지 않는 자”이다(제1조). 다시 말해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적국 정부가 

보호를 해 주지 않거나 혹은 국적국의 정부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전자와 후자 모두 

국적국에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고, 자신의 국가를 대표해 해외에 나와 있는 재외공관을 찾아가

는 것에 대해서도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후자의 경우라면 국적국 재외공관이 현재 자

신의 체류 사실을 아는 것조차 공포스러울 수 있다. 자신의 출신국 대사관에 자녀의 출생을 신

고한다는 것은 난민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지난 2008년 실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인정자 및 신

청자 311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출생등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 31명 가운데 

6명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을 했다”고 대답하였고, 다른 6

명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밖에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 받으면서 자녀의 국적을 부모와 같은 국적으로 기재한 사람이 7명, 무국적으로 

기재한 사람이 3명이었다.75) 

한편 2009년 법무부가 발간한 무국적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11명의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난민 자녀 가운데 “대사관에서 출생 신고하여 국적이 있는 자녀”는 1명, 

“대사관에 출생신고 하지 못하여 국적이 없고 출입국관리소에만 출생신고 한 자녀”가 10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국적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녀”가 1명, 

“외국인등록증을 발급신청하지 않은 자녀”가 1명, “신청 상태인 자녀”가 1명이었다.76)

또 2010년 법무부가 발간한 난민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등 조사대상자 395명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41명이었고, 이 가운데 “자국 대사관에 출생등록을 

75) 김종철, 양혜우, 이병렬, 이호택, 한태희, 황필규. 2008. ｢2008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국
가인권위원회.

76) 정인섭, 박정해, 이철우, 이호택. 2009.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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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은 10명, “외국인등록을 하였을 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사람이 13명이었다.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14명은 병원이 발급한 출생증명서만 가지고 있고, 4명은 아무런 증명도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77)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는 것이 

“간접적인 출생증명”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앞서 살펴 본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출생등

록의 요건을 만족하는 증명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최근 2013년에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난민아동의 실태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아동인 

자녀가 있는 난민가족 30 가족을 심층 조사하였는데, 콩고, 미얀마 출신 등 조사대상의 절반가

량은 대사관에 접근할 수 없어 국내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반면, 파키스탄, 코

트디부아르 출신 등 나머지 절반가량은 부모가 대사관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 출생등록과 함

께 국적확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78) 

위와 같이 난민의 자녀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난민 아동이 부모의 국적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국적을 확인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지속되거나, 부모의 국적국이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경우 이는 국적확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법률

상 무국적’ 상태가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들이 대한민국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할 

경우 ‘국적’ 란에 국적미상 혹은 무국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정확하겠으나, 출입국관리공무원 혹

은 해당 부모에 의해 임의로 부모의 국적국에 따라 국적이 기재된 경우들이 발견되었다(사례 1).

(사례 1) 난민 자녀의 국적이 임의로 기재된 경우

샤룩(가명)은 2008년 경기도에서 태어나 한국 나이로 이제 여섯 살이 되었다. 아버지 살릴(가명)은 

남아시아의 A국가 출신이고 어머니 아이린(가명)은 B국가 출신인데, 샤룩이 태어날 당시 모두 난민 

인정을 신청하고 있는 중이었다. ... A국이나 B국의 대사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

었다. 정부의 박해를 피해 도망 나온 사람이 대사관에 갔다가 무슨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 천신만고 끝에 어머니 아이린이 난민 인정을 받게 되어 샤룩도 같이 난민 인정을 받게 

되었다. 드디어 외국인등록증을 받게 되었는데, 샤룩의 외국인등록증의 국적 난에 A국이라고 쓰여 

있다. 이런 아이러니가. A국은 샤룩이 태어난 사실도 모르고 있을 텐데. 살릴은 여전히 걱정이다. 

샤룩에게 이제 신분증이 마련되어서 안심은 되지만, 이게 출생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앞으로 불이익은 없을지...

77) 김현미, 이호택, 최원근, 박준규.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78) 김현미, 이호택, 이혜진, 신정희, 이연주. 2013.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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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난민인정을 신청 중인 사람은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체류자격을 받게 되는데(단, 신청 

당시 ‘불법체류’ 상태이면 그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79) 이 기간 중에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그 자녀 역시 난민신청자의 신분이 되어 같은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때도 역시 해

당 아동은 위의 난민 아동과 같이 출생등록을 할 방법이 없으며, 출생증명의 기능을 하지 못하

는 외국인등록증만 소지하게 된다. 그런데 난민인정 신청 중인 사람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외국인등록마저 취소가 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자녀에게

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부모가 난민인정이 되지 못하면 그 자녀는 난민의 불인정과 함

께 외국인등록을 상실함으로써, 출생에 관하여 유일하게 갖고 있던 공식적인 기록마저도 상실

하게 되는 것이다.80) 이 보고서를 위한 연구과정에서도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었다.

결국 외국인등록은 외국인의 체류관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해 시행하는 것

으로 출생 등 개인의 신분을 등록 및 증명하는 제도가 아니다. 더군다나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임의로 국적 사항이 기재되는 외국인등록증은 공신력 있는 출생증명이라 볼 수가 없다. 따

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아동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출생등록에 관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 볼 수 없다.

(2)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과 대한민국 정부의 압박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는 부모의 국적국 재외공

관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외주재 공관에서 국적국 아동의 출생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영사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주요 출신국의 대사

관 역시 그러한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 필리핀대사관이 안내하는 자국민의 출생신고 절차에 따르면 필리핀 국민의 

자녀는 가능한 빨리 출생등록을 해야 하고,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대사관에 출

생신고를 해야 한다. 12개월 이내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늦은 출생신고에 대한 진술서

79) 김철효. 2011. ‘한국 내 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법률 및 정책의 현황 그리고 국

제법에 따른 검토’,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제2호, pp.. 37-110.

80) 대한민국에서의 보충적 지위의 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이다. 이는 전 세계 평균 난민

보호율 38.5%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며, OECD 국가이면서 한국과 비슷한 인구당 GDP를 보

이는 슬로베니아(70%), 체코공화국(38%) 등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이다. (공익법센터 어

필. 2012. “2011 현재 난민, 난민신청, 난민인정 국제 통계”. (http://www.apil.or.kr/900, 최종

접속일: 201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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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davit of Late Registration of Birth)를 제출해야 한다. 2013년 기준 출생등록에 드는 비

용은 25 US달러, 또는 33,550원이다. 늦은 출생신고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어, 총 50 US달

러, 또는 67,100원의 비용이 든다. 자녀의 출생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대사관 직원과 약속을 잡

아야 하고, 대사관의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출생신고서(Report of Birth)와 병

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부모의 필리핀 여권, 필리핀통계청(Philippine 

National Statistics Office)에서 공증하는 부모의 혼인확인서(NSO-Authenticated Marriage 

Contract)를 제출해야 한다.81) 혼인 외 자녀가 출생하였을 경우, 필리핀 부는 아버지임을 인정

하는 진술서(Affidavit of Admission of Paternity)와 자신의 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

(Consent to Use the Surname of the Father)를 제출해야 한다.82)

주한 베트남대사관이 안내하는 출생신고 절차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의 자녀는 출생한 날로부

터 60일 이내에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기면 연체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명시하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신고비용은 5~15 US달러, 혼인신고에 드는 비용은 70 

US달러, 여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은 70 US달러 등인 것으로 알려진다.83) 그러나 이런 비용 이

외에도 “불법체류”로 인한 벌금, 여권이 만료된 채 체류하고 있었으면 그에 대한 벌금 등 추가적

인 공식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 비공식적인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84)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절차에도 불구하고, 난민뿐만이 아니라 ‘불법체류’ 혹은 미등록 상태

에 있는 외국인의 자녀 역시 부모 국적국의 재외공관을 통하여 출생등록을 하는 데 실질적인 어

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국 대사관이 해당 부모의 ‘불법체류’ 자격을 이유로 자녀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어려운 조건이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2년 경기도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실시한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자녀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전체 138명 가운

81) 필리핀 국적자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혼인(solemnization of marriage)을 하고, 혼인신고(report 

of marriage)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총 123,055원이다. 결과적으로 필리핀 국적자 커플이 

대한민국 내에서 혼전 출산한 자녀를 출생등록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총 156,605원이다. 

82)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08. 'Consular Services.' (http://www.philembassy

-seoul.com/consular.asp, 최종접속일: 2013. 5. 14.)

83) Embass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the Republic of Korea. 2004. '14-11-2004, 

Thủ tục đăng k　 khai sinh tại Cơ quan đại diện'. (http://www.vietnamembassy

-seoul.org/vi/nr070521170031/nr070521170456, 최종접속일: 2013. 5. 2.).

84) 김철효, 최서리. 출판예정. ｢대한민국 내 무국적의 현황｣.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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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99명으로 71.7%에 달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비율은 첫째 자녀(65.2%)에 비해 둘째

(82.9%) 및 셋째(90.9%) 자녀의 경우 훨씬 더 높았다. 응답자 가운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

동은 18명으로 전체 17.1%에 달했다 (표 IV-1).85) 

<표 Ⅳ-1> 경기도 지역 이주아동 출생등록 실태조사 응답내용 (2012년) 

(단위: 명)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계

자녀 출생지
모국 32 (34.8%) 6 (17.1%) 1 (9.1%) 39 (28.3%)

한국 60 (65.2%) 29 (82.9%) 10 (90.9%) 99 (71.7%)

출생신고 여부
유 62 (83.8%) 23 (85.2%) 7 (70.0%) 92 (82.9%)

무 12 (16.2%) 4 (14.8%) 3 (30.0%) 19 (17.1%)

자료: 군포 아시아의 창 외(2012).

또 2011년 부산의 민간단체 (사)이주민과함께가 부산 지역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및 의료기관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면접에 응한 12명의 국내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가운

데 부모가 베트남 출신인 5명의 아동은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부모

가 베트남 출신인 경우 대사관을 통한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베트남 대사관

에서는 출생신고 시 유전자 검사 등 생물학적 친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으

로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베트남 대사관 측은 “베트남 여성들 가운데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가출해 베트남 남성과 동거 중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될 경우 아이의 친부가 한국 남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 시 

친부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사실혼 관계

의 부부가 아니라 이미 베트남에서 결혼을 하고 한국에 입국한 부부의 자녀의 출생신고도 까다

롭게” 하고 있어 대사관의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 출신의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베트남 대사관을 통

한 출생등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은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보고서를 위해 실시한 인터뷰 중 남양주의 한 단체 활동가 역시 베트남 대사관

에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등 친자 확인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증

85) 군포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유엔인권정책센터. 

2012.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Ⅳ. 국내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과 인권 실태 61

언하였다.86) 

결국 이런 처지에 있는 다수의 베트남 출신 이주자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

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을 대사관에 출생신고하여 여권을 만들고, 베트남으

로 돌려보내는데 그 비용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든다고 한다.87) 또 베트남 출신의 일부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 국적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다

가 정부 당국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불법적으로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다른 한국 국적자의 자

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2008~2010년 사이에 100여건에 달하였다고 한

다. 또한 이렇게 출생신고를 하고 출신국(주로 베트남)으로 귀국한 아동이 3,000명에 이른다고 

경찰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추정하고 있다.88) 이러한 사건이 알려진 것은 사실 최근의 일

이 아니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황실태조사에서도 이미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당

시에도 브로커를 통해 자녀를 출국을 할 다른 사람이 출산한 것처럼 산부인과 출생증명서를 조

작하여 대사관에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모의 출신국으로 해당 아동만 귀국했다

는 것이다. 당시에는 브로커 비용이 약 160만원 정도였다고 한다.89)

한편 앞서 인용한 부산 지역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 

미등록 이주자 역시 자녀를 출생신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미등록 여성이주자는 아들의 출생신고를 위해 대사관을 세 번이나 찾아가야 

했는데, 대사관 담당자는 “왜 엄마가 불법이면서 아이를 한국에서 낳았냐”라고 하며 ‘불법체류’
를 이유로 출생신고를 계속해서 거부했다고 한다. 마지막에 가서야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

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발급 조건으로 이 이주여성은 대사관 담당자로부터 “3개월 후

에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너희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너를 보내겠다”라는 협박

을 들어야 했다고 한다.90)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과 같이 주요 이주노동자 송출국의 대사관들이 자국 국민들에게 자

국법이 아닌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법적

86)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 면접조사(2013.2.19.)

87) 김사강. 2011. ‘부산, 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이주아동의 인권 증

진을 위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88) 김철효, 최서리. 출판예정. ｢대한민국 내 무국적의 현황｣.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89)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 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90) 김사강. 2011. ‘부산, 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이주아동의 인권 증

진을 위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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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근거가 없어 보인다. ‘자녀의 출생’은 국가가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국가에의 신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사관이 ‘불법체류’를 이

유로 자국민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적 압박 때문이라는 설명91)

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단순기술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목적

으로 15개 송출국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단기순환 노동이주 정책인 ‘고용허가제’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허용된 체류기간

을 초과해서 체류하거나 허용된 사업장을 떠나가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러한 ‘불법체류

자’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출신국에 그 책임을 물

어 “불법체류자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기 시작했다.92) 2011년과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장관

이 15개 해당 국가 대사들을 직접 불러 모아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도 송출국 대사관 

등에서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 그 예이다.93)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송출국 가운

데 하나인 태국과 고용허가제 MOU(양해각서)를 갱신하면서 “불법 체류율이 송출국가 평균 이

상일 경우 인력도입 축소나 MOU 중단 가능”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기도 하였다.94) 최근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데, 같은 해 우즈베키스탄과의 MOU 갱신 때도 마찬가지

로 이러한 내용이 강조가 되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도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 방지대책”
을 요구하였다.95)

91) 김사강. 2011. ‘부산, 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이주아동의 인권 증

진을 위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p.71.

92) 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 송출국가에 불법체류 대책 강력히 촉구’ (3. 17.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

scatelist&mkey2=33&aid=1586, 최종접속일: 2013. 5. 2.).

93) 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 송출국가에 불법체류 대책 강력히 촉구’ (3. 17.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

scatelist&mkey2=33&aid=1586, 최종접속일: 2013. 5. 2.); 고용노동부. 2012. ‘고용허가제 주

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개최, 고용허가제 운영 현황 및 외국인력 지원 정책 소개, 송출국에 불법

체류 예방 및 잦은 사업장변경 자제 노력 주문’ (6. 26.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

newshome/mtnmain.php?sid=1&stext=%BC%DB%C3%E2%B1%B9%B0%A1&mtnkey=articleview

&mkey=searchlist&mkey2=41&aid=2714&bpage=1, 최종접속일: 2013. 5. 2.)

94) 고용노동부. 2012. ‘고용부, 송출국가와 불법체류 감소 공동 노력키로, 한-태국, 제4차 고용허가

제 MOU 체결, 조선족 동포 체류관리에도 만전’ (4. 16.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

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1&aid=2532, 최종접

속일: 2013. 5. 2.)

95) 고용노동부. 2012. ‘고용부, 송출국가와 불법체류 감소 공동 노력키로, 한-우즈베키스탄 고용허

가제 MOU 갱신체결’ (12. 13.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

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3277, 최종접속일: 201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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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이러한 압박은 송출국 정부에게는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 국가들이 대한민

국에 더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보내는 것이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불법체류율’이 평균보다 높은 베트남으로부터의 노동자 

도입을 중단하였는데, 베트남에서는 “불법 해외노동자들이 베트남의 노동력 수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96) 이러한 배경 속에서 15개 송출

국 정부들은 자국 출신 노동자들의 ‘불법체류율’이 다른 나라들 보다 높지 않게 만들기 위해, 자

국 출신 노동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정황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

다. 더군다나 이미 ‘불법체류’ 중인 노동자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역시 그 체류자격을 물려

받기 때문에, 기존의 ‘불법체류율’을 더 높이는 결과만 낳게 되어 해당국 재외공관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압박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결국 미등록 이주자가 자녀를 출생할 경우 그 출

생등록을 까다롭게 하거나, 출생신고를 받아 주는 대신 귀국을 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미등록 상태인 외국인의 경우 비슷한 이유로 혼인신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사실혼 관계 중에 자녀가 출산하면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

났다(사례 2). 민간단체들은 이러한 식으로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되지 못한 사례가 100-200

건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다.97)

 

(사례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가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사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베트남 국적 커플은 혼인신고를 못한 채 한국에서 동거 중이며, 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지만, 이들이 혼인신고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기 위해 

대사관에 방문할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들은 혼인신고를 위해 대사관에 두 번이나 방문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고, 남편은 이들의 신분이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는 혼인신고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들 커플은 자녀의 유전자감식결과 증서를 보관하

고 있었는데, 후에 자녀와 함께 베트남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전자감식결과 증서가 필요하기 때문

에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인은 한국 남자와 혼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혼인한지 얼마 안 되어 한국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미등록 외국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들 베트

남 출신 커플의 자녀는 베트남 정부의 외교적 보호 및 영사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이 

아동은 국적국의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98) 

96) Thanh Tram. 2012. 'Illegal overseas workers impeded Vietnam's labour exports', (Dantri 

International, dtinews.vn. 2012. 10. 30.자) (http://www.dtinews.vn/en/news/024/25750/

illegal-overseas-workers-impede-vietnam-s-labour-exports.html, 최종접속일: 2013. 5. 2.)

97) 김철효, 최서리. 출판예정. ｢대한민국 내 무국적의 현황｣.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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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생등록에의 접근성 문제

위의 사례들은 또한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에의 접근성 문제를 잘 드러내 준다. 체류자격

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자녀의 출생등록을 위해 대한민

국 국적자에 비해 대체로 불편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서

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들은 자녀의 출생등록을 위해 주로 서울에 위치한 출신

국 공관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는 이들 자녀들의 출생등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 

연구보고서를 위한 실태조사 중에 만난 한 이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친구 중 자녀의 

출생등록을 위해 멀리서 서울까지 왔다가, 서류 미비로 인해서 헛걸음을 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멀리 지방에서 자녀의 출생등록을 위해 서울에 있는 대사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해

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언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99)

한편 앞서 인용한 부산 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이나 중국 출신의 미등록 이주자들은 자

녀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해도 대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는데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중국의 경우 자국의 저출산 정책으로 인해 둘째 자녀의 출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벌

금을 부과하는데, 이로 인해 둘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이를 이

유로 귀국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전해진다.100)

이러한 사실들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한 접근성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적이나 출신배경 등을 이유로 아동이 이렇게 출생등록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이는 출생등록과 관련한 아동의 차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실태에 관한 소결 

이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연구진들은 국내에서 이주배경 아동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19개 

민간단체에 전화 및 방문조사를 한 결과, 이들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다수의 외국국적 

아동은 어떤 형태로든 출생등록은 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구진들은 이러한 사실

을 다수의 이주배경 아동들이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큰 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98) 김철효, 최서리. 출판예정. ｢대한민국 내 무국적의 현황｣.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99) 김사강. 2011. ‘부산, 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이주아동의 인권 증

진을 위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100) 김사강. 2011. ‘부산, 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이주아동의 인권 증

진을 위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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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출생등록 마저 하지 못하는 취약한 집단의 이주배경 아동들은 정부기

관이든 민간단체든 보호와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보

았다. 현재 이주배경 아동 가운데 정부와 시민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른바 “다문화가

정”의 자녀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주 지원대상인데,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

적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대한민국의 외국인정책 상으로는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가장 취약한 집

단 중 하나인 미등록 이주아동은 기본적으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지원의 대상이 아

니라 ｢출입국관리법｣ 상 “강제퇴거”의 대상이고 “공무원의 통보의무”의 대상도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난민, 미등록 외국인, 무국적 등의 이유 이외에도 연구진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다양한 이유로 출생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이미 발생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사례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외국인 자녀는 재외

공관에서 출생등록”, “난민인정자는 체류자격 부여”의 정책은 실제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해 어

려움을 겪는 다수의 이주배경 아동들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흔

히 이주 혹은 체류관리 정책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국인을 신분이나 국가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으로 구분하여 대우하는 방식으로는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즉,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출생 즉

시 부모의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등

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국내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보장 현황과 대책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출생등록은 그 자체로서 아동의 기본적 인권이기도 하지만, 다른 아

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도 크다. 출생등록만으로 교육권, 건강권 등 권

리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권리들의 보편적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등록이 반

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의 필요성과 그 제도의 고안

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출생등록이 아동의 다른 권리와 어떤 관계에 있을 수 있을 지를 살펴보아

야 한다.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보장은 사실 해당 아동의 체류자격과 국적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권리의 인정 범위에 있어서 국민과 외국인 간에 차등을 두

고 있으며, 또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 개인이 국가의 특정한 목적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위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의 권리는 그러한 이른바 국익 중심의 사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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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생각해야 하는데, 모든 아동은 국적이나 신분이나 국익을 떠나 보호 받고 그들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출생등록과 여타의 아동의 권리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지점들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배경 아동들이 출생등록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다른 권리들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들이 겪고 있는 아동

의 권리 침해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맥락 안에서 출생등록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이주배경 아동이 처한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출생등록이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주배경 아동이 처한 인권상황을 요약하여 살펴본다.

(1)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인권 보장 원칙의 부재

1991년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가입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다. 2006년 9월 27일 ｢아동복지법｣ 개정으

로 제2조의 기본이념 규정에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로서 기존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에 “인종”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국적, 민족, 체류자격 등에 대

한 언급은 없다. 협약 가입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 외국국적 이주아

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별로 시혜적･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이주아동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

가, 출신 민족, 인종,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내 거주하는 모든 이주아동은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주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건강과 안

전, 인권보장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의 향유자로서 이주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관련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2) 교육권

최근에도 국내 거주하는 이주아동이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초･중등 교육 과정에 제대

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중 만나게 된 사례 가

운데, 입학 상담을 하러 인근 초등학교에 방문한 외국인 부모가 담당 교사로부터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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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미등록인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학교를 

떠난 경우가 있었다.101)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이주아동이 미등록인 상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원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하여 고교 

진학이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관련된 교육과학부의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

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여 담당 교육청을 통해 관련 절차를 밟느라 해당 아동은 다른 학

생들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102)

뿐만 아니라 2010년 수행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국적의 아동은 외국인등록 여부에 상

관없이 전반적으로 취학에 있어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장기체류자임에도 불

구하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부모를 둔 아동은 취학에 있어 더 심한 불이익을 경험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03) 다시 말해, 상당 수 아동들이 입학 당시 체류자격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였고, 입학 상담과정에서 아동의 신분확인이 있었다. 체류자격이 없어서 대안교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미등록외국인들도 있었다.104)

우리나라는 교육기본법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권리를 

향유할 주체는 ‘모든 국민’으로 규정되어 있다(｢교육기본법｣ 제8조). 명문 규정으로만 보면 외국

국적 이주아동은 초등･중등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반면 정부는 ｢초중등교육

법 시행령｣ 제19조와 제75조를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기회가 보장된다고 주장한

다.105) 그러나 동 법령은 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절차’에 관한 특례 규정에 불과하다. 귀

101) 이주민 A씨 인터뷰 (2013. 3.) 

102) 이주민 B씨 인터뷰 (2013. 3.)

103) 이혜원, 김미선, 석원정, 이은하.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이 보

고서는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나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아동(중도입국 아동), 한국에

서 출생한 아동 가운데 중도에 외국에서 생활하다 재입국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실태조

사를 하였다. 외국국적 아동의 입학 경험이 있는 일부 학교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잘 알

고 있었지만, 외국국적 아동의 입학 규정이나 절차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법적으로 외국국적 아동은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거주사실증명만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

만,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학교 관리자들도 있었다. 

104) Ibid.

10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

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

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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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학생 “등”의 하나로 규정된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이 정식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동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만 구비한다면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

다는 시혜적인 조치인 것이다. ‘시행령’ 상에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이주아

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없다. 단적인 예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초중등학교의 장이 이주아동 

보호자의 입학･전학･편입 신청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법’으로 이주아동 역

시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주아동의 의무교육 보장을 명시하는 것에서 나아가 이주아동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0년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부모들이 입학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 입학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고, 자녀

를 입학시키는데 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난민인정자 자녀의 경우 학교입학에 있어서 법

적인 장애는 없지만, 입학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입학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

었다.106) 취학 연령에 달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의무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조치이다. 정부는 이주아동이 내국인 아동과 차별 없이 의무교육의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에 이주아동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이상 이주아동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진학도 가능

해야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만이 의무교육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의무교육

의 보장이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일

반적인 인식으로도 미성년자가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고 여기고 있다. 현

재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학적관리 매뉴얼’이라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국내에서 중학교 과정

을 마친 이주아동의 경우 설사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고등학교 진학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매뉴얼은 교육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내부적인 권고 지침에 

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6) 이혜원, 김미선, 석원정, 이은하.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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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이주아동의 고등학교 진학을 권리로 주장할 수 없으며, 매뉴

얼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 또한 공포되어 외부에 공시되는 

법령과 달리 매뉴얼은 교육 행정 내부 관계자들에게만 유포되는 문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일선 교육관계자 조차 그 내용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정보 접

근의 어려움은 사실상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3) 보호자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아동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아동복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즉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

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을 발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조치, 대리위탁, 가정위

탁, 아동복지시설에의 입소, 입양조치, 치료보호 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은 적절한 서비스에 연계되어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복지법｣에 이주아동도 내국인 아동과 동일하게 처우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만 ｢아동복지법｣ 제2조는 모든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선

언하고 있다. 보다 명확하게 “국적”이 차별금지 표지로 명시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2006년 법 

개정 당시 추가된 차별금지 사유인 ‘인종’을 이주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구축의 근거로 삼을 수

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아동복지 서비스 단계에서는 이주아동이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주

노동자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국내 입양기관에 입양을 의뢰했으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도움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도 외국인인 아이를 가정위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보육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외국인인 아이에 대

하여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입소시키기가 어렵다고 한다.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이주아

동에게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아동복지법 상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일선 아동복지전담기관과 아동복지시설의 업무 혼란을 야기하는 

입법적 공백을 개선해야한다. 아동복지법 상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내용이 이주아동에게도 내

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됨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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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권

현행법상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외국인 부모가 직장 또는 지역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자녀인 이주아동도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미등록 외

국인이라면 건강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며 그 자녀 역시 마찬가지이다.(｢국민건강보험법｣ 제
10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4항) 이와 같은 법제도로 인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이

거나 또는 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부모가 직장이 없어 직장 건강보험에도 가입을 못하고, 경

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지역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의료급여법｣은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진찰･감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
술, 입원, 간호, 예방･재활 등의 의료급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의료급여법｣ 제1

조, 제7조).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단 두 경우뿐이다. 첫 번째는 난민법

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의료급여법

｣ 제3조의2). 두 번째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민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

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
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외국인이 이에 해당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2) 이외에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결국 이주아동은 

보호자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준이라 하더라도, 혹은 아예 보호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

강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무상 의료조치를 제도적으로 담보 받지 못한다. 12세 미만의 영유아

를 대상으로 하는 11가지 백신 필수예방접종은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전액 비용 부담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64조) 필수예방접종 관

련 법령에도 이주아동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2000년대 초반에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국적 아동은 건강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국인 가족은 53.6%가 자녀에게 예방주사를 제 때에 맞추지 못

했다고 응답한 반면, 국제결혼 가족은 81.8%가 제 때에 맞추었다고 응답하였다.107) 그리고 국

제결혼 가족은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외국인 가족은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가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107)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 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2003년도 인권

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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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병원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21.6%)’, ‘불법체류자임이 밝혀질까 봐

(5.9%)’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다고 하였다.108) 당시 미등록 외국국적 아동이 수

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공제조합에 가입109)하여 협력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2004년경부터 의료분야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노동자 지원 민간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5년부터 공식적으로 미등록 외

국인들의 의료지원을 시작하였고, 2006년부터 미등록 외국국적 아동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되었

다. 그러나 여전히 미등록 외국국적 아동의 건강권은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정부에게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이주아동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이주아동이 국내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최소한 보

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최저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이주아동에 대하여는 질병치료와 건강 

회복을 위하여 무상으로 의료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단속･구금･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 및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최근 발생한 몽골 학생의 강제퇴거 사건110)은 아동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전무한 현행 출입국관

리법 아래에서 아동의 인권침해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드러내고 있다. 아동인권에 대해 아

108) Ibid.

109)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국민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위하여 

1999-2000년 사이에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만들었다. 1999년에 설립한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

회((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로 개칭), 2000년에 설립한 선한이웃클리닉, 2002년에 설립한 라파

엘클리닉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단체들은 초기에는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였지만,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미등록 외국국적 영유아 의료지원까지 하게 되었다.

110) 2012년 10월 1일. 17세의 몽골 출신 미등록 이주아동이 몽골 친구들과 한국 청소년들과의 싸움

을 말리다 경찰에 연행되었다. 몽골 학생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다른 몽골 친구들 조사에 통

역으로 참여하여 경찰 조사에 협조했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인 걸 안 경찰은 밤샘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아침 이주아동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다. 즉시 이주아동에게 강제퇴거명령과 

외국인보호소 보호 명령이 내려졌고, 이주아동은 수갑을 찬 채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이송되어 

성인과 함께 구금되었다. 역시 미등록 상태였던 이주아동의 부모는 단속이 두려워 직접 아이를 

면담할 수 없었다. 10월 5일. 아이는 수갑을 찬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호송되어 몽골로 강제퇴거 

되었다. 부모와 분리되어 홀로 몽골로 강제퇴거된 이주아동은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몽골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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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은 일선 경찰, 복지공무원, 교직원, 산하 출입국단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불문하고 ‘미등록’ 상태인, 소위 ‘불법’ 체류 외국인은 

무조건 단속･구금･강제퇴거 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이주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

고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에 출입국관리법 위반한 외국인을 발견하면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 쪽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다(출입국관리법 제84조). 몽골 학생 

사례에서 담당 경찰이 몽골 학생을 관할 출입국에 연계했던 것도 바로 이 통보의무 조항 때문이

었다. 그러나 2012년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2 신설로 통보

의무의 면제 사유가 도입되었다. 공무원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서, 범죄피해자 구조 또는 인권침해 구제 등의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통보의무 예외규정을 아는 공무원

은 많지 않다. 2013년 3월 1일 법무부는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령 상의 

‘범죄피해자 구조 또는 인권침해 구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해당 지침은 통보

의무가 면제되는 공무원과 업무 범위를 나열하고 있는데111), 추방된 몽골 학생과 같이 범죄피해

자가 아니라 관계자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불투명

하다(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공무원,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과 

관련된 내용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출입국 행정을 관리하고자 하는 통보의무 조항으로 인

해 ‘미등록’ 이주민이 더욱 인권 침해 상황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보의무 조항 

존치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범죄피해 당사자에 해당

하지 않더라도 통보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지침의 변경이 필요하다.  

 설사 이주아동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위

해가 될 수 있는 단속･구금･강제퇴거는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아동의 보호자가 단속･보호

된 경우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하여금 이주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

111)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2013. 3. 1. 법무부) 중 

   -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 통보의무 면제 업무 법위

검찰, 경찰(해양경찰 포함): 살인, 상해와 폭행, 과실치사상,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강간과 추행, 권리행사 방해,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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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등에 연계하여 이주아동의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보호자가 강제퇴거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주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

는 경우,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강제퇴거 또한 유예하여

야 한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 정부에 대하여 단속과 구금으로부터 이주아동을 

보호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과 비호 신청자나 동행 없는 상태의 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을 

촉구한다. 송환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의 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정도로 아동의 

권리에 민감하며 권리를 존중하고 시기적절한 정기적 재심과 명확하게 규정된 시한을 

따르는 시설에 수용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프랑스의 경우 불법 이민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자녀가 현재 프랑스

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있다면 일정 절차를 거쳐 아이들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부모들에게 임시

체류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112).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주아동이 부모 또는 보호

자와 분리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한다.

112) 2009. 6. 8. 국회입법조사처. 김동성의원에 대한 입법조사회답 -이주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에 

관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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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해외사례

1.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1) 영국: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

영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유럽의 미등록이주민 관련단체인 PICUM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의 미동반 이주배경 아동에 관한 연

구에 의하면, 미등록 이주아동은 제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출생등록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113) 실제로 민간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미등록 이주민여성의 영국 내 출

생 자녀들이 영국에 출생등록을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114)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고 현재 

체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그 부모가 모두 가까운 미래에 추방될 수 없거나 영국 이외의 나라에

서 아동을 보호할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최대 3개월까지 체류가 허가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일부에서는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을 하는 비율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등록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는 강제출국의 염려, 

복잡한 절차, 비용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출생한 후 42일 이내 지역의 등록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혹은 

병원을 통하여 가능한 경우 아동의 모가 병원을 나가기 전에 출생한 병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

113)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 "Rights of 

Accompanied Children in an Irregular Situation." November, 2011. URL: 

http://fra.europa.eu/fraWebsite/frc2011/docs/rights-accompanied-children-irregular-sit

uation-PICUM.pdf. 

114) 예를 들어 2013년 2월부터 Unbound Philanthropy와 Paul Hamlyn 재단은 용역사업으로 영국

의 젊은 미등록 이주민의 삶을 기록하는 블로그 “Life Without Papers(서류 없는 삶)”를 운영하

기 시작했는데, 가나에서 온 25세의 미등록 이주민여성의 자녀도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Grant, Len. "Dyanna is not well." Life Without Papers: Stories of undocumented 

migrant families and young people. Posted October 2, 2012. Accessed May 20, 2013. 

URL: http://www.lifewithoutpapers.co.uk/category/ruth-and-dyanna/.)



78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다(단,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병원 측에 문의하면 출생등록 가능여부를 알려주도록 

되어있다). 관할 등록사무소는 반드시 출생지역의 등록사무소가 아니어도 되며, 출생등록을 한 

등록사무소는 관할 등록사무소에 등록 사실을 이첩(전달)시켜 주도록 되어있다. 등록은 ① 아동

의 부 또는 모, 혹은 ② 출생이 일어난 장소의 거주자(occupier), ③ 출생 당시 그 자리에 있었

던 자, ④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자, ⑤ 사산아이거나 거리에서 발견된 아동의 경우 아동을 

찾은 자가 할 수 있다(출생과 사망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장1조2항). 이외에 정부의 공식 사이

트에서는 부모가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출생한 병원의 행정직원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115) 영국의 경우 명시적으로 출생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없으며, 다음

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 아동이 출생한 장소와 날짜

- 아동의 성명과 성별

- 부모의 성명과 주소

- 부모가 출생한 장소와 날짜

- 부모의 결혼 혹은 파트너십 날짜

- 부모의 직업

- 모의 혼전 성(姓)

영국에서도 역시 아동의 모를 중심으로 출생등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모가 아동의 

부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등록주체에 따라 

이 모든 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출생등록은 법적으로 각 지역의 등록부에 기입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신생아와 사산아는 

각기 다른 장부를 통해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영국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출생증명서가 존재하

는데, 아동에 관한 정보만 포함된 간소화된 증명(short version)과 부모에 관한 상세정보까지 

포함한 완전한 증명(full version)이 존재하는데, 출생등록이 접수됨과 동시에 무료로 발급되는 

출생증명서는 간소화된 버전의 출생증명서이다. 만일 출생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생등록

을 할 경우, 출생증명서가 즉시 발급이 되지 않고, 언제든지 등록사무소를 통해 유료로 완전한 

115) UK Government. "Register a Birth." Last updated: April 2, 2013. Accessed. URL: 

https://www.gov.uk/register-birth/who-can-register-a-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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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을 포함하여 출생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한편 국적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과거에는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여 1983년 1월 1일 이전에 

영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모두 영국 국적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출생한 자는 부모가 

영국인이거나 영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역시 영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

한, 영국 국적법에 따라 양쪽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아동이 만 10세 이상 18세 이하이

고, 태어난 후부터 10년간 영국에서 거주하였다면, 부모의 체류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국적을 취

득할 수 있어 부분적으로 출생지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116) 

(2) 태국: 부모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편적 출생등록

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태국 주민등록법 제18조에 따라, 집에서 태어난 아동은 출생지 

지역사무소에 출생 후 15일 이내 신고되어야 하고, 집이 아닌 장소에서 태어난 아동은 원하는 

지역의 지역사무소에 출생 후 30일 이내 신고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등록

되어 있는 이주민 자녀에 한해 출생증명서가 발급되었지만, 2008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고,117) 

잇따라 2009년 내무부가 출생등록에 관한 지침명령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다.118) 

실질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법률이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등록절

차에 대해 사무관이 돈을 요구하는 관행 등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119) 법

116) UK Border Agency. Guide T: Registration as a British citizen - A guide for those born 

in the United Kingdom on or after 1 January 1983 who have lived there up to the age 

of 10. December, 2012. URL: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

applicationforms/nationality/guide_t.pdf. 

117) Civil Registration Act (No.2) B.E. 2551 (2008) 제16조는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명

시하고 있다: “Section 20. When there is the birth report of the child of Thai nationality 

or without Thai nationality by birth in accordance with Thai law on nationality under 

Section 18, Section 19, Section 19/1 or Section 19/3, as evidence the registrar shall accept 

such birth report and issue a birth certificate stating facts as much as it could be. 

For children without Thai nationality by birth in accordance with Thai law on 

nationality, the registrar shall issue a birth certificate in the manner prescribed in the 

forms under the discretion of the Director of Central Registration and the place of 

birth shall be stated as well."

118) Ministry of Labour of Thailand et al. Migrant News, January-March 2009. URL: 

http://203.155.51.53/iomthailand/files/quarterly%20newsletter_English_March2009.pdf. 

Accessed March 12, 2013.

119)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2011.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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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라 할 수 있다. 더불어 태국정부는 태국 유니

세프와 함께 온라인 출생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출생등록 우수사

례로 꼽고 있다.120)

출생신고가 되면, 지역사무관(district officer)은 보고에 대한 증명으로서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를 발급할 의무를 지닌다. 출생등록을 하면 출생장소와 등록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급되는데, 모든 과정을 거칠 경우 총 3가지의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출생 시 의료기관이나 조산사 등 전문인으로부터 ‘분만증명서(delivery certificate)’를 받

을 수 있다. 특기할 만 한 점은 보건소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분만증명서는 법적으로 공적문서

로 여겨져서 상시적으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121) 또한, 이 분만증

명서는 태국의 주민등록법(Civil Registration Act 1992) 제23조에 따라, 법적지위에 상관없이 

태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 조항은 해당 서류가 출생한 사실과 

출생한 장소만을 증명할 뿐, 주민등록과는 전혀 연관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태국 지

방행정국(Department of Provincial Administration, DOPA)은 분만증명서의 발급이 출생등

록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122)

지역사무소(district office)를 통해 공식적인 출생등록 절차를 밟기 전, 지역 등록기관(local 

registrar)을 통해 ‘출생신고 수리증(certificate of the acceptance of the birth report)’을 받

을 수도 있다. 지역 등록기관의 역할은 법에 따라 마을 촌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출생신고 수

리증 발급은 주로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았거나 분만증명서가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역

시 법적 지위와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고, 출생 증인의 성명, 분만 조력인, 출생장소 등 출생

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입증하는 역할을 한다.123) 

for 2011: Thailand.

120)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2. '2012 Day of General Discussion: The 

Rights of All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Background Paper. 

Annex II: Examples of positive developments for the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

discussion2012/2012DGDBackgroundPaperAnnexII.pdf, 최종접속일: 2013. 6. 5.) 

121) UNESCO Bangkok. 2008. Citizenship Manual: Capacity Building on Birth Registration 

and Citizenship in Thailand.

122) Ibid.

12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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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탈리아: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와 통보의무의 면제

이탈리아 보안법(Security Law)은 외국인이 출생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증을 제시하

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제20항). 즉 체류허가증이 없는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등록

에 제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ICUM에 따르면 이러한 법 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2009년 8월 17일, 이탈리아 내무부는 시행규칙을 고쳐 출생등록과 친자인정과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는 체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124) 또 이는 이러한 선언들이 

사실의 정확성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125) 따

라서 내무부 시행규칙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역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정부

는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출생등록을 허용하려고 하였으나,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

딪혀 이러한 시행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 보안법은 허가되지 않은 입국이나 체류는 범죄이며, 5,000에서 10,000 유로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 모든 공무원은 범죄를 발견하는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출생등록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이민과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Law No. 40 of 6 March 1998) 제17조2항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추방될 수 없다.126) 이 때문에 아이를 갓 출산한 여성은 

미등록 지위와 관계없이, 일시적으로라도 합법적으로 체류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통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에 비해 실제로는 미등록 이주여성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 출생등록을 하는데 어

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0년 교육에 관한 특별보고관 베르너 무노즈(Vernor 

Muñoz)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안법이 개정된 2009년 상반기 동안에

만 412명의 신생아가 체류허가증이 없는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한

124)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 "Rights of 

Accompanied Children in an Irregular Situation." November, 2011. URL: 

http://fra.europa.eu/fraWebsite/frc2011/docs/rights-accompanied-children-irregular-sit

uation-PICUM.pdf. 

125) Integrazione Migranti.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ers However Present Within the 

National Territory." URL: http://www.integrazionemigranti.gov.it/en2/Documents/DIRIT

TI%20FONDAMENTALI-en.pdf. 

126) Provisions Governing Immigration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Status of Foreigners 

(Law No. 40) [Italy]. 6 March, 2998.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cgi-bin/tex

is/vtx/rwmain?page=country&docid=3fd9cc5e4&skip=0&coi=ITA&querysi=immigration&sea

rchin=title&so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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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7) 또한, 앞서 언급된, 임산부나 최근 아동을 출생한 여성에게 부여되는 6개월간의 임시 체

류허가는 임신 혹은 출산 당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여성에 한해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등록 이주여성은 접근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생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아동의 교육권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외

국 출신 아동의 출생등록이 체류허가증 제시로 인해 제한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보장하라

고 권고하고 있다.128)

이탈리아에서는 출생등록을 출생선언(Dichiarazione di nascità)이라고 일컬으며, 구두로 진

행된다. 선언은 ① 출생이 일어난 병원 또는 조산원(nursing home), ② 출생이 일어난 지역, 

부모의 거주 지역 또는 (부와 모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모의 거주 지역의 시청에서 할 

수 있다. 병원에서 할 경우 출생 후 3일 이내, 시청에서 할 경우 출생 후 10일 이내 하여야 한다. 

선언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부모의 혼인여부에 따라 다르다. 혼인한 경우 ① 부 또는 모, ② 특별 

변호사(loro procuratore speciale), ③ 출생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 ④ 출생을 목격한 자

가 할 수 있다. 아동의 부모가 혼인하지 않았다면 아동을 친자로 인정하는 모 또는 부와 모가 

할 수 있다. 만일 아동의 모가 기록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아동의 부만 선언을 할 수도 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생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출생증명서

- 등록자의 유효한 신분증 (신분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또는 체류허가증)

만일 이탈리아어로 소통이 불가능하다면, 통역사와 동반하여야 한다. 출생등록 행정처리 과

정을 거쳐 발급된 출생증명서에는 아동의 출생 장소, 날짜와 시간, 아동의 성별과 성명이 기입

되며, 부모의 신원, 국적, 거주지 및 직업도 함께 기록된다.129)

한편 국적과 관련해서는 이탈리아의 관련법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모든 외국인은 성년이 

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거주하였을 경우, 성년이 됨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부모가 무국적자인 경우, 또는 부모의 국

127) A/HRC/14/25Add.1

128) CRC/C/ITA/CO/3-4, para.28-29

129) CRC/C/8/Add. 18, para.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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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에서 부모의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였다면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탈리아 역시 일부 출생지주의적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네덜란드: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통보의무가 없음

민법 제1장 1조 1항은 네덜란드 영토 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우며 시민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

가 있음을 규정한다. 출생등록은 대표적 시민적 권리로, 그를 포함한 다른 여타의 시민적 권리

를 향유할 권리를 정부로부터 보호받는 대상이 네덜란드 국민이 아닌 이주민을 포함한 ‘네덜란

드 영토 내 모든 사람’인 점이 의미가 있다.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네덜란드 국민과 동일하게 출

생지역의 등록사무소를 통해 출생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출생등록에 장애가 없다. 또한 네덜란드는 지방정부 분권화가 발달되어

(decentralized unitary state),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자치권을 가지고 출생

등록기관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 업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 

통보할 의무가 없다.130)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아동의 미등록 부모가 강제출국의 위험에 노출

되는 경우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대표적 아동권리단체인 국제아동보호 (Defense Children 

International)에서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빈터스비크(Winterswijk) 지역에서 한 미등록 부모

는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려다 등록사무소 직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는 바람에 구금

이 되었다. 따라서 이 단체는 미등록 지위가 발각될까 두려운 이주민 부모에게는 자녀의 분만을 

도운 의사 등 제3자로 하여금 아이의 출생을 등록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정부에게 관련 공무

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은 출생 후 3일 이내 지역의 등록사무소를 통해 직접 등록되어

야 한다(네덜란드 민법 1장 1:19e조 6항). 관할 등록사무소는 출생지역의 지방자치구 민원처리

부서(Burgerzaken)이며 등록은 ① 아동의 부 또는 모, ② 출생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자, ③ 
출생이 일어난 장소의 거주자(occupants) 또는 출생이 일어난 기관의 장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 ④ 법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자 또는 출생등록 의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시‧도의 장 또는 장

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하도록 되어있다. 기본적으로 출생등록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모 

130)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 "Rights of 

Accompanied Children in an Irregular Situation." November, 2011. URL: 

http://fra.europa.eu/fraWebsite/frc2011/docs/rights-accompanied-children-irregular-sit

uation-PICU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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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며, 아동의 부를 포함한 다른 사람은 출생등록의 ‘의무’를 갖고 있다. 이는 법률상으로 명시

되어 있다. 출생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지역마다 안내가 각기 다른데,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 출생을 등록하는 자의 유효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체류허가증)

- (아동의 모가 아닌 사람이 등록할 경우) 아동의 모의 유효한 신분증

- (아동의 모가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아동의 출생 날짜와 장소에 관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서

등록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서류를 접수하면 그 즉시, 무료로 출생증명서가 발급되고 출생을 

등록한 자와 등록사무소 직원 모두 이 출생증명서에 사인을 하면 원본은 출생, 사망 및 결혼에 

관한 등록부에 편철된다. 아울러 아동의 성과 이름, 성별, 출생 장소, 출생 날짜와 시간, 부모의 

성과 이름, 부모의 출생 장소와 날짜에 관한 정보가 기입된다. 출생증명서(사본)는 네덜란드어

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원본 사본과 간소화된 버전(uittreksel)의 두 가지 증명서가 존재한다. 

다른 언어로 발급받기를 희망할 경우 간소화된 버전으로 국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다. 민

법 1:18b조에 따라 출생등록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서류조건은 충족했으나 네덜란드 공

공질서를 해친다고 판단이 될 경우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출생 

‘등록’을 거부한다는 표현은 없으나,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draw up a certificate of the 

registration)’을 거부한다는 표현으로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적과 관련하여서는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혈통주의 국가이지만, 이주민 자녀 또는 이주배

경 아동에게도 국적부여의 기회를 법적으로 열어놓고 있다. 네덜란드 국적법 제3조 제3항에 따

라 아동이 출생하였을 당시 아동, 아동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 3대의 주요한 거주지가 네덜란드 

영토 내에 있었다면 해당 아동은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한다. 또한 이주 아동의 경우 다음에 해

당할 경우 네덜란드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① 네덜란드에서 출생하고 출생일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네덜란드 혹은 네덜란드령에서 거주한 경우, ② 네덜란드에서 출생하고 출생 후 적어

도 3년간 네덜란드 혹은 네덜란드령에서 거주한 무국적 아동의 경우, ③ 4세 이후 성인이 될 때

까지 네덜란드 혹은 네덜란드령에서 거주한 경우. 그러나 법적으로 이는 모두 합법적으로 체류

가 허가된 외국인(admitted alien)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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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여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등록과 함께 국

적을 부여하는 국가

(1) 미국: 출생지주의 국적 부여

국적에 관하여 출생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헌법 제14조에서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관할권 내에 있으며, 미국의 시민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

류자격과도 상관이 없다.131) 미국 영토 내에서 출생한 아동은 모두 국적을 부여 받음과 동시에 

출생등록도 할 수 있게 된다.

출생등록은 태어난 주의 인구통계청(Office of Vital Statistics)을 통하여 가능하며, 사무소

는 출생 후 5일내 아동을 등록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출생 날짜와 장소를 확인한 후 인구통계청에 증명서를 제

출할 의무를 가진다. 출생 후 1년 내 출생등록을 할 경우, 출생증명서에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

되 출생을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132)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출생등록은 아동이 출생한 병원 또는 기관에서 처리된다. 출생 후 

5일 이내, 각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취합하여 출생증명서를 준비하고, 출생증명서를 인구통계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은 ① 출생 당시 혹은 직후에 관여한 내과의 ② 출생 당시 혹은 

직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 ③ 아동의 부 또는 모 ④ 출생이 일어난 장소의 주인 순서로 출생등

록을 처리하여야 한다.133) 아동의 부 또는 모보다 출생에 관여한 의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제3

자가 우선권을 가진 점이 특이하다. 

정부에서 발간한 병원과 의사를 위한 안내 책자에는 병원, 조산사, 의사, 그리고 아동의 부모

의 역할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이 출생하면, 병원 내 의료기록 담당자(medical record 

practitioner)는 의료차트, 아동과 아동의 모에 관한 의료기록과 의사에 관한 정보 등의 경로를 

통해 출생증명서에 기록될 정보를 취합하여, 완성된 출생증명서를 의사에게 전달한다. 그러면 

의사는 주요하게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의 부모를 도와 오류

131) CCPR/C/USA/4, para.446.

13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2. Model State and Statistics Act 

and Regulations. URL: http://www.cdc.gov/nchs/data/misc/mvsact92b.pdf. Accessed 

March 28, 2013.

1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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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정하며, 출생증명서의 확인자(certifier)와 조산사(attendant)란과 의료 및 건강정보에 관

한 부분을 작성한다. 만일 아동이 병원 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 당시 혹은 직후 그 자리에 있

었던 의사나 기타 수행원은 출생증명서에 기입될 모든 사항에 관한 기록정보를 취합하여 등록

사무소에 작성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아동의 부모는 정보제공자(informant)로써 

자신의 성명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사인

을 한다. 출생증명서에는 아동의 성명(과 가운데 이름), 출생 연월일, 정확한 출생시간, 아동의 

성별, 출생국가와 지역, 출생 장소, 기관명, 조산사와 확인자 각각의 성명과 직위, 아동의 모의 

성명과 혼전 성, 출생 날짜와 장소, 거주지134), 아동의 부의 성명과 출생 날짜와 장소가 기입된

다.135) 

한 민간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출생증명서의 발급은 주마다 자체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주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에서는 

주 내에서 출생하였으면,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자국민과 동일한 출생증명서가 발급된

다. 최소한으로 파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의 부모의 성명은 기입되어야 하나, 통일된 출

생증명서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주마다 각기 다른 디자인, 모양과 색상으로 발급된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자인 경우 부모가 정보나 인식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출생을 등록하거

나 출생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136) 

(2) 호주: 수정된 출생지주의 국적 부여

호주는 과거에는 출생지 국적주의를 채택하여, 영토 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호주 국

적과 함께 영국 신민(臣民)의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1986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수정된 출생지

134) 만일 미국 거주민이 아닌 경우, 거주국가와 미국의 주와 가장 비슷한 단위의 정부를 기입함.

135)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ospitals' and Physicians' Handbook 

on Birth Registration and Fetal Death Reporting. October, 1987. Available at: 

http://www.cdc.gov/nchs/data/misc/hb_birth.pdf. 

136)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United States of America: Procedures for 

illegal immigrants to apply for a birth certificate for their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y are required to produce any documents to apply for a birth 

certificate; whether the birth certificate given to the children of illegal immigrants is 

different from the one given to the children of citizens or legal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11, 2003. Accessed May 26, 2013. Available at: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country&category=&publisher=I

RBC&type=&coi=USA&rid=&docid=403dd22214&skip=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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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로 변경하였다. 즉 출생당시 부모 양쪽 혹은 한쪽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에만 국적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호주에서 출생하여 10살 생일이 될 때까지 호주에서 거주하

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호주 시민권이 부여된다. 다시 말해 아동 본인이나 부모가 미

등록 체류상태일지라도 출생하여 10년간 체류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

다고 보는 것이다. 

호주에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출생등록은 각 주별로 주 검찰사법부

(Attorney General and Justice) 산하의 출생사망혼인등록청(Registry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서 시행한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의 경우 주 내

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부모는 출생 60일 이내에 해당 등록청에 출생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여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등록 정보는 영구적으로 보관되어 해당 아동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정보는 의료연구와 지역계획

(community planning)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되어 아동 

본인, 부모, 법적 보호자 외에는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137)

호주에서 이민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 산하의 이민시민권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의 관할인 반면, 출생등록에 관한 사항은 주 정부 관할이다. 즉 출생등록에 관

한 사항이 주 정부와 별도로 공유되지 않으며, 담당 공무원이 미등록 외국인을 발견했다고 신고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미등록 외국인이 호주에서 출생한 자녀를 출생등록하는데 실질적으로

도 장벽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제한적 외국인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한계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하고도 실질적으로 미등록 외국인

의 자녀 등 특정한 집단의 아동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출생등록을 아동의 권리의 보호 측면은 배제한 채, 국가

의 관리 및 통제 목적을 위해서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본 보고서의 취지에는 반대되는 사례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정

책을 수립할 때 지양해야 할 사례라고 보아야 한다.

137) NSW Registry of Births, Deaths & Marriages. 'Register a Birth'

(http://http://www.bdm.nsw.gov.au/births/registerABirth.htm, 최종접속일: 201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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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호적법 상 외국인 출생등록 의무화

일본의 호적법은 각종 신고를 속지주의 효력138)에 따라 의무화하고 있는데, 부모가 모두 외

국인인 경우에도 자녀가 일본에서 출생했을 경우 일본인과 동일하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출

생신고 의무대상에는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단기체류자, 중장기체류자, 난민신청

자(임시체류허가증 소지자) 등이 모두 포함되며,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는 미등록 외국인이거

나 무국적자인 경우에도 법률 상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이 이렇게 외국인도 각종 신고의 의

무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데는 역사적 경위가 있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외국인 

주민의 대다수가 재일한인 및 조선인이었으며, 일본 정부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각종신고(출생, 

사망신고 등)를 재일한인 및 조선인에게 의무화하였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해야 한다. 출생신

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출생아의 외국인 주민표(residence certificate)139)가 작성된다(주민기본

대장법 제30조 45호). 출생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1통, 모자건강

수첩, 국민건강보험증이 있다. 동사무소 혹은 구청은 신고가 수리된 외국인 주민의 호적관련 친

족적 서류를 편철하여 보관한다. 출생 등 호적관계(출생, 사망, 혼인, 양자결연 등) 확인을 위한 

공증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

다.140) 신고인이 주소지 내의 동사무소 혹은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아의 국적 신

청에 필요한 ‘출생등록수리증명서(出生届受理証明書)’141)가 발급되는데 이 출생등록 수리증명

서는 자동적으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시에만 발급된다. 

외국인 자녀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호적에는 기재되지 않으나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전 까

지 ‘출생에 의한 경과체류자’로 분류되어 자동적으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다. 60일 이내에 체

류자격을 취득하면 ‘출생에 의한 경과체류자’로 표기되었던 부분이 취득한 체류자격으로 변경되

어 기록되며 국민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등록 

138) 호적법 제25조 2항은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신고인의 소재지에서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139)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초본으로 주민표에는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세대주(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호적의 표시(본적), 본적이 없거나 본적이 명확하지 않는 자는 국적, 주민표 

발급일, 주소, 신규주소 등록자일 경우 주소변경 연월일, 선거인 명부 등록여부, 주민표 코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 고령자의료/개호보험/국민연금/아동수당 등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된다(주민기본대장법 제7조).

140) 세토시 홈페이지(http://www.city.seto.aichi.jp/docs/2012062200036/)(최종접속일: 2013. 6. 2)

141) ‘출생등록수리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이 신고인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며,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와 함께 출생의 사실증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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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출생아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행정, 사회 서비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뿐만 아니

라 출생아의 출생사실 증명을 위해서도 가족관계 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적으

로 유효한 신분증이나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는 할 수 

있으나 출생증명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생아가 60일 이상 일본에 체류할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출생 후 30일 이내에 지

방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체류자격 신청 시 체류자격취

득허가신청서 1통, 출생신고수리증명서 1통,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출생 후 60일이 

경과하고도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건강보험, 아동수당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142) 2012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체류관리

제도에 따라 체류자격 취득신청을 하면 체류카드143)가 발급되며 별도로 외국인등록은 하지 않

아도 된다. 미등록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만 하고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주민으

로서의 실질적인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내국인의 주거등록제도에 통합되어 있다. 사실 일본에

서도 오랫동안 외국인등록제도 하에서 주민표가 아닌 외국인등록원표가 작성되어 외국인주민의 

기본정보가 별도로 관리되어 왔으나, 2012년 7월 9일 새로운 외국인체류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주민표가 세대별로 편성되어 주민기본대장(외국인대장)에 작

성하게 되었다.144) 일본정부가 이렇게 제도를 변경한 배경에는 9.11 테러 이후 대테러 대책에 

따라 국경관리를 강화해 온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성의 체류외국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과 

중장기체류 외국인의 행정적 편의향상을 위해 기존의 법무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이원적으로 관

리해 온 체류외국인 정보를 법무성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외국인 체류관리제도를 도입

한 것이다. 

결국 일본에서 호적법 상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142) 오카야마시 홈페이지(http://www.city.okayama.jp/kitaku/simin/simin_00276.html)(최종접속

일: 2013. 6. 2)

143) 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의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하는 체류카드가 중장기 체류자에게 

교부된다.

144) 일본정부는 9.11 테러 이후 대테러 대책에 따라 국경관리를 강화해 왔다. 법무성의 체류외국인

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과 중장기체류 외국인의 행정적 편의향상을 위해 기존의 법무성과 지

방자치단체가 이원적으로 관리해 온 체류외국인 정보를 법무성이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외국인 체류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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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내외국인을 주거등록제도에 통합시킨 것은 모두 체류외국인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서는 출생의 등록은 의무화하고 있으

나 증명의 발급은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미등록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생등록을 할지는 의문스럽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입

관법 제62조에 따라 공무원의 ‘통보의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 보호 보다는 통제와 관리에 

목적을 둔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출생아의 국적은 속인주의에 따라 부 또는 모의 국적취득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합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자녀의 국적취득을 위해 외무성에 출생등록수리증명서 또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인증 받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본국 대사관에 외

무성에서 인증 받은 출생등록수리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출생아의 국적취득 신청

과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145)

(2) 독일: 미등록 외국인의 실질적 배제

독일에서는 출생 후 7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출생지역의 등록사무소(Standesamt)를 방문하

여 직접 등록하거나, 병원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시민적 지위에 관한 법률, Personenstandsgeset

z146)). 직접방문을 통해 등록하는 경우 ① 아동의 부 또는 모 혹은 ② 출생당시 그 자리에 있었거나

(조산사, 의사 등) 출생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자가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관련 공무원이 병원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아동의 모가 아직 입원해 있는 동안 출생을 등록하기도 한다고 한다.147) 

등록사무소를 통하여 출생을 등록할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 병원, 의사 또는 조산사가 제공한 출생확인서(Geburtsbescheinigung) 

- 부모의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

145) 국적법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일본국적일 경우 양계혈통주의가 적용되어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

으로 일본국적이 부여된다(국적법 제2조1호). 또한 출생 전 사망한 부가 사망 시 일본국적이었

을 경우, 그 자녀에게 일본국적이 부여되며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 부모가 모두 확인이 되지 않

거나, 무국적자일 경우 출생아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한다(국적법 제2조 2,3항). 

146) 독일어 원문: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pstg/gesamt.pdf

147) Angloinfo Germany. "Registering the Birth." Accessed May 24, 2013. URL: 

http://germany.angloinfo.com/healthcare/pregnancy-birth/registering-the-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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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병원이나 조산사가 있는 다른 기관에서 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이 출생등록에 대한 의무

를 진다.148) 독일 하이델버그(Heidelberg)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이 출생하면 부모에게 출

생등록 신청서가 제공되고, 아동의 부모가 그를 작성 후 사인하여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

하고 있다.149) 출생증명서에는 아동의 성명, 출생 장소, 연월일과 정확한 시간, 성별, 부모의 

성명 등이 기입되며, 출생을 등록할 경우 의료보험 등 아동에게 부여되는 혜택과 관련되어 제출

되어질 용도로 하나 이상의 출생증명서가 발급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자국민과 외

국인 아동 모두 동일하게 출생등록부에 등록되고 출생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다.150) 그러나 

관행적으로 난민 혹은 망명신청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등록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이주 아동이 부모의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

증 또는 여권 등 출생등록에 필요한 서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그 출생이 등록은 되나, 출생

증명서는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민 부모의 경우, 미등록 지

위가 발각되어 추방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녀의 출생등록이 힘들다고 한다. 

독일 국적법에 따라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나 출생을 통해 독일 국적을 취득하려면 부 또는 모 

중 적어도 한명이 8년 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였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8년 

동안 독일에 거주한 경우, 모든 외국인은 신청을 통해 몇 가지 기본적 요건(범죄경력이 없고, 

독일어를 적당히 구사하는 등)만 충족이 되면 귀화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그의 배우자와 미성

년인 자녀도 함께 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와 분리되어 발견되

지 않은 이상 적어도 부모 중 한명이 독일 국적자가 아니라면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151) 

그나마도 2000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일부 속지주의적 요소를 포함시킨 것이다.152)

148) CRC/C/11/Add.5, para.22

149) City of Heidelberg. "Certificates." Accessed May 24, 2013. URL: http://www.heidelberg.de

/servlet/PB/menu/1085484_l2/index.html. 

150) CRC/C/DEU/3-4, para.292

151) Nationality Act, as last amended by Article 2 of the Act to Implement the EU Directive 

on Highly Qualified Workers of 1 June 2012. Available at: http://www.bmi.bund.de/

SharedDocs/Gesetzestexte/EN/Staatsangehoerigkeitsgesetz_englisch.pdf?__blob=publicatio

nFile. 

152) EUDO Observatory on Citizenship. "Country Profiles: Germany." Accessed May 24, 2013. 

URL: http://eudo-citizenship.eu/country-profiles/?country=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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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사례를 통해 본 정책개선을 위한 시사점

모범적인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위에서 살펴 본 영국, 이탈리

아, 네덜란드, 태국 등은 전통적인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한 인구적 배경

을 갖고 있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해외 출생자는 648만 명(전

체 인구의 약 10%), 이탈리아는 341만 명(전체 인구의 약 5%), 네덜란드는 173만 명(전체 인구

의 약 10%)으로,153) 모두 대한민국에 비해 상당히 많은 수의 이주자들이 체류하고 있다(2013년 

5월 현재 체류 외국인 148만 명, 전체 인구의 약 3%154)). 그러나 대한민국의 체류외국인의 수

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향을 볼 때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비슷한 인구적 상황에 놓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는 국가의 인구 현황의 파

악 목적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 보호의 목적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적극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생등록의 정보가 출생의 등록과 증명 그리고 인구현황 파악

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특히 출입국관리의 집행 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

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출생아동이 실질적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의 경우 비슷하게 외국인에게도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

인을 제도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본의 제도는 애초에 외국인의 권리보호 측면 보다는 관리와 통제의 목적에 더 

무게가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아

예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독일의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보편적 출생등

록에 가까워 보이나, 대한민국의 ‘통보의무제도’와 유사하게 공무원이 미등록 외국인을 발견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미등록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출생등록을 하기 

어려우며, 그리하여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정책적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생등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면서 피해야 할 지점들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를 출생등록 하지 못한다면 아동의 권리 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153)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08. "Migrant stocks by country of destination." 

(http://esa.un.org/unmigration/migrantstockbydestination.aspx, 최종접속일: 2013. 6. 30.). 

15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05월호｣. 
(http://www.immigration.go.kr, 최종접속일: 201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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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 등 출생지주의 혹은 수정된 출생지주의 국적취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은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선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생등

록과 동시에 국적취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등록이 된 순간부터 국민으로써 완전한 권리보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제도와 관련하여 출생지주의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은 이 보고서의 연구범위를 벗어나며, 더 복잡한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아동

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혈통에 따라 권리를 차등화 하는 혈통주의에 비해 영토 

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더 긍정적이라

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한편 이들 국가에서는 대다수의 경우 병원에서 출생등록을 전담하고 

있기에 부모의 지위가 노출될 염려가 적다는 점에서도 아동의 권리 보호를 잘 배려한 정책을 시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호주에서는 출생등록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

여 해당 자료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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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정책제언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등록제도는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기

반하고 있다. 즉 자녀가 출생을 하면 해당 아동이 기존 등록되어 있는 가족과 출생을 통해 가족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인적편제’ 방식의 등록이다. 일반적으로 부모 등 

가족이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출생등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는 부모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기아(棄兒)’의 경우에만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외국인이 국

민과 가족관계가 형성되었을 때만 등록할 수 있다. 즉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의 경우 출생

등록을 할 수가 없다.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의 아동을 정부 관공서에 출생신고할 경우 그 

신고서는 ‘특종신고편철’로 처리되고,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신고수리증명’을 발급해준

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국내 제도에 대하여 유엔과 국제사회는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그리고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주민, 난민, 무국적 아동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을 도입해야 한다

고 권고하였다. ‘보편적 출생등록’이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이미 모든 아동의 권리 보호의 출발이 

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유엔 인권기

관의 권고에 명백한 거부의사를 이미 표시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

국인 아동은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고, 난민의 자녀일 경우에는 “체류허

가와 외국인등록을 부여”할 뿐 보편적 출생등록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국제적으로 밝혔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할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련 연구에서도) 

드러났듯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국내 출생 자녀의 출생등록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부모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한데, 출신국 대사관들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조건으로 귀국을 종용하거나, 까다로운 

서류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출신국 정부에게 “불법체류”를 감소시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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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이 해당국 대사관을 통해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

다고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주장한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난민신청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

생할 경우 부모의 체류자격에 준하는 체류자격을 부여 받고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등록이기 때문에 출생등록을 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출생등록의 기본적인 요건인 출생지와 부모에 관한 사항 등이 기록되지 않고, 외국인등록제도

는 출생증명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 더군다나 부모의 국적국으로부터 국적을 확인 받기 어려워 

‘사실상 무국적’ 상황이라 볼 수 있는 이 아동의 국적에 관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신고인이 임

의로 기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난민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할 경우 

체류허가와 외국인등록을 부여한다고 유엔에서 주장한 것은 결국 출생등록은 하지 못한다는 사

실을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출생등록은 다른 제반 권리의 보호와 정부의 교육 및 

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출생등록은 그 자체로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이

지만, 기본적으로 하나의 행정 제도이다. 출생등록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고 해서 다른 권리들

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민간단체들이 이미 

출생등록 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서

는 안 된다고 지적한 것에도 잘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민간단체들은 출생등록의 자료가 해당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관리와 통제의 목적으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설사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의 공

무원 ‘통보의무’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불법체류’임을 인지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추방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

녀의 출생등록을 할 리는 없을 것이다. 결국 현행의 ‘통보의무’ 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는 이주

배경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경우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이 될 것이다.

출생등록은 여전히 아동의 신분을 국가기관이 증명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아동의 권

리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제도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출생등록 제도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 즉 ｢유엔아동권리

협약｣에서 제시된 차별금지 원칙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생등록 제도는 ‘보편적 출생등록’이라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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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의 현행 

출생등록 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을 기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국내에서 출생

한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에 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다른 아동의 권리를 보호

받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의 출생에 관한 사실을 공공기관이 기록하고 증

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제도는 국제기준에서 제시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에 관한 원칙, 즉 차별금지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관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관하여서는 몇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아래와 

같이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증명제도의 도입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상 ‘특종신고편철’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에서 출

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출생등록･증명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의 출생에 대해서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제도에 따른 출생신고 제도

를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한다.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출생등록 제도를 마련할 경

우 아동의 권리에 관한 ‘차별금지’ 원칙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신고가 관공서에 접수되면 “가족관계등록부작성에 관한 신고 이

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에 해당하여 ‘특종신고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그러나 이에 따른 출생신고 ‘수리증명서’를 외국 

국적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는 공적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수리증명서에 기재되는 사항은 

이름, 출생연월일, 성별,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로 한정되어 있으며155) 출생신고수리증명서로

서 증명되는 사항은 ‘출생 사실’의 증명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수리하였음”의 증명이기 때문이

다.(동 규칙 제48조, 서식7)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상 ‘특종신고편철’ 내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외국국적 아동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으로 제도 개선하고자 한

155) 본 자료집 첨부 5의 수리증명서 서식 참고, 수리증명서 서식 상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국인을 전제로 한 항목이므로 증명서 상 기재사항으로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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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최소한 출생등록 및 증명사항으로 출생자의 이름, 출생연월일, 출생지, 주소 및 부모의 이

름, 생년월일, 출신국가 등이 기재되도록 해야 하며 출생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문구도 출생신고

를 ‘수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제

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아동의 국내출생에 관한 등록

과 신고’와 같은 별도 조항과 관련 시행규칙과 서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에 관한 업무라는 특성을 고려해 기존에 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등록’ 제도 내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제도를 둘 것

을 고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제도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고, 

담당 기관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의 체류관리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청 외국인의 체류자격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해 부모가 미등록 상태

인 경우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외국인 자녀를 위한 출생신고의 논의 대상이 주로 ‘미
등록 외국인의 국내 출생 자녀’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즉 출입국관리 차원에서의 외국국적 

아동의 출생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의 출생에 관한 사실을 공공기

관이 기록하고 증명하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156)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국가에서와 같이 국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들에 대해 출생사실

에 관한 내용을 정부기관에 신고하고 등록하여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새롭

게 만드는 것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인적 편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이는 

출생에 관하여 특별히 ‘사건별 편제’ 방식의 등록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156)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이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제안하였다. 아시아의 창 외(2012: 112)

는 “모든 아동이 신분과 부모의 이주지위에 관계없이 출생 즉시 자동으로 출생 등록되는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함으로

써 “지금까지 외면하였던 미등록이주자의 자녀들의 존재를 한국사회가 인정하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복지 보장시스템에 접근하는 기본전제가 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아시아의 창 

외, 2010: 112). 또 김현미 외(2013: 11)는 “무국적의 상황에 방치하기 보다는 출생 시 출생연월

일, 부모의 이름, 국적 등 아이의 출생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남겨놓는 것이 향후 아이의 미래

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실천이 된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등록제도가 마련되

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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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입된다면 부모의 국적, 신분, 체류자격 등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제도개선은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출생에 관한 등록･증명 

제도를 추가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아동의 출생일시, 장소, 부모 관계 등 ‘출생 사실

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① 첫 번째로 외국 국적 아동까지 포함하여 출생사실을 신고하고 등록하는 제도가 마

련되어야 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 출생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외국 국적의 아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한다. 출생신고의 대상을 

외국 국적 아동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 대한민국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것과는 별개이다. ② 두 번째로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증명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는 출생사실만을 증

명하는 서류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기본증명서’가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통용되어 왔

다. 외국 국적 아동에게까지 출생신고를 확대할 경우 기존 ‘기본증명서’를 통해 출생을 증명하기

는 어렵다.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전제로 하여 출생일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분

변동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는 공적 장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기본증명서

상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 및 증명을 포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기존의 

기본증명서 이외에 내외국인을 망라해서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생증명서’를 마

련하여 발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상에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외국

인 특례 조항을 도입하고 대법원규칙의 정비를 통해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와 서류의 

구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출생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 체류와 권리 보장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진들이 지속적으로 맞닥뜨려야 했던 우려는 “출생등록이 이주배경 

아동의 인권에 도움이 되는가?”였다. 그러한 질문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이주배경 아동 권리에 

관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와 기관들은 출생등록 제도의 개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이주배경 아동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이 제시하는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① 체류자격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그 권리들을 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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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거나, ② 그러한 권리들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체류자격이나 법적 지

위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지 못한 채 출생하는 아동들의 

권리문제는 주로 전자의 방식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동의 교육권, 건강권 등에 관해서 

체류자격에 무관하게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다. 사실 위에서 제안한 '보

편적 출생등록제도' 역시 그러한 맥락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여러 단체 및 기

관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지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이나 지위로 

인해 그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과 자기계발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붙잡혀서 강제출국 당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 

혹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교육권과 건

강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갖춘들 그 아동의 미래와 인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있

다는 것이다.157) 임시방편으로서의 일부 권리 보호가 아니라 아동이 권리를 근본적으로 보장하

기 위해서는 체류자격과 법적 지위 문제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국내 출생 이주아동 혹은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특별 체류자격 

부여

첫 번째로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 국적의 아동이 기본적인 교육권, 건강권 등을 보장 받

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체류자격을 부여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체류자격의 부여는 해당 아동이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으

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 등의 신분에 무

관하게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체류허가가 부여되는 기간은 해

당 아동이 ① 교육권의 차원에서 국제법과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을 마치

는 시기까지 혹은 ② 자기결정권의 차원에서 해당 아동이 사회적 소속감과 정체성이 확립되어 

어느 사회에 소속될 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나이(성인이 되는 나이)까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157) 위에서 언급한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역

시 “법령을 통해 절차 등이 완화되었다고 해도, 체류 신분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령기 아동이 취학하고 교육을 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의 부여, 외국인･체류자격 관리상의 의무 등은 소관부처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고 덧붙였다(박재성,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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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국내에서 체류 중인 모든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교육권이나 자기결정권, 혹은 기

타의 국제법이 정하는 아동으로서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데 2006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실시된 “학령기 자녀가 있는 미등록 체류 외국인의 한

시적 체류허가 방침”158)이 그것이다. 당시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이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해당 아동들이 초등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그

러나 이 제도는 이후 지속되지 못하였다. 한편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미등록 이주아

동에게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임시체류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가 계속해서 실시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실시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은 아동의 양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

모 역시 아동과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국제법에서 정하고 있듯이 아동의 권

리에 있어서 교육권이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살 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 제9

조)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체류자격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 보장의 수준이 어떠해야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다. 외국인의 권리 보장 수준은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이 그 사회에 얼

마나 기여하느냐 혹은 인도적 차원 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고액투자

자나 전문인력의 경우 국민에게 거의 준하는 수준의 권리가 보장되는 반면 단순인력이나 유학

생의 경우 그 보다 낮은 수준의 권리가 보장된다. 국제법에서는 난민의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이라는 이유로 특

별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에게 부여하는 수준에 유사한 정도의 권리 

보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제도의 제안은 ‘불법체류자 양산 및 체류 장기화’ 등의 반대 주장에 부딪히기 쉽

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양산되고 그들의 ‘불법체류’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사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도 없으며, 대부분의 이주에 관한 

부정적인 담론이 그러하듯이 근거 없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공포, 혹은 정치적 및 이데올로기

적 목적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주자들은 설사 그러한 특별한 체류허가가 주어진

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할 뿐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

다. 누구나 그렇듯이 많은 이주자들은 본국이나 고향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비해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 ‘차별금지’의 원칙은 

158) 이혜원, 김미선, 석원정, 이은하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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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더 근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근거에 바탕을 둔 가치이다.

한편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출생등록과 어떻게 연

계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체류자격의 부여와 출생의 등록

이 별개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국적국으로부터 출생등

록을 확인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유지한 채 ‘특별체류자격’을 도입할 경우 이 

역시 ‘보편적 출생등록’의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보편적 출생등록’은 ‘특별체류자격 

부여’와는 별개로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국적 아동에게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출생의 사실을 확인하는데 ‘보편적 출생등록’에 따른 증명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국적을 선택할 권리 부여

국적 부여는 한 국가 내에서 국민으로 태어날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

적인 권리인 반면에, 그 국가 내에 국민이 아닌 채로 체류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리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민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난민이 보호를 받는 국가 내

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정착하는 방식으로 ‘귀화’를 장려하고 있다(제34조).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아동이 국내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가장 근

본적인 방법이다. 국적 취득을 통해 출생등록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 향유할 수 있

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랫동안 강한 ‘혈통주의(jus sanguinis)’ 국적제

도를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 캐나다, 코스타리카, 멕시코 등 주로 미주 국가들이 ‘출생지주의(jus soli)’를 채택하고 

있고,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국가들은 과거에 완전한 출생지주의를 채택하였다가 부모 가

운데 한쪽이 영주권 혹은 합법적 체류자격을 갖출 경우 국적을 부여하는 ‘보충적 출생지주의’ 혹
은 ‘수정 출생지주의’로 변경하는 경향도 있다. 한편 최근 독일처럼 반대로 과거 완전한 혈통주

의에서 보충적 출생지주의로 변경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은 혈통주의 원칙 하에서 국내에서 

발견된 ‘기아(棄兒)’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은 미

성년자에 대해 성인이 될 때까지만 이중국적을 허용해 오다가, 최근 외국국적을 갖고 있다가 귀

화한 경우나, 한국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경우의 이중국적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

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적에 관하여 상당히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례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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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할 경우 분명한 것은 이

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적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도 더 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

4. 출생등록의 보장과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 ‘통보의무 제도’
그런데 외국 국적의 국내 출생 아동을 포함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가로 막는 중요한 장애물이 있다. 앞에서 본 것

처럼 출생등록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미등록 

(혹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것인데,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의 '공무원 통보

의무' 제도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통보의무' 제도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체류'인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것을 정부의 출입국관리 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이다(법률 제84조).159) 이 조항이 적용되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외국

인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 곧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

고, 결국 해당 외국인은 강제퇴거 될 수 있다. 부모의 의사에 반해서 자녀나 부모가 혹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강제퇴거'되는 것은 분명히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것

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보편

적 출생등록 제도가 가장 필요한 집단인 '미등록 외국인'을 사실상 배제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현행법 상 '통보의무' 제도에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

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학교', '공

공보건의료기관',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해당된다(제

92조의2).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시행될 수 있으려면 ｢출입국관리법｣ 상 '

통부의무' 제도가 폐지되거나, 출생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아동의 권리에 관계

되는 업무를 하는 모든 공무원이 그 면제대상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한다.

159) 201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이주아동 교육권에 관한 용역보고서가 발표되면서 2011

년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토론문

에서 “법질서 준수의식 확립, 정부의 불법에 대한 무관용 의지 표명,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 

방지 등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볼 때” ‘통보의무’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이동

휘, 201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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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를 시작하고 진행하는 내내 연구자들은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없음으로써 어떠한 

인권침해를 받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연구자들은 그러한 질문 자체가 출생

등록 자체를 아동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출생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인권침해이다. 출생등록이란 어느 사회에서 아동이 공적으로 존

재를 인정받는 것이며, 아동의 나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미성년으로서 보호 대

상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공적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분증명서류

가 없는 아동의 경우 신분세탁을 통해 인신매매, 불법 입양 등의 아동인권침해에 취약하게 노출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출생등록 자체가 바로 아동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 바란다.

보다 근본적으로 미등록, 난민 관련 아동을 포함하여 체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주아

동들에게 출생등록을 넘어서 안정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그러나 

당장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국내 출생한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의 부여 또는 귀화

신청자격의 부여를 제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아동의 실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인권 보장

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출생등록 

자체를 아동의 권리로 인정하고 체류상황이나 이주배경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이주

아동이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는 정부가 조금만 개선 의지가 

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제도의 일부 개편으로 당장 실행 가능하다. 그 이후 사회적 인식과 경제

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09

참고 문헌

고용노동부. 2011. ‘고용노동부 장관, 외국인력 송출국가에 불법체류 대책 강력히 촉구’ (3. 
17.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

scatelist&mkey2=33&aid=1586, 최종접속일: 2013. 5. 2.).

고용노동부. 2012. ‘고용허가제 주한 송출국 대사 간담회 개최, 고용허가제 운영 현황 및 

외국인력 지원 정책 소개, 송출국에 불법체류 예방 및 잦은 사업장변경 자제 노력 

주문’ (6. 26.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sid=1&stext=%BC%DB%C3%

E2%B1%B9%B0%A1&mtnkey=articleview&mkey=searchlist&mkey2=41&aid=2714

&bpage=1, 최종접속일: 2013. 5. 2.)

고용노동부. 2012. ‘고용부, 송출국가와 불법체류 감소 공동 노력키로, 한-태국, 제4차 

고용허가제 MOU 체결, 조선족 동포 체류관리에도 만전’ (4. 16.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

scatelist&mkey2=41&aid=2532, 최종접속일: 2013. 5. 2.)

고용노동부. 2012. ‘고용부, 송출국가와 불법체류 감소 공동 노력키로, 한-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 MOU 갱신체결’ (12. 13. 보도자료) 

(http://news.molab.go.kr/newshome/mtnmain.php?mtnkey=articleview&mkey=

scatelist&mkey2=27&aid=3277, 최종접속일: 2013. 5. 2.)

공익법센터 어필. 2012. “2011 현재 난민, 난민신청, 난민인정 국제 통계”. 
(http://www.apil.or.kr/900, 최종접속일: 2013. 6. 30.)

군포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평택외국인복지센터, 유엔인권정책

센터. 2012.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김사강. 2011. “부산, 경남지역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의 건강권과 보육권,” ｢이주아동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김종철, 양혜우, 이병렬, 이호택, 한태희, 황필규. 2008. ｢2008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110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 국가인권위원회.

김현미, 이호택, 최원근, 박준규. 2010. ｢한국 체류 난민 등의 실태조사 및 사회적 처우 개

선을 위한 정책 방안｣. 법무부.

김현미, 이호택, 이혜진, 신정희, 이연주. 2013.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

원 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연구용역 보고서.

김철효. 2011. “한국 내 난민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법률 및 정책의 현황 그리

고 국제법에 따른 검토,” ｢인권법의 이론과 실제｣ 2: 37-110.

김철효, 최서리. 출판예정. ｢대한민국 내 무국적의 현황｣.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두산백과사전. 2013. (http://www.doopedia.co.kr, 최종접속일: 2013. 4. 10.).

박재성. 2011.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정책,”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11. 1.)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2011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체류자격별 대상, 첨부서류 등) 

(http://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pageSpec=&targetRow=&l

afjOrderBy=&sRange=&sKeyWord=&bbsGbCd=BS10&bbsSeq=1&ntccttSeq=330&p

ageCode=list&langCd=KR&bbsNm=%EA%B3%B5%EC%A7%80%EC%82%AC%ED%9

5%AD, 최종접속일: 2013. 4. 2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05월호｣. 
(http://www.immigration.go.kr, 최종접속일: 2013. 6. 30.)

소라미. 2013. “이주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 실

태와 개선방안 토론회｣(4. 10.) 국회인권포럼.

설동훈, 한건수, 이란주. 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아동의 인권실태조사｣. 2003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희. 2007. “독일 개정개인신분법의 주요내용 분석,” 최신 외국법제정보(2007-4). 

이정애. 2013. “민우 같은 아이들 2만명, 최고 선처는 ‘방관’”. 한겨레 2013년 1월 11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

8&aid=0002172009, 최종접속일: 2013. 4. 27.)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2013.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참고문헌 111

(http://www.rainbowyouth.or.kr, 최종접속일: 2013. 4. 10.).

이혜원, 김미선, 석원정, 이은하. 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정병호, 오경석, 신은주, 위은진, 정진헌, 이병하, 이경숙. 2010.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

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정인섭, 박정해, 이철우, 이호택. 2009. ｢무국적자 관리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연구

｣. 법무부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정현수. 2003.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65(2003년 2호). 한국여성개

발원.

정현수. 2006. ｢戶籍制度의 변천과 새로운 身分登錄制度에 관한 고찰｣. ｢가족법연구｣ 20(2): 
1-36.

조은희. 2003.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

발원. 

행정안전부. 2010. “보도자료: 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시행”.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

w.action?userBtBean.bbsSeq=1018256&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

Type=21010002&currentPage=1, 최종접속일: 2013. 4. 20.)

행정안전부. 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

w.action?userBtBean.bbsSeq=1039777&userBtBean.ctxCd=1258&userBtBean.ctx

Type=21010005&userBtBean.categoryCd=, 최종접속일: 2013. 4. 26).

행정안전부. 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

w.action?userBtBean.bbsSeq=1039777&userBtBean.ctxCd=1258&userBtBean.ctx

Type=21010005&userBtBean.categoryCd=, 최종접속일: 2013. 4. 26).

현준원, 김현희, 이경희. 2010. ｢결혼이민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12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Angloinfo Germany. “Registering the Birth.” 
(http://germany.angloinfo.com/healthcare/pregnancy-birth/registering-the-b

irth/, 최종접속일: 2013. 5. 24).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2012.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epublic of Korea (UN Doc. CERD/C/KOR/CO/15-16)”.
Committee on the Rights of Child (CRC). 2001. “Concluding Observations: Paraguay 

(UN Doc. CRC/C/15/Add.166).”
CRC. 2003. “General Comment No.5 (2003): 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s. 4, 42 and 44, para.6) (UN 

Doc. CRC/GC/2003/5).”
CRC. 2005. “General Comment No.7 (UN Doc. CRC/C/GC/7/Rev.1)”
CRC. 2012.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KOR/CO/3-4).” 
CRC. 2012. The Rights of All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Report of the 2012 Day of General Discussion.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discussion2012/2012CRC_DGD

-Childrens_Rights_InternationalMigration.pdf, 최종접속일: 2013. 4. 10.).

CRC. 2012. “2012 Day of General Discussion: The Rights of All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Background Paper. Annex II: Examples of 

positive developments for the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discussion2012/2012DGDBack

groundPaperAnnexII.pdf, 최종접속일: 2013. 6. 5.) 

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08. “Consular Services.” 
(http://www.philembassy-seoul.com/consular.asp, 최종접속일: 2013. 5. 14.) 

Embass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 the Republic of Korea. 2004. 



참고문헌 113

“14-11-2004, Thủ tục đăng k　 khai sinh tại Cơ quan đại diện”. 
(http://www.vietnamembassy-seoul.org/vi/nr070521170031/nr070521170456, 

최종접속일: 2013. 5. 2.).

European Union. 2009. “Council Conclusion of 26 November 2009 on the Education 

of Children with a Migrant Background (EU Doc. 2009/C 301/07).”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n.d. "Country Profiles: Germany." 

(http://eudo-citizenship.eu/country-profiles/?country=Germany, 최종접속일: 

2013. 6. 19.). 

Government of Italy. 1998. “Provisions Governing Immigration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Status of Foreigners(Law No. 40).”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country&docid=3fd9

cc5e4&skip=0&coi=ITA&querysi=immigration&searchin=title&sort=date, 

최종접속일: 1998. 3. 6.)

Grant, Len. 2012. “Dyanna is not well,” Life Without Papers: Stories of 

undocumented migrant families and young people. 

(http://www.lifewithoutpapers.co.uk/category/ruth-and-dyanna/, 최종접속일: 

2013. 6. 19.).

Human Rights Council (HRC). 201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2/10).”
HRC. 2012. “Resolut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19/9 Birth 

Registration and the Right of Everyone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UN Doc. A/HRC/RES/19/9).”
HRC. 2013.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22/... Birth Registration and the Right of Everyone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a Person Before the Law (UN Doc. A/HRC/22/L.14/Rev.1).”
Human Rights Council. 201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ort of Kore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114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under review (UN Doc. A/HRC/22/10/Add.1).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2003. “United States of America: 

Procedures for illegal immigrants to apply for a birth certificate for their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whether they are required to produce 

any documents to apply for a birth certificate; whether the birth certificate 

given to the chidlren of illegal immigrants is different from the one given 

to the children of citizens or legal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http://www.refworld.org/cgi-bin/texis/vtx/rwmain?page=country&category=

&publisher=IRBC&type=&coi=USA&rid=&docid=403dd22214&skip=0, 

최종접속일: 2013. 5. 26.). 

Integrazione Migranti. “Fundamental Rights of Foreigners However Present Within 

the National Territory.” 
(http://www.integrazionemigranti.gov.it/en2/Documents/DIRITTI%20FONDAM

ENTALI-en.pdf, 최종접속일: 2013. 6. 19.). 

Ministry of Labour of Thail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ailand,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09. “Birth 

Registration,” Migrant News, January-March 2009. 

(http://203.155.51.53/iomthailand/files/quarterly%20newsletter_English_March

2009.pdf, 최종접속일: 2013. 3. 12.).

NSW Registry of Births, Deaths & Marriages. “Register a Birth.” 
(http://www.bdm.nsw.gov.au/births/registerABirth.htm, 최종접속일: 2013. 5. 

31.)

Plan International. 2005. Universal Birth Registration-A Universal Responsibility. 

Surrey: Plan International.

Plan International. 2006. Global Guidelines and Strategies for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n Analysis of the Concluding Observations and General 

Comments of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Platfor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Undocumented Migrants (PICUM). 2011. 

“Rights of Accompanied Children in an Irregular Situation.” 



참고문헌 115

(http://fra.europa.eu/fraWebsite/frc2011/docs/rights-accompanied-children-i

rregular-situation-PICUM.pdf, 최종접속일: 2013. 6. 19.).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2001. “The 
Rights of Non-citizens, Preliminary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Mr 

David Weissbrod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Sub-Commission decision 

2000/103 (UN Doc. E/CN.4/Sub.2/2001/20).”
Thanh Tram. 2012. “Illegal overseas workers impede Vietnam's labour exports.” 

(http://www.dtinews.vn/en/news/024/25750/illegal-overseas-workers-impede

-vietnam-s-labour-exports.html, 최종접속일: 2013. 5. 2.)

UK Border Agency. Guide T: Registration as a British citizen - A guide for those 

born in the United Kingdom on or after 1 January 1983 who have lived 

there up to the age of 10. December, 2012. URL: 

http://www.ukba.homeoffice.gov.uk/sitecontent/applicationforms/nationality/

guide_t.pdf. 

UK Government. 2013. “Register a Birth.” 
(https://www.gov.uk/register-birth/who-can-register-a-birth, 최종접속일: 

2013. 6. 19.).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2002. Birth 

Registration: Right from the Start. Innocenti Digest, No. 9.

UNICEF. 2005. The ‘Rights’ Start to Life: A Statistical Analysis of Birth 

Registration.

UNICEF. 2007.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 3rd edition.

UNICEF. 2013. “Child protection from violence, exploitation and abuse: Birth 

registration.” (http://www.unicef.org/protection/57929_58010.html, 

최종접속일: 2013. 4. 10.).

UNICEF. “UNICEF Fact Sheet: Birth Registration” 
(http://www.unicef.org/newsline/2003/03fsbirthregistration.htm, 최종접속일: 

2013. 1. 30.).



116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1998. Handbook on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Systems. Preparation of Legal Framework. 

United Nations, New York.

UNESCO. 2008. Citizenship Manual: Capacity Building on Birth Registration and 

Citizenship in Thailand. UNESCO Bangkok.

United Nations High-Commissioner for Refugee (UNHCR). 2010. “Expert Meeting: 

The Concept of Stateless Persons under International Law, Summary 

Conclusions.” (http://www.unhcr.org/4cb2fe326.html, 최종접속일: 2013. 4. 

26.).

UNHCR. 2012. “Guidelines on Statelessness No. 1: The definition of “Stateless 
Person” in Article 1(1) of the 1954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HCR/GS/12/01).”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f4371b82.html, 최종접속일: 2012. 8. 

29.).

UNHCR. 2012. “Guidelines on Statelessness No. 2: Procedures for Determining 

Whether an Individual is a Stateless Person (HCR/GS/12/02).” 
(http://www.unhcr.org/refworld/docid/4f7dafb52.html, 최종접속일: 2012. 8. 

29.).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08. "Migrant stocks by country of 

destination." (http://esa.un.org/unmigration/migrantstockbydestination.aspx, 

최종접속일: 2013. 6. 30.).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87. Hospitals' and Physicians' 

Handbook on Birth Registration and Fetal Death Reporting. 

(http://www.cdc.gov/nchs/data/misc/hb_birth.pdf, 최종접속일: 2013. 6. 1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4. Model State Vital Statistics 

Act and Regulations (1992 Revision). 

(http://www.cdc.gov/nchs/data/misc/mvsact92b.pdf, 최종접속일: 2013. 6. 

19.). 

U.S. Department of State. 2011.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for 



참고문헌 117

2011: Thai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12. Strengthening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for Births, Deaths and Causes of Death. 

WHO. 2013. “Civil Registration: Why counting births and deaths is important.” 
(http://www.who.int/mediacentre/factsheets/fs324/en/index.html, 최종접속일: 

2013. 4. 22.)

Ziemele, Ineta. “Article 7: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Name and Nationality, 

and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Parents,” in: A. Alen, J. Vande 

Lanotte, E. Verhellen, F. Ang, E. Berghmans and M. Verheyde (Eds.). 2007. 

A Commentary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첨부문서





첨부문서 121

첨 부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60호) [양식 1] 출생신고서 

[양식 제1호]

출 생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①
출

생

자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
 남

   여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한자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장소 자택 병원 기타        시(도)      구(군)      동(읍,면)    리   번지의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②
부

모

부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한자:          )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 ‧ 본을 모의 성 ‧ 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예⎕아니오⎕
 ③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④기타사항

⑤
신

고

인

성명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자격  부  모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⑥ 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다음은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통계법」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성실응답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생자에 관한 사항

 ⑦임신주(週)수  임신 주  일  ⑧신생아체중   . ㎏
 ⑨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단태아  쌍태아(쌍둥이)          →    쌍둥이 중  첫번째  두번째
 삼태아(세쌍둥이) 이상           →      쌍둥이 중  번째

출생자의 부(父)에 관한 사항 출생자의 모(母)에 관한 사항

 ⑩국적 
  한국인 
  귀화한 한국인(이전국적:           )
  외국인(국적:                      )

  한국인  
  귀화한 한국인(이전국적:           )
  외국인(국적:                      )

 ⑪실제생년월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양력 / 음력    년   월   일

 ⑫최종졸업학교
무학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무학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상

 ⑬직     업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 합니다. *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기입 합니다.

 ⑭실제결혼생활시작일 년            월            일  부터

 ⑮모의 총출산아 수 이 아이까지 총 명 출산 ( 명 생존, 명 사망)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
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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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주민등록번호: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①란: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하
지 않는다)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minwo
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②란:부(父)에 관한 사항-혼인외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③란: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④란: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이유
    -출생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신고한 관서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

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

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그 취지⑥란: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⑦~⑨출생자란:출생자에 관한 사항입니다.⑨란:다태아(쌍둥이 이상)여부는 실제로 출생한 아이의 수와 관계없이 임신하고 있던 당시의 태아수에 “○”표시하며, 다

태아 중 출생신고 대상 아이마다 출생순위가 몇 번째인지를  표시합니다.⑩~⑮부모란 : 출생당시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입니다.  ⑫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중퇴 : 고등학교에 “○”표시⑬란:아이가 출생할 당시의 부모의 주된 직업을 말하며 주된 일의 종류와 내용을 사업장명과  함께 기재합니다. 
     <예시> ○○회사 영업부 판촉사원, ○○상가에서 의류판매, 우리 논에서 논농사⑮란:모의 총 출산아수 - 신고서상 아이를 포함하여 모두 몇 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그 중 생존아와 사망아 수를 기재

하며, 모가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합니다.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1통(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
   -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작성한 것(이 출생증명서 양

식은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에 따로 정함).
   - 외국의 관공서가 작성한 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와 번역문.※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에 외국인 부와 한

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 자녀의 출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

(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
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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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2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3호) [서식] 출생증명서

[별지 서식]

출  생  증  명  서

                                                장 귀하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①

    출생자

 ․․․․․․

 ②

    출생자

 ( 태아 이상  

  인 경우에만  

   기재함)

성    명 한 한자 성별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

출생장소

성    명 한 한자 성별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

출생장소

성    명 한 한자 성별   

일    시       년     월     일     시     분 출생순

출생장소

 ③부(父)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 지

 ④모(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 지  

  ⑤증명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화번호      계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     업

화번호      계

※ 첨부서류: 증명인 2인 각각의 인감증명서 는 주민등록증 등 사본 1부.

※ 주의사항: 허 로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허 의 출생신고를 돕는 사람은 형법 제228조제1항 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죄(5년 이하의 징역 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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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1. ②란은 태아 이상인 경우에 ①란에 이어서 출생한 순서 로 기재한다.

2. ⑤란 의 계란에는 "분만 여자," "이웃사람" 등으로 기재한다.

3. 증명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증명서에 인감도장을 어야 한다.

4. 증명인의 주민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여권, 공무원증, 운 면허증 등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할 경우에는

가. 증명인은 주민등록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신고지 할 가족 계등록 서에 출석하여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나. 시(구)․읍․면의 장(동장을 포함한다)은 증명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등의 원본을 제시받

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등의 사본의 여백에 "  사본

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 라는 인증문을 기재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어야 한다. 

다. 증명인은 증명서에 도장을 는 신 서명을 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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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46호) [별지 제5호 서식] 기본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등록기 지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상 세 내 용

작성
[가족 계등록부 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 계의 등록 등에 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변경

[변경일] 2008년 01월 03일

[  등록기 지] 서울특별시 악구 천동 100번지의 3

[처리 서] 서울특별시 등포구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출생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구 명동 1234번지

[신고일] 1968년 02월 15일            

[신고인] 부

국 회복

[국 회복허가일] 1975년 01월 02일

[국 회복 국 ] 미국

[신고일] 1975년 01월 03일

[신고인] 김일남 

[송부일] 1975년 01월 03일                  

[송부자] 서울특별시 악구청장

개명

[개명허가일] 1976년 02월 02일

[허가법원] 서울가정법원

[신고일] 1976년 02월 05일

[신고인] 김일남                    

[개명 이름] 철수

[개명후이름] 본인

정정

[직권정정서작성일] 2008년 03월 01일

[정정일] 2008년 03월 01일             

[정정  주민등록번호] 650101-1234578

[정정후 주민등록번호] 650101-1234567

[처리 서] 서울특별시 등포구

                                     ○○시(읍·면)장    ○ ○ ○   직인

기 본 증 명 서

 기본증명서는 가족 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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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46호) [별지 제1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3>

가족사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양부(金養父) 1940년 04월 01일 400401-1333333 남 金海
모 이양모(李養母) 1942년 04월 02일 420402-2222222 여 全州

배우자 박여인(朴女人) 1968년 02월 02일 680202-2345678 여 密陽

자녀 정이군(鄭二君) 1973년 11월 20일 731120-1234566 남 全州
자녀 김일순(金一順) 1990년 01월 01일 900101-2777777 여 金海
자녀

김순희(金 喜) 사

망
1995년 11월 11일 951111-2888888 여 金海

자녀 김상 (金上樽) 1999년 05월 08일 990508-1111111 남 金海

가 족 계 증 명 서

등록기 지     서울특별시 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01월 0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가족 계증명서는 가족 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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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446호) [별지 제7호 서식] (불)수리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2.31>

(불) 수 리 증 명 서

 1. 사건본인의 성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번호 :

 2. 사건명 :                                                                 

 3. 신고인  성명 :                                                           

            주소 :                                                          

 4.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 :                                                 

 5. 수리(또는 불수리) 연월일 :                                               

                               위 신고는 수리 (또는 불수리)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시(읍ㆍ면)장    ○ ○ ○        직 인

1)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을 기재한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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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6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2446호) [서식 34] 통합신청서(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1.1>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 업무선택 SELECT APPLICATION
[  ]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PHOTO

여권용사진(35㎜×45㎜)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Photo only for

Alien Registration
(Reissued)

[  ] 등록증 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  ] 근무처변경ㆍ추가허가  / 신고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  ] 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 재입국허가 (단수, 복수) 
  REENTRY PERMIT (SINGLE, MULTIPLE)

[  ] 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 체류지 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  ] 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  ] 등록사항 변경신고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성 명
Name In Full

성 Surname 명 Given names 漢字姓名 성 별 Gender [ ]남 M
[ ]여 F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Date of Birth or 
Alien Registration No. (If any) 

년
Year

월
Month

일
Day

외국인등록번호 후단
Regstration No.

국 적
Nationality/
Others

여권 번호
Passport No.

여권 발급일자
Passport Issue Date

여권 유효기간
Passport Expiry Date

대한민국 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 번호 Telephone No. 휴대 전화 Cell phone No.

본국 주소
Address In Home Country

전화 번호
Telephone No.

근무처
Workplace

원 근무처
Currennt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예정 근무처
New Workplac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o.

전화 번호
Telephone No.

재입국 신청 기간 Intended Period Of 
Reentry

이메일 E-Mail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 제출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의 체류자격별ㆍ신청구분별 첨부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체류자격외활동허가신청 등 첨부서류)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업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 첨부서류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Consent for sharing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
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the undersigned, hereby consent to allow all documents and information required for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to be viewed by the public servant in 

charge. As specified under E-government Law, article 36.  *If you disagree. you will present all related documents yourself.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배우자
Spouse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신청인의 부 또는 모
Father/Mother of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seal

공 용 란 (For Official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 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소 장

가 / 부

수입인지 첨부란(Revenue Stamp Here) / 수수료 면제(exemption) [ ] (면제사유:                    )  심사 특이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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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7  영국 출생등록을 위한 부모의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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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8  영국 출생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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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9  태국 출생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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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0  이탈리아 출생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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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1  네덜란드 출생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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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2  미국 출생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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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3  호주 출생증명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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