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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양육비는 아동의 부모가 아동과의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낳은 아동

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으로 아동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재

원으로,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금전적 토대가 

된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의 권리이므로, 양육비이

행확보제도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해야 한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최상의 이

익이다. 아동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는 점에 대하여는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고 있으나, 여전히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 사이의 채권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가사소송법 및 양

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여러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마련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는 위험

에 처해 있다.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양육

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중추적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

고, 양육비채무자의 소재 및 자산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권이 약하며, 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부담감과 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해 제도이용의 빈도가 낮다

는 점에 1차적인 원인이 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선지급 제

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대안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의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수급자격이 박탈되고, 아동의 권리와 양육부 모의 

권리의 주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률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

액을 지급하여 아동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최근 양육비이행법이 개

정되어 운전면허정지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국가의 구상권의 효율

적 행사를 위한 여러 제도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는 양육비의 이

행을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지나치게 강화하여 아동의 생존과 복리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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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이지 않고, 아동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양육비이행 및 면접교섭에 

관한 전국적 규모의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적극적인 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양육비가 자발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

육비불이행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해

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양육비

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필수적으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삽입하게 하고 양육비 미지급

의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 감치명령제도 역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 운

용되어야 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아동의 이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

야 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아동의 성장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상향조정하고, 다른 복지제도와의 관계 설정을 통해 양육비채권자와 아동의 

권리가 각각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

원제도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불필요한 조세지출 예방을 통

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이라는 이익을 1차적으로 보호해서는 안 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의 이익 혹은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전자가 우선되도록 

관련 제도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양육비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한 바람

직한 방법이며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 따라서 사회적 

위험에 처한 양육비 채무자가 그 위험에서 벗어나 아동에 대해 직접 양육비

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정책과의 연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이행확보제도, 양육비, 

아동의 최상의 이익, 한부모가족, 아동의 권리

학  번 : 2016-2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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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거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의 문제는 가족 내 사적 자치의 문제로 치

부되었다. 양육비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반드시 받아서 양육비채권자로부터 

이를 지급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지 않았고, 법원의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이혼하거나 미혼인 자가 미성년 아동을 양육

하는 경우 양육부 모는 아동을 돌보아야 함에도 경제생활을 위해 돌보지 못

하는 돌봄의 공백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그 돌봄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노

동시장에서는 도외시되었다. 한부모는 아동의 돌봄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가 필요했고, 그러한 이유로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일시적이고 불안한 일자리

로 점차 내몰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빈곤에 처할 위험도 커졌다. 부모

의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해체라는 상실을 겪은 아동은 부모

가 겪고 있는 사회적 위험을 그대로 겪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부모가

족의 아동을 위한 양육비 이행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양

육비에 관한 권리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한 특수하고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권리라는 사회적 공감대 또한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위해 이루어진 입법적 

노력은 가사소송법 을 개정하여 양육비 채권을 특별하게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방안을 마련한 것이었다.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

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하거나 감치를 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간접강제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인 급여를 받는 자일 경우 그 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특수한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방법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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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소송

법상 특수한 제도마련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률은 가시적으로 높아지지 

않았고, 양육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 대한 요청이 점차 

높아졌다. 

이후 17대 국회에서 2005년 9월경 처음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

별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논의와 외국 입법례에 대한 리서치 

등 사례를 종합하여 2014년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양육비이행관

리원이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신설되어 2015년 여성가족부 내 한국건강가정

진흥원의 하부기관으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은 점진

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한국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성공

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은 낮은 수준이

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이행

확보제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자의 

비율은 낮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이 어떤 이유로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 하는지 그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에 

따라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이용률 및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한 제재

방안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놓인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양육비에 관한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양육비채무이행의 강화와 사회보

장적 제도가 공존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이행확보제

도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서는 양육비 채권

의 이행의 효율성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통한 간접강제의 실효성 

제고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원리-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

칙,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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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사적 채권 이행의 강화에서 오는 한계점을 수정하면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아동의 성장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해

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최종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이행확보제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행 제도가 가지

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과제가 무엇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양육비이행에 관한 특수한 집행방법인 이

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4조), 과태료 및 감치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7조 

및 제68조),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가사소송법 제63조의2)와 양육비채권자

를 위한 법률지원 및 추심지원 제도(양육비이행법 제11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양육비이행법 제14조) 등의 제도를 양육비이행확보제도로 보아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양육비이행법에 관한 설명 및 분석은 모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이행법을 기준으로 하며, 2020. 6. 9.자 개정법률에 대

한 내용 설명과 문제점 분석 등은 모두 별도로 개정법률에 관한 것이라고 

표기하였다. 

본 연구는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현황이 어떠한지, 특히 한부모가족의 양

육비이행확보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이용의사와 실제 제도의 운용현황을 살

피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법적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위한 제도인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살피면서 수정의 기준이 되는 원리로서 아동의 헌법상 권리, 즉 생

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UN아동권리협약이 정하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 양육비이행법의 제정 및 개정에서 확인되는 입

법자의 의사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를 위해 

현행 제도가 어떤 법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미국의 양육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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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확보제도를 주된 비교 입법례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양육비이

행확보제도와 미국의 제도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였

다. 미국의 양육비원천징수제도(Income Withholding)는 우리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이고, 2020. 6. 9.자 개정된 양육비이

행법에 신설된 운전면허 정지제도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도입하고 있는 양육

비채무자에 대한 제재방법이다. 또한 양 국가 모두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모

든 한부모가족 내 아동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한

부모가족 내 아동에게는 공공부조를 통한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아동과 생존

과 복리를 보장하면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우리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어떤 유

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점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 등

을 살펴 제도 개선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검토할 실익이 있다. 

본 연구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2장에서는 현재의 양육비이행의 

실태를 살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내용을 살

핀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양육비이행관리원 및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이용하

지 않으려는 이유를 중심으로 하여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가지는 문제와 한

계점을 살핀다. 한편 2020. 6. 9.자로 양육비이행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과 한계를 살펴 향후 문제될 수 있는 개정법률의 문제점 또한 살펴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보장이념이 수정기준으로서 작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검토한 뒤,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한계를 수정하기 위한 사회보장이념이 무엇인지 헌법상 아

동의 기본권,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취지에 대한 고

찰 등을 통하여 살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과제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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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현황과 한계

제1절 양육비이행의 실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운용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양육비이행의 

실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내용을 참고하였다.1) 양육비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지, 법적 양육비 채권 즉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존재하는지, 소송을 통

하여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았는지,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어느 수준인지

를 알아보는 것이 양육비이행의 실태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만이 해 본 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한부모 연령이 30대 이하에서는 청구소송 경험

이 있는 비율이 11.2%로 가장 높았으나 50대 이상에서는 3.5%. 미취학 자녀

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비 청구소송비율이 10.9%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9.1%로,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청구소송

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

한부모가족 중 법적 양육비 채권이 아예 없는 경우4)가 전체 이혼 미혼 한

부모의 75.4%를 차지했고,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는 24.5%에 불과하였다.5) 그리고 법적 양육비 채권이 있는 

 1) 이는 양육비채권자인 한부모 2,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전체 양육비채
권자를 전수조사한 내용은 아니어서 그 내용의 정확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를 통해 양육비이행의 실태를 어느 정도에서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김은지, 최인희, 송효진, 배호중, 최진희, 배주현, 성경, “2018년 한부모가족 실
태조사”, 여성가족부, 2018, 186면 

 3) 김은지 외 6, 위의 글, 186면 

 4) 주고받지 않기로 하거나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는 경우, 즉 양육비에 관하여 양
육비부담조서나 판결조서,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한다. 

 5) 김은지 외 6, 위의 글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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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중 정기지급채권이 있는 경우는 22.5%, 일시지급채권이 있는 경우는 

1.9%, 두 가지 채권이 모두 있는 경우는 0.1%였다.6) 2015년 조사결과와 비

교하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2012년 77.6%에서 다소 감소하였

고,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채권이 있는 경우가 2015년 

22.4%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 한부모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

수록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비율이 높았고, 한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정기

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비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법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8)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부모 중 자녀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적이 없는 

경우가 73.1%에 달하였고,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은 경우는 15.2%, 과거에

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한 경우가 5.7%,에 달하였다.9) 실제로 양육비

를 지급받은 경우의 양육비 금액으로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46.8%로 가장 많았고, 50만 원 미만이 31.9%, 100만 원 이상은 21.3%의 순

으로 확인되었다. 지급받은 양육비의 평균금액은 61.6만 원으로 2015년도 조

사결과에 비교할 때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015년도 64.4만 원).10)

2018년을 기준으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이행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한부

모가족의 학력과 소득에 따라 양육비 채권 확보 및 양육비 이행여부에 차이

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

을수록 법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하지 못하였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11)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 중 중졸 이하 한부모는 

90.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한부모의 학력이 대학 이

상의 경우 63.7%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비 지

 6) 김은지 외 6, 위의 글, 195면 

 7) 김은지 외 6, 위의 글, 195면 

 8) 김은지 외 6, 위의 글, 195면 

 9) 연합뉴스, “[팩트체크] 법원판결로 핫이슈된 ‘양육비 미지급’ 얼마나 심각하길
래”, https://www.childsupport.or.kr/front/board.do?sa=view&sno=11735&pg=1&bid=
2, (2020. 1. 16. 14:19, 2020. 7. 27. 확인)

10) 김은지 외 6, 위의 글, 203면 
11) 김은지 외 6, 위의 글, 195-196면 

https://www.childsupport.or.kr/front/board.do?sa=view&sno=11735&pg=1&bi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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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12)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를 지

급받지 못한 비율이 높아,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한부모가족의 

81.0%가 양육비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13) 

양육비이행확보 방안의 이용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한부모가 젊을수록, 

대학 이상의 학력의 한부모일수록,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이용률이 높았으

며, 소득 수준 200~300만 원인 집단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100만 원 

미만의 집단이 4.7%로 가장 낮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14)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

는 경우는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총 24.5% 중에서도 

15.2%에 불과하여 그 이행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다.15) 특히 양

육을 책임지는 한부모의 학력과 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이행청구소송의 경

험도 적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도 제대로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며, 설령 

집행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 수준이 낮다는 점은 양육비이행의 문제

가 한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

법을 통하여 양육비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제2절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내용과 성과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하여 가사

소송법 제5편 ‘이행의 확보’에서 여러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그 중 가사소

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 제63조의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가사 소송 

또는 조정 등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종료 시까지 임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12) 김은지 외 6, 위의 글, 204면 
13) 김은지 외 6, 위의 글, 204면 
14) 김은지 외 6, 위의 글, 190면 
15) 2012년도 기준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는 77.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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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본고에서 다룰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가사소송법 제

63조의 2 이하에 규정된 부분으로, 이는 동법 제62조의 사전처분과 제63조

의 가압류 가처분은 양육비청구에 관한 본안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때의 보

전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양육비의 금액을 결정하는 재판부의 관여가 

종료된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가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사소송법상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 3. 25. 양육비이행법이 시행과 함께 여성가족부 산하기구로서 출범하

였다. 6팀으로 구성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총 57명의 인원, 약 67억 원의 예

산으로 시작하여, ‘단 한번 신청으로 양육비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과 동시에 변호사 전문 상담이 이루어지며, 담당자가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16) 양육비이행법은 부모가 미성

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육부 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와 관련

한 상담을 할 수 있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다양한 지원을 얻을 수 있

으리라 기대되었다. 

16) 이선희,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의 의
미와 향후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2015, 3-4면; 양육비이
행관리원의 홈페이지에서도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소개
하고 있다.(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https://www.childsup
port.or.kr/lay1/S1T8C9/contents.do, 2020. 7. 23. 확인)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8C9/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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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내용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일시금지급명령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

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

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

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

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양육비 직

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 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

과 같은 효력이 있고, 그 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2항). 이는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경우 확실하게 양육

비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 3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

지 아니하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만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에 이를 제공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

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력

이 있는 경우 효과적일 것이다.

2. 이행명령･과태료･감치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양육비지급의무를 부

담하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

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

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자를 위한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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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5조). 그리고 만일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법원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17) 이행명령

에도 불구하고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가사소송법 제68조

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

한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상의 의무 

등 일정한 가사채무를 과태료 감치를 통한 간접강제의 수단을 통하여 실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제도로18), 양육비채

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도

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재산조사･추심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양육비청구를 위한 

소송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를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해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사소송법상 양육비이행확보 절차에 필요한 법률지

원 및 민사집행법상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한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1

항 및 제2항, 동법 제18조). 이를 위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집행권

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양육비이행법 제13조). 

17) 기존에는 과태료 상한이 100만 원이었으나 이를 통해서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
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09. 5. 8. 개정된 가사소송법에서 과태료 액수
를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백주연, “양육비 이행확보 방안”, 가정법원 50주
년 기념논문집 , 서울가정법원, 2014, 57면). 

18) 대법원 2017. 11. 20.자 2017으51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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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사자에 의한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 양육

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

을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최고 등에 관하여 통지한 뒤(양육비이행법 제15조 

제1항) 양육비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

사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관련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양육비이행법 제15조 제2항). 양육비 지급능력의 확인 및 조사를 위

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 지방세, 부동산,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의 조회를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양육

비이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7조). 이처럼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지

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민연금, 출입

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양육비이행법 제16조 제2항 단서).19)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률지원을 

하여 가사소송법상의 이행확보 절차를 거친 조치의 결과 양육비채무자로부

터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추심할 경우 7일 이내에 양육비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양육비이행

법 제19조). 추심지원을 위하여 이행관리원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

사 및 신용 조사, 소재파악, 변제 촉구,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범위를 가진

다(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이행관리원의 권한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

라면 임의적인 권한에 불과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 조사를 채무

자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소재파악에 관하여도 강제적인 권한을 가지고 

19)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정
보에 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양육비이행법 제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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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다.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20)

양육비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채권자는 양

육비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

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9개월의 기간 

동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개월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공이 가능하다

(양육비이행법 제14조 제1항 및 제3항).21) 이러한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장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

다. 그러나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

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

다(양육비이행법 제14조 제2항). 긴급지원을 받는 중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를 지급하면 긴급지원은 바로 종료된다. 

긴급지원의 지원기준, 대상,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데,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긴급지원의 자격요건은 ① 만 19

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②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인 경우이며, 2018년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의 기준 및 금액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7-60호) 에 의하면 한시적 양

20) 양육비이행법에 규정된 제도는 2020. 7. 2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육비이행법
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2020. 5. 20.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에 관하여는 아래 6항에서 살펴본다. 

21) 법 제정당시에는 6개월, 연장 가능한 기간 3개월로 최장 9개월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8. 3. 27. 법 개정으로 인하여 최장 12개월로 
연장되었다.  



- 13 -

육비 긴급지원의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 당 월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2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양육비이행법 제14조 제5항).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구상금

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양육비채무자

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양육비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9조).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종

료된다(양육비이행법 제14조의 2 제1항). 만일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

게 해야 하나,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양육비이행법 제14조의 4). 

5.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차감제도, 신용정보자료제공제도 

양육비이행법 제20조는,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

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창에 대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이

하 ‘세금환급예정금액’이라 한다.)의 압류를 요청할 수 있는 세금환급예정금

액의 압류 및 차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환급금이 압류되면, 여성가

족부장관은 압류된 세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하여 양육비 미지급분만큼을 차감

하여 양육비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22) 위 고시에 의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훈령 예규 등에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 에 따라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위 고시 이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이나 금
액에 관한 개선안은 고시로 발령된 바 없다(2020. 7.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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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일정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제도는 양육비이행법이 ‘동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

우’,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률지

원 및 추심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한 

경우 보충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세금환급예정금액을 압류 및 차감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

정보회사 등이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체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그 양육비 채

무를 이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 제3

항).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체납자료가 제공된 경우 제공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서로 체납자, 즉 양육비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신용정보회사 등23)에 양육비 체납자료가 제공된다

는 것을 알려 신용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양육비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라 하겠다. 다만 이는 실무상 잘 이용되지 않는 제도라고 한

다.24)

6. 2020. 6. 9.자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내용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

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25) 이에 양육비채무자의 형사처벌,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 

24)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승원과의 개인면담, 서울가정법원, (2020. 7. 15.)
25) 송희경 발의,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9000, (2019. 3.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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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제도,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그 구상을 국세체납

의 예로 할 수 있게 하자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2020. 5. 20.자

로 양육비 미이행 시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해당 금액의 구상을 국세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여성가족위원장이 대안 발의한 일부법률개정안26)

이 통과되어 2020. 6. 9. 공포되었다. 본 일부개정법률은 2021. 6. 10.부터 

효력을 가지게 된다. 

개정 양육비이행법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제도는 운전면허정지제도

이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

소송법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양육비채

무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 양육

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본문). 이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강한 제재를 통해 효과적인 간접강제방안으로서 그 효

용이 있으리라 기대되고 있다. 다만 양육비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

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

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단서).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국가의 구상권을 보호하

기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마련하였다. 첫째로는 양육비채무자가 국가의 구상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 양육비이행법제

14조 제5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국가의 구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

입된 두 번째 제도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신용정보 등에 관하여도 양

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해당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안반영폐기]; 정춘숙 발의,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8797, 
(2019. 2. 22.) [대안반영폐기] 

26)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여성가족위원장)”, 2024980, (2020. 5. 20.), [2020. 6. 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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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이 한시적 양육

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

강보험 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 없이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개정이라고도 보

인다(양육비이행법 제16조 제2항 단서).27)

이 외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

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개정 양육비이행법 제18조의 2). 이는 사법

경찰관리로 하여금 채무자의 주소지, 근무지 등의 장소에 출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감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민사

소송규칙 제86조 제6항 및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감치명령이 선고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면 이를 집

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치명령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8)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추가된 마지막 내용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양육

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양육비이행법 19조 제3항)는 것이

다. 이는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양육비 이행 금

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도록 하여 양육비의 지원 상태

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이를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이 

재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며 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29) 

27)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행관리원의 장은 위 정
보에 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에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양육비이행법 제16조 제2항). 

28) 허민숙, “양육비 지급 불이행 시 형사처벌의 의의와 과제”, NARS 현안분석 제
4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5면 

29)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0. 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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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성과 

1. 제도를 통한 지원의 점진적 증가 

2015년 3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된 이후,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법률지원 및 채권추심을 일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

였으며 그 결과 2018년 12월까지 약 404억 원(누적금액 기준)의 양육비가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전되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원한 사건의 건수, 이행금액, 양육비이행률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실태 현황30)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행건수 514건 1,044건 1,018건 1,146건 1,993건

이행금액 25억 원 86억 원 142억 원 151억 원 262억 원

양육비

이행률31)
21.2% 29.6% 32.0% 32.3% 35.6%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고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확보한 금액은 

누적금액 기준 404억 원으로, 2018년도에는 그 50% 이상에 해당하는 262억 

원의 이행을 확보하였다(표1 참조).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진행하는 한

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30) 여성가족부, “지난 5년간 양육비 이행건수 4배, 이행금액 10배 늘어”, 여성가족
부,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480,  (2020. 3. 
23.) (2020. 7. 27.확인) 

31) 양육비채권 확보 등으로 양육비 이행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건수의 
비율을 양육비 이행률로 산정한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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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2015년도 51건으로 시작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건의 

수는 2018년까지 다소 증가하여 67건 정도로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2015년

도에는 79명에 그쳤던 지원아동의 수는 2018년도 총 123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지원금액의 총액 역시 증가하여 2015년도 6,200만 원이 지원되었

으나 2018년도에는 1억 2,200만 원이 지원되었다.32) 이처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경우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원이 미미하지만 조금씩 늘어

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여도,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12년도 

83.0%에서 73.1%로 감소하였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라고 응답

을 받은 자는 2012년도 5.6%에서 15.2%까지 증가하였다.33)

<표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현황(단위: 백만 원, 명)34)

구분 2015 2016 2017 2018

지원건수 51 49 57 67

지원아동수 79 93 100 123

지원금액 62 116 92 122 

2. 양육비이행확보제도 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이행확보절차에의 서비스 제

공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질적으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확보한 양육비의 금액이 누적 404억 원이라는 사

32) 2018년 2월말까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실 집행된 금액은 2억 8,900
만 원이라고 한다(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3년간 양육비 275억 원 받아
내”,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99
9, 2020. 7. 27. 확인). 

33) 김은지 외 6, 위의 글, 203면 
34)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8797) 검토보고서” (2019. 2. 22.), 6면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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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상당한 성과이고, 2018년만 놓고 보자면 262억 원이 한부모가족 내 아

동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제도의 성공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률이 35.6%밖에 되지 아니하여 만족스러운 수준에 미치

지 못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역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거나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액 규모가 2015

년에 비해 2018년에는 대략 2배가량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

급지원은 아동의 양육부 모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50% 삭감되므로 이러한 지원금액 차

이가 지원금액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지원금액의 

규모만으로 본 제도가 한부모가족의 아동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현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원아동의 수가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지원아동의 수는 2015년 79

명에서 2018년 123명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전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한

부모가족 내 아동을 폭 넓게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발간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여도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및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는 자는 2012년 4.6%, 

2015년 6.7%, 2018년 7.6%였고,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이용하여 본 자는 

2012년 2.5%, 2015년 25.9%, 2018년 8.0%에 불과하였다.35) 다만 유의할만

한 점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

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의 통계를 살펴보더라도 양육비이행확보제

도가 원활히 이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법연감의 통계 중 양육비이행확

보제도에 관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는 것은 이행명령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에 관한 통계이다. 그런데 이행

명령사건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조금씩 그 사건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

35) 김은지 외 6, 위의 글,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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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미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36)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그 취소사건

은 매년 접수된 사건 수가 동일하여 그 이용률에 큰 차이가 없었다.37)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지원

을 받은 자의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1,952건의 지원이 이

루어졌으며, 강원도 113건, 충청도 481건, 경상도 918건, 전라도 392건, 제주

도 68건, 해외 등 기타 1건으로 수도권에 집중하여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38) 즉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건수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지원

되는 범위가 수도권에 대부분 한정되어 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국적으

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소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건수와 양육비이행률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이

를 통해 이행되고 있는 양육비의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큰 비율은 아니지만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의 경험이 있는 자와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이용한 경

험이 있는 자의 비율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아동의 수 역시 조

금씩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성과를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

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리라는 점과 함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이용률

도 늘어나리라는 낙관적인 예측도 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나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잘 

36) 이행명령은 2014년 1,938건, 2015년 3,250건, 2016년 2,919건, 2017년 3,557건, 
2018년 3,553건이 각 접수되었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및 직접지급명령취소는 
2014년 518건, 2015년 564건, 2016년 427건, 2017년 523건, 2018년 515건이 각 
접수되었다(2015년도~2019년도 각 사법연감의 각 통계로부터 자료 추출;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정승원 및 대전가정법원의 모 판사는 양육비직접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1년에 500여건 보다는 많은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며 사법연감의 통계에 의문을 표시하였다. 

3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2019년, 920면
38)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2018년 연간통계보고(요약)”, 여성가

족부,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39C40/front/board.do?sa=view
&sno=9895&bid=5&pg=1 (2019. 3. 12., 2020. 7. 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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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러한 예측이 짧은 기간 내에 현실화되기

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처럼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아래에서는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3절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Ⅰ. 문제의 제기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이용 의사에 대해 17%만이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는 18.9%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여 오히려 

이용을 희망하는 자의 비율이 줄어든 셈이다. 한부모가 30대 이하인 경우 

이용 의사가 있는 자는 23.4%, 30대~40대 이하는 15.8%, 50대 이상은 8.4%

였으며, 가구 구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모자 가구와 모자+기타 가구는 각각 

20.8%, 29.6%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39) 

이에 반하여 가구 구성이 부자 가구 또는 부자+기타 가구인 경우에는 각각 

6.8%, 5.8%에 해당하는 인원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 이용의사를 밝혔

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이용의사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어린 

자녀가 미취학 자녀인 경우 24.6%, 초등학생 자녀인 경우 18.1%, 중학생 이

상인 자녀의 경우 13.7%의 비율의 인원이 각각 그 이용의사를 밝히는 점이 

확인되었다.40) 이를 종합하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한부

모의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한부모가 여성인 경우 제도의 이용의사가 조

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39) 김은지 외 6, 위의 글, 220면 
40) 김은지 외 6, 위의 글,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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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으려는 이유를 조사하였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으려는 이유와 그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비양육부모와 얽히는 것이 싫어서

(42.7%),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24.8%), 서비

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9.7%), 양육비를 이미 충분

히 받고 있어서(7.6%), 비양육부모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염려해서(4.1%),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기까지 오래 걸려서(3.6%), 양육비이행관리원까

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3.2%), 다른 국가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까봐

(1.9%), 기타(2.3%)로 확인되었다.41) 이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들이지만 결국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이용의사와 맞닿

아 있는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이용의사에 대한 답변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첫 번째는 서비스의 낮은 이용효용성에 관한 것이다.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

비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서비스를 받아도 양육비를 받는 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양육비이행관리원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의 이유가 여기

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비양육부모와 관련된 이유이다. ‘비양육부 모가 양

육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서, 비양육부모와 관계가 나빠지는 것을 염려해

서’라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국가지원 서비

스 수급을 상실할 우려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용자들의 제도

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2020. 6. 9.자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 있을지에 관하여도 검토한다. 

Ⅱ.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낮은 효용성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낮은 위상 및 권한

41) 김은지 외 6, 위의 글, 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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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추적 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 불가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양육비채권자의 양육비청구 및 양육

비이행확보절차에 대한 법률을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그 채권을 추심하여 양

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출범하였다.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직원의 수에 비해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한부모가족에게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2018년 연간통계보고’

에 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접수된 사건 총 3,925사건 중 49.7%에 해당

하는 1,952건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경상도가 23.4%, 충청도가 

12.3%, 전라도가 10.0%를 각 차지하였으며, 그 이외는 모두 한자리 수의 지

원율을 보였다.42) 지방 거주자들을 위해 일부 서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나43)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한 자의 지역 분포가 수도

권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는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내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낮

은 위상의 문제의 한 요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총 직원 수는 70명가량

으로44)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들어오는 상담 건을 모두 접수하여 처리하기에

는 부족한 실정이다. 2018년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연간통계보고에 의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의뢰된 상담건수는 32,072건이었으나 실제로 접수된 사

건은 3,925건에 불과하였다.45)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체 사건의 약 

42)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서비스 2018년 연간통계보고(요약)”, 여성가
족부,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39C40/front/board.do?sa=view
&sno=9895&bid=5&pg=1 (2019. 3. 12., 2020. 7. 25. 확인)   

43) 양육비이행관리원, “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사례집”,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 12., 78면 

44) 이데일리, “‘돈 받으려 신상공개’...권한도 인력도 없는 반쪽짜리 양육비이행관리
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19435568&mediaCodeN
o=257 (2018. 12. 5. 06:00, 2020. 7. 25. 확인) 

45) 양육비이행관리원, 위의 글(주42)    

https://www.childsupport.or.kr/lay1/program/S1T39C40/front/board.do?sa=view&sno=9895&bid=5&pg=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1943556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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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에 해당하는 지방관할 사건의 경우 부득이하게 법률구조공단 등에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어46)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 문제에 관하여 컨트

롤 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

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2018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

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중 44.9%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알고 있

다고 밝혔다. 2015년도 조사 당시 응답자 중 28.0%만이 양육비관리원에 대

하여 알고 있다고 답한데 비하여는 인지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과반수가 넘는 한부모가족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도움이 필

요한 전국의 한부모가족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양육비이행

확보의 문제에 있어 전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중추적 기능을 이행해야 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위와 같이 낮은 

위상을 가지는데 그친다는 점은 제도 이용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제도의 한

계와 연관된다. 

나. 양육비채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자산조사권한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양육비이행관

리원이 양육비채무자의 지불능력과 재산을 조사하여 빠른 시간 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양육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양육

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을 받아 양육비채무자에게 양육

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사실, 양육비 채무이행의 최고, 채무

불이행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통지를 하게 되고, 만일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양육

비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

46) 이데일리, 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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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양육비이행법 제15조 제1

항 및 제2항). 그런데 이 조사에 있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양육비 채무자

의 재산 및 금융정보 등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양육비이행법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이렇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가 아니면 사실 양육비이행

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여 이행을 요

청하는 내용의 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통지 이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

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

산 조사에 대한 동의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송달

불능인 상태여서 이행요청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

자가 자산 조사에 동의를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결국 양

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자산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다. 2018. 

3. 27. 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

이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 재산 등(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건강보험 국

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2020. 6. 9. 법 개정을 통해 2020. 6. 10.부터는 양육비채무자의 금융정보, 

보험정보 등에도 이와 같은 길이 열리게 되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의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에만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는 자산 조사를 가능

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부 모와 그 아동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이행확보

제도 이용에 기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권한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와 접촉

을 최소화하면서 양육비를 적시에 지급받고 미지급된 양육비는 빠르게 이행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양육비이행지원 사건에 있어 양육비 채무자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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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어야 그 자산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의 진행을 지연

시키고 제도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2.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절차지연 및 비효율성

가. 법원에서의 절차지연 및 법원절차에 대한 부담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를 시도함으로써 결정을 받을 때까지 양육비

채권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보호가 늦어진다는 점 역시 제도의 실용성을 떨어

지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18년의 1심 가사소송사건의 총 건수는 

47,994건(가사조정사건 제외)이고, 가사비송사건의 경우 접수된 총 사건 수는 

81,716건이다.47)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제외하고도, 1심 법원에 접수된 사건

만 총 12만 건이 넘는다. 사건이 많을수록 사건의 처리속도는 지연될 수밖

에 없다. 또한 가사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는 

모든 수단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단계적 구조로 되

어 있어 매 단계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진행되어48) 실제로 양육비를 

받을 때까지의 지나치게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시간 또한 소요된다. 특히 

이행명령을 통한 과태료 또는 감치 명령의 경우, 이행명령에 관한 결정을 받

는데도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이 좋아 송달이 빠르게 이

루어지고 심문이 신속히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일로부터 결정을 받

아 이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고,49) 채무자의 주소 변

47) 법원행정처, 위의 책, 884, 913면 
48) 박복순, 송효진, 이인선, 김상용, “외국의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법제와 운영사례 

분석 및 제정법률안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3면. 
49) 예를 들어, 6월 1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1~2주 이내에 송달이 이루

어지고, 양육비채무자의 답변 등을 위해 1개월가량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
가 많다. 채무자에 대한 신청서 부본 송달 이후 1개월가량이 지난 이후 심문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즉일 결정은 내리지 아니하므로 
2~3주의 기간이 결정일까지 소요된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14일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결국 신청일 기준으로 
이행명령을 가장 빨리 받게 되는 시점은 3개월이 지날 무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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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인해 송달이 지연되거나 혹은 채무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이행명령을 받는 데에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행명령을 받은 후 3기에 달하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감치명령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가 없다.50) 그 기간 동안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아동과 그 아동을 부양하는 양육비채권자가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비혼양육모의 경우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부터 진행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양육비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바, 그 시간

지연의 문제는 이들에게 더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최종 결정을 받을 때까지 오래 걸린다는 단점 이외에도,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모든 절차가 법원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어있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심문에 참석해야 한다

는 부담, 그리고 보고 싶지 않은 양육비채무자를 법원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등 법원을 통한 절차는 양육비채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

다. 특히 이행명령에 관한 결정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실제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부담은 양육비채권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소

모전을 한 뒤에 겨우 취득하게 된 양육비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절차 진행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채권자는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결정 및 

판결문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다가 신

청 자체를 단념하는 경우도 상당하다.51) 물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변호사

50) 이행명령 및 감치결정을 받기 위한 기간에 관한 내용은 개인적 경험에 의한 것
이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는 가사신청사건의 접수 현황과 처리 현황에 대
한 통계는 있으나, 그 처리기간에 대한 통계는 없다. 기간별 처리현황이 확인되
는 자료는 재판상 이혼에 관한 처리기간의 통계가 있으나, 이는 가사소송에 해
당하여 가사신청사건에 해당하는 이행명령이나 양육비지급명령의 처리기간의 
근거 자료로서 사용되기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위 통계에는 이행명령이나 감치
명령신청이 얼마나 접수되고 처리되는지에 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
라서 부득이하게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법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내용을 설시하
였음을 밝힌다. 

51)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와의 서울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하계 프로보노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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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모

든 한부모가족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변호사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부담감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

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변호사의 원조 없이 양육비 채권자가 스스로 법원

을 통해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 대한 주소, 직장, 

재산정보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하고, 잘못된 정보나 정보의 부재에서 오는 

위험도 신청자가 감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52)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법원을 통해 신청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양육비채권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제도에 대

해 잘 몰라서 문의를 하게 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상세한 설명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변호사사무실은 비용의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양육비이

행관리원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리원을 직접적으로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법원을 거칠 수밖에 없는 양육비이행확

보제도의 대다수의 구제절차는 양육비 채권자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있고, 이에 그 한계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나. 1회적･사후적 구제의 한계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경우가 전체 

이혼 미혼 한부모의 75.4%였고,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채

권이 있는 경우가 24.5%로 나타났으며, 그 중 22.5%가 정기지급으로 양육비

를 받기로 하였다고 응답하였다.53) 즉 양육비채권이 있는 대다수의 경우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채권은 미지급이 한 번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육비채무자는 대부분 이혼한 배우자이

관련 간담회에서의 면담, 서울대학교, (2020. 7. 2.)
52) 박복순 외 3, 위의 글, 4면
53) 김은지 외 6, 위의 글, 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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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별거하는 자로 양육비채권자와 감정적인 골이 깊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양육비는 아동의 현재의 생존과 복리에 사

용되어야 하는 금원이기 때문에 적시에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미 미지급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

하게 하는 것보다는 양육비의 계속적 정기지급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양육비의 미지급이 발

생한 이후의 구제방법이고 양육비의 계속적 정기지급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계가 있어 양육비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감치제

도54)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

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것이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가사소송규칙 제135조 제2

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의무자(양육비 채무자)를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그 의무이행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불처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3기 이상 양육

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자가 재판기일까지 미지급 양육비 중 소액이라도 

지급한 경우에는 감치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자로 하여금 비교적 소액의 정기금채권인 양

육비 채권을 보다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권원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집행상의 특례를 마련한 것이나55), 여전히 양육비 채무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연속적으로 2회를 미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결정의 요건으로 삼고 있어, 결국 미

54) 이행명령의 경우 2018년 전국 법원을 통틀어 3,553건이 신청되었다(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2019년, 920면). 감치는 2015년 142건, 2016년 363건, 2017년 490

건, 2018년 710건이 각 신청되었다(동아일보, ‘양육비 나몰라라’ 나쁜 아빠들...
법적 최후수단마저 구멍 숭숭’,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
icle/all/20190520/95598640/1 2019. 5. 20. 10:35, 2020. 7. 25. 확인). 

55) 백주연, 위의 글, 53면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520/95598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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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발생된 이후에야 정기적인 양육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1회적인 구제수단, 즉 1회의 신청을 통해 모든 제도

를 단계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별도의 신청을 통해 절차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역시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충분히 보호

하지 못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대감을 하락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이 나온 뒤 또다시 불이행이 발

생되었다 해도 자동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별도로 

사건을 접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절차를 

시작하면서 그 절차를 통해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양육비 채권자들에게 

또 다른 신청을 통해 양육비 채권자의 이행을 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

고 또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은 좌절감을 낳

고, 결국 제도 자체에 대한 이용의사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자녀가 만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이

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56)고 소개하면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제도

를 소개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2018년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사례

집’에서는 ‘합의서 작성 이후 양육비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양

육비이행관리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독려와 설득으로 비양육자 S씨는 미지급

된 양육비 없이 2018년 9월까지 양육비를 완납하였다.’57)고 양육비 이행 모

니터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은 양육

비의 적시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적극적으로 운영될 경우 양육비 미

지급이 발생할 때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하여 아동에게 빠른 시일 내에 양

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양육비이행

법상 법적 근거 및 구체적인 제도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 양육비이행관리원 

56)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https://www.childsupport.or.kr/la
y1/S1T8C9/contents.do, (2018. 12., 2020. 7. 25. 확인)

57) 양육비이행관리원, 위의 글(주43), 44면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8C9/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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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모든 한부모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이

를 통해 신속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아동에 대한 전달 및 모든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보호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 6. 9.자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

로 하여금 양육비를 지급받는 전용 계좌를 개설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양육비가 이행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양육비이행의 모

니터링’이라면 굳이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적어도 양육비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어떤 실익이 있으려면, 모니터링 여부에 따라 양육

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양육비이행확보절차를 자동적으로 진

행한다던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후속조치가 뒤따

라야 모니터링의 존재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이행의 모니터링’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양육비이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모니터링 결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취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모니터링을 위

한 계좌 개설만을 입법화한 것은 여성가족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비 이

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의 재배치를 꾀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에서 고려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3. 감치명령제도와 운전면허정지제도의 낮은 효용성

현행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가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

재방안은 감치명령제도이다. 이에 더하여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함으

로써 더욱더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법률이 규정

하고 있는 운전면허 정지제도는 운전면허의 정지라는 강력한 수단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으나, 그 요건에 있어 양육비 채권

자에게 이용의 효용성이 매우 적은 제도라는 문제가 있다. 감치명령제도와 

운전면허정지제도는 공통적으로 감치명령제도의 문제점을 같이 안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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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 제도의 낮은 효용성에 대하여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감치령령제도가 가지는 위하효과에도 불구하고 감치명령제도는 그 효용성

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양육비이

행관리원을 통하여 신청되었던 감치명령은 총 1,705건, 그 중 인용이 된 건

은 627건에 불과하였다.58) 실무상 감치명령에 관한 신청이 접수되는 비율은 

이행명령의 신청이 들어오는 건수 대비 20~30% 가량이라고 한다.59) 이처럼 

감치명령제도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행명령 이후 3회의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 실제로 ‘3기분의 양육비가 미납되었는지’를 보고 감치재판을 

하는 법원 실무에 상당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60) 이는 감치제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인신 구속 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

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법원의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

며, 이 경우 법원은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하여 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치에 처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불처벌의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실무상 태도 

때문에 많은 양육비 채무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감치명령이 신청되면 재판

기일 전에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여 3기분의 양육비보다는 적은 금액이 미납

된 상황이 되도록 하여 감치명령을 피해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육비 채권

자는 지쳐가고 결국 양육비의 지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감치명

령제도의 실제가 이러하다보니, 감치명령 결정까지 받은 이후에야 이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 정지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결국 장식적인 

제도로서 남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58)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는 감치에 관한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에 대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9) 대전가정법원 모 판사와의 전화면담(2020. 6. 26)
60) 이에 대하여 대전가정법원의 모 판사는 판사 개인에 따라서 해당 요건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인신을 구속하는 제도이다 보니 아무래도 미지급된 금액이 
3기분에 달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하였다(대전가정법원 모 
판사와의 전화면담(2020. 6. 26)). 한편 서울가정법원 정승원 부장판사는 감치명
령의 요건해석 및 실무운영은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법원 내부
에 위 요건을 해석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고 응답하였다(서울가정법원 수석
부장판사 정승원과의 개인면담, 서울가정법원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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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운전면허정지제도의 예외에 대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운전면허정지제도는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 운송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정지

하게 되면 결국 그 자의 생계 뿐 아니라 그 자가 부양해야 하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아동의 생존과 복리의 관점에

서 생각하더라도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법률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운전면허는 그 자체를 직접적

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계의 유지와 

직 간접적으로 맞닿아 있어, 정지처분의 부과대상자는 이로 인해 이동의 자

유, 직업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권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운전

면허정지제도의 제한 대상과 예외 대상을 설정하는 기준은 법률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정법률은 단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

적으로 사용하는 자’라는 추상적인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누구이며, 만일 이른바 ‘투잡’을 

가지고 낮에는 운전면허와 관계없는 업무를 하고 있으나 밤에는 운전면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을 하는 사람, 즉 운전면허와 관련 없는 업무를 통해 

생계가 전부 또는 일부 해결되지만 추가적인 소득을 위하여 운전면허와 직

접 관계된 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등에 관한 그 어떤 

예측가능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4.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에서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확보절차는 우선적으로 아동에 대하여 1차적인 부

양의무를 지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그 이행을 

기대하기에 급박한 상황에 처하여 있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한시적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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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긴급지원을 통해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이중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양육비이행확보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채권으로 분류되는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의 형태로 진행된다. 법원 역시도, “가사소송법상 양육비이행확보제

도는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고 있고.6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규정하고 있

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2항 역시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이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

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 가사소송법과 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절차가 

민사채권의 특수한 집행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은 아동의 부와 모 사이의 민사채권의 관계로서 나타

나기는 하나 근본적으로는 아동의 권리에 해당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권리는 다른 권리에 비해 특별하게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양육비 이행은 부모 사이의 채권 관계로 이해되고 

있고 따라서 양육비에 관한 채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거

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양육비채권은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필수적인 권리로서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그러한 보호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문제

를 적시하자면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범위의 예금만이 있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이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양육비 채무자의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이 급여채권 밖에 없는 경

우, 그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제3의 채권자로부터의 압

류명령 및 전부명령이 존재하고, 양 자가 경합하게 된다 하더라도 채권평등

의 원칙에 의해 양육비채권은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강제집행에 따른 

배당의 순위에 있어서도 양육비채권자가 별도의 담보를 취득한 것이 아닌 

61)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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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20. 6. 9.자 양육비이행

법의 개정에 의하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국가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징수의 예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구상

권과 아동이 양육비채무자로부터 현재 받아야 하는 양육비 채권이 충돌할 

경우 국세체납의 예로서 징수되는 구상권과 양육비채권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향후 문제될 것이다.

Ⅲ.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문제점

1. 예산문제로 인한 제도의 축소 운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

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로, 지원

이 종료되면 국가가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62) 이 제도는 

제17대 국회에서 김재경 의원이 2005. 9. 1. 발의하였던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김재경 안’이라 한다.)”의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논의

에서부터 비롯한 것이다.

김재경 안의 주요내용63)을 종합하여 보면,  김재경 안은 1차적으로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원칙

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급여 등 재산으로부터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공제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기 이상의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이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원칙

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2차적으로 2기 이상의 미지급이 

발생하고 아동이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최장 18개월간 양육

62)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https://www.childsupport.or.kr/la
y1/S1T8C9/contents.do, (2018. 12. 2020. 7. 25. 확인 )

63) 김재경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2547, (2005. 9. 1.)[임기만료 
폐지], 1-4면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8C9/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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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면서,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재경 안의 양육비 대지급과 현

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내용적 차이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김재경 안 양육비대지급제도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비교

항목
김재경 안 

양육비 대지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양육비 미이행, 
대통령령에 세부사항

위임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

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

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

② 집행권원 존재

③ 양육비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을 받고 있지 않을 것

④ 양육비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

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또는 

양육비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대상 15세 이하 19세 미만

금액

대통령령으로 정함

/정해진 구체적 금액

 없음

원칙: 1인당 20만 원

예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1인당 10만 원 

지원기간
12개월

6개월 연장가능

9개월

3개월 연장가능

지원중지 양육비채무의 이행 좌동

구상권

지급액의 한도에서 구상, 
다만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

급자인 경우 구상권 행사

하지 않고 결손처분 가능 

지급액의 한도에서 구상

구상방법: 2020. 6. 9.자 개정: 
국세체납처분징수의 예에 의함

(2021.6.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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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김재경 안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양육비의 

미이행이 2기 이상 존재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양육비 채권자의 

자력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지급금액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법률안이 규정하고 있어 그 금액이 집행권원상의 양육비 전액이 되었을지 

여부는 정확하지 않으나, ‘2기 이상의 양육비 미이행’만으로 양육비를 국가

로부터 대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구상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법률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

나 현실적으로 예산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음. (중략) 소요되는 비

용은 2007년의 약 530억 원을 포함하여 2011년까지 향후 5년간 2,837억 원

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중략) 이를 위한 국가의 의지, 예산 및 조직 등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야 할 것”64)이라고 

하며 반대의견이 제기되었다. 김재경 안에 대해 반대하는 다른 검토의견도 

있었으나, 가장 큰 반대의견의 근거는 ‘국가의 재정’에 관한 것이었다.65) 

김재경 안의 발의 이후 수건의 관련 법률안 발의가 있어왔고66) 그 논의 

끝에 2014. 3. 24.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나, 당초 양육비 대지

급제도로서 일정 기간의 양육비 미지급만 있으면 이용하게 하고자 하였던 

양육비 대지급제도는 결국 예산의 문제와 국가의 재정 보호를 위해 한 발짝 

물러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는 형태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67) 그 

64)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기준,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김재경 의
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547) 검토보고서” (2005. 11.), 10면

65)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박기준, 위의 글, 35면 참조. 가정을 지킬 의무를 외면
한 가정을 국민의 세금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국
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대지급제도를 시행할 경우 현재의 가사소송 및 민사
집행절차를 통한 양육비청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다른 반대의견도 있었다. 

66)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될 당시 논의되었던 법률안들은 민현주 의원 발의의 “양육
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3818)”을 제외하면 모두 
양육비 대지급 또는 선지급에 관한 것이었다(김상의 의원 발의 “양육비 선지급
법안(의안번호 1900285)”, 우윤근 의원 발의 “비혼 가정의 양육비 및 부양료 확
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00416)”, 서영교 의원 발의 “양육비 선지급에 관
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901664)”). 

67) 제17대 국회 제311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회의(2012. 11. 9.)에서, 여성가족
부장관 김금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중략)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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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김재경 안 발의 당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37억 원의 예산이 소

요될 것이라고 추정되었던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예산 규모는 한시적 양육

비 긴급지원으로 그 제도를 축소하면서 양육비이행법 제정 과정에서는 5억 

4,000만 원이라는 대폭 삭감된 예산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배정

되었다.68) 예산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

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아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지급을 

위한 요건, 지급금액 등에 있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

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도의 취지가 축소됨으로써 양육비 대지급 또는 선지급제도가 

도입되지 못하였다는 점 이외에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긴급지원제도의 지

급금액일 것이다.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69)에 의하면, 부모의 합산 소득

(세전)이 199만 원 이하일 경우 0~2세 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평균

양육비는 532,000원이다. 부모의 합산소득이 동일하다는 전제 아래, 3~5세에

게 필요하다고 산정된 평균양육비는 546,000원, 6~11세에게는 623,000원, 

12~14세에게는 629,000원, 15~18세에게는 678,000원이다. 이는 아동이 성장

함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게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 일괄

저희가 추정한 것으로는 이게 과다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략) 강제로 우리가 당사자한테 받고 그래도 
안 될 때 정부가 주는, 이런 식으로 재정 부담을 좀 줄여 가면서 이 제도를 정
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위 회의록 11면). 또한 제17
대 국회 제321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소위원장 김현숙은 “김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분들의 선지급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 긴급지원으로 해서 6
개월 이내로 해서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기재부와 여가부
가 다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지요?”(위 회의록 61면)라고 확인하였는데, 이러
한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양육비 대지급 제도로 시작하고자 
하였던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축소, 우회되어 시작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8) 제19대 국회 제321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3. 12. 13.) 62면
69) 그 이후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직 리뉴얼된 바 없다. 서울가정법원,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
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
d=&pageIndex=2, (2020. 7. 27. 확인)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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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20만 원의 지원금액을 설정하였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0~2세의 

아동에게는 20만 원의 금액은 산정기준표 상 평균양육비의 50%에 근접하는 

금액이므로 어느 정도의 효용성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15~18세의 아동

에게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산정기준표 상 요청되는 평균양육비의 33%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아동의 생존 및 복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에 따라 긴급지원되는 금액의 효용성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던 당초의 

취지와는 동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의 형평성과 구체

적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낳는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부가하는 별도부과요건의 위헌성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

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행령 제8조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 중 긴급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이

행관리원의 장이 고려해야 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심사기준 또는 내부지

침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법 또는 하

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먼저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70)  위 요건 이외의 나머지 요건은 위 

시행령에 따라 양육비채권자와 그 가족의 구체적인 상황71)을 예시하고 있는 

70) 양육비이행관리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https://www.childsupport.or.kr
/lay1/S1T15C21/contents.do, (2020. 7. 25. 확인)

71)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을 받
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
부모인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
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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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

정하는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긴급복지

지원법의 지원을 먼저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유사한 

다른 대안적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새로운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

인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요건을 부가하여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아

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

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법률로써만 가능하고, 제한의 정도도 기본권의 본

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여기서 기본

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

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

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7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요건에 관한 

양육비이행법 제14조 제4항은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

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8조는 그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 

규정 및 관련 여성가족부 고시인 2018년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금액 고시 를 살펴보아도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 없이 한시적 양육비 긴

급지원제도의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위

헌적인 내부지침 또는 심사기준으로 아동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있

다.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부과하는 위 요건은 빠른 시일 내에 삭제되

어야 할 것이다. 

72) 헌법재판소 2012. 5. 31. 2010헌마102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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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수급자격 전면배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

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존재하며, 양육비 채권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의 생계지원

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고, 양육비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73) 또

는 양육비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자인 경우여야 한다. 위 요건 중 세 번째 요건을 양육비이행법에 두고 있는 

것은 양육비이행법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로 우회하면서 부족한 예산의 배정에 따라 입법적인 선택을 통해 그 보호범

위를 설정한 것으로 확인된다.74)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

급자와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수급자를 한시적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입법자의 선택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

73)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기준 1,757,194원, 2인 기준 2,991,980원, 3인 기
준 3,870,577원, 4인 가구 4,749,174원, 5인 가구 5,627,771원, 6인 가구 
6,506,368원, 7인 가구 7,389,715원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
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3호) . 

74) 제19대 국회 제321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62면에는 수석전문위원 
이용원이 5억 원의 예산에 어떻게 배정된 것인지 말해달라는 소위원장 김현숙
의 질의에 이렇게 답한다. “그 밑에 보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1안은 10% 
양육비 청구시에 시나리오별 가구 수는 3,770인데 기초수급자가 12.2%, 그래서 
또 부양의무자로 인해서 미선정된 가구가 10.5% 해서 48 가구가 예상지원이고, 
2안으로 30% 양육비 청구시는 174가구, 50% 양육비 청구 시에는 301가구 이렇
게 해서 예산을 도출을 해서 최대 301가구가 신청할 경우 5억 4,000, 48가구가 
신청할 경우 8,600만 원인데 이것은 가구 수에다가 곱하기 30만 원 해서 6개월
로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지원 대상기관이나 지원금액을 어떻게 위원님들
이 정하실지에 따라서 소요 예산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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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

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인 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는 ‘개별가구’를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

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는 그 수급자의 생계급여 지원기

준만을 판단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소득과 생계에 관

한 요소를 포함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가구단위 보장의 원칙).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은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선 현장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개인의 조기발견과 선 보호조치

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적

극적인 복지행정으로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고려에서 제정된 

법이다.75)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통하여 일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에 지원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위기상황에

서 우선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기상황”

의 정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안내 페이지에서는 ‘주소득자와의 이혼’을 위기 상황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76) 따라서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은 결국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와 제도의 목적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한부모가족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권자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아니라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부모이다. 다만 

지원여부를 고려함에 있어 수급권자 개인의 생계급여 지원기준만을 판단하

여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여부가 판단되

므로 생계급여와 생계지원에는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75)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안
(정부 발의, 의안 171995) 검토보고서” (2005. 6.), 1면 

76)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
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EA%B8%B4%EA%B8%
89%EB%B3%B5%EC%A7%80%EC%A7%80%EC%9B%90, (2020. 7. 27. 확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1&PAGE=1&topTitle=%EA%B8%B4%EA%B8%89%EB%B3%B5%EC%A7%80%EC%A7%80%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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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생계까지 지원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는 수급권자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 아

동이 해당 법의 직접적인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통해 지급되는 현금급여

의 어느 범위까지가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범

위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따라서 생계급여 또는 생계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

여 수급권자가 양육하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가 현실적으로 보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법상의 수급권자는 본질적으로 아동이라고 보아야 

하고7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수급권자는 양육부모라고 

보아야 하므로, 양 제도의 수급권자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아동

의 양육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을 받

고 있다고 하여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권리의 귀속 주체를 혼동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아동

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

복지지원법의 수급권자가 아동의 양육부모라는 이유만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수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그 목적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최소 

침해의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지원을 받는 경우

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병행하여 수급할 수 있되 한시적 양육비 긴

급지원의 금액을 10만 원으로 삭감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 

지원 역시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각 제도는 모두 

급여의 전달을 통하여 아동의 생존과 복리가 일부 보장하는 사실상 효과는 

동일함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한시적 지원금액

은 10만 원으로 삭감됨에 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상

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한시적 지원제도의 수급권 자체가 박탈된다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문제라 할 것이다. 

77)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제3장 제1절 Ⅰ의 1항에서 상세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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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인정 문제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은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제6조의3). 기

준 중위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가구의 소득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 질병 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

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

액을 감하여 산정하게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개별가구의 소득

을 평가함에 있어 합산되는 소득 중 양육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전소득’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는 ‘친족 또는 후원자 등

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각종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급 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등을 이전소득으로 정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78) 

한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19세 미

만의 자녀를 둔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

로, 현행 법 제도 아래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는 국

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에도 포함된다. 차상위계층의 실제소

득을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가목 및 나

목에 따른 금액, 그리고 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각종 수당 등 금

품, 즉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과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연금 등의 금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79) 그렇다면 한시적 

7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9)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5호, 차상위계층의 소득인정액 산정시 적용하는 이전소
득의 범위 기본재산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 복지정책과, (2019.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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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 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받는 현금급여를 소득인정액에 합산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 특히 현

행 양육비이행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양육비 채

권자에 대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기타 교

육급여 등 다른 급여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수급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기준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

한 현행 제도 내에서 양육부모의 소득인정액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의 친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녀의 후

원자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되어 양육비가 소득인정액에 합

산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명백하지 않다. 차상위계층에 대해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연금 등의 금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급하게 되는 금액으로 현행 법 제도 아래에서는 양육비 채권자의 ‘이전소

득’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간

한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안내가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받는 아동양육비는 소득인

정액 산정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양육비이행법상 한시적 양

육비 긴급지원금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2019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경우 양육부

모의 소득인정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양육비 지원금은 양육부

모의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보호목적이 한부

모가족지원법의 양육비 지원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점, 한시적 양육비 긴

급지원금의 경우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비상상황에서 아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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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에도 역시 양육부모의 소득인정에서 그 지원금액을 제외함

이 타당하다. 그러나 각 법률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하

는 양육비는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

원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준하여 해석할 여지는 있으나 명백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역시 소득인정에 합산될 여지가 높다. 따라서 입법

의 공백에 따른 행정청의 일관되지 못한 법 적용이 가능하여 양육비채권자

로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수급할 경우 타 복지제도의 수급여부를 

걱정하게 되어 이를 이용하지 않고자 하게 될 것이고, 만일 양육비 및 긴급

지원금이 양육부모의 소득인정에 합산된다면 이는 오히려 아동의 복리에 반

하는 결과가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워야 할 법적 문제가 

대두된다. 

5.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지원

양육비이행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으로 낮추어 지급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만 18

세 미만 자녀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된다.80) 양육비

이행법상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므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양육비이행법

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

하인 자이고, 이 경우 총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양육비

이행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의 논의를 살펴보아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양육

비지원을 받을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이 10만 원으로 삭감되는 정책

80) 여성가족부고시 제2019-49호, 2020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 가족
지원과, (2020. 1. 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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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 기준의 설정 역시 위와 같이 설정한 근거 

역시 찾을 수 없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와 양육비이행법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하여 지원하는 양육비는 모두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 내 아

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보호목적이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근소한 차이에 의하여 수급금액이 달라

진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러한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를 둔 것과 그 

차이에 따라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양 법의 보호목적이 동일함에도 일부 한부

모가족을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낳고 있

다. 특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지원을 받고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

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최소의 침해성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따

라서 양 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위와 같은 소득 기준에 따라 한

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수급자격을 완전히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금

액을 지원할 것인지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6. 국가의 구상권 보호와 아동의 이익 충돌

2020. 6. 9.자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졌을 

경우 국가의 구상권을 일반 민사법 체계에서가 아닌 국세체납처분징수의 예

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였고, 또한 이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

융정보, 보험정보 등에 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

원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가 아동에게 지급한 금원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국가가 복지

비용을 환수하고자 마련한 개정법률의 위 제도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충

돌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양육비 채권자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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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와 국가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하는 국세체납처분징수의 예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가 

충돌할 경우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러하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아

서 국세체납처분 징수 절차에 따라서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을 행사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비용을 보전하였다. 그런데 해

당 아동은 여전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징수한 긴급지원에 대한 구상금을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아동의 당장의 생존과 복리를 위해 아

동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국가는 긴급지원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는데, 그와 동시에 아동이 양육비 채권자

를 통하여 양육비이행확보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내역, 

신용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여

전히 필요하다.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에 대하여 그 정보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국가는 이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처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 한하여 국가의 구상금채권을 보전

하기 위하여 별도의 제도를 마련한 것은 결국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위함이

기보다는 복지비용 환수를 통한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

되는바, 향후 국가의 이익과 아동의 이익 간의 충돌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7. 저소득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고려의 부재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강화, 즉 사적 부양의무의 이행만을 강화하는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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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아갈 경우 그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81)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양육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강제집행으로서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사적 채권의 이행의 측면만을 강

조하여 강제집행으로서의 양육비이행확보방안을 고수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

는 더욱더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고 오히려 양육비의 임의적 이행을 방해할 

위험이 있으며, 아동과 양육비 채무자 사이의 관계까지 악화될 수 있는 문제

가 있다. 따라서 후자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는 양육비 채권의 사적 이행

의 강화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한부모가족 내 아

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자력이 없어 양육비를 지

급할 수 없는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그 자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

한 문제보다는 양육비의무의 사적 이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려고 하

는 양태를 보인다. 예를 들면, 이행명령제도의 불이행에 대한 제제조치로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과태료의 경우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징수한 과태

료가 양육비채권자에게 미지급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양

육비의 실질적인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에게는 별다른 실익이 없고, 양육비채

무자 역시 과태료미납으로 인한 감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과태료부터 

납부해야 할 것이므로, 오히려 양육비를 늦게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된다.82) 

결국 양육비채권자로서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양육비는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양육비가 더 지체되거나, 

감치에 처해져 소득을 상실함으로써 양육비를 더 지급받기 어렵게 되는 악

순환에 처하게 될 우려도 있다. 또한 2020. 6. 9. 개정 양육비이행법의 주요 

내용 역시 양육비 채무자의 채권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양육비채무자의 운

81) 김영정,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이화젠더법학 제4권 제2
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2. 12., 186면 

82) 김영정, 위의 글,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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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허정지제도, 감치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현장기동대 운영, 양육비이

행의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전용 계좌 개설에 관한 것이고, 후자의 측면

에서 논의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개정내용 역시 아동을 직접

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상

권 채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측면이 있어 사회적 위험

에 처하여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위 개

정과 함께 논의되었던 내용 역시 양육비 채무자가 자력이 있음에도 고의적

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강력한 이행확보수단, 예를 들면 

양육비 채무자의 형사처벌, 출국금지제도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아동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그 생존과 복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적 제도라 할 것

이므로, 자력이 없는 양육비 채무자의 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자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고려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도 자력이 없어 양육비이행확보제

도를 이용할 의사가 없는’ 양육비 채권자와 그 아동의 보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4절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운용 현황은 점

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한부모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이용

되고 있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들의 이용의사도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아직 이

른 단계이다. 그 원인으로는 양육비 채권자와 그 아동에게 효용성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위상과 권한이 부족하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절차 지연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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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적이고 사후적인 구제일 수밖에 없는 제도의 한계, 양육비채권이 일반 민

사채권으로서 가지는 한계, 효용성이 낮게 설계된 간접강제제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2020. 6. 9.자 개정법률 역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 방향

이 양육비채권의 사적 이행의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결과적으로 제도 

자체가 양육비 채권자와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운용

되기 보다는 복지비용을 환수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과 충돌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책임연구원인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지만 여전히 양육비 이행 제도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면서 “양육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당사자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에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어 양육비 이행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

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83)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아

직도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

다”면서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양육비 이행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양육비 이행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양육비 지

원 대상 확대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84)

이러한 인터뷰 내용처럼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우선적으로 양육비이행확보

제도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을 강화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사회적 위

험에 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의 ‘아동의 생존권’의 관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수정이 필요하다. 이에 아래 제3장에서는 양육

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기준으로서 사회보장 이념을 

제시하고 그 구체적인 이념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이를 통하여 양육비이행확

보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83) 베이비뉴스, “한부모 절반이 아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의사는 왜 17%만?”, ht
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47, (2019. 4. 11 17:11, 
2020 7. 27.확인)

84) 베이비뉴스, 위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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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본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법적 과제

현행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여 이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으면서, 지원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한부

모가족의 아동에게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라는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

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1차적으로는 양육비채무자의 채무이

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수한 강제집행의 영역으로 이해되며, 자력이 없어 도

저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양육비채무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지는 현금급여를 통해 그 생존과 복리를 보호함으로서 이원적 체

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넓

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영역에 해당하며, 따라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함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의 이념에 따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장에서는 사회보장의 이념에 따른 기준이 왜 설정되어

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 하며, 그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제1절 사회보장이념에 입각한 개선방안 모색의 필요성

Ⅰ. 아동의 권리보장으로서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 

1. 양육비의 의의 및 부모의 양육의무

양육비는 부 또는 모가 자녀가 성년이 달할 때까지 미성년의 자를 보호,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를 ‘민법 제4

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규정하



- 53 -

고 있다(양육비이행법 제2조 제1호). 한편, 민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

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다만 이혼 절차에 있어 미성년 자녀

가 있는 경우 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양육비용에 관한 부담을 협의 또는 

재판에 따라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 그리고 양육비이행법

은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적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 비양육부 모는 양육부 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

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

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상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근거를 간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양육비이행법 제3조). 

종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에 관하여 민법에서는 명문에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었다. 통설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을 부부사이

의 부양과 함께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1차적 부양으로 보고, 이와 비교하여 친족사이의 부양 또는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양의무

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으

로 보고 있다.85) 다만 그 근거에 관하여는,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부

양의무는 친권자의 자녀 보호 교양에 관한 권리의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

는 견해와,86) 부모의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친자관계의 본질로부

터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는 견해87)가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은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

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모 중 누가 친권

85) 김주수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5판, 2018, 586-587면; 대법원 2003. 8. 19. 선
고 2003므941 판결; 대법원 2017. 8. 26.자 2017스5 결정 등

86)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 박영사, 2002, 239면;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
에 관한 입법의 공백을 비판하고 있다.

87) 김주수 김상용, 위의 책, 586-5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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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사하는 자인지 또 누가 양육권자이고 현실로 양육하고 있는 자인지를 

물을 것 없이 친자관계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88)라고 판시하고 있어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친권자의 자녀 보호 교양에 관한 권리

의무의 내용 중 하나가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부양의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양육비지급의무의 법적 근거를 친권에서 찾게 될 경우 친권

에 따르지 아니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의무의 법적 근거를 찾

기 어렵게 되는 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지급의무의 근거는 친자관계

의 본질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라고 보는 후자의 견해와 대법원의 태도가 타

당하다 할 것이다. 

2. 양육비청구권의 본질적 주체: 아동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당

연히 발생하는 1차적 의무로, 부모는 자신의 생활수준이 어떠하든 자신의 생

활과 미성년 자녀의 생활이 동일한 정도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렇다면 이와 반대 작용 국면에 있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친자관계

의 본질에서 발생하는 양육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하

겠다. 즉 모든 미성년 아동은 동거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부모에 대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그 중 금전적인 부분이 양육비청구권으로 구체화된다.

그런데 양육비이행법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양육비채권자로,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양육비채권자

로 정하고 있다(양육비이행법 제2조 제5호 및 제6호). 또한 동법 제3조 제2

항에서는, 비양육부 모는 양육부 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88) 대법원 1994. 5. 13.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1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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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진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역시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

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

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

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

계가 허용된다.’89)고 판시하여 양육비를 부부 사이의 채권으로 전제하여 상

계를 인정하여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양육부 모가 비양육부 모에 대하여 가

지는 권리임을 전제로 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 및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혼 또는 별거하는 부모 사이의 

권리가 아니라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동의 부모에 대

한 권리이다. 성년의 자녀의 경우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모

에 대하여 제2차적 부양을 내용으로 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만일 양육비청구권이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부모간의 

권리라고 이해하게 될 경우 자녀는 성년이 되면서 오히려 부모에 대한 부양

청구권이 발생하고, 미성년 자녀에 관한 부모 간의 채권은 자녀의 성년 도달

과 함께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거나 성년이 된 자녀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또한 양육비청구권을 아동의 권리로 보지 

않을 경우, 조부모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가 비동거 부 모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설명

할 수 없다. 즉 자녀는 출생하면서부터 천부적으로 부모에 대하여 건강한 성

장을 위한 양육을 요구할 권리의 하나로서 양육비의 이행에 관한 권리를 가

지고, 다만 자녀가 성년에 달하게 되면 그 권리의 내용이 1차적인 부양을 

구할 권리에서 2차적인 부양을 구할 권리로 변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미성년인 아동은 민법상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고 미성년자의 양육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 등이므로, 이들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즉 양육비이행법이 위

89)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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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양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

육비청구권의 행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 그 권리의 귀속이 

부와 모 사이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부

모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은 근본적으로 아동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권리이고, 이러한 아동의 권리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과 복리

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아동에 관한 사회보장의 문제라고 할 것인 바, 여기에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이라 할 것이다. 

3.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와 국가의 책임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면서 

동조 제4항에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

하고 있다. ‘청소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미

만인 자라고 규정하고(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보호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9세 미만인 자를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위 헌법 규정이 특별히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는 ‘미성년인 

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아동의 권리보장제도로서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 대하여 국가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살펴

본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충분한 양육을 아무런 문제없이 제공할 경우 국가가 

개입할 여지는 적다.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충분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할 때 

국가는 그 흠결을 보충하여 아동의 생존과 복리가 위험에 처하였을 경우 아

동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헌법상 책임을 부담한다. 아동의 권

리인 양육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여 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는 아동의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돌봄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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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해야 하며, 양육비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확보하여 아동의 양

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거나 혹은 국가가 직접 아동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는 등 양육에 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동시에 아동의 부모가 사회적 위험에 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

는 상황에 처하였을 때, 즉 부모가 빈곤, 실업, 장애 등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아동에 대한 양육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거나 그 책임을 이행

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그 부모에 대하여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

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한편 양육비를 개인적인 사유나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모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를 고안

해야 하는 것이다. 

Ⅱ. 사회보장이념을 통한 아동권리의 보호필요성

1. 양육비의 공익적 성격 

양육비는 아동의 복리와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금액이 적시에 지

급되어야 양육비 본래의 가치와 의미가 실현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는 채권

이다.90)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경우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취약한 양육 환

경에 놓이게 될 뿐 아니라, 가족의 해체를 통해 양육자가 겪게 되는 여러 가

지 사회적 위험에 처해지는 이중의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한부모가족 내 아

동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

과 발달, 부양의무에 관한 사회규범의 수립이라는 점에서 양육비 이행은 공

익적 성격을 충분히 띄고 있다.91) 2020. 1. 15.경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 설립

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90) 김영정, 위의 글, 186면 
91) 허민숙,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운전면허 제재 관련 미국 사례 분석”, NARS 

현안분석 제83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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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

자가 고통 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

고하였다.92) 위와 같은 수원지방법원의 판시는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하여 많

은 아동들이 생존과 복리에 있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

로 사회 속에 인식되고 있음을 밝힘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그 이행을 보장해

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공익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93) 따라서 양육

비는 아동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전적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의 이념에 따라 보호해야 할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육비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복리는 지장을 받

을 수밖에 없고, 불이행이 심각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까지 

이르게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양육비를 몇 차례 지급

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바로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려울 것이다. 그러나 양육비채무자가 고의적․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92)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425 사건, 현재 이 사건은 검사가 항소하여 수원고등법원 
2020노70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2020. 7. 1. 첫 항소심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
었으나 기일이 변경되고 2020. 8. 27.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였다(2020. 7. 26. 
확인). 이 사건 1심 판결은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배드파더스 사이
트에 피해자들의 이름, 주소, 사진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
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 

93) 같은 의견으로서 재단법인 동천,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 명예보다 아동 생존권
이 우선” http://www.bkl.or.kr/bbs/board.php?bo_table=B14&wr_id=74, (2020. 3. 9. 
00:00, 2020. 7. 26. 확인)  

http://www.bkl.or.kr/bbs/board.php?bo_table=B14&wr_i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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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여건이나 지원조차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

도에 이르는 경우라면, 이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다.94) 이러한 취지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부모들의 모임인 ‘양육

비해결모임’은  2018. 11.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을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하였고, 이를 아동학대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95). 

94)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소정의 ‘방임’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서, 하급
심(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449판결)은 ‘아동복지법의 규정 내
용, 방임행위가 아동학대의 하나로서 유기행위와 병렬적으로 놓여 있고 이들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란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기행위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
의 행위’로 정의하였으나, 해당 판결의 항소심은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방임
행위는 아동의 매매나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보다는 가벼운 정도라도 신체 손
상을 주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거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학대행위라고 평
가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거나 아동의 알선으로 금품
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보다는 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방임행위를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 
중 그로 말미암아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여건이나 지원조차도 조성하지 않고 차단하는 정도에 이르는 학대행위로서 유
기행위나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아동의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복지수준이 낮아
질 위험이 있는 행위를 모두 방임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
였다(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209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4937 판결). 이러한 법원의 판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를 매
우 좁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방임행위’로서 인정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 

95) 연합뉴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나쁜 아빠 엄마’ 127명 집단고소”, http
s://www.yna.co.kr/view/AKR20181130073100004,  (2018. 11. 30. 11:33, 2020. 7. 
26. 확인); 베이비뉴스, “양육비 미지급, 아동 기본권 위협...아동학대로 처벌해
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726, (2019. 3. 15. 
12:01, 2020. 7. 26. 확인);서울신문, “양육비 미지급이 가정사? 명백한 아동학대
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4012012, (2020. 
2. 4. 2:19, 2020. 7. 26. 확인) 등. 

https://www.yna.co.kr/view/AKR201811300731000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40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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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 보호를 통해 사회적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양육비 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아동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이 미쳐 강학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높

아진다. 그렇다면 국가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책임을 가진다 할 것이고, 이것이 헌법 

제34조 제4항이 국가에게 특별히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아동을 보호하는 방

법이라 할 것이다. 

2.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처한 사회적 위험

한부모가족은 가족의 해체와 이로 인한 소득의 상실, 노동시장 지위에 따

른 빈곤의 위험, 자녀 양육 및 보육문제가 압축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가족형태이다.96) 한부모가족은 전 배우자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고 돌봄 

네트워크 역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97) 한부모가족은 일가족양립으로 

인한 시간부족에 시달릴 뿐 아니라, 충분하지 않은 양육자원으로 인해 어려

움을 겪게 된다.98) 특히 가족이 해체되는 이혼 한부모가족의 경우 비양육부

모로부터 본래 받아오던 양육의 토대를 잃게 되면서 양 부모와 함께 동거할 

때보다 전반적인 양육환경이 후퇴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 한부모가족 내 아

동이 겪는 위와 같은 문제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은 물론이고 양육부모 스스

로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에 해당한다. 아래에서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겪게 되는 구체적인 사회적 위험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2017년 통계청 등록센서스 한부모가족 통계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2017년 기준 42만 5천 가구로, 2017년 전체가

구(2,016만 8천)의 2.1%, 2017년 유자녀가구(543만 2천)의 7.8%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가구 열 가구 중 약 한 가구가 한부모가족인 것

96) 강지원,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30면. 

97) 김은지 외 6, 위의 글의 연구요약, 1면.
98) 김은지 외 6, 위의 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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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99) 그 중 과반수에 달하는 한부모가족이 모자가구에 해

당한다.100) 따라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데, 

여성, 특히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그 입지가 매우 취약

하다. 더 큰 문제는 자녀를 임신, 출산하고 양육을 하면서 많은 수의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게 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위치가 더욱 취약해지게 된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경력단절 여성은 184만 7천명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20.5%나 증가하였다.101) 그 중 63만 4천 명은 결혼을 원인으로, 61만 9천명

은 육아를 원인으로, 44만 5천명은 임신 출산을 원인으로 경력이 단절되었

다.102)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고, 단

절된 경력 당시에 받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

성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경력단절여성이 이혼을 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혹은 친부의 경제적 조력 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경력단절

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한 지위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자녀를 양육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취업 현황을 보면, 전체 취업자에 비해 임시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103) 이는 한부모가족의 부모가 불안정한 고용

에 놓일 위험이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부모가족에서 아동의 존재는 가구

주의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노동의 숙련도와 재직기간 등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요인들은 가구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

으므로 빈곤에 처할 위험을 높인다.104) 실제 한부모가족의 소득 수준을 살펴

보면, 2018년 기준 기초보장, 저소득한부모지원 등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는 

99) 김은지 외 6, 위의 글, 3면 
100) 한부모가족 중 모자가구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체 한부

모가족 중 46.9%, 2015년에는 47.3%이던 모자가구의 비율은 2018년에는 
51.6%에 달하였다(김은지 외 6, 위의 글, 33면). 

101) 통계청, “2018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현황”, 2018
102) 통계청, 위의 글. 
103) 김은지 외 6, 위의 글, 242면 
104) 강지원, “미국과 독일의 자녀부양체계 및 자녀양육비 이행제도 비교”, 보건복

지포럼 제161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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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로 드러났고,105) 소득수준은 100만원 미만이 7.5%, 100~200만 원 미만

이 42.6%,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27%, 300만 원 이상이 23%였

다.106) 2018년도 2인가구 중위소득은 2,847,097원으로, 2인가구 중위소득에 

한참 못 미치는 200만 원 이하의 소득수준인 한부모가족은 50.1%로 과반수

를 차지한다. 또한 2018년 기준 한부모가족의 월평균소득은 219.6만원 수준

으로, 전체 평균 가구가처분 소득(389.0만원, 통계청 보도자료, 2018. 12. 

20.)의 절반을 겨우 넘는 56.5% 수준으로,107)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하겠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아동에게 지출되어져야 하는 금액이 희생될 수밖

에 없어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편 한부모가족의 경우 비공식적인 보육 담당자가 없으면 시장에서 얻는 

소득에 자녀에 대한 보육비용이 역진적 조세의 역할을 하므로 노동시장 참

여를 포기하거나 파트타임 근로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되며,108) 이는 결국 

한부모를 노동시장에서 취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낳는다.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자녀의 보육 또는 돌봄 그 자체를 위해 

사용되고 있어 아동의 실질적인 생존을 위해 지출되어져야 하는 금액이 적

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아동의 생존과 복리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양육부모의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능성, 돌봄의 공백 등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겪게 되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은 아동은 물론이고 양육부모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아동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인 부모의 이혼․별거․비혼, 부모의 학력, 부모

105) 김은지 외 6, 위의 글, 25면 
106) 김은지 외 6, 위의 글, 25면 
107) 김은지 외 6, 위의 글, 140면 
108) 강지원, 위의 글(주97),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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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득 등에 따라 그 생존과 복리에 차등이 발생한다는 점, 오히려 저소득

층일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에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국가가 양육비이행확보의 문제를 개인의 차원

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통해 보다 적

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내 아

동이 처한 사회적 위험은 아동의 돌봄과 아동의 부모의 고용에 관한 문제,  

빈곤을 시정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등 관련 사회보장제도 및 사회

정책 등과 연계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바, 사적 이행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사회보장이념에 따라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제2절 개선방안 모색의 토대가 되는 사회보장이념

Ⅰ. 아동의 헌법상 기본권 

1. 아동의 행복추구권․생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

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는 실질적인 자유평등을 국민에게 보장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

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미성년자라 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은 국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의 문제는 단순히 삶의 수

준에 관한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존속 여부에 관한 문제와도 연결

된다. 즉 한부모가족 내 아동에게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아

동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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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

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

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109)라

고 판시하였던 바 있으므로,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 검토에 있어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하는 아

동의 생존권 역시 사회보장이념으로서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아동의 생존권

이 문제되는 경우 양육비이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위험

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아동의 생존권이 다른 경우보

다 큰 위험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지원

금액의 수준, 보호범위의 설정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한 보호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하여, 헌법재

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

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110)라고 최초로 판시하였는데, 이후 “1994년 생계보

호기준 위헌확인” 사건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

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입법

부나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

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

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

109) 헌법재판소 1996. 11. 28.자 95헌바1 결정 
110) 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3헌가1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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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111)라고 판시하였다.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은 인간 

자유 실현의 기초를 의미하고 그 보장의 수준은 인간의 존엄(헌법 제10조)에 

상응하여야 할 것인데, 우리의 관련 법률(「사회보장기본법」, 「공공부조

법」) 역시 이러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면서 인간 자유 실현의 실질적 기

초를 제공하는 생활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로 상정하고 있다.112) 따라

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경우 한부모가족 내 아동은 국가에 대하여 이러한 생

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청구할 구체적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에 상응하여 

이들을 보호해야 할 능동적인 의무를 가진다.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문제는 

아동의 생존권의 보호와도 연계되는 것으로 국민의 생존권 보호는 다른 기

본권 보호보다 그 필요성이 요청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 헌법 역시 제34조 

제4항에서 아동의 복지에 관한 특별한 보호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아동은 

스스로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로서 특별한 보호가 요청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의 보호의무의 수준은 좀 더 높은 기준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의 기본권과 타인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상위

의 기본권으로 보아 그 보호를 강화하거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와 관련한 평

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심사기준을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설

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의 사회보장수급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규정과 함께, 헌법 제

34조 제2항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부

111) 헌법재판소 1997. 5. 29.자 94 헌마33 결정
112) 김복기, ‘헌법상 사회보장권 보장에 관한 소고-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기한 시론’, 사회보장법학 제7권 제1호,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6.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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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있으며, 특별히 보호를 해야 할 대상으로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

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예시하고 있다(헌

법 제34조 제3항 내지 제5항). 이러한 헌법 제34조로부터 사회보장수급권이 

도출되며,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113) 사회보장수급권은 기본권이 아니

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114)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핵심이 국가에 대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점, 사회보장수급권을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하

지 않는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명목적 조항에 불과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 역시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하여 ‘이는 헌법 제34조 제

1항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적인 

것’115)이이라고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

급권은 이 규정들(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

권의 하나이다.’116)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117) 오늘날 복지국가 급부국가 사

회국가원리의 강화에 따라 사회보장수급권이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118) 등을 종합하면, 사회보장수급권은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함이 

113) 성낙인, 헌법학 제17판, 법문사, 2017, 1397면 
114) 헌법재판소 2003. 7. 24. 2002헌바51 결정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 제34

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
거나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
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
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금 수급
권 역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라고 볼 것이
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2015. 6. 25. 2014헌바269 결정 또한 동
일하게 판시하고 있다. 

115)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0헌바94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2헌바1 
결정

116) 헌법재판소 1999. 4. 29. 97헌마333 결정
117) 김복기, 위의 글, 57면 에서는 명시적 표현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보장수급권

의 기본권성을 인정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며, 구
체적으로 헌법재판소 1999. 4. 29. 97헌마333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2. 18. 
2002헌바1 결정,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9헌바102 결정, 헌법재판소 2012. 
5. 31. 2009헌마553 결정 등을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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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을 향유한다. 특히 아동은 헌법 제34조 

제4항이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보호의 필요

성은 더 긴요하다 할 것이다.119) 헌법재판소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인 연

금수급권에 관하여 이것이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이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그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능력 및 기금

의 재정상태, 국민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여건이나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폭넓은 형성재량

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하였다.120)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일

관되게 유지될 경우,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통한 아동의 권리보장 역시 광범

위한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검토한 바와 같이 양

육비이행확보제도의 문제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복리 뿐 아니라 생명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입법자의 재량행사의 범위는 ‘아동의 이

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다소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동이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가 양육비이행확보제도와 어떠한 관련

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아동이 부모에 대

해 가지는 양육에 관한 권리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리이고, 양육에 관한 권

리의 재산적 측면의 권리가 바로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이다. 이러한 아동의 

118) 성낙인, 위의 책, 1397면
119) 헌법 제34조 제4항이 보호대상으로 제시하는 자는 ‘노인과 청소년’이고 ‘아동 

혹은 어린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미성년 자녀’ 또는 ‘아동’이 보
호대상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대상으
로 ‘청소년’을 예시하면서 그보다 더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유아 및 어
린이 등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념을 고
려하지 않은 지나친 문언적 해석이라 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이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단지 ‘청소년’이라고만 규정하는 것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을 축소해석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헌법 개정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재연, ‘아동청소년 정책 방향-아동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관
점’, 2015년 한국아동권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15년, 16면).

120)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1헌마93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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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이행법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도입

하고,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위험에 처한 위급한 상황의 한부모가족 내 아동

에게 양육비 명목의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원리인 복

지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법

들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보장법에 해당한다. 즉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영

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법들은 모두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에 포섭될 

수 있는 것이다.121) 따라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포함하여 양육비

이이행확보제도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이념으로서 아동의 사회보장수급권은 유효한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제도는 사회적 위험에 

처한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보호한다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강학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양육비이

행확보제도를 통한 아동의 생존 및 복리보장이라는 사회정책의 실현 필요성

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아동권리보장의 기능

을 어떤 방법 및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효과적인 권리보장제도로가 될 것

인지, 즉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입법자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 문제, 양

육비이행확보제도 전체를 좁은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로 보고 아동의 사회보

장수급권과는 별도의 기본권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는지, 위에서 간략히 언급

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와 관련된 아동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 및 평등원칙위

반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 등은 향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Ⅱ.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

1. 양육비이행확보와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
121) 전광석 박지순․김복기, 사회보장법 제6판, 신조사, 20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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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은 1989년 

11월 20일 UN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1991년 11월 20

일에 협약에 가입 비준하여 1991년 12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었

다.122) 이 협약은 아동을 하나의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서 조망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가입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에 관하여 국제 사회에 널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123)` UN아동권리협

약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

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는 원칙(위 협약 제3조 제1항)으로, 일반적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내용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되고, 여기서 ‘최상(best)’이라는 용어는 아동의 전반적인 이익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4) 아동의 

양육 및 양육비에 관한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으로는 제18조125),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육비이행에 관련되는 내용은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

가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필요한 경우 아동의 기

본적인 의식주에 대해 물질적 지원 및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 그리고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로부터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

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2) 윤진수, “아동권리협약과 한국 가족법”, 국제인권법 제8권, 국제인권법학회, 
2005, 2면. 다만  위 협약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제40조 (나)-5항은 비
준을 유보하였다.

123) 다만 이에 대하여는, 헌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
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는데, 위 협약은 분명히 입법사항에 관
한 것이고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우리나라에
서는 협약을 비준하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이 협약의 국내법적 효력이 
문제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윤진수, 위의 글, 8면).

124) 김태천, “아동권리협약”, 국제인권법 제1권, 국제인권법학회, 1996, 186-187면
125)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부모가 공동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동 협약 제18조 제1항), 아동의 양육
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동 
협약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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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국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양육비 이행을 위한 특수한 권리구제 

장치를 아동에 부여할 의무를 지고 아동은 이에 상응하여 구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한편 위 협약 제6조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아동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

을 권리를 부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포함하고, 

따라서 이 조항이 규정하는 생명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성격뿐만 아니

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으로 해석

된다.126) 그렇다면 한부모가족의 아동의 양육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금전적 

의무의 수준은 그 아동의 생존만을 보호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건강

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

라서 국가가 아동을 위한 양육비에 대한 특수한 구제장치를 마련함에 있어

서는 생존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생존과 성장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권고 

UN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은 협약 이행에 따른 아동의 권리 실현을 위해 

채택한 조치 및 그 성과 등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

으로 제출해야 하는데,127) 우리나라의 국가보고서에서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

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제5-6차 국가보고서(2017년)에서였다. 우리나라는 해

당 보고서 제102항 및 제103항을 통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및 담보제공명

령의 도입, 이행명령․과태료 및 감치명령제도의 도입, 양육비이행법의 제정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고하였다. 한편 제5,6차 

UN 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한계 및 

개선점을 보고하였다.

126) 김태천, 위의 글, 188면
127) 김희진, 김상원,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아

동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경인문
화사, 2020. 6. 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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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정부가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서울에 1개소만 설립되어 전국

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실제 명령에 대한 이행이나 불이행에 대한 제

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요건으로 한

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25.8%에 불과했다(저자 

주:2015년 기준). 양육비 이행명령의 실효적 실시를 위해 재산적 조치를 비

롯하여 운전면허나 여권효력 정지, 경찰의 감치명령 이행 협조 등 실효성 

있는 양육비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설치를 위한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한

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취지에 부합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각 보고에 대해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최종 권고를 

하였다. 

｢31. 위원회는 양육비이행법 제정과 더불어 무상보육, 맞벌이 부모의 유

연근무제, 부의 육아휴직 및 한부모가족 지원이 확대된 것을 환영하며, 당

사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중략)

(d) 양육비 지급 명령에 따른 지급 이행을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

UN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법의 제정을 환영하면서 양

육비의 이행확보를 더욱 충실하게 할 것과 동시에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

동 최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육비 채권의 

이행확보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이원화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양육

비이행확보제도에 대하여 사회보장의 영역에 포섭되는 후자 뿐 아니라 양육

비이행확보방안의 마련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도 아동의 최상의 

이익의 원칙이 고려됨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위 권고사항은 큰 의미가 있

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한 제재 관련 개선방안

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양육비 채무자와 양육비 채권자의 관계 뿐 아니라 양

육비 채무자와 아동의 관계, 양육비 채권자와 아동의 관계 등 아동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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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통

한 채무이행의 간접강제방안이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3. 국내법률 및 판례에 따른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

우리 민법은 이혼과정이나 양육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

어 ‘자의 복리’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민법 제837조 제2항 및 제3항, 제5

항, 제837조의2 제3항). 이는 표현은 다르지만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의미한다. 양육비이행법에서도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부 또는 모는 혼인상태 및 양육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의식주, 교육 및 건강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최

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하고(양육비이행법 제3조 제1항), 국가는 부모

가 미성년의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양

육비이행법 제4조 제1항). 즉 우리 민법과 양육비이행법은 모두 아동의 양육

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즉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정해질 것과 이에 따라 부모 

및 국가가 아동의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양육비 변경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민법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

을 규율하던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

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다. (중략) 당사자 사이

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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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

하였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구 민

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의 ‘언

제든지’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중략) 이러한 관련 조항의 내용과 법 개정의 취지

를 종합하면, 개정된 현행 조항 아래에서도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

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

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

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

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

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

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양육비 변경에 관한 민법 규정 개정 과정을 검토하고 

친자법의 지배하는 기본이념이 자녀의 복리, 즉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임

을 확인하고, 자의 복리보다는 부모의 상황 변경 등 ‘제반사정’에 여전히 중

점을 두고 있는 양육비 변경신청 실무에 대해 부모의 상황변경보다 아동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함을 명백히 확인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양육

비 감액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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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여러 가지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육비 감액의 기준을 까다롭게 보

아야 할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

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대법원은 양육권자 변경 기준에 대하여도 미성년

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

면서, 그 판단요소로서 미성년인 자(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

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을 제시한 바 있

다.128) 

 양육비 감액 및 면접교섭 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아동의 양육 

및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성별과 연령,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부모와 아동 간의 친밀도(관계), 양육비 채

무자의 재산상황이 급변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위가 당

사자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 여부, 아동의 의사, 자녀의 수, 물가의 동향, 신

분관계의 변동 등이 이러한 기준의 구체적인 요소라 볼 수 있겠다. 특히 한

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있어 심사 요건의 엄격성 등 수급요건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려함에 있어서는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아동

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위 대법원 판례의 설시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소결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 즉 행복추구권, 생존권,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과 UN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최상

의 이익 원칙에 따라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기준

128)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이 판결에서는 수년간 부가 
양육하여 오던 9세 남짓의 여아의 양육권자 변경에 있어 단지 어린 여아의 양
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가 양육상태의 변경
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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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통한 보호수준을 상향조정하여 이를 통해 건강하

고 문화적인 최저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

장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 또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양육비청구권의 효과적

인 강제집행을 통한 방법으로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아동과 양육비채권자 

및 양육비채무자의 전체적인 관계 개선 등 다각적인 논의가 개진되어야 하

고,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통한 양육비청구권의 집행이 오히려 아동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 있어 ‘아

동의 최상의 이익’은 아동의 성별과 연령, 양육비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부모와 아동 간의 친밀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황이 급변하여 양육

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위가 당사자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 여부, 

아동의 의사, 자녀의 수, 물가의 동향, 신분관계의 변동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해야 할 것이다. 제3절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보호의 

필요성 및 제도의 사회보장이념을 통해 살펴본 개선방안 모색의 기준을 중

심으로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제3절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

Ⅰ.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효용성 개선

1.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국적 확대설치 

지방자치제도에 의하여 각 행정구역에 설치되는 기관이 아니라면, 어느 집

단을 위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기관은 그 집단의 모든 자에 대하

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구성을 갖추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업무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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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일부에게는 타 기관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

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양육

비이행관리원의 경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

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받는 자가 업무위탁기관의 서비스를 받는 자

보다 적을 뿐 아니라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 지역에 대다수 위치하고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양육비이행확보기관이 별도로 있어 세부적인 제도 

운용에는 차이가 있으나, 미국 사회보장법 Ⅳ-D에 의해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의 OCSE(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이하 ‘OCSE’라 한다.)가 

연방기관으로서 관련된 기술을 지도하고, 각 주의 양육비이행지원기관들을 

감독하면서 각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부기관들을 운용하고 있다. 

각 주의 양육비이행확보기관은 각 지역 내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운용

할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접근 또한 용이하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지라도 미국 전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균일한 수준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OCSE에 의해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84년부터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ASF(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를 도입하였고, 이는 사회보장기구인 가족수당공단(Caisse 

D’allacations Familiales, CAF)이 운영하고 있다. 가족수당공단은 프랑스에 

도입된 수많은 가족수당들을 관리하는 곳으로, 가족수당기금을 통해 주거수

당지원, 빈곤가족지원, 가족정책 인프라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복지전달 

체계이다.129) 뉴질랜드의 경우 국세청 산하의 Inland Revenue Child 

Support(IRCS)를 통하여 양육비 이행여부와 수준이 결정되며, 양육비 이행확

보 역할까지 여기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대다수 국가의 경우 양육

비이행확보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전국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모든 한부모

129) 김은지,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이행확보지원”, 가족과 문화 제25집 제2
호, 한국가족학회, 2013. 6.,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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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아동에 대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실제로 처리하는 사건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접수된 

사건 위주이며, 접수된 사건 10건 중 8건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

정이고130),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직접 처리하는 사건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

다. 한부모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양육비이행확보에 관한 전문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근

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물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법률구조공단 등으로부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나, 위탁

기관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소

송수행의 성실성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조사131)에서 양육비 이행관리

원을 통한 업무처리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132) 양육비이행

관리원을 양육비 이행지원에 관한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여 전국적

인 지역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구성을 확충해야 한다. 제5,6

차 UN 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에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전국 17개 광

역자치단체로 확대설치를 위한 지원을 확보할 것’을 주요 개선필요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임을 시사

한다. 

최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133) 정

부조직 내에 특정 기관이 ‘청’으로 승격한다는 것은 그 기관이 인사,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뜻한다. 가장 중요

한 부분은 독자 행정기관으로 승격하게 되면 배정되는 예산의 규모가 확대

130) 중부일보, “양육비 대신 ‘못’ 받아드립니다...기능 상실한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756, (2019. 1. 22. 
22:28, 2020.7. 27. 확인)

131)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조사 참조. 박복순 외 4, “양육비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 
여성가족부, 2015년, 134면에서 재인용

132) 박복순,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인권법평론 제2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
구소 공익인권법센터, 2019년, 53면 

133) 조선비즈, “질본, ‘청 승격’ 무엇이 달라지나...감염병 관리, 통제 독자 수행”, htt
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3435.html, (2020. 5. 1
4. 06:10 입력, 2020. 7. 25.확인)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175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34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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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전국적인 기관으로서 업무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양

육비이행관리원 역시 독자적인 행정기관으로 승격하여 양육비이행확보제도

의 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증액된 예산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확

보함과 동시에 각 지역에 지부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한부모가족과 그 아동

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 추심지원 뿐 아니라 면접교섭에 대한 

지원 및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양육비이행확보제도

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확대 

설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률구조제도가 확대되어 한부모가족 및 그 아동

의 법률복지수급권을 보장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바,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134)

2.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제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양육비 채권자 

중 상당수는 상대방과 얽히고 싶지 않고, 또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양육비

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따라서 최대한 양육비 

채무자와 양육비 채권자가 감정적으로 얽히는 일이 없이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이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이용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선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한 

제재방안을 통한 의무 이행 방법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

만 강제적인 제재 방안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즉 양육비의 원만한 임의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 아래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소개하는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134) 법률복지수급권의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구본권, “사회보장으로서의 법률구조
법 시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 2019.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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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집행권원이 창설되면(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조서 또는 조정조서) 양육비 채권자, 양

육비 채무자, 양육비의 금액, 면접교섭권의 내용 등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

한 사항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접수한다. 이행관리원

의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양육비 채권자가 개설한 양육비 전용 계좌를 통해 

양육비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

체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임의 이행을 독려한다. 만일 양육

비 채무자가 사회적 위험에 처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고 향후에도 그렇

게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 

변경에 관한 안내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가 미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

지 않을 수 있도록 안배한다.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면접교섭의 이행 역시 모

니터링하게 되며, 면접교섭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발생할 경

우 양육비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의 내용과 동일하게 양육비 채권자의 상황

을 확인하고 면접교섭에의 임의적인 협조를 독려한다.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임의 이행 독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그 미지급의 원인이 양육비 채무자의 급박한 

경제적 곤궁 등에 있지 아니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권자, 그

리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어떠한 방향으

로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아동의 

생존과 복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 양육비 채권자 및 아동과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양육비 채

권자와 아동에게 협의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긴급지원제도의 수급 여

부를 국가가 결정하게 되면 가족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할 양육부모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본질적으로 아

동의 권리이므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면 그 의사를 당연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의 급여를 양육비 채권자가 받을 경우 양육비이행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요건이 설정되어 있는 점, 가족 내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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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양육비 채권자와 아동에게 맡겨 아동에게 가장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사회보장제

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것인지를 한부모가족 내에서 결정하게 함이 타당하

기 때문이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복리가 

가장 우선적인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수급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의사와 양육비 채권자의 의사가 명백

히 충돌할 경우, 또는 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데 양육비 채권자가 아동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등의 상

황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

원의 담당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의사에도 불구하

고 직권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상황이란 전체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 수급체계 아래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것보다 신청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복

리에 이득이 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135) 이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권

결정에 대하여는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에 이의제기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두어 양육비 채권자의 양육권자로서의 결정권 또한 보호받을 

수 있게 한다면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양육비 채권자

의 절차법적 보호에 대한 고려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육비이행법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규정에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에 관

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으로 그 업무를 법률에 설명함으로써 모니터링 

135)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가 생계급
여를 수급하더라도 그 양육아동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법을 개정하거나, 아동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수급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지원금액을 타 사회복지제도의 자산조사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현재 시점에서 이러한 법
개정이 바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므로 현재의 상황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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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접근권 강화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효용성을 가장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양

육비이행관리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및 자산 등 정보를 양육

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위 2항에서와 같이 양

육비 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설계하더라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및 자산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면 결국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미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육

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2018

년 14.7만 명의 아동에게 총 323억 달러를 징수하였고, 그 중 96%가 이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과 그 가족에게 지급되었다.136) 미국의 양육비이행확보제

도가 성공적으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미

국이 OCSE(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라는 연방기관을 설치하여 

모든 아동에 대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육비 채무자를 빠

르고 신속하게 탐색할 수 있는 위치탐색서비스(Federal Parents Locator 

Service,), 양육비 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바로 등록하여 양육비 사건에 관련

된 당사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양육비 사건 등록부(Federal Case 

Registry of Child Support Order), 신규 고용 정보서비스(National Directory 

of New Hires)를 구축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거주지나 위치, 채무자의 직장이

나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각 연방정부 부처 간의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양육비 원천징수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을 최대한 확보한 점에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미국이 양육비이행

확보를 위해 부수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운전면허 정지, 여권발급취소, 출국 

136) OCSE, “2018 Child Support: More Money For Families”, https://www.acf.hhs.go
v/sites/default/files/programs/css/2018_infographic_national.pdf, (2020. 7. 27. 확인)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programs/css/2018_infographic_natio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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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형사처벌 등에 관하여 상당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국 제도의 성공 요소가 위와 같은 정보시스템에 있다는 것은 거의 언급되

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근본적인 성공 원인은 

양육비이행확보기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양육비 채무자에 관한 

상당한 범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그 소재와 자산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 바, 양육비채무자의 정보 접근에 있어 양육비채무자의 동

의 요건을 삭제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함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양육

비이행관리원으로 하여금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육비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권과 아동의 생

존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충돌하고, 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사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ㆍ통제

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히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

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도 정보의 종류ㆍ

성격ㆍ수집목적ㆍ이용형태ㆍ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

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3자의 기본권과 비교형량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137) 양육비채무자의 소재 및 자산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하지만, 양육비채무

자는 자신이 낳기를 선택한 아동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가 있고 이는 자

녀 출생에 따른 천부적인 의무에 해당하며,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아동

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아동의 헌법상 권리는 생존권에 연결되는 것으로서 양육비채무자

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고, 이처럼 상하의 위

1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2.자 2006카합1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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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

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할 것이다.138)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접근을 인정하는 것

은 아동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기본권이 보호하는 법익을 놓고 보

더라도 아동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

정보에 관한 결정권보다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양육비채무자의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는 제도를 입법화하면서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최소한도로 침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인데,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입력되어 양육비채무

자의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용되지 않는 경우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접근권한이 

있는 자로 하여금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

져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접

근할 수 있다. 그런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국가의 구상권 행사와 

양육비 채권자의 양육비청구권 행사는 본질적으로 같은 권리의 행사나 다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만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신용정보 등에 관한 정보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접근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본질적

으로 같은 권리를 다르게 보호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에 있어 양육비채무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

138) 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마4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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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비교형량하더라도 후

자를 더 보호해야 할 헌법상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국가의 경우 양

육비이행법이나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제반 관련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양육비 채권자 

및 아동은 그 소송을 시작하는 것으로도 재정적 심리적 부담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송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접근 이해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우위를 차

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이행법은 아동의 생존권 등의 기본권을 보

호하기 위한 경우보다 국가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구상권 행사

의 방법을 강화하고 있어 국가의 재정건전성 보호의 이익을 아동의 기본권

보다 보호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가 일정한 범위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양

육비이행관리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마련하거나,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창설될 때 집행권원 

상에 양육비 미지급 발생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육

비 채권자 및 아동으로 하여금 정보의 불균형 없이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앞서 제안한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프로

그램과 함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양육비 이행을 면탈하기 위

해 고의적으로 직장이나 주소를 옮겨 다니거나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는 양

육비 채무자의 행태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못할지라도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많은 수의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

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4. 면접교섭 지원을 통한 양육비 임의이행의 환경 조성

양육비이행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제가 면접교섭의 문제이다. 

법원에 양육비에 관한 각종 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많은 양육비 채무자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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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것은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다.139) 이 주장은 법적으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유효한 항변사유에 해당하

지는 않으나,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아동과 양육비 채무자의 관계가 

개선되면 양육비 채무자가 임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

은 사실이다. 또한 동거하지 않는 부모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아동의 친밀

도가 높아져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처리 실적에 의하면(2018. 3. 8. 기준), 평

균 양육비 이행률은 32%이며, 면접교섭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016년 

60%, 2017년 88%로 평균 이행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40) 미국 테

네시주에서 이루어진 양육계획에 관한 프로젝트의 결과에 의하면, 면접교섭 

전문가가 부모를 직접 만나 양육(면접교섭) 계획을 세우거나 법원 관련 서류

를 작성하는 등 면접교섭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자들의 경우 한 달에 1회 

이상 자녀를 만나는 비율이 52%에서 62%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양육비

이행률 역시 54.2%에서 57.6%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141)142) 즉 원활하

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양육비의 이행 역시 원만하게 임의적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자

녀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과 면접교섭을 통해서 양육비 채무자와 얽히

고 싶지 않은 이유인 점이 크다. 

양육비이행법 제10조의 2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

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접교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아동은 비양육부모와의 단절에서 오

139)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승원과의 개인면담, 서울가정법원, (2020. 7. 15.)
140) 남인순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81, 

(2018. 3. 8.) [대안반영폐기], 2면 
141) 김현진, “양육비이행과 면접교섭권 행사의 긴장관계-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3., 306면

142) 정보만 제공받은 그룹의 경우 양육비 이행률은 52.3%에서 52.2%로 대동소이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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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정적 상실감 및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육부모는 

면접교섭의 지원을 통해 아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점과 비양육

부모와 양육부모 사이의 감정적 대립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또한 비양육부모는 아동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면접교

섭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양육비 지급이 아동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수불가결의 것임을 인지하게 되는 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양육비의 임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됨143)과 동시에 아동 개인의 측면에서는 가족의 해체에서 오는 사회적 위험 

및 충격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어 아동의 복리의 관점

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양육비 이행지원제도가 단

순히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는 기회의 확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

히 감정적 이혼비율이 적지 않은 한국의 가족상황에서 공적 성격이 부여된 

기관과 대리인이 양자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갈등과 불화의 재현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안정적인 자녀 성장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때로는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144) 따라서 양육비이

행관리원이 면접교섭 프로그램 지원을 활성화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자발적인 양육비 이행의 환경을 조성하고 전 국민으로 하여금 양육비 이행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

다. 

5. 양육비에 관한 신속한 분쟁해결제도의 도입

양육비는 이혼 과정 또는 양육비에 관한 별도의 청구소송을 통해 결정된

다. 그러나 양육비는 아동의 복리를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신청이 가능하

143) 실제로 원활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지고 비양육부모와 아동과의 관계가 개선될 
경우 자발적인 양육비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승원과의 개인면담, 서울가정법원, (2020. 7. 15.)).

144) 김혜영,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문”, 양육비이행지원제도 개선 전
문가 간담회(2015. 12. 15.) 자료집 여성가족부, 2015,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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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감액신청은 그 자체로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으

나 무자력의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감액결정을 받아서라도 자발적으로 양육

비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 양육비 

감액에 관한 분쟁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의 이익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측면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종결하고 싶은 유인동기에서 양육비 지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양

육비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 비혼 양육비 채권자는 인지청구소송에서부터 

계속된 지난한 절차로 인해 지쳐 양육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

하여,145)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취득 또는 

변경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양육비 뿐 아니라 면접교섭에 관한 분쟁 역시 

법원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법원에 계속되는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분쟁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이외의 

다른 절차, 즉 이행명령, 양육비직접지급명령, 감치명령 등에 대한 심리를 충

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분

쟁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의 마련이 필요한 바,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아동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 보장의 필요성,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

리의 보장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등과 유사한 제도로서 ‘양육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

한다.146) 위와 같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되 양육비에 

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안을 제시한다.

조정위원의 인적 구성은 법조경력이 있는 자들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아동심리, 부부분쟁 등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조정위원회의 위원으

145)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와의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하계 프로보노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작

성’ 관련 간담회에서의 면담, 서울대학교, (2020. 7. 2.)
146) 유사한 견해로 박복순, 위의 글(주132),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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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당수 위촉해야 한다. 양육비를 둘러싼 양육비 채무자와 양육비 채권자

의 분쟁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당사자들의 사정을 진중하게 청취하여 그 

심리를 파악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여러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

문에 위와 같은 전문가들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

히 조정절차에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아동의 이익

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양 당사자의 분쟁이 격화되어 조정

절차만을 진행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내 상담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비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

과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아동의 복리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 

또한 조정위원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설치되기는 하지만 독립성을 보장하

여 분쟁 당사자로 하여 조정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정위원회가 다루는 분쟁은 양육비의 결정 및 변경, 면접교섭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신청 이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분쟁 중에도 아동이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한 조정위원회가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의 자산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산조사

권한을 통해 당사자들의 자산을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객관적인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외에는 자산조사에 있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조정위원회에

서 별도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조정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양육비 또는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이 성립될 경우 바로 집행력 있는 집행

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여 양육비채권자와 아동으로 하여금 신

속하게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게 하고, 양육비 미지급시 지체 

없이 후속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조정이 불성립되

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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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법원에 사건이 계속되도록 한다. 즉 조정불성립시 법원에 

별도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법관의 판단을 받게 하여 절차를 간이하

게 진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육비와 관련한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와 아동으로 하여금 절차 진행에의 심리적 부담감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조금이라도 빠르게 아동에

게 양육비 지급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아동의 이익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실

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전국의 모든 한부모가족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전국에 양육

비이행관리원의 지부를 설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개선방안 

1. 아동의 성장 및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금 상향 조정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의 수준은 아동

의 최상의 이익 원칙 등 사회보장이념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인간다운 생활

을 할 수준, 즉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보다는 상위의 수준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통해 건전한 양육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 1인당 월 20만 원의 금액은 아동의 건강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 충

분한 금원이라 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제2장 

제3절 Ⅲ.의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자의적으로 차

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한 아동의 생존 

보장을 위해서는 지원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되 아동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

추어 실질적인 복리 보장에 유효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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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의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은 아동의 성장이다. 서울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역시 아동의 

성장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많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나이 구간에 따

른 평균 양육비 및 최저 양육비와 최고 양육비의 구간을 제시하고 있다. 특

히 일률적으로 아동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지원을 받게 되는 아

동 중 연령이 높은 아동을 차별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아동의 성

장에 따른 긴급지원금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액을 조정할 때 고려

할 수 있는 그 밖의 기준으로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수, 아동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집행권원 상의 양육비 금액 등이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감산 및 가산 요소가 정해진다. 즉 아동의 형

제자매가 많을수록 양육에 필요한 금액이 공유되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3인 이상일 경우 감산 요소가 된다. 거주지

역에 따른 생활비의 차이 역시 고려대상으로, 도시에 살고 있는 아동의 경우 

전국 평균양육비 산정기준에 도시의 경우 2% 가산, 농어촌의 경우 13% 감

산하여 양육비를 산정한다.147)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 상의 기준을 한시적 양

육비 긴급지원금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모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지원금액을 설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와 같은 

요소를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덧붙여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본래 그 아동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이

다. 즉 월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아동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월 20만 원을 지급받게 되면 100%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다. 반면 

월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아동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다 하

더라도 50%의 양육비만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절대적인 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상의 양육비 지급액 대비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을 긴급지원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선을 두는 방법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

147)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 서울가정법원, 2014. 9. 10
면; 다만 그 가산 및 감산의 비율이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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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은 아동의 성장 및 거주환경 등을 고려한 일응의 

기준이다. 중요한 것은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금액이 아동의 생존

과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점이고, 그 조정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동의 성장과 

거주환경, 양육부모 및 비양육부모의 상황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논의되

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기준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제도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위한 공공부조제도라 할 것이므로 그 기

준을 통해 ‘아동’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할 것이다.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와 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재설정 

양육비이행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통해 생계비지

원을 받는 경우의 양육비 채권자를 아예 긴급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은 가구단위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해당급여에는 수급자 뿐 아동의 생활비가 일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자녀양육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양육비에는 주거 및 

수도광열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비소

비지출, 식료품비, 피복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보충교육비 등이 포함되는 것

으로 나타난다.148) 이 중 주거 및 수도광열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등은 

아동만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에서 가족 전체가 사용하는 공통

적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동의 양육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이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생계비 보장이 어느 정

도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한 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에서 

일정금액, 즉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공통으로 지출하게 되는 금액으로 

148) 서울가정법원, 위의 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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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의 생계급여를 통하여 보장받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긴급지원금으

로 지급하는 것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아동의 사회보장수급

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양육비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지급되는 급여가 ‘이전소득’으로 합산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14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인정액으로 합산되는 ‘이전소득’에 양육비채무자가 지급하는 

양육비, 그리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이 포함되는 것은 아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각 법상의 수급권자를 혼동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특

히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

에서 인정소득액에서 차감된다고 규정하는 것과 비교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

가 지급하는 양육비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인정소득액에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한부모가족지원법’ 뿐 아니라 양육비이

행법에 따라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및 양육비채무자가 집행권

원에 의하여 지급하는 양육비를 인정소득액에서 차감되어야 함을 규정하거

나,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이혼 또는 비혼을 

원인으로 하여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양육비 및 양육비이행법 

제13조에 의하여 지급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채워야 할 것이다. 아동의 생존과 복

리의 관점에서도, 양육비 채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를 양육비 

및 긴급지원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급하게 된다면 양육비 등을 온전히 

아동의 양육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바람직한 결과라 할 것

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은 아동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경된다.150) 양육비이

149) 상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 Ⅲ의 4항 참조
150) 상세한 내용은 제2장 제3절의 Ⅲ의 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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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의 논의를 살펴보아도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양육비 

지원을 받을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이 10만 원으로 책정되는데 대한 

정책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사회보장수급권을 실현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사회보장이념에 

따른 기준에 의할 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아동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이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는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복리 보장을 위한 목적 내로 제한되어야 하며 그러한 설정에는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급여수준이 결정되어

야 할 것이다. 

3. 양육비 선지급제도의 도입가능성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7대 국회에서 김재경 안을 통해 제시된 양육

비 선지급제도가 축소되어서 신설되고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양육

비 선지급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급도 계속되고 있고,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통한 충실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 형태는 양육

비 선지급제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향후 전면적인 양육비 선지급제도로 확대개편하여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독일은 양육비선지급법151)을 통하여 2013. 7. 1.부터 아동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내 12세 

이하의 아동은 비동거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이

행하거나 선지급될 수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아동에 대

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72

개월의 기간제한을 두고 운영되던 독일의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2017년 7월 

양육비선지급법 개정(Reform des Unterhaltsvorshucssgesetzes, UVG)에 의해 

12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지급 기간 제한 없이 양육비 선급을 제공하게 되

151) Gesetz des Unterhaltsvorshus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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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위 개정으로 인하여 독일 내 12세 이상 17세 미만의 아동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0~5세 아동은 

매월 165유로를, 6세~11세 아동은 매월 220유로, 12세~17세 아동은 매월 

293유로를 이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독일 내 모든 아

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위 각 금액에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다.152) 선지급을 위하여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의 존재가 요건은 아니지만,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자녀의 양육비 채권이 

자동으로 국가에 이전되고,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

게 된다. 

독일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우리나라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선 양육비 채권자의 자력에 관한 요건이 없고 양육비 채무자

의 양육비 미지급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이를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의 자격요건에 관한 부분이다. 12세 미만의 아동은 별

다른 요건과 기간의 제약 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회법 제2법전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거나 양육

부모가 실업보험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최소 소득이 매월 600유로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구간의 아

동에게 수급 요건이 부가적으로 설정되기는 하지만, 독일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는 양육비지급의 미이행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는 2017년 독일이 법을 개정하여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72개월의 기간 제한을 없앤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하였

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양육비 선지급 제도로 전환하

기 위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양육비 채무자에 

152) 해당 아동이 사회법 제2법전에 따른 정부 혜택을 받고 있지 않거나 양육부모가 
실업보험Ⅱ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부모의 소득이 최소 월 600유로 정도일 
경우를 말한다(Familien portal, “Unterhaltsvorschuss-Wieviel Unterhaltsvorschuss 
kann ich für mein Kind bekommen?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
leistungen/unterhaltsvorschuss, 2020. 7. 27. 확인). 

https://familienportal.de/familienportal/familienleistungen/unterhaltsvorschu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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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상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구상율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확인

된다.153) 따라서 안정적인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2020. 6. 9.자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국세체납처분징수의 예

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고, 향후 선지급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154) 그

러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에 한하여만 국가의 강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것은 오히려 아동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본 개정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에 입각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양육비채권자의 

자력이나 실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 요건에 의하여 

바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제도를 진정한 의

미의 양육비 선지급제도로 확대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육비 

채권자의 자력 상황에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독일의 

제도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양육비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국가가 한부모가족 내 아동에게 양육비를 지급

하고,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구상하는 것은 선지급하는 양육비의 

수준이 아동의 충분한 삶의 조건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일 때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처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에게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아동의 양육비를 주 당국에 위임하게 하면서 이를 공공부조의 수급요건

153) 2010년 기준 독일 전체 평균 구상률은 18% 가량에 불과하였다(박복순 외 3, 
위의 글, 129면). 

154) 이에 대하여는 박복순, 위의 글, 76면. 다만 같은 글에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채권을 국가에 위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
을 개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이 있으나,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이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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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운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아동의 삶에 충분하지 못한 수준의 양육

비를 공공부조를 통해 지급하고 그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구상을 받

는 수준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일

부를 먼저 한부모가족 내 아동에게 지급하면서 그 비용을 양육비 채무자로

부터 징구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육비 선지급의 도입의 필요

성과 도입 여부에 대하여 찬성하지만 이를 섣불리 제도화하는 것은 지양해

야 하고, 특히 아동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개별 가족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의 책무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제도의 표면적인 내용 뿐 아니라 그 나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인지 아니면 공공부조에 관한 비용을 절

감시키기 위함인지 등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현재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현

실에 맞게 제도를 고안해야 할 것으로, 이에 관하여는 후속 연구에 맡기도록 

한다. 

4. 양육비이행확보제도와 국가 이익의 보호의 문제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불필요한 조

세 지출의 예방’을 제시하기도 한다.155)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가의 무한책임

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부적절한 지출을 방지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이

다.156)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을 논함에 있어 ‘불필요한 조세 지출

의 예방’이라는 목적, 즉 국가의 이익도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목적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불필요한 조세 지출의 예방이라는 것은 양육비이행확보방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충족될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양육비선지급제도

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155) 허민숙, 위의 글(각주 28), 10면 
156) 허민숙, 위의 글(각주 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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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을 보전해야 할 필

요성도 있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기지급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제도의 계속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조세지출의 예방’을 제도의 주요목적으로 삼게 된다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권과 복리,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및 아동의 최상의 

이익과 다른 법익들과 충돌하게 될 경우 현실적인 양보를 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도 방향점을 잃게 될 수 있다.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

의 없이 양육비이행확보기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내역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한시적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경우에

만 사전 동의 요건을 삭제한 것이라거나, 당초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

기 위하여 양육비이행법의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예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결국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한시적 양육

비 긴급지원제도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문제이다.

특히 국가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의 문제는 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시 발생하는 국가의 구상권 실현을 통한 불필요한 조세지출의 예방

에 관한 문제와 현재의 양육비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이다. 아

동의 최상의 이익이란 아동에 관련한 사항에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가가 아동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부모나 국가의 이익만이 전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아니됨을 뜻한

다.157) 그런데 불필요한 조세지출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양육비이행확보제도

의 목적으로 삼게 될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양육비이행확보제도가 아동이 아니라 국가를 보호해야 하는 모순을 가지게 

되고, 국가의 이익과 아동의 이익이 충돌하게 될 경우 정책적 재정적 원인으

로 인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장비용의 절감, 불필요한 조세 지출의 예방 

157) 김태천, 위의 글, 185-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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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목적과 이에 관한 국가의 이익은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장기적 안정적

인 운용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양육비이행확보제도에 있어 근본적이고 1차적인 법

적 정책적 목적이 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양육

비 채권을 국가에 위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을 개정하여, 이후 국가(양육비

이행관리원)가 양육비를 징수하고, 불이행 시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준하여 

양육비를 징수하도록 하여 국가가 직접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당사자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158)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미국의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TANF 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의 수급 여부를 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TANF 프로그램의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희망자는 반드시 양육비이행확보제

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아동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주 당국에 위임해야 하

며,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부(父)의 인지절차, 법원

으로부터의 양육비 명령 발급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최대한 주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159) 그리고 주 당국이 양육비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게 

되면 해당 징수액은 주 당국의 복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용도로 환수된다. 

만일 TANF 수급지원자가 아동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주에 위임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고, 만일 수급지원자가 양육비의무 창설․위임․집행에 관하여 

주 당국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주 당국은 반드시 25% 이상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혜택을 삭감해야 하고, 혜택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160)161)

158) 박복순, 위의 글, 76면 
159) Daniel L. Hatcher, “Child Support Harming Children: Subordinating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o the fiscal interests of the State”, Wake Forest Law 
Review Vol.42 No.4, , 2007, pp.1042  

160) 42 U.S.C. 608 (a)(2) Reduction or elimination of assistance for noncooperation 
in establishing paternity or obtaining child support.—If the agenc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State plan approved under part D determines that an 
individual is not cooperating with the State in establishing paternity or in 
establishing, modifying, or enforcing a support order with respect to a child of 
the individual, and the individual does not qualify for any good cause or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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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수급요건으로서 아동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고, 양육비이행확보절차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원액수를 감경

하거나 아예 지원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경제적인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물론 양

육비이행관리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양육비 채권을 국가에 위임하

는 것을 조건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위 견해가 채권 위임을 거절할 경우 어

떤 불이익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위 견해의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육비를 대상으로 삼음으

로써 결과적으로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를 전제

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와는 다른 내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여전히 국

가에게 양육비채권이 위임될 것을 조건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이 지

급되는 것을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국가에게 양육비채권이 위임되는 것을 조건으로 긴급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다면, 한부모가족은 그 양육비채권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어야 하는지 선택

권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에서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양육부모가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를 통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이행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여

러 가지 원인에서 기인하는데, 복지사건의 담당자들이 주로 드는 비협조에의 

원인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의 비공식적인 지원을 잃는 것

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비양육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욕구 또한 상당히 높다

는 점에 있다고 한다.162) 즉 양육비채권자와 아동은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exception established by the State pursuant to section 454(29)(42. U.S.C. 
654(29), then the State—

 (A) shall deduct from the assistance that would otherwise be provided to the 
family of the individual under the State program funded under this part an 
amount equal to not less than 25 percent of the amount of such assistance; and
(B) may deny the family any assistance under the State program.

161)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양육비 채권 창설, 부(父)의 인지절
차 등에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수급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다(good cause 
exception).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제한적인 해석을 하여, 주로 가정폭력이 이루
어졌던 경우와 같이 양육부모 또는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나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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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택권을 상실하

게 될 뿐 아니라 아동과 양육비채무자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양육비채권

이 집행될 수 있어 금전적 측면에서는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할지라

도 비금전적 측면, 특히 비양육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통한 심리적 안정 등에 

있어서는 아동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긴급지원 

수급요건으로서 양육비채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가

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양육권자 및 아동의 선택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전체적인 아동의 이익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

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Ⅲ.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의 수정

양육비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제도와 관련하여 종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강제집행제도를 개선한163) 가사소송법상 제도이다. 이와 유사

한 제도로는 미국의 양육비원천징수제도(Income Withholding)가 있는데, 이

는 법원을 통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경우에 따라 양육비 미

지급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제도와 다르다.164) 양육

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안정적으로 양육비

를 지급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며, 제도 설정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양

육비 지급 방법으로 제도를 안착시켜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제

도효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양육비원천징수제도의 장점을 취하여 

162) Daniel L. Hatcher, 위의 글, 1046면
163) 전혜정,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정

책 제17권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1, 219면 
164) 위 전혜정의 글에서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미국의 양육비

원천징수제도가 동일하다는 전제로 ‘양육비채무 이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급여에
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이미 양육비확보제도로서 가장 일
반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라고 소개하고 있으나, 양 제도가 완전히 동일한 제도
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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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 필수적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의 제안

미국의 양육비원천징수제도는 현재 OCSE 통계상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

도로, 2018년도 기준 징수된 323억 달러의 양육비 가운데 75%가 양육비 원

천징수제도로부터 확보되었다.165) 현재 미국의 양육비이행지원기관은 1차적

으로 양육비원천징수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을 우선

으로 하며 그 이외의 방법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985년 10월 1일부터 새로이 발급되거나 수정되는 양육비 명령에는 양육

비원천징수명령이 필수적으로 삽입되게 되었다.166) 그리고 양육비원천징수명

령에 관하여는 1988년 가족지원법(Family Support Act of 1988)에 의해 의미 

있는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양육비가 미지급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자동적

으로 소득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자동양육비원천징수, 

immediate income withholding).167) 다만 그 예외로서,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

이나 행정절차에서 양육비원천징수가 불필요하다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거

나,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사이에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

는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동 양육비원천징수절차가 적용

되지 않을 수 있다.168) 자동양육비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한 달의 양육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양

육비원천징수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더욱더 신속한 

양육비의 이행을 위하여 1달분의 양육비가 미납되어야 한다는 요건조차 삭

제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165) OCSE, “2018 Child Support: More Money For Families”, https://www.acf.hhs.go
v/sites/default/files/programs/css/2018_infographic_national.pdf, (2020. 7. 27. 확인)

166)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mendments of 1984 ; 본 개정은 공공부조프
로그램의 수급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가정의 아동에게 양육비이행에 관한 지원
이 제공될 수 있도록 1975년 사회보장법 Ⅳ-D를 개정하였다. 

167) 42 U.S.C § 666(b)(3)(A)
168) 42 U.S.C. § 666(b)(3)(A)의 단서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programs/css/2018_infographic_nation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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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육비가 미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도 본 제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사생활에 대한 관료제의 도입, 재정지출의 

낭비, 자녀의 부양에 대한 적극적 참가를 저해한다는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

었으나 결국 체납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었던 점이 중시되었

고,169) 수년에 걸쳐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사라지게 되었다.170) 

양육비의 미지급 사실과 더불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고용주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이혼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은 개인의 명예, 신용,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직장에서의 평가

는 승진과 직결된 문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양육비 직

접지급명령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일반 민사채권의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과는 달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그 명령 자체가 고용주에게 송달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껴 해당 명령이 신청되거나 고용주에게 송달될 경우 자

발적인 양육비 이행을 약속하면서 신청 자체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

우도 빈번하다고 한다.171) 즉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

의 명예 및 신용에 관한 기본권, 사생활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아동

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의 충돌이 발생

한다. 그러나 아동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양

육비 채무자의 기본권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육비직접지

급명령제도가 양육비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동의 생존 및 복리 증진이라

는 보호법익과 비교형량하여 엄격하게 판단하더라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

도가 양육비 채무자의 기본권을 특별히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169) 김유미,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법학 제2권, 아세아여성
법학회, 1999, 274면 

170)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Income Withholding for Child 
Support-Techniqu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rogram Operations”,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cse/im_01_06a.htm, (2020. 7. 27. 확인)

171)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승원과의 개인면담, 서울가정법원, (2020. 7. 15.)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ocse/im_01_06a.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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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집행권원, 즉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 자동적으로 포함시켜, 양육비 채권자와 아동의 입장에서는 양육비 미지

급이 발생할 경우 재차 법원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 실질

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서 아동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양육

비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을 받는’제도가 아니라 ‘이혼을 하

면 당연히 발급되는 명령’으로서의 제도로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도가 수정된다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도의적 비난가능성이 옅어지

게 되어 양육비 채무자의 심적 부담감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양육비의 신

속한 이행확보까지 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양육

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와 이행을 촉구하는 위하장치로 보는 것이 아니고, 불

이익을 예방하는 자동지불방법으로 위치 지워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172) 

다만 한국 사회가 여전히 이혼 자체에 대하여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양육비 채무자가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

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 미국의 경우 양육비원천징수에 관한 

명령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고용주는 각 주의 법에 따라 벌금의 대상이 되며 민사

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173) 이러한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경우 고

용주의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

이익을 가한다’는 문구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일 뿐 아니라, 사실상의 불이익

을 주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에 모호한 경우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원인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보다는, 고용주에게 엄격한 비밀유

172) 김유미, 위의 글, 275면 
173) Robert Horowitz 외 2인, ‘Remedies under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Amendments of 1984’,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85. 
7.,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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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무를 부여하고 만일 이것이 고용주 또는 고용주가 지정하는 정보처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누설되어 제3자에게 알려지게 될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평가 등에 관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

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양육비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이로 

인해 아동의 이익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2.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의 책임조항 신설 

미국은 양육비 원천징수에 관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

지 아니할 경우, 고용주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174) 이는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와 

자신의 근로자인 양육비 채무자와 공모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의

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가 명령을 위반하였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고용주가 과태료를 납부한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생존과 복리가 보장되는 아동에게는 그 어떤 혜택도 

돌아오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주의 명령 위반의 경우 과태료제도를 통한 제

재를 하는 것보다는 해당 미납금액을 직접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

도록 하여 고용주에게는 동일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아동의 복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기타 절차에 관한 개선방안

174)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hild Support Handbook , 201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pp25;  also available at  https://www.acf.hhs.gov/css/resource/handbook- 
on-child-support-enforcement (2013. 2. 28., 2020. 7. 27. 확인) 

https://www.acf.hhs.gov/css/resource/handbook-on-child-support-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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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가 이직을 하게 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주는 그 사실

을 1주일 이내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2 제6항).  양

육비 채권자는 다시 양육비 채무자의 새로운 직장을 통해 양육비를 직접지

급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 역시 양육비 채무자의 고

용주는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알릴 의무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있

다면 그와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마지막 알려진 주소, 그리고 신규 고용주

에 대한 정보를 안다면 그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양육비 양육비원천징수에 관한 절차는 신규 고용주에 대해 절차 

초반에 거쳐야 하는 사전고지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고용주

에게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한 통지만 있으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17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만일 양육비채무자가 이직을 할 경우 

양육비채권자는 처음부터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부터 해야 하여 연

속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가 이직할 경우에도 당사

자의 추가적인 신청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양육비원천징수제도와 관련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이의 사유가 제

한적이라는 점 역시 참고할만하다. 가사소송법 제62조의 3 제5항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자칫하면 절차지

연을 위한 양육비채무자의 도구로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경우 사

실관계의 오류, 예를 들면 미지급된 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양육비 결

정상 양육비 금액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은 해당 양육비 채무

자가 아니라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만 양육비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다. 따라서 즉시항고의 사유를 미국의 이의사유와 같이 제한적으로 설정하여

야 할 필요성이 있다.  

175) Robert Horowitz 외 2인, 위의 글, p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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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양육비 채무자의 제재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1. 감치명령제도 및 운전면허정지제도의 개선방안

감치명령제도의 실무에 있어, ‘이행명령 이후 3기의 불이행’ 요건이 법원 

재량의 행사 또는 요건 해석에 따라 미납된 금액이 3기분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아 불처벌의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하지 못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176) 감치명령제도를 통

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엄격

하게 해석하고 법원의 불처벌에 대한 재량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

다. 즉 이행명령 이후 3기의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치명령

을 발부하도록 하되 다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야 예외적으로 감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미

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감치명령제도의 위하

적 기능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을 간접강제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현행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감치명령이 있은 뒤 양육비 채무자가 미납

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다시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감치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명령부터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치

명령을 이미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분

히 고의적인 성향이 있어 절차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 할 것이므

로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법원 실무상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감치명령이 발부

될 경우 이를 통해 양육비가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

도 상당한 비중으로 고려된다고 한다.177) 이는 감치명령신청의 대상이 되는 

양육비 채무자의 상당수가 본인 스스로도 자력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176) 제2장 제3절 Ⅱ의 제3항 참조
177)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승원과의 개인면담, 서울가정법원, (2020. 7. 15.) 



- 107 -

못하는 자이고, 이러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감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동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17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감치명령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감치명령의 

발부 여부를 결정함과 동시에 아동을 위하여 양육비이행법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생계지원 등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아동에게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복지제도를 통해 지

원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는 한부모가족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 할 것이므

로 법원이 직권으로 해당 아동이 긴급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

한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한부모가족, 특히 아동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는 절

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현금지원을 아

동이 받게 된다 하더라도 아동의 양육부모, 즉 양육비채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타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 제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감치제도에 관한 규정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임의의 개정안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68조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

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3

기분에 달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감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감치명령 

집행 또는 집행불능 이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178)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정승원과의 개인면담, 서울가정법원, (202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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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원은 제64조의 새로운 명령 없이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의2(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직권신청)

①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을 할 경우, 가정

법원은 아동의 복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그 아동에 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1항의 신청을 할 경우 권리자와 아동의 의견을 청

취하여야 한다. 

한편 2020. 6. 9.자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감치명령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

하여 현장기동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는 감치명령이 선고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하면 감치결정이 집행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양육비 채무

자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법정등의 질서유지

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항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위

반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위반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

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이러한 감치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양육비 채무자

들은 감치명령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적극적으로 위장전입을 하

는 등 자신의 거취를 숨겨 감치명령의 집행을 무력화하거나 위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감치집행을 회피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179) 따라서 양육비 

불이행으로 인한 감치명령의 경우 집행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거

나 그 기간을 확대하고,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1

조 제6항과 같은 예외사유 역시 삭제해야 할 것이다. 

2.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입법론 제시 
179) KBS NEWS, “나쁜 아빠 공개합니다...양육비 나몰라라, 감치 압류 유명무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2575, (2018. 9. 25. 22:16, 2020. 7. 
27. 확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2575


- 109 -

최근 양육비를 장기간 미지급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분을 

통해 그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양육비 채무

자의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

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양육비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아야 그 

생존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 한부모가족 내 아동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

는지는 진지하게 고찰되어야 한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면탈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형사처벌규정의 존재 자체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위하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에 대해 찬성하는 한부모가족도 있겠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한부모가족도 상당하다.180) 양육비 채권자에게는 양육비 채무자이자 양육비, 

이혼 등 여러 가지 법률문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지만 아동에게는 함께 살

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부모 중 한사람이기 때문이다. 형사처벌 이후에도 양

육비 채무자는 아동의 부모로서 살아가야 하고 양육비를 계속 지급해야 하

는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경우 아동과 양육비 채무자의 관계가 더 훼손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형사처분 이후 자의적인 양육비 이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여 매우 보충적으로 규정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 판단되며, 특히 이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최상

의 이익이 기준이 되어 양육비 채무자의 형사처벌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한

부모가족 내 아동에게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주요 논점이 

되어야 한다.

미국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를 처벌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81) 형사처벌의 위하효과를 통해 양육비 이

180)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형숙 대표와의 서울대학교 법학
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하계 프로보노 ‘미혼모부를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 작
성’ 관련 간담회에서의 면담, 서울대학교,  (2020. 7. 2.)

181) 18 U.S.C. §288(a)
(1) willfully fails to pay a support obligation with respect to a child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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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금전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더 무거운 처

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단 그 벌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귀

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된 양육비에 갈음하여 아동에게 지급되는 방안

을 제안하며, 이렇게 해야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됨과 동시에 양육비 채

무자에 대한 간접강제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현행 

가사소송법상 양육비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치명령 및 과태료와의 관계 및 개정 

양육비이행법에 도입된 운전면허정지처분과의 관계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즉 형사처분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었음에도 이

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일 보충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대 국회에 상정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

안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람’182)을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고, 21대 국회에 새로이 상정된 전주혜 의원 발

의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동일하다.183)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resides in another State, if such obligation has remained unpaid for a period 
longer than 1 year, or is greater than $5,000;

(2) travels in interstate or foreign commerce with the  intent to evade a support 
obligation, if such obligation has remained unpaid for a period longer than 1 
year, or is greater than $5,000; or

(3) willfully fails to pay a support obligation with respect to a child who 
resides in another State, if such obligation has remained unpaid for a period 
longer than 2 years, or is greater than $10,000; 

shall be punished as provided in subsection (c).
182) 윤영석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794, (2019. 11. 14.) [임기만료폐기]; 박찬대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996, (2019. 8. 16.), [임기만료폐기]; 
전재수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631, (2019. 5. 24.) [임기만료폐기], 정춘숙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797, (2019. 2. 22.), [대안반영폐기]

183) 전주혜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00980, (2020. 6. 25.) [계류 중].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하는 안 이외에도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
금지제도 및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 11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아 처벌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184)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는 매

우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한 ‘정당한 이유’의 해석 

여하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에까지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구보다는 미국의 연방법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몇 

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혹은 얼마 이상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

거나, 혹은 몇 회의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양육비를 불이행한 경우 등 

그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견으로는 감치명령을 받은 

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구성요건으로 삼음이 형사처벌의 보충성, 처벌

규정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양육비 불이행을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자신의 보호, 감독

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

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이

러한 방임행위를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

는 바, 양육비이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 아동의 복리에 큰 공백이 발생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것에 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입법취지를 부각하기 위

하여 위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을 적용하여 처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양육비이행법에 둘 

것인지 아동복지법에 둘 것인지는 입법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이기는 하나, 

아동복지법에 이를 규정하게 될 경우 아래에서 논하는 형사처분에 부대하여 

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구제수단을 규정하는 것이 형평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양육비채권의 공익성과 필요의 긴절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전

자의 방법이 아동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한편 지급능력이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양육비 채무자까지 처벌

을 하게 된다면 양육비 지급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양육비 채무자도 늘어날 

184) 신현영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614, (2020. 7. 8.),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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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급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므로 이를 구별하여 처벌할 수 있는 

입법상의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

률안에서 ‘다만,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결과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한 것185)은 양육비 채무자의 자력을 고려하여 처벌 규정을 마

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것이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자력이 없어 지

급하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들을 섣불리 처벌하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UN 아동권리위원회 역시 최종권고에서 ‘양육비 

지급명령에 따른 지급이행을 보장하고,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자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황과 아동의 복

리를 고려하여 양육비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절차를 안내하여 본래 정

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육비 감액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복

리를 위한 조치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판단은 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186) 위에서 논한 바를 종합한 일응의 

법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

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

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다

만 양육비이행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결과 양육비 채무자가 

185) 전재수 발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631, (2019. 5. 24.) [임기만료폐기]

186)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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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이행법 제16조 및 제17조

의 조사결과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양육

비의 수준, 아동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한 벌금은 우선적으로 아동에게 지급되지 않은 양

육비 지급에 충당되고, 양육비 채무자가 현재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양육비 지급,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

한 과거의 양육비의 순으로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한다.

5.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 

등록가능한 동산, 주식, 예금계좌 등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육

비 채무자 및 제3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는 문제는 양육비에 관한 아동의 구너

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육비에 관한 특수한 형사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할 것

인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미국의 경우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형

사처분을 할 때 필수적인 배상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87) 이를 우리나

라에 적용하게 된다면 결국 형사배상명령과 유사한 제도가 될 것인데, 이러

한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문제된다.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민사상 소를 제기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양육비

에 관한 특수한 형사배상명령제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내용의 소송

을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한부모가족 내 아동을 위해 유효한 보호방법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혼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게 된다. 미혼모가정의 경우에도 인지소송 등 부(父)의 인

지절차를 거친 이후 양육비를 청구하여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하는 

187) 18 U.S.C. §288 (d) MANDATORY RESTITUTION.—Upon a conviction under 
this section, the court shall order restitution under section 3663A in an amount 
equal to the total unpaid support obligation as it exists at the time of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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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현행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모두 유효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설계되어 있는 바,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한

다 하더라도 별도의 형사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추가적인 집행권원을 부여

하는 방법으로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은 크게 높지 않다고 보인다. 다만 집행

권원상의 권리가 소멸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혹은 아동이 성년

이 되어 양육비 채권자가 장기간 청구하지 않은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등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민법과 양육비이행법과의 

균형적 해석, 양육비 채권자의 보호의 필요성이 어디에까지 미쳐야 하는 것

인지, 아동의 보호필요성을 어느 범위까지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양

육비채권자와 양육비채무자의 이익비교형량 등 여러 고려를 통한 논의가 필

요하다.

3. 양육비채무자를 위한 고용 정책 마련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생존과 복리에 필요충분한 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성실한 양육비 이행이 필요하다. 그러나 양육비를 지

급받기 위해서는 양육비 채무자가 노동시장에서의 확고한 위치를 토대로 원

만한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 전제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국가에 대해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해야 할 의무,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

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

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하고(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

의2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

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4조의2 제2항). 이러한 법제 아래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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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

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 및 경로설정→의욕 능력증진→집중 취업알

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

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

업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있고,188)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모에게 지원자격을 부

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 및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즉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채권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비양육부모를 위한 고용 관련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비양육부모가 안정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아동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

다. 이에 관하여는 미국 텍사스 주의 양육비채무자를 위한 고용지원 프로그

램(Noncustodial Parent Choices program)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텍

사스 주에서는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양

육비채무자를 위해 고용지원 프로그램(Noncustodial Parent Choices program)

을 운영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189) 해당 프로그램은 

실업 상태 또는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아 양육비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

하거나 그러할 위험에 처해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취업 여부 및 커리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지속적으로 양육비를 지

급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본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2005년 8월

부터 2019년 4월까지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혜택

을 수급하는 양육부모의 비율이 21% 감소하였고, 미화 4억 7,9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양육비가 지급되었다.190) 단순히 금액적인 성과만으로 이 프로

188)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개요”,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
01/busiInfo.do (2020. 7. 27. 확인)

189) 허민숙,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NARS 입법 정책보고
서 제19호, 국회입법조사처, 2018. 12. 27. 48면 

190) Texas Workforce Commision, “Noncustodial Parent Choices: A Comprehensive 
Guide”, February 2020, pp.6-8; https://www.twc.texas.gov/files/partners/ncp-choices
-guide-twc.pdf (2020. 7. 27. 확인)

https://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https://www.twc.texas.gov/files/partners/ncp-choices-guide-twc.pdf


- 116 -

그램의 성공 여부를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나, 이로 인하여 양육비채무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스스로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

의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는 점은 긍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양육비의무를 부담하는 비양육부모를 강하게 제재하여 양육비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양육부모의 사회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

결하여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아동의 

생존 및 복리 보장에 있어 더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양육비 

채무자의 자력을 회복하여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자력을 회복한 

양육비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이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만일 

자력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이전의 여러 

방안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 양육비이행을 확보하되 모든 절차를 거쳤음에

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악의적인 양육비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비채무자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면서 한부

모가족 내 아동은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Ⅴ. 강제집행 절차 내에서의 아동의 권리보장

양육비이행확보제도를 통해 아동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법 이

외의 법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법원은 양육비청구권을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사이의 민사채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의 

실현과정, 즉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양육비채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

다. 이는 양육비 채무자와 아동의 권리 충돌의 측면에서는 양육비 채무자에

게 압류금지채권이 있는 경우의 형태로, 아동과 제3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측

면에서는 배당과정에서의 순위와 관련된 문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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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수정의 필요성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

서 압류가 금지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자에게 압류금지채권, 

특히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 중 민사집행법이 정하는 금액인 185만 원의 범

위의 채권이 있을 경우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도 그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

지하는 것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타당한 것인지 문제된다. 이는 양육비직

접지급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

으나 여기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부양하는 자녀의 생계에 관한 비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이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한 근본취지는 채무자인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191)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하는 압류

금지채권의 경우에도 채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고려가 전제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

무자의 예금채권 또는 임금채권에 압류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압류금지규정

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아동의 이익보다 

양육비채무자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192) 

양육비채권에만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넘는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의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등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

러나 양육비는 스스로를 부양하고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존 및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이는 아동의 생존권, 행복추구권,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보호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바, 양육비 채무자가 가지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도 양

191) 헌법재판소 2018. 7. 26.자 2016 헌마 260 결정 
192) 같은 의견으로 차선자,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한국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학술대회-이혼과 자녀
의 보호 자료집 , 한국가족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 2020. 7.,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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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압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98헌마401등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 최근 결정에서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련된 주요 문제로 양육비 채권자와의 문제를 지적하고, 양육비채권은 원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임을 확인하였다.193)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선고된 때로부터 18년이 지났지만 채권

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여전

히 입법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생계비 이상의 연

금급여를 받으면서도 채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어려운 처지

에 있는 채권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집행채권

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 등 공무원연금수급권자 

본인이 의도적으로 채권자의 생활형편을 악화시킨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압

류를 금지하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압류금지조항은 공무원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리를 보장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양육비채권은 원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수급

권자가 자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양육비용 부담도 의도적으로 회피

하는 경우 오히려 압류금지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압류금지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결과가 빚어진다. 이에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공적 연금

이나 급여를 대상으로 한 압류를 제한하면서도 집행채권이 양육비채권인 

경우 압류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다.  

압류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다.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압류 제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를 두는 등 연금수급권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선례에서 지

적한 것처럼 입법자는 압류금지조항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마련하여야 함을 이 사건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93) 헌법재판소 2018. 7. 26.자 2016 헌마 2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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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에 있어 양육비채무자의 압류금지채권 전부

에 대하여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취지, 아동의 최

상의 이익 원칙에 모두 맞지 않는 결과일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하여 1차적인 

부양의무를 지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반

대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내에서 양육비채권 금액을 모두 집행할 수 있다

고 해석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양육비 채무자의 생존에까지 타격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양육

비 채무자가 다른 가정을 이루어 부양해야 할 다른 아동이 있는 경우라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내에서 그 아동을 위한 부양의무의 이행 역시 고려되

어야 할 것이므로 압류가 금지된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압류를 인정할 것인

지의 여부는 양육비채무자의 소득, 자산 상태, 양육비채무자가 현재 부양해

야 할 아동의 수가 몇 명인지,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한부모가족 내 아

동의 경제적 여건이 어떠한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

결될 문제라 보인다. 

2. 양육비채권에 대한 우선변제효 부여 

양육비채권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될 경우, 아동이 실질적으로 양육비

를 지급받게 되는 것은 배당절차를 통해서이다. 그런데 배당절차에는 양육비

채권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이 참여를 하고, 양육비채권자

가 별다른 담보를 취득하지 않는 한 양육비채권은 일반채권으로서 배당에서 

순위가 낮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아동의 생존과 복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가급적 많은 배당이 이루어져 아

동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양육비채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사채권으로는 임금채권이 있는

데, 임금채권의 경우 그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

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에 따

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이 최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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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최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사용자가 도산하여 국

가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여 국가가 사용자에 대하여 그 지급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유지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2항). 

그런데 양육비채권은 아동의 권리로서 근로자의 권리보다 특별히 더 보호되

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제까지 강제집행 절차에서 우선변제효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어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아동의 권리는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20. 6. 9.자 양육비이행법의 개정에 의하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

원의 경우 국가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징수의 예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구상권과 아동이 양육비채무자로부터 현재 받

아야 하는 양육비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부는 향

후 개정법의 이행과 함께 불거질 수 있는 문제로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방세기본법 제71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국민건강보험

법 제85조 등 규정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징수시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별도

의 조항이 존재하는데, 2020. 6. 9.자 양육비이행법에는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만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국가의 구상권에 대

하여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규정을 둘 경우에는 일반 양육비채권의 행사보다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더 보호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를 아동보다 

보호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국가가 행사하는 구상권이 본질적으로는 비

양육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고,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국가의 복지

비용 환수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일이며 아동의 생존과 복리라는 보호법익 

역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이라는 보호법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

가의 구상권 행사에 대하여만 우선변제효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반

할 뿐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위반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낳는다.  

양육비의 적시 계속적 지급은 향후 사회의 구성원이 될 아동의 건강한 성

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도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 보호보다 보호되어야 하는 보호법익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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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양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단순히 양육비이행법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체계

적 해석, 임금채권과 양육비채권 등 특수한 보호의 필요성을 가지는 채권간

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이행법의 추가적인 개정여부에 따라 깊게 논

의되어져야 할 문제인 바, 이는 후속연구에 맡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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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한부모가족 내 아동이 비동거부모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아동의 생존과 복리에 직결되는 것으로 적시에 지급되어야 함이 가장 중요

한, 공익적 색채를 강하게 띄는 채권이다. 아동은 자기에 대한 결정을 단독

으로 내릴 수 없고,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을 막기 위한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양육비의 이

행을 확보하여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넓은 의미의 사회보장법 영

역의 제도라 할 것이므로,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사회보장의 

이념, 특히 아동의 권리보장제도라는 관점에서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기준

이 되어야 한다.

현행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양육비 채무자

의 이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제도와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부조제도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 

아래 양육비이행확보제도는 아동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를 통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제도 안에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이념은 구체적으로 아동의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양육비채무자에 대

한 제재방안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생존과 복리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

는지, 아동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의 개선을 통해 아동의 경제적 상황을 넘

어선 보호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아동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제재를 거치지 않고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

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이행확보

제도가 효용성 있게 설계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양육비의 집행

권원 취득 단계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이어지는 양육비 

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한부모가족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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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으로서의 위상

을 갖출 것이 요구되며, 간이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아동에게 

양육비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보권한

을 강화하여 적재적시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아동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를 일상적인 제도로 자리잡

게 함으로써 양육비이행의 환경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양육비 채

무자에 대한 감치명령제도, 운전면허정지처분제도, 형사처벌의 도입 논의 등

도 아동의 이익을 초점으로 개선방안 및 도입여부가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의 이념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양육비 채무자를 악의적인 

인간상으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스스로도 사회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약자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

는 자에 대하여는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을 통해 그 이행을 

확보해야 하지만,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경제적 토대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비이행확보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이

와 함께 아동에 대하여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범위 확대, 지원금액 상

향 및 지원금액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통하여 아동의 상황에 따른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와 양

육부모가 수급하는 타법상의 생계급여제도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

여 아동의 사회보장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국가의 구상권이 아동의 이익을 도리어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양육비 선지급제도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으나, 

모든 제도는 각 나라의 사회적 풍토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므로194) 독일, 프

랑스,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제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고안하기 위해 향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194)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으로는 이흥재, “21세기 노동법적 과제와 새로운 패러다
임의 모색-‘한국적 풍토’의 노동법에 대한 진단 및 처방과 상생의 지향”, 비교
법학연구 제6권, 한국비교법학회,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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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upport is a financial resource paid by the parents of the children 

regardless of whether they live with the children. Child support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children's survival and well-growth as well as a 

financial foundation for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to overcome social 

risks they might enter due to their parents' disputes. The right to have 

sufficient support from their parents is ultimately the right of children, 

therefore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should function to protect 

children’s right. In that sense, the best interest of children must be 

considered first and the most when discussing improvements of the 

enforcement system. Even though social consensus of that it needs special 

attention to protect children’s right in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has 

spread widely, yet the right to child support is still considered as civil 

rights between parents. Therefore, the survival and welfare of childre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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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parent families are still at risk, despite the fact that Family Litigation 

Act and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Child Support Payment have 

been legistlaed including special proced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child 

supports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 of children. The incapability of child 

support implementation system is primarily due to the fact that Child 

Support Agency does not function as a pivotal institution for securing child 

support rights, the lack of powers to access to information of the 

whereabouts and assets of the debtors without their consent, and the fact 

that the child support creditors have a tendency not to use the system 

because of the psychological burden that they have to go through courts and 

the delay in court proceedings. Emergency support for temporary child 

support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to so-called "child support 

pre-payment system", in which the government pays child support directly to 

all single-parent families’ children and recovers the payment from the 

obligors, since the pre-payment system costs too much budget. However, 

emergency support system has several problems. If a child support creditor 

receives the livelihood benefit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or the Emergency Aid and Support Act , the eligibility for temporary child 

support is suddenly revoked, and the emergency supports pays uniformly 

low amount of benefits not enough to protect the right of children. 

Recently,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Child Support Payment has 

been revised to introduce driver’s license suspension system and several 

measures to enforce the right of state to collect from child support debtors 

when the state gives child support to children who is eligible of the 

emergency support system. However, these new measures are not effective 

in protecting children’s survival and welfare by emphasizing too much on 

collection of child support payment of emergency support system and forced 

execution of child support orders. Even the newly-introduced measure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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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sh against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o improve these matters, the Child Support Agency should be 

institutionalized nationwide and independent so that all single-parent families 

have access to easily regardless of where they live, and active 

implementation monitoring program should be systematized legally to create 

the environment in that child support debtors voluntarily pays child support 

to their children. And also, the Child Support Agency should have more 

powers to commence legal procedures with access to information of debtors 

without their consent when delay of support happens. In addition, a special 

conciliation committee for child support and visitation disputes should be 

established at the Child Support Agency so that legal disputes over child 

rearing expenses can be resolved quickly. The issue of whether to punish 

child support obligors has been raised recently, however, the matter should 

be handled in such a careful manner and approached in a way that should 

be of practical help to children and their best interests. The emergency 

support system for temporary child support should raise the standards of 

payments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child and their best interests. And 

the emergency support system should ensure that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d the creditor of child support are protected, respective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other welfare systems. Ultimately, the 

emergency support system for child support needs to be operated as a 

pre-payment system for child support, and continued research is needed. 

Meanwhile,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should not primarily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nation's fiscal soundness by preventing 

unnecessary tax expenditure, and the relevant system regarding child support 

should also be modified to ensure that the children’s best interests take 

precedence in the event of conflicts between children's rights and national 

interests or third-party interests. Creating an environment in which all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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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obligors voluntarily pay child support is ultimately a desirable way 

for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and a goal that the child support 

enforcement system should pursue. Therefore, employment policies should be 

prepared for child support obligors who are in social risk so that they can 

pay child support dir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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