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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모의 일방 기타 가까운 가족이 하는 유괴를 아동의 탈취(child abduction)라고 

부른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국제적으로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실현

하기 위하여 1980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탈취협약”)을 

성안하였다. 탈취협약은 약식의 사실확인에 기초한 절차를 통하여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즉 원상회복)과 면섭교섭권을 보장하고 어느 체약국법에 기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체약국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탈취협약은 중앙당국 간의 

국제공조제도와, 법원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아동반환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혼합

체계(mixed system)를 취하고 있다. 탈취협약은 UN의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규정된 아동의 기본권의 실현

을 돕는 것이다. 정부는 2012년 12월 탈취협약에 가입함으로써 89번째 체약국이 되

었고 탈취협약은 2013. 3. 1.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었다. 국회는 탈취협약 가입을 위

하여 2012. 12. 1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행법률”)을 제

정하였다. 필자는 탈취협약 가입을 환영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1999년 이래 탈

취협약의 일관된 해석과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자 탈취협약의 적용사례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 

(INCADAT)”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탈취협약의 주요내용(Ⅱ.), 

이행법률의 주요내용(Ⅲ.)을 살펴보고, 탈취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아동의 반환과 

면접교섭권의 확보에 관한 우리 국내법(Ⅳ.), 국제가사소송․비송법제의 정비(Ⅴ.)와 

관련 형사문제(Ⅵ.)를 논의한다. 특히 장래 논란의 대상이 될 탈취협약(제12조, 제20조와 

제13조)상의 반환거부사유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아동탈취, 중앙당국, 탈취협약, 이행법률, 양육권, 면접교섭권

 * 필자는 2012년 2학기를 연구학기로 보낸 덕에 오래 미루었던 이 글을 완성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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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타인이 하는 아동의 유괴, 즉 ‘고전적 유괴(classic kidnapping)’와 대비하여 부모

의 일방, 후견인, 기타 가까운 가족이 하는 아동의 일방적 이동(removal) 또는 유치

(retention)를 ‘아동의 탈취(child abduction)’라고 부른다.1) 국제여행이 쉬워지고, 다

문화혼인(bi-cultural marriages)의 증가에 수반하여 이혼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적 

아동탈취의 사례가 늘고 있다.2) 이동된 아동은 남겨진 부모와의 접촉 및 익숙한 

환경과도 분리되어, 과거 아무런 연계가 없던 새로운 문화에 이식되므로 국제적 

아동탈취는, 아동 본인과 남겨진 부(또는 모)에게 국내적 탈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3) 특히 국제적 아동탈취의 결과 아동은 상이한 법제, 사회구조, 문화와 상이한 

언어를 가지는 다른 국가로 이동되는데, 이러한 차이와 그에 수반되는 물리적 

거리는 아동의 발견, 회복과 반환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4) 헤이그국제사법

회의는 국제적으로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1980년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탈취협약”이라 한다)5)을 성안

하였고, 이는 1996년 “부모책임 및 아동의 보호조치와 관련한 관할, 준거법, 승인, 

집행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보호협약”라고 한다)6)에 대하여 특별법적 

1) Paul R. Beaumont/Peter E. McEleavy,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1999), p.1. 이하 이 책을 “Beaumont/McEleavy”라고 인용한다.

2)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웹사이트(http://www.hcch.net/upload/outline28e.pdf)에 있는 탈취협약의 
Outline, p.1. 이하 “Outline”이라 한다.

3) Outline, p.1 참조. 상세는 Beaumont/McEleavy, p.7 이하 참조.
4) Outline, p.1. 
5) 영문명칭은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이다. 

2012. 12. 14. 현재 탈취협약의 체약국은 89개국으로 탈취협약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성안한 조약 중 매우 성공적인 것이다. http://www.hcch.net/index_en.php?act=conventions.status& 
cid=24 참조. 탈취협약에 관하여는 이병화, 국제아동탈취의 민사  측면에 한 헤이그 약 

연구(법무부, 2009)(이하 이를 “이병화”라고 인용한다); 현낙희,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내용에 관한 검토”, 국제규범의 황과 망 - 2011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국제회의 참가보고 - (2012), 139면 이하; 윤종섭,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관한 
검토: 실무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제규범의 황과 망 - 2011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

보고  국제회의 참가보고 - (2012), 175면 이하; 김미경, 자녀의 국제 인도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연구 - 1980년 헤이그 협약을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학위논문(2007) 참조.
6) 영문명칭은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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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가진다. 우리 법상 아동의 반환은 아동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친권(부모

책임), 보다 정확히는 양육권의 문제에 속하는 사항인데,7) 국제적으로는 이처럼 특별

히 취급되고 있다. 

탈취한 부모가 아동을 새로운 국가에서 유치하고 그의 통합을 실현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원이 반환을 명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아동반환은 ‘시간과의 싸움 

(Kampf gegen die Uhr)’이다. 따라서 탈취협약은 약식의 사실확인에 기초한 신속절차 

(Eilverfahren)8)를 통하여 불법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절차 개시 후 6주 내의) 반환

(즉 원상회복)을 보장하고 어느 체약국의 법에 기한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체약국에서 존중되도록 보장한다. 아동의 신속한 반환원칙(principle of prompt 

return)은 탈취와 불법한 이동에 대한 억지장치(deterrent)로서 기능하며, 탈취협약

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반환명령은 불법한 

탈취 전에 존재하였던 현상(status quo)을 회복하고, 불법한 부모의 일방으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탈취로 인하여 그가 가졌을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다.9) 이를 

위하여 탈취협약은 중앙당국 간의 국제공조제도와, 법원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아동

반환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혼합체계(mixed system)’를 취하고 있다.10) 

탈취협약은 그보다 늦게 채택되었으나 한국에서 먼저 발효한 국제연합의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이하 “아동

권리협약”이라 한다)11)의 제11조,12) 제35조13)를 실현하고, 제9조 제3항14)과 제10조 

   Children”이다. 2012. 12. 3. 현재 아동보호협약의 체약국은 39개국이다. http://www.hcch. 
net/index_en.php?act=conventions.status&cid=70 참조. 아동보호협약의 소개는 최흥섭, 국제

사법의  흐름(2005), 329면 이하 참조. 아동보호협약은 아동의 후견과 친권의 

준거법을 통일적으로 규율한다.

 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우리 민법상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를 수 있는데 이 경우 민법(제913조-제915조)에 따른 친권자의 권리는 

양육권자의 권리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본다. 민유숙, “2012년 민사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제432호(2013. 3), 51면 참조. 
 8) Albert Bach/Birgit Gildenast, Internationale Kindesentführung: Das Haager Kindesentfüh- 

rungsübereinkommen und das Europäische Sorgerechtsübereinkommen (1999), Rn. 37, 
Rn. 69. 이하 이 책을 “Bach/Gildenast”라고 인용한다.

 9) Outline, p.1. 
10) 아래에서 언급하는 탈취협약에 대한 보고서, para. 43.
11) 이는 1991. 12. 20. 조약 제1072호로 발효했다. 우리는 동 협약에 가입하면서 제9조 제3항, 

제21조 (a)와 제40조 제2항 (b)(v)에 대해 유보하였다.
12) 제11조는 아래와 같다.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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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15)에 표현된 아동의 기본권의 실현을 돕는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탈취협약은 헌법 및 지역 또는 국제적 인권문서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16)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체약국들에게 탈취협약 가입을 권고한다.17)

정부는 2012. 12. 13. 가입서를 네덜란드 외교부에 기탁함으로써 우리나라는 89

번째 체약국이 되었고 그에 따라 탈취협약은 조약 제2128호로서 2013. 3. 1. 우리

나라에서 발효되었다.18) 국회는 탈취협약 가입을 위하여 2012. 12. 11. 법률 제

11529호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이라 한다)

을 제정하였다.19) 협약 가입은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아동

인권 문제의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필자는 우선 탈취협약 가입을 

환영하며 이를 위하여 노력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20) 여기에서는 탈취협약의 

주요내용(I.), 이행법률의 주요내용(III.)을 살펴보고, 탈취협약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아동의 반환과 면접교섭권의 확보에 관한 우리 국내법(IV.), 국제가사소송․비송법

제의 정비(V.)와 관련 형사문제(VI.)를 논의한다. 국내법의 검토는 우리나라의 탈취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13) 제35조는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4) 제9조 제3항은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15) 제10조 제2항은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

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고 규정한다.
16) Outline, p.2. 
17) Outline, p.2. 
18) 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4번째의 헤이그협약이다. 우리나라가 전에 가입한 헤이그협약은 

송달협약(2000. 8. 1. 발효), Apostille 협약(2007. 7. 14. 발효)과 증거협약(2010. 2. 12. 발효)
이 있으나 이행법률을 제정한 것은 탈취협약이 처음이다.

19) 외교통상부는 2011. 10. 20.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안 및 협약 이행법률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탈취협약의 이행법률로 미국은 국제아동탈취구제법률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Remedies Act. ICARA)을, 영국은 Child Abduction and 
Custody Act 1985를 제정하였다.

20) 다만 입양협약 가입이 더 시급한 과제이며 국제사회의 기대도 그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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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가입으로 인하여 초래될 변화를 이해하고, 탈취협약 가입 후에도 동남아 국

가들21)과 같은 비체약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아동탈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탈취협약에 대하여는 Elisa Pérez-Vera가 작성한 Explanatory Report가 있다(이하 

이를 “보고서”라 한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1999년 이래 상호이해, 탈취협약의 

일관된 해석과 효율적 운영을 촉진하고자 탈취협약의 적용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즉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 (INCADAT)”를 운영

하고 있다.22) 그 밖에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이 작성한 지침23)이 있고, 

최근에는 조정에 관한 지침24)도 간행되었으므로 이들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II. 탈취협약의 주요내용

1. 탈취협약의 구성

탈취협약은 6개장 45개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체제는 아래와 같다.

제1장 협약의 적용범위(제1조∼제5조)

제2장 중앙당국(제6조∼제7조)

제3장 아동의 반환(제8조∼제20조)

제4장 면접교섭권(제21조)

제5장 일반규정(제22조∼제36조)

제6장 최종조항(제37조∼제45조)
 

21) 한국인과 국제혼인을 많이 하는 베트남, 중국(본토),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은 모두 

탈취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다만 태국은 당사국이다.
22) 주소는 http://www.incadat.com/. 통계를 담은 “INCASTAT”는 2007년 9월 28일 개설되

었다. http://www.hcch.net/index_en.php?act=events.details&year=2007&varevent=138 참조.
23)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Guide to Good 

Practice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Part I - Central Authority Practice (2003), 
Part II - Implementing Measures (2003), Part III - Preventive Measures (2005)가 그것이다. 

24)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Guide to 
Good Practice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 Mediation (2012)이 그것이다.



84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2호 (2013. 6.)

2. 목적

탈취협약의 목적은 a) 불법적으로(wrongfully)25) 어느 체약국으로 이동되거나 어느 

체약국에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b) 어느 체약국의 법에 

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제1조). 탈취협약은 아동의 양육권을 규율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법탈취된 

아동을 약식의 절차에 의하여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양 부모와 접촉할 권리를 되찾고, 

아동의 삶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며,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쟁점은 관련된 증거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법원이 판단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26) 

탈취협약의 목적상 ‘양육권(rights of custody)’27)은 아동의 신상보호28)에 관한 권리와 

특히 아동의 거소지정권을 포함하고(제5조 a호),29) ‘면접교섭권(rights of access)’30)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의 상거소 이외의 곳으로 아동을 데려갈 권리를 포함한다(제5조 

b호). 

탈취협약의 기초자들은 일차적 양육자(primary care taker, primary carer)인 모가 

양육하는 아동을 면접교섭권만 가지는 부가 탈취한 상황을 상정하였으므로, 탈취

협약이 정한 약식의 반환메커니즘과 반환거부사유의 엄격한 해석은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계적 통계는 모가 아동을 탈취하는 사례가 

70%에 달하였고 독일로 아동을 데리고 온 사례의 대부분은 모가 한 경우이며 이는 

2008년 74%에 달하였다고 한다.31) 아동의 신속한 반환은 아동권리협약(제10조 

25) 이는 ‘위법하게’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외교통상부의 국문번역을 따랐다.
26) 보고서, para. 19; Outline, p.1.
27) 이는 민법상의 양육권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호권’으로 번역하자는 견해

도 있었으나(이병화, 228면) 양육권을 선택하였다. 독일에서는 이를 ‘Sorgerecht’라고 

한다. 권재문, “협약 이행법률안 주요내용 및 제정취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

입안 및 협약 이행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71면(이하 “공청회자료”라고 한다). 형

사판결인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은 ‘감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권재문,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이행법률안”, 연세 학교 법학연구, 
제21권 4호(2011), 4면 註 16에서는 용어에 관한 결론만을 소개한다.

28) 협약의 공식번역문은 ‘일신보호’라고 한다.
29) Re S., Auto de 21 abril de 1997, Audiencia Provincial Barcelona, Sección 1a에 대한 

INCADAT의 코멘트(http://www.incadat.com/index.cfm?act=search.detail&cid=244&lng=1& 
sl=2)에 따르면 대부분의 체약국이 탈취협약의 목적상 통일적인 양육권의 개념을 받아

들이고 있으나 뉴질랜드에서는 이를 넓게 파악하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좁게 파악

한다고 한다.
30) 미국의 이행법률(제11602조 ⑺)은 ‘rights of access’는 ‘visitation rights’를 의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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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이 정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탈취협약은 그런 사안에도 적용

된다.32)

3. 적용범위

가. 인적 적용범위

탈취협약은 아동, 보다 정확히는 16세 미만의 아동에 적용된다(제4조 2문).

  

나. 장소적 적용범위

탈취협약은 체약국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즉, 탈취협약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되기 직전에 아동이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

어야 하고, 아동의 현재 소재지가 다른 체약국에 있어야 한다(제4조 1문). 

여기에서 탈취협약상의 ‘상거소’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거소는 전통적

으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 의하여 주소에 대신하는 통일된 순수한 사실상의 연결

점33)으로서 도입된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러나 상거소라는 연결점이 가족법상의 맥락에서 가지는 장점은 이동성이 높은 현

대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에 있으며, 이는 국적과 주소가 제공할 수 

없는 특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34)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그의 협약에서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종래 우리나라에서는 상거소를 “사람이 그 생활의 중심(Lebensmittelpunkt)을 

가지는 장소”로 보는데,35) 이러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탈취협약상으로도 타당하다고 

본다.36) 통상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定住한 사실이 인정되면 그 곳이 

31) Martina Erb-Klünemann, “Report on the 1980 Hague Convention and the German Experiences”, 
p.2. 이는 Hamm 지방법원 판사인 그가 2012. 4. 7. 大阪辯護士會/立命館大學이 마련

한 자리에서 한 발표자료이다. 이를 보내주신 渡辺惺之 교수께 감사드린다. 이하 

“Erb-Klünemann”으로 인용한다. 윤종섭, “국제아동탈취협약 주요 내용”, 공청회자료, 
24면에 소개된 Lowe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통계는 모가 탈취한 사례가 69%라고 하

는데,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46%, 기각된 사례가 15%라고 한다.
32) Erb-Klünemann, p.2.
33) 보고서, para. 66은 이 점을 강조한다.
34) Beaumont/McEleavy, p.89.
35) 이호정, 국제사법(1983), 193면. 독일 연방대법원의 1975. 2. 5. 판결(NJW 1975, 1068)도 

상거소를 ‘생활의 중심지(Daseinsmittelpunkt)’라고 보았다. 
36) 탈취협약상으로는 아동의 상거소가 문제되므로 자연인 일반에 적용되는 국제사법상의 

상거소개념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가급적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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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소로 인정될 것이고,37) 상거소가 존재하기 위해 반드시 定住意思(animus 

manendi)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법적 개념인 주소와 달리 상거소는 상대적으로 

사실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38) 이러한 견해를 독일에서는 ‘사회적 통합론’이

라고 한다.39) 그에 따르면 상거소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체류기간, 체류목적, 가족관계와 근무관계 등 관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가 그 사회에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40) 

상거소는 사실상의 개념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므로 아동의 경우 영국의 ‘종속

주소(domicile of dependence)’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으나 독립적인 

상거소를 형성할 의사를 가질 수 없는 어린 아동의 경우 그의 상거소는 사실상 그의 

양육자의 상거소와 동일하다.41) 다만 상거소의 개념은 관련 분야 내지 맥락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둘지는 논란이 있다.42)

37) 다만 종래 우리 민법상 ‘거소’라 함은 사람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라

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에 언급한 상거소의 개념에 접근한다. 그러나 상거소는 

거소보다 장소적 밀접도가 높다고 본다.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2001), 31면 註 11.
38) 우리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는데(제18조 제1항), 이는 

定住意思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객관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곽윤직(편), 民法

注解[ I ](1997), 332-333면(한상호 집필부분)) 그러한 상거소 개념과 민법의 주소 개념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호정, 국제사법(1983), 194면; 최흥섭, “國際私法에서 

日常居所의 의미와 내용”, 국제사법연구, 제3호(1998), 535면). 민법은 동시에 복수 주

소가 존재할 수 있음을 명시하나(제18조 제2항), 복수 상거소가 존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고, 객관주의 주소 개념을 취하는 일본에서 부정설이 유력한 것을 볼 때, 상

거소가 주소보다 통합의 정도가 더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윤종섭, 공청

회자료, 8면은 상거소를 판단함에 있어 정주의 의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나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라는 취지이지 상거소를 인정하기 위하여 정주의 의사가 필요

하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
39) 최흥섭(註 38), 527-528면; Dietmar Baetge, Der gewöhnliche Aufenthalt im Internationalen 

Privatrecht (1994), S. 81-85. 
40) 상거소의 구성요소와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최흥섭(註 38), 525-532면 참조.
41) Beaumont/McEleavy, p.91. 흔히 문제되는 것은 아동이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는 경우 그의 

상거소가 기숙학교 소재지인가라는 점이다. Beaumont/McEleavy, p.92 참조.
42) 이에 관한 논의는 Baetge(註 39), S. 86-101; 최흥섭(註 38), 533면 이하 참조. 예컨대 

관할권의 영역에서는 법원에의 접근이 용이해야 하므로 비교적 쉽게 상거소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가족법 기타 속인법의 영역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통합이 요구되고, 
부양법이나 아동의 보호를 위한 영역에서는 보호를 실현하기 위하여 속인법보다는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통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나아가 Baetge(註 39), S. 86f.는 
성년자와 미성년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상거소를 인

정하고, 상거소가 1차적 연결점인지 2차적 연결점인지에 따라 통합의 정도를 달리할 

것이라고 하나, 최흥섭(註 38), 534면 註 26은 그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다.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 石光現   87

우리 국제사법도 상거소 개념의 고착화를 우려하여 정의규정을 두지 않는다.43) 

따라서 상거소의 개념은 학설․판례에 의해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탈취

협약의 발효를 계기로 상거소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자연인의 신분과 가족법상의 쟁점에 관하여 상거소가 연결점

이 되므로 법원은 물론이고,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상거소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상거소의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가족관계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2007년 12월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의 

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44)에 의하면 한국인이 외국에서 적법

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한국인이 ① 이중국적자인 경우에 우리나라 이외의 국적국, ② 영주자

격을 가지는 국가, ③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양자로서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 배우자 또는 양친의 국적국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면 그 체류국가에 

상거소가 있다고 본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에 따라 판단하는데,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시행령상의 “거주”인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한국에 상거소를 가진 것으로 처리하지만, 불법입국자 및 불법체류

자에 대하여는 한국의 상거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은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행정적인 편의상의 기준으로, 국제사법을 적용하는 법원이 참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상거소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45) 한국인이 외국에서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해야 당해 외국에 

상거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선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외국인의 한국 내 

43) 스위스 국제사법(제20조 제1항)은 “자연인은 그가 계속적인 체재의 의사를 가지고 거

주하는 국가에 주소를 가지고, 그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살고 있는 국가에 비록 이 

기간이 원래부터 한정되어 있더라도 그의 상거소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44)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 대법원은 당초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섭외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호적예규 
제472호)을 2001. 9. 5. 개정하여 상거소의 인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대법원 호적

예규 제596호, 법원공보 2001. 10. 15.(제1146호), 792면 이하 참조. 위 예규는 본문의 

사무처리지침(제33호)으로 대체되었다. 
45) 일본의 과거 법례와 현재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은 상거소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호적사무처리 지침으로 제정된 법무성의 基本通達(1988. 10. 2. 民二第3900号 民事局

長 通達)이 상거소의 인정에 관한 개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山田鐐一, 
國際私法, 3판(2004), 6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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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소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적법한 체류시 1년)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46)

4. 중앙당국을 통한 국제공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취협약은 중앙당국 간의 국제공조제도와, 법원 또는 

행정당국에 의한 아동반환의 메커니즘이라는 ‘혼합체계(mixed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중앙당국은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확보하고 탈취협약의 기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며, 국내의 권한 있는 당국들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특히, 중앙

당국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이동․유치된 아동의 소재파악, 임시

조치를 통해 아동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추가피해 방지, 아동의 자발적 반환 확보 

또는 분쟁의 우호적 해결 도모, 아동의 사회적 배경에 관한 정보 교환, 협약 적용과 

관련된 자국법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 아동의 반환을 달성하기 위한 사법․행정 

절차의 수립․촉진 및 효과적인 면접교섭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준비, 필요한 

경우 변호인 등의 참여 등 법적 지원․자문의 제공 또는 촉진, 아동의 안전한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절차 제공과 기타 탈취협약의 운용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탈취

협약 적용상 장애 제거 등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7조). 중앙

당국은 신청인(또는 청구인47))에게 중앙당국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위임

장, 또는 그런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을 중앙당국에 부여하는 위임장을 신청에 첨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28조). 

중앙당국은 행정당국이 될 수 있고 그의 업무도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포함

하므로 여기의 국제공조는 우리 법상의 국제민사사법공조의 범위를 넘는다. 이는 

민사비송적 성질을 가지는 분야에서 체약국의 후견적 감독기능을 국제적으로 충실

46) 독일에는 국제재판관할의 맥락에서 6개월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견해(Richard Zöller/ 
Reinhold Geimer, ZPO-Kommentar, 29. Auflage (2012), §98 FamFG, Rn. 91)와, 사실관

계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이면 상거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 등

이 보인다. Hordasch/Viefhues (Hrsg.), Kommntar zum Familienvefahrensrecht, §98 Rn. 
46 (Hohloch 집필 부분).

47) 중앙당국에 아동의 반환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인’, 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청
구인’(이행법률 제14조 참조)이라고 구분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양자를 호환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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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이러한 공조체제는 헤이그국

제사법회의의 1993년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입양협약”이라 한다)과 아동보호협약에서도 채택되었고 점차 확산되고 있다.48) 

5. 불법탈취된 아동의 반환청구

탈취협약의 핵심 조항은 제3조와 제12조이다. 아동이 제3조에 의해 불법하게 이동

되거나 유치되었다면,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사법당국 등은, 탈취협약이 정한 

반환거부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즉시 아동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가. 요건

(1) 불법한 아동의 탈취 또는 유치로 인한 양육권의 침해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청구(또는 반환신청. 이하 양자를 호환적으로 사용

한다)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우선 아동의 반환청구가 있어야 하고,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가 불법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 ‘불법성’은 이동 또는 유치 직전 아동의 상거소 

소재지국(이하 “상거소지국”이라 한다)의 법률에 따라 개인, 시설, 기타 기관에 부여

되고 그가 사실상 행사하던49)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 인정된다(제3조 제1항). 

여기에서 말하는 양육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든, 사법적․행정적 결정에 의하든, 

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에 의하든 상관없으나(제3조 

제3항), 단순한 면접교섭권의 침해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은 의문이 없다.

주의할 것은 탈취협약의 목적은 준거법상 양육권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50) 아동이 탈취되기 전 사실상의 양육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다만 

아동 소재지국51)의 법원 등은 탈취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양육권의 침해를 확인

해야 하지만(제3조), 반면에 양육권의 본안에 대하여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제16조) 

양자를 조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52) 경우에 따라서는 탈취협약에 따라 

48) 이 점은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 차편)(2012), 296면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49) 아동의 탈취 또는 불법유치로 인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이동 또는 

유치가 없었더라면 실제로 행사되고 있었을 경우라면 족하다(제3조 제2항).
50) 보고서, paras. 19, 71.
51) 독일에서는 이를 ‘Zufluchtstaat’라고 한다.
52) 보고서, para. 9도 탈취협약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면서 제19조(탈취협약에 따른 아

동의 반환결정이 양육권의 본안에 관한 결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와 제3조는 ‘미묘한 

균형(delicate balance)’을 잡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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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탈취 직전 상거소지국으로 반환하였으나 그 후 상거소지국에서 양육권의 

본안에 관한 재판 결과 아동이 다시 소재지국으로 인도되어야 할 사안도 발생할 

수 있다.53) 

탈취협약은 부모의 일방, 후견인, 기타 가까운 가족의 일방적 탈취 또는 유치에 

적용되나 제3자의 유괴, 즉 고전적 유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54) 

(2) 불법성 판단의 준거법

양육권의 침해에 관하여 아동의 탈취 직전 상거소지국법이 탈취의 불법성 판단의 

준거법이 된다. 이러한 결론은 탈취협약 제3조의 문언으로부터 도출되는데 이는 

총괄지정으로 이해된다.55) 따라서 국제사법을 포함하는 직전 상거소지법을 적용해서 

양육권자가 누구인지와 그의 불법적 침해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헤이그국제

사법회의가 1955년 이래 채택한 다른 조약들과 달리 탈취협약이 총괄지정을 하는 

이유는, 탈취협약의 목적이 양육권에 관한 통일적인 저촉규범을 정립하는 것이 아

니라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통하여 사실상 행사되던 양육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56) 달리 말하자면 아동의 상거소지국가로 아동을 원상회복시켜 그 

국가의 법원이 자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양육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법원이 탈취협약에 따라 재판할 경우 국제사법 제45조(친자관계의 

준거법)57)에 의하여 결정된 준거법이 아니라 아동의 직전 상거소지국법(국제사법 

포함)을 적용해야 한다.58) 양육권의 범위도 양육권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

53) 임채웅,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제3차 아·태지역회의에서 소개된 각종 협약에 대한 논

의와 그 의미 − 1980년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을 중심으로 −”, 국제규범의 황과 망

(2008), 262면은 이러한 경우 아동 소재지국의 법원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아동의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54) Beaumont/McEleavy, p.1; 현낙희(註 5), 147면. 한편 가사소송법상의 유아인도청구의 

상대방은 부모 중 일방이어야 하고, 제3자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윤종섭(註 5), 192면.
55)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5. Auflage (2010), Anh. II zu Art. 21, Rn. 29 (Siehr 
집필 부분)(이하 이 책을 “MünchKomm/집필자”로 인용한다); 이병화, 26면. 임채웅(註 

53), 262면은 다소 부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56) Jan Kropholler, Internationales Privatrecht, 6. Auflage (2006), S. 401; 보고서, para. 66. 

이하 전자를 “Kropholler”라 인용한다.
57) 이에 따르면 자의 상거소지국법이 준거법이 되고 다만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 
58) 우리 국제사법도 직접반정을 허용하므로 탈취협약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를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 石光現   91

이다. 다만 부(또는 모)가 단독양육권을 가지는데 양육권이 없는 모(또는 부)가 아

동을 탈취하면 이는 양육권의 침해가 되고,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가지는데 일방이 

아동을 무단으로 외국으로 데리고 간 경우에도 양육권의 침해가 되며, 또한 양육

권을 가지는 부모의 일방이 아동을 탈취함으로써 상대방이 가지는 거소지정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양육권의 침해가 된다는 결론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대체로 인

정될 것이다.59) 

단독양육권을 가지는 부(또는 모)가 일방적으로 아동의 거소를 변경할 수 있는

지는 국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독일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가능하나,60) 

영국, 스페인과 호주 등에서는 모(또는 부)의 동의나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런 동의 또는 승인 없이 아동을 외국으로 이동시키면 양육권의 침해가 된다고 

한다.61) 즉 공동양육권을 가지는 부모의 일방이 아동을 외국으로 무단 이동시킨 

경우와 달리 단독양육권을 가지는 부모의 일방이 아동을 무단 이동시킨 것이 불법

탈취인지는 준거법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탈취협약(제5조 a호)은 아동의 양육권에 거소지정권이 포함됨을 명시하므로 아동의 

국외이동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는 자의 동의권이 침해된 때에는 양육권이 침해

된다.62) 마찬가지로 부모의 일방이 법적으로는 단독양육권이 있지만 상대방 또는 

법원의 동의 없이 아동을 외국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 즉 ‘거주지

제한(ne exeat)’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양육권의 불법한 

침해가 되는지는 논란이 있는데, 과거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뉘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0. 5. 15. Abbott v. Abbott 사건 판결63)의 다수의견은 이를 

긍정하였다.64) 

수도 있으나, 탈취협약에 따르면 간접반정이나 전정도 허용될 수 있으므로 차이가 있다.
59) 보고서, para. 71; Marianne Andrae, Interantionales Familienrecht, 2. Auflage §6 Rn. 

209(이하 이 책을 “Andrae”라고 인용한다). 나아가 비록 아동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

하여 본국법상 스스로 거소지정권을 가지더라도 만일 부(또는 모)가 공동양육권의 

대상인 아동과 함께 아동의 의사에 따라 외국으로 이동한 경우 모(또는 부)는 비록 

거소지정권이 없더라도 양육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Stefan 
Motzer/Roland Kugler/Michael Grabow, Kinder aus Migrationsfamilien in der Rechtspraxis, 
2. Auflage (2012), Rn. 216.

60)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될 것이다.
61) Erb-Klünemann, p.4.
62) 이병화, 33면; StaudingerBGB/Pirrung, Kindschaftsrechtliche Übereinkommen, Art 19 EGBGB 

(1994), Rn. 649.
63) 130 S. Ct. 1983 (2010). 



92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2호 (2013. 6.)

(3) 불법성 판단을 돕기 위한 장치

아동의 반환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은 스스로 불법성을 판단하거나(제14조) 불법

성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제15조). 아동 탈취의 불법성을 확인함에 있어서, 

수탁국(피요청국 또는 아동의 소재지국의 의미이다. 이하 이를 호환적으로 사용한다)

의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은 아동의 상거소지국의 법률 및 사법상 또는 행정상 

결정을, 그것이 당해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직접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➀ 그 외국법의 증명 또는 ➁ 그밖에 적용될 외국재판의 승인을 

위한 특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제14조). 

법의 적용이라는 측면과 외국재판의 승인을 나누어 본다.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수탁국 법원이 불법성 판단의 준거법인 아동의 상거소지

국법을 적용하자면 이는 외국법의 적용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외국법을 사실로 

취급하는 국가와 법률로 취급하는 국가가 있고 그 내용의 증명방법도 국가에 따라 

다르다. 제14조는 이 경우 외국법을 적용하여 재판해야 하는 법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이는 그에 반하는 외국법 적용에 관한 법정지 절차법을 변경하며 

후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65) 

한편 외국재판의 승인과 관련하여, 제3조에서 의미하는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피요청국의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은 아동의 상거

64) 위 사안에서 칠레 법원은 별거중인 미국인 모에게 주된 양육권을 부여하고, 영국인 

부에게는 주말 및 여름방학 중 면접교섭권만을 인정하는 한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

녀를 칠레 국회로 이전시킬 수 없다는 ‘거주지제한(ne exeat)’ 명령을 발하였다. 모는 

거주지제한명령에 반하여 아동을 미국 텍사스로 이동시켰다. 부는 모를 상대로 아동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제기하였다. 쟁점은 모의 불법한 양육권 

침해가 존재하는가였다. 제1심법원과 제5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부정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의 다수의견(6인)은, 모가 부의 동의 없이 아동을 데리고 미국으로 감으로써 
부의 ne exeat right를 침해하였는데 이는 공동양육권을(joint right of custody)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법원판결을 파기하였다. 3인의 소수의견은 부모가 공동양육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제한적 거부권한(limited veto power)을 양육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기초자들의 의도는 물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을 구별하는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았다. 
소개는 윤종섭(註 5), 178면 註 6: INCADAT의 http://www.incadat.com/index.cfm?act= 
search.detail&cid=1029&lng=1&sl=3; Robert G. Spector, “A Guide to United States Case 
Law under 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Vol. Ⅻ (2011), pp.152-153 참조. 
INCADAT의 코멘트에 따르면, 체약국의 압도적인 다수 법원은 아동의 외국이주에 대한 
거부권(a right of veto)은 탈취협약상 양육권에 상당한다는 견해를 취하였다고 한다. 
MünchKommBGB/Siehr, Rn. 28도 긍정설을 취한다. 

65) StaudingerBGB/Pirrung, HKÜ (2009), Rn. D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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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국의 사법상 또는 행정상 결정이 아동의 상거소지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 탈취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외국재판을 특별한 절차 없이 

직접 ‘고려할’ 수 있다.66)

나아가 탈취협약 제15조는, 체약국의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명하기 전에 이동 또는 유치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증명(즉 결정이나 기타 확인)을 

아동의 상거소지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그러한 증명을 

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체약국의 중앙당국은 신청인이 그러한 증명을 취득하는 데 

가능한 한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한 증명으로는 법원의 재

판이 가장 확실하고, 기타 관청의 증명도 그것이 아동의 이동에 관한 것이며 족하나, 

제8조 제3항 f와 달리 법상태에 대한 일반적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67) 하지만 수탁

국의 법원은 그러한 증명에 공식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을 스스로 결정

하여야 한다.68)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증명을 아동의 상거

소지국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제한을 둔 것은 탈취자의 출석 없이 그러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국가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69)

대체로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전문가의견을 구할 시간적 여유는 

없고, 중앙당국과 판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70) 

나. 국제재판관할

아동의 탈취와 관련된 국제재판관할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①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신청사건과 ② 본안인 양육권에 관한 사건을 구별해야 한다. 탈취협약은 

①, 즉 아동의 즉각적인 반환에 관하여는 아동 소재지국의 반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제재판관할을 규율한다(제12조).71) 그러나 ② 본안인 양육권에 관하

여는 관할규칙을 명시하지는 않지만72) 탈취 직전 상거소지국이 관할을 가진다는 

66) 영문은 “may take notice directly of the law of, and of judicial or administrative 
decisions”, 불문은 “peut tenir compte directement du droit et des décisions judiciaires 
ou administratives”이다. 독일어 번역은 “können sie das … geltende Recht und die 
gerichtlichen oder behördlichen Entscheidungen … unmittelbar berücksichtigen”이다. 

67) StaudingerBGB/Pirrung, HKÜ (2009), Rn. D 79. 
68) StaudingerBGB/Pirrung, HKÜ (2009), Rn. D 79. 
69) StaudingerBGB/Pirrung, HKÜ (2009), Rn. D 79. 
70) Erb-Klünemann, p.4.
71) Thomas Rauscher (Hrsg.), Europäisches Zivilprozess- und Kollisionsrecht: EuZPR/EuIPR 

Kommentar (2010), Art. 10 Brüssel IIa-VO, Rn 12 (Rauscher 집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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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가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근거는 첫째, 보고서는 탈취협약은 불법탈취

된 아동을 탈취 직전 아동의 상거소지로 신속하게 반환하여 그곳에서 양육권 본안에 

관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아동의 양육권의 본안에 관한 국제재판

관할은 탈취 직전 상거소지국이라는 원칙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하거나,73) 

둘째, 아동의 소재지인 체약국의 본안 판단을 금지한 제16조로부터 양육권의 본안

에 대하여 탈취 직전 상거소지국의 배타적 국제재판관할을 도출하기도 한다.74) 

다. 절차와 집행

(1) 반환신청

양육권이 침해되어 아동이 이동되거나 유치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시설 또는 

기타 기관은 아동의 상거소지의 중앙당국 또는 기타 모든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대

하여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제8조 제1항).75) 신청에는 

신청인, 아동 및 아동을 이동시키거나 유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신원 관련 

정보, 아동의 생년월일과 소재, 신청인의 반환청구 근거가 포함되고(제8조 제2항), 

관련된 결정 또는 합의의 인증등본, 아동의 상거소지국 중앙당국 기타 권한 당국

이 발급한 법률에 관한 증명서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제8조 제3항).76) 

신청을 접수한 중앙당국은 아동이 다른 체약국에 소재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지체 없이 직접 그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전달하고, 촉탁 

중앙당국 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한다(제9조). 

72) MünchKommBGB/Siehr, Rn. 87; Andrae, §6 Rn. 243; Linda Silberman, “The 1996 
Convention on Jurisdiction, Applicable Law, Recognition, Enforcement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 
Perspective from the United States”, Private Law in the International Arena. From 
National Conflict Rules Towards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Liber Amicorum Kurt 
Siehr (2000), p.713도 탈취협약은 본안에 관한 관할규칙을 두지 않는다고 본다.

73) 보고서, para. 19. 
74) 이병화, “가족법 분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국제사법연구, 제12호(2006), 174면; 
곽민희, “헤이그아동탈취협약과 유럽연합의 입법적 대응”, 가족법연구, 제25권 제2호

(2011), 390면; Andrae, §6 Rn. 248.
75) 이처럼 아동의 반환 신청인이 부모의 일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이 되기 

위하여는 양육권을 가지는 자여야 한다. 
76) 제14차 회의에서 채택된 표준양식은 http://www.hcch.net/upload/recomm28e.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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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당국을 통한 조치

신청인은 직접 아동의 소재지국의 중앙당국이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의 

자국(즉 아동의 상거소지국)의 중앙당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77) 그러나 중앙당국을 

통한 조치는 당사자에 대한 설득, 알선, 조정 등에 의해 탈취자가 임의반환에 동의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78) 중앙당국이 법원이나 기타 권한이 있는 

당국이 아니라면 아동의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앙당국의 조치는 

위(II. 4.)에서 언급하였다. 

반면에 신청인은 자국(즉 아동의 상거소지국) 법원에서 아동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에 대

하여는 아동 소재지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기 때문이다.

(3)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을 통한 조치

피신청인인 탈취자가 아동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서는 

결국 아동의 소재지국의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에 반환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79) 

아동이 제3조상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를 당했고,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서의 절차개시일에 그러한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그 관련 당국은 즉시 아동의 반환을 명한다(제12조 제1항). 

(4) 반환명령과 그의 집행

탈취협약에 기한 결정은 마치 보전처분의 그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따라서 탈취

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에 관한 결정은 양육권의 본안에 관한 결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19조). 아동은 원칙적으로 원천국(즉 구 소재지국)으로 반환되어야 하나, 

반환 신청인이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80) 

탈취협약 제2조는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에서 협약의 목적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은 이용가능한 한 가장 

신속한 절차를 이용한다”고 규정한다. 동 협약 제1조 b호는 “한쪽 체약국의 법에 

77) Andrae, §6 Rn. 221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는 후자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78) 이병화, 15면(보고서, paras. 43-45를 인용한다.). 
79) 이는 대체로 사법당국일 것이나 국가(특히 북유럽국가들)에 따라서는 행정당국일 수

도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보고서, para. 44.
80) MünchKommBGB/Siehr, Rn.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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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이 다른 나머지 체약국에서 효과적으로 존중되도록 보장”

이라고 동 협약의 목적을 유연하고 넓게 규정하는데, 제2조는 그 연장선에 있다. 

탈취협약 제2조는 이처럼 체약국의 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점에서 다른 협약과 

달리 현실적인 어떤 결과의 달성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결과에 이르도록 의도된 

태도를 채택할 것(merely the adoption of the attitude designed to lead to such results)

을 요구할 뿐이다.81) 따라서 탈취협약에 가입하더라도 체약국이 탈취협약이 정한 

아동의 반환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에서 협약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확보하면 된다.82)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반환명령을 실현하는 방법은 결국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

비송 사건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듯이 이행법률(제12조 제2항)은 

이를 명시한다. 물론 체약국으로서는 탈취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라. 아동의 반환거부사유

아동이 제3조에 의해 불법하게 이동되거나 유치되고, 아동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에서의 절차개시일에 그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기관은 즉시 아동의 반환을 명한다(제12조 제1항). 

이것이 원칙이다. 다만 탈취협약은 제12조, 제20조와 제13조에서 그에 대한 예외인 

5개의 반환거부사유를 규정하는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83) 그 중에서 아래 

(1)과 (3)이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반환거부사유라고 한다.84) 아동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앞으로 우리 법원에서도 반환거부사유의 유무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경우 INCADAT를 통하여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

체약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던 16세 미만 아동의 위법한 탈취가 있었음을 포함

하여 아동의 반환청구를 위한 요건은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하나,85) 반환거부사유

는 피신청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있다. 

81) 보고서, para. 62. 곽민희(註 74), 411면도 이 점을 지적한다.
82) 보고서, para. 62. 
83) Andrae, §6 Rn. 230; MünchKommBGB/Siehr, Rn. 69; Bach/Gildenast, Rn. 112.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재판(BVerfG, FamRZ 1996, 405; BVerfG, FamRZ 1999, 85, 87 등)도 같다. 
84) 미국의 경우 Spector(註 64), p.160, p.165는 이를 밝히고 있고, MünchKommBGB/Siehr, 

Rn. 73은 실무적으로는 (3)이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반환거부사유라고 한다. 
85) Spector(註 64), p.143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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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제12조 제2항)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절차가 개시

된 경우라도, 사법 또는 행정당국은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증

명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할 수 없다(제12조 제2항). 제1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아동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①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

터 1년이 지난 뒤에 반환신청이 제출되고, ② 아동이 현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

였다고(settled) 증명되어야(demonstrated) 한다. 

①과 관련하여: 1년의 경과 여부는 아동의 반환신청이 (중앙당국이 아니라) 사법

당국 또는 행정당국에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86) 그 기산점은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이다. 미국에서는 1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예컨대 반환의무

자가 아동의 소재를 숨긴 경우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이는 1년을 제소기한(statute of limitation)으로 이해함으로써 ‘형평법상의 중단(equitable 

tolling)’의 법리87)가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논의된다. 미국 연방법원의 판례는 

나뉘는데, 일부 판결은 그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이 새로운 환경

에 적응하였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한다.88) 

제12조 제2항의 취지는 반환 신청인에게 그의 권리를 행사하기에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아동이 불법하게 탈취되었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경

과되었다면 아동의 뿌리를 다시 뽑아서는 아니 된다 데 있다는 점89)을 고려하면 형

평법상의 중단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②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동의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 새로운 환경에서 아동 거소의 안정성, 아동이 지속적으로 학교(또는 

보육시설) 또는 교회에 다니는지, 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또는 모)의 직업의 안정

성과 새로운 환경에서 아동이 친구와 친척을 가지고 있는지를 포함한 제반사정을 

고려함으로써90) 아동과 새로운 환경과의 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91) 다만 아동의 

86) Andrae, §6 Rn. 234. 
87)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자면, 예컨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거나 소멸

시효를 원용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이에 상응한다.
88) Spector(註 64), p.160 이하 참조.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였다. Duarte v. 

Bardales, 526 F. 3d 563, 570 (9th Cir. 2008); Furnes v. Reeves, 362 F. 3d 702 (11th 
Cir. 2004).

89) 미국 Belay v. Getachew, 272 F. Supp.2d 553 (D. Md. 2003) 참조. 그러나 이 판결도 

형평법상 그 경우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 상세는 Spector(註 64), p.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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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법상의 지위(적법한 비자의 소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요소인가에 관하여 미국 

제9순회구 연방항소법원 판결92)은 아동이 추방에 직면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부정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하급심판결은 나뉘고 있다.93)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음은 아동의 반환을 거부하는 탈취자가 주장, 입증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다.94)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기가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인지 아니면 재판시기인지는 견해가 나뉘나 

제12조 제2항이 ‘현재(now)’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후자가 설득력이 

있다.95) 

문제는 1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고 증명되었음

에도 법원은 아동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가이다. 이에 관하여는 견

해가 나뉘나 “이 장의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법 

또는 행정 당국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제18조를 고려하면 긍정설이 타당

하다.96) 영국 귀족원도 2007. 5. 12. 판결에서 긍정설을 취하였다.97) 

(2) 양육권의 불행사, 동의 또는 추인(제13조 제1항 a호) 

아동의 신상보호98)를 하는 개인, 시설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이동 또는 유치 당

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90) Spector(註 64), pp.162-163.
91) 미국에서는 이를 “substantial evidence of the child’s significant connections to the new 

country”라고 부르기도 한다. Castillo v. Castillo, 597 F. Supp. 2d 432, 437-38 (D. Del. 
2009).

92) In re B. Del C.S.B, 559 F.3d 999 (9th Cir. 2009).
93) Spector(註 64), pp.164-165.
94) Bach/Gildenast, Rn. 96은 제12조 제2항과 제13조의 상이를 근거로 직권조사주의를 지

지한다.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률(§11603(e)(2))은 반환을 거부하는 자가 입증할 것을 

명시한다. 
95) Bach/Gildenast, Rn. 95도 동지. MünchKommBGB/Siehr, Rn. 67은 전자로 보인다.
96) Outline, p.2; James Fawcett/Janeen Carruthers/Peter North, Cheshire, North & Fawcett : 

Private International Law, 14th edition (2008), p.1110(이하 이 책을 “Cheshire, North & 
Fawcett”라고 인용한다); Bach/Gildenast, Rn. 95. 미국 Lutman v. Lutman, 2010 WL 
3398985 (M.D. Pa. 2010) 판결도 동지. 

97) House of Lords, in Re M. (Children) (Abduction: Rights of Custody) [2007] UKHL 55, 
[2008] 1 AC 1288 [INCADAT cite: HC/E/UKe 937] 참조.

98)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식번역은 ‘일신보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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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이는 반환거부사유가 된다(제13조 제1항 a호). 이는 아동의 반환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99)

(3) 아동의 중대한 위험(제13조 제1항 b호) 

제13조 제1항 b호는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그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반환거

부사유로 열거한다. 이 사유는 반환을 거부하는 피신청인이 주장․입증하여야 함은 

문언상 명백하다.100) 이는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101) 이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구체적 및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

신적 위해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해야지, 이를 아동의 반환

에 수반되는 경제적 또는 교육적 불이익에까지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102) 이는 아

동의 반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어려움을 넘는 아동의 복리에 대한 비상하게 중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관철될 수 있다.103) 전형적인 예는 아동을 전쟁지역, 

기아지역 또는 전염병 지역으로 반환함으로써 임박한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이다.104) 

나아가 아동의 반환을 받을 부가 과거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한 경우, 

 99) Andrae, §6 Rn. 230. 양육권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한 때에는 많은 경우 

양육권의 침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100) Andrae, §6 Rn. 230. 미국의 이행법률인 ICARA(§11603(e)(2)(A)(B))는 민사소송에서 

통상 요구되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족한 다른 반환거부사유와 

달리 탈취협약 제13조 제1항 b호와 제20조의 반환거부사유에 대하여는 그보다 증명

도가 높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해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사소

송법상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는 확신을 요구하므로 영미법이 요구하는 

‘증거의 우월’보다 입증의 정도가 높다. 우리 법원에서 모든 반환거부사유는 증명되

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이 뜬금없이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의 개

념을 도입한 점인데 이는 이해할 수 없다.
101) Cheshire, North & Fawcett, p.1115.
102) MünchKommBGB/Siehr, Rn. 73, 75.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전제 하에서 위 조항

이 기본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1993. 9. 9. 결정(1 BvR 1442/93) 등. 
103) Kropholler, S. 402; Bach/Gildenast, Rn. 124.
104) MünchKommBGB/Siehr, Rn. 75; 미국의 Friedrich v. Friedrich, 78 F. 3d 1060 (6th Cir. 

1996). 미국의 Freier v. Freier, 969 F. Supp. 436 (E.d. Mich. 1996) 판결은 이스라엘이 
전쟁지역이므로 아동의 반환을 거부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이스라엘로의 반환을 불허한 제1심판결(Silverman v. 
Silverman, 2002 WL 971808 (D. Minn. 2002))이 있으나 이는 항소심에서 파기되었다. 
Silverman v. Silverman, 338 F. 3d 886 (8th Cir. 2003)(en b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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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알코올중독에 빠진 경우 또는 모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을 

든다.105) 반면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거소지국이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거나 취할 용의가 없는 경우에만 제13조 제1항 b호의 사유가 된

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나뉜다.106) 그러나 아동학대 

사실이 과거 1회 있었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번 있었을 것과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으면 그것이 반복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여야 할 것이다.107)

양육권에 관한 소송과 달리 탈취협약 제13조의 적용에서는 아동의 복리만이 아

니라 탈취협약의 목적, 즉 직전 상거소지국으로 아동을 신속하게 반환하여 그곳에서 

양육권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법원은 아동의 반환이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108) 즉 아동 소재지국 

법원은 아동이 어디에서 가장 행복할지를 추측해서 반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109) 

이 점을 보면 탈취협약은, 아동의 복리보다는 사실상 행사되던 양육권의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무적으로는 아동 소재지국 법원이 아동의 반환을 명하면서,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기타 중대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반환 

신청인으로 하여금 미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는데,110) 영미법계

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반환신청을 하는 부(또는 모)와 탈취자인 모(또는 부) 간에 체결

하는 ‘확약(undertakings)’이 실무상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111)112) 

105) Cheshire, North & Fawcett, p.1117. http://www.incadat.com/index.cfm?act=analysis.show&sl= 
3&lng=1의 분석도 참조할 것.

106) Spector(註 64), p.165. 다만 이것이 언급하는 것은 아동의 심각한 학대 또는 유기(serious 
abuse or neglect)의 경우이다. Spector(註 64), p.167.

107) Simcox v. Simcox, 511 F. 3d 594 (6h Cir. 2008) 참조.
108) Kropholler, S. 402; MünchKommBGB/Siehr, Rn. 69. 다만 Kropholler, S. 402는 그러면

서도 아동이 탈취되었다가 반환되어 양국에서 상충되는 반환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연이은 아동의 장소변경을 피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제13조에 기하여 아동의 복리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헌법상 요청된다고 한다.

109) Motzer/Kugler/Grabow(註 59), Rn. 205. Friedrich v. Friedrich, 78 F. 3d 1068 (6th Cir. 
1996)도 이런 취지로 이해된다.

110) 예컨대 여행비용의 선납, 원천국(즉 구 소재지국) 내 주거의 마련, 여행 시 동반과 

아동의 양육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다. MünchKommBGB/Siehr, Rn. 78.
111) MünchKommBGB/Siehr, Rn. 78. 영국법상의 확약에 관하여는 Beaumont/McEleavy, p.156 

이하. 영국법에서는 확약위반은 법정모욕이 될 수 있다. Beaumont/McEleavy, p.166. 
112) 유럽연합의 브뤼셀Ⅱbis 제11조 제4항은 “아동의 반환 후 그의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법원은 탈취협약 제13조 b호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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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동의 소재지국에서 확약을 하더라도 이것이 아동이 반환되는 종전 

상거소지국에서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113) 아동의 반환을 명하는 

법원과 아동의 상거소지국 법원이, 상거소지국이 보호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소재

지국이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또한 신청인의 확약(undertakings)

을 재판의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확약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명령(mirror 

order)을 하고,114) 나아가 아동을 탈취한 부(또는 모)에 대한 형사절차를 중지하는 

명령(이른바 safe harbour order)을 이용하기도 한다.115)

아동의 일차적 양육자인 모(또는 부)가 아동을 탈취한 사안에서, 만일 법원이 반환

명령을 내릴 경우 자신은 아동과 함께 상거소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위협할 경우 

b호의 반환거부사유가 되는가는 논란이 있으나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체약국의 일반적 태도이다.116) 

(4) 반환에 대한 아동의 이의(제13조 제2항)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반환거부사유가 될 수 있다(제13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이 사법당국 등으로 하여금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므로 

법원이 재량을 가짐은 명백하다.117) 아동이 특정한 연령에 도달하였는가는 기준이 

될 수 없고 결국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법원이 아동을 신문함으로써 그가 제시하는 반환 거부의 이유와 아동의 판단이 그를 

탈취한 부(또는 모)의 영향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그의 진정한 희망인지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118) 제13조 제2항의 반환거부사유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인지 아니면 반환을 거부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지는 

아동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명시한다.
113) Motzer/Kugler/Grabow(註 59), Rn. 250; Rauscher(註 71), Art. 11, Brüssel Ⅱa-VO Rn. 

24. 참조. 우리 법상 아동반환의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위와 
같은 확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우리 법원이 반환거부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환을 

용이하게 하는 요소로 고려될 것이나, 이것이 조서에 기재됨으로써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한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14) Spector(註 64), p.168.
115) Motzer/Kugler/Grabow(註 59), Rn. 250.
116) http://www.incadat.com/index.cfm?act=analysis.show&sl=3&lng=1 참조.
117) 보고서, para. 30; Cheshire, North & Fawcett, p.1111.
118) Spector(註 64), p.158 이하 참조.



102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2호 (2013. 6.)

논란이 있다.119) 

탈취된 아동이 복수인 경우 큰 아동은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나 어린 아동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경우 제13조 제2항의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큰 아동은 탈취한 

국가에 남게 되나 어린 아동은 반환되는 결과가 된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판단한 판결120)과 반대로 큰 아동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어린 아동의 반환도 함께 

거부한 판결121)도 있다. 영국에서도 이런 이유로 큰 아동과 어린 아동의 반환을 

통일적으로 처리한 판결이 있다.122)

(5)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위반(제20조)

제20조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보호에 

관한 수탁국의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아

동의 반환은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제사법 제10조가 정한 공서조항

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외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하나,123) 국제사법 제10조는 

외국법의 적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만 

적용이 배제되나, 제20조는 ‘명백히’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탈취협약의 제13조가 

반환거부사유를 이미 망라적으로 규정하므로 제20조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다.124) 예컨대 아동이 반환될 경우 아동을 탈취한 부 또는 모가 탈취를 

이유로 또는 다른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아동과 함께 원천국(즉 구 소재지

국)으로 갈 수 없는 경우 제20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으나125) 실제로 

제20조를 근거로 아동의 반환을 거부한 사례는 드물다.126) 다만 현대서구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법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탈취협약에 가입할 

경우 제20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127)

119) Andrae, §6 Rn. 233; Bach/Gildenast, Rn. 142(이는 독일 국내법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의 이행법률(§11603(e)⑵)은 반환을 거부하는 자가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Motzer/Kugler/Grabow(註 59), Rn. 233도 반환을 거부하는 자의 입증을 요구한다.

120) Simcox v. Simcox, 2007 WL 2156383 (N.D. Ohio 2007).
121) Smith v. Blatt, 2009 WL 3786244 (E.D.N.Y. 2009). 
122) Cheshire, North & Fawcett, p.1117. 이는 이를 ‘sibling solidarity’의 문제로 다룬다.
123) Andrae, §6 Rn. 235.
124) 이병화, 63면. 이런 탓에 영국과 핀란드는 국내입법 시 제20조를 제외하였다. Beaumont/ 

McEleavy, p.173.
125) Bach/Gildenast, Rn. 156. 
126) 위에 언급한 Re S., Auto de 21 abril de 1997, Audiencia Provincial Barcelona, Sección 

1a이 그러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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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언상 법원은 아동의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을 가진다. 

그 밖에 반환거부사유는 아니지만,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은 아동이 다른 

국가로 탈취되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거나 아동

반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제12조 제3항). 즉 가사 제소 당시에 아동이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도 소송계속 중 다른 국가로 탈취되었다면 ‘관할항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128) 이 경우 우리나라는 아동반환청구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지지 않

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마. 아동의 반환청구 재판의 진행과 본안 판단

제3조에서 말하는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신청인

이 아동 소재지국의 법원에서 양육권의 본안에 관하여 제소하더라도 동 법원은 본

안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아동 소재지국 법원이 ① 탈취협약에 따른 아

동의 반환청구를 기각한 경우와 ②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청구가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제16조). 이는 탈취자가 아동의 반환청구에 대응하여 수탁국에서 

양육권에 관한 소를 제기함으로써 탈취협약에 따른 반환청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129) 이처럼 본안 판단을 차단하는 효력을 독일에서는 ‘차단효 

(Sperrwirkung)’라고 하는데 차단효에 따라 새로운 양육권에 관한 재판이 금지되는 

결과 아동 소재지국 법원은 거소지정에 관한 재판도 할 수 없다고 본다.130)

아동 소재지국 법원이 아동의 불법한 이동 또는 유치의 통지를 받은 때에 이미 

본안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 결정해서는 아니 되므로 본안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131) 소송절차를 중지한 법원은 아동반환청구가 기각된 때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반환청구가 없는 때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132)

아동 소재지국 법원의 아동반환명령이 일단 확정되면 차단효가 소멸하는지는 논

란이 있다. 독일에서는 아동반환명령이 확정되는 즉시 차단효가 소멸한다고 보는 

127) Beaumont/McEleavy, p.176. 
128) MünchKommBGB/Siehr, Rn. 68.
129) StaudingerBGB/Pirrung, HKÜ (2009), Rn. D 79. 
130) Kropholler, S. 403. 
131) MünchKomm/Siehr, Art. 21 Anh. Ⅱ, Rn. 100; Bach/Gildenast, Rn. 26; 이병화, 59면; 

윤종섭, 공청회자료, 17면.
132) StaudingerBGB/Pirrung, HKÜ (2009), Rn. D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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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불법탈취된 아동을 신속하게 반환하려는 탈취협약의 문언과 목적에도 반하

지만, 신청인이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절차가 신속절차라는 성질에 부합하게 

적시에 아동반환명령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집행이 본질적으로 집행기관의 

지체 또는 집행을 배제하려는 탈취자의 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차단효가 인정되나, 신청인이 아동반환명령의 집행을 해태한 때에는 차단

효가 소멸된다는 식으로 경우를 나누어 보는 견해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133) 

나아가 이미 수탁국, 즉 아동 소재지국에서 양육권에 관한 결정이 내려졌거나, 

수탁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 외국판결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으나, 수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은 탈취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이유를 고려할 수 있다(제17조).

6. 면접교섭권

탈취협약 제21조는 부모 일방의 면접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둔다. 그러

나 탈취협약의 중심은 불법 탈취된 아동의 반환 확보에 있고 면접교섭권의 확보는 

매우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데, 이는 면접교섭이 가능한 기간(예컨대 아동의 방학

이나 주말 등)이 경과되면 면섭교섭권의 실현이 불가능하므로 강제적 실현이 어렵

기 때문이기도 하다.134) 

가.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위한 신청

면접교섭권의 효과적 행사를 추진하거나(organizing)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구하는 

신청은 아동 반환 신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약국의 중앙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여기의 중앙당국은 제8조에서와 같이 아동의 상거소지국과 신청

인의 상거소지국을 포함한다.135) 신청의 제출은 물론이고 신청에 필요한 내용과 

제출할 서류도 제8조에 준하여 처리된다. 이는 이미 전에 결정된 면접교섭권의 행

사를 보호하는 것과, 처음으로 면접교섭권을 확립하는 것(the organization of access 

rights, i.e., their establishment, the erstmalige Begründung)을 포함한다.136) 이를 위

133) Kropholler, S. 403; BGH, Beschluß vom 16. 8. 2000, NJW 3349, 3350; Bach/Gildenast, 
Rn. 33; StaudingerBGB/Pirrung, Kindschaftsrechtliche Übereinkommen, Art 19 EGBGB 
(1994), Rn. 694.

134) MünchKommBGB/Siehr, 5. Aulage (2010) Band 10, Anhang I zu Art. 21, EheVO Ⅱ 

Rn. 241. 
135) MünchKommBGB/Siehr, 5. Aulage (2010) Band 10, HEntfÜ Rn.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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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

차를 개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제3항).

나. 면접교섭권의 촉진을 위한 중앙당국의 역할

중앙당국은 면접교섭권의 평화로운 향유와 그 권리행사를 위한 모든 조건의 충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된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가능한 한 그러한 권리 

행사에 대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또한 

중앙당국은, 직접 또는 중개기관을 통하여, 면접교섭권을 체계화하거나 보호하고 

그 권리를 위한 조건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절차의 수행을 개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제21조 제3항).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각국법이 결정한다.137)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자는 중앙당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아동 소재지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에 

면접교섭권에 기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제29조). 

탈취협약은 면접교섭권의 준거법은 규정하지 않는다. 이는 탈취협약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권에 대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한 탓이다.138) 그러나 이 경우

에도 사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라는 이유로 면접교섭권의 존재와 이를 실현

하는 절차에 대하여 아동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139) 탈취

협약의 성안과정에서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관하여 아동의 상거소지국의 전속관할을 

명시하자는 제안은 거부되었으나,140) 그렇더라도 아동의 상거소지국의 관할을 인정

할 수는 있다.141)

다. 탈취협약에 기한 면접교섭권의 한계와 법정지법에 의한 보충

위에서 본 것처럼 탈취협약상 면접교섭권의 규율은 매우 불충분한 탓에, 탈취협

약상 아동의 반환청구와는 달리 면접교섭권에 기하여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인정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판결례는 나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판결들이 다

수로 보인다.142) 이는 탈취협약은 중앙당국에 면접교섭권 확보를 촉진할 행정적 

136) 보고서, para. 126. 그러나 양자의 구별이 명확하지는 않다.
137) MünchKommBGB/Siehr, 5. Aulage (2010) Band 10, HEntfÜ Rn. 112.
138) 보고서, para. 125; StaudingerBGB/Pirrung, HKÜ (2009), Rn. D 88.
139) StaudingerBGB/Pirrung, Kindschaftsrechtliche Übereinkommen, Art 19 EGBGB (1994), 

Rn. 700; Bach/Gildenast, Rn. 159; 현낙희(註 5), 162면. 
140) 보고서, para. 126.
141) Bach/Gildenast, Rn. 160.
142) 미국의 Bromley v. Bromley, 30 F. Supp. 2d 857 (E.D. Pa. 1998)(INCADAT cite: 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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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본다. 반면에, 면접교섭권의 실행도 가능하다는 판결도 

있다.143) 미국 제2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은 2013. 2. 11. Ozaltin v. Ozaltin 사건 판결

에서 면접교섭권을 실행하기 위한 제소도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다.144) 이처럼 해석

하면 재판관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행법률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을 규정한다.145) 탈취협약이 이 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함으로써 판결

이 나뉘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브뤼셀Ⅱbis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면섭

교섭권의 실행을 개선하기 제41조에서 이 문제를 규율한다.146) 나아가 유럽에서는 

유럽평의회의 2003년 “아동면접협약(Convention on Contact concerning Children)”147)이 

있어 이런 절차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7. 발효

가입은 가입국과 그 가입의 수락을 선언한 체약국 간의 관계에 관해서만 유효한

데, 그 선언은 가입 후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회원국에 의해서도 행해

져야 하고, 네덜란드 외무부에 기탁된다(제38조 제3항). 동 외무부는 그 인증등본

을 외교상 경로를 통하여 각 체약국에 송부한다.

8. 아동보호협약과 탈취협약의 관계

아동보호협약은 아동에 대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도 적용되나, 헤이그국제사

법회의는 불법탈취된 아동의 반환과 면접교섭권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탈취협약

을 성안하였다. 과거 탈취협약과 미성년자보호협약의 체약국들 간에 전자가 우선

하였으므로(제34조) 탈취협약이 후자를 대체한 아동보호협약에 대하여도 우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제50조 1문). 즉 아동이 불법 탈취된 경우 우선순위는 그의 

즉각적인 반환을 보장하는 데 있고, 보호조치에 관한 논의는 아동의 반환 후에나 

E/USf 223)과 미국 제4순회구 연방항소법원의 Cantor v. Cohen, 442 F. 3d 196 (4th Cir. 
2006)(INCADAT cite: HC/E/USf 827), 독일 Bamberg 고등법원의 1998. 9. 30. 판결

(INCADAT cite: HC/E/DE 488) 등. 
143) http://www.incadat.com/index.cfm?act=search.detail&cid=223&lng=1&sl=2 참조. 
144) http://www.conflictoflaws.net/ 참조.
145) §11603(b), §11603(e)(1)(B).
146) MünchKommBGB/Siehr, 5. Aulage (2010) Band 10, HEntfÜ Rn. 108.
147) 상세는 StaudingerBGB/Pirrung, UmgangsÜ - Europäisches Übereinkommen vom 15. 5. 

2003 über den Umgang von und mit Kindern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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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될 수 있다.148) 

III. 이행법률의 주요내용

1. 서언

탈취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이행법률149)을 제정하였다. 탈취협약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네 번째 헤이그협약인데 이행법률을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150) 탈취협약의 규정은 충분히 명확하고 중립적이어서, 명백히 이행조치를 필

요로 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편입하는 절차가 없이도 본질적으로 자기

집행적(self-executing)이라고 하므로151) 이행법률이 필요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

으나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탈취협약이 정한 약식의 절차에 의한 아동의 반환

(return)152)은 우리 국내법이 상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근거를 마련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53)

148) 보고서, para. 168. 다만 특정한 사안에서 아동의 반환을 보장 또는 면접교섭을 보장

하는 데 있어 아동보호협약의 조항이 탈취협약보다 우월한 경우 아동보호협약의 적

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제50조 2문).
149) 독일에서는 이는 국제가족법시행법률(IntFamRVG), 즉 Gesetz zur Aus- und Durchführung 

bestimmter Rechtsinstrument auf dem Gebiet des internationalen Familienrechts v. 26. 1. 
2005 (BGB. Ⅰ, 2005, S. 162)에 의하여 규율된다.

150) 이를 위하여 법무부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구성하여 2010년 
3월∼2011년 4월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법안을 성안하였다. 위원은 당초 필자, 
이병화 교수, 이명숙 변호사, 권재문 교수, 김미경 박사와, 법무부의 당시 이상용 국제

법무과장과 신승호 검사였으며, 법무부의 변희경 사무관도 회의에 참석하였고 도중에 

윤종섭 판사 등 신규위원 3명이 추가되었다. 그 후 법률안의 제출이 미루어지는 동안 

담당검사가 황우진 검사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측이 법안을 상당히 수정하

였다.
151)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Guide to 

Good Practice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PART II – IMPLEMENTING MEASURES (2003), para. 
3.1.

152) 아동인도를 고려하여 이를 ‘인도’라고 번역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탈취협약이 상정

하는 것은 불법탈취된 아동을 신속하게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므로 ‘반환’이 더 적절

하다. 
153) 임채웅(註 53), 260면은 탈취협약 제23조가 동 협약의 도입을 위하여 특별한 입법이 

필요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옳지 않다. 제23조는 “동 협약과 관련

하여 인증이나 이와 유사한 어떠한 형식도 요구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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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이행법률은 4개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체제는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제1조∼제4조)

제2장 아동반환 지원 절차 등(제5조∼제10조)

제3장 재판절차(제11조∼제14조)

제4장 보칙(제37조∼제17조)  

3. 중앙당국

우리나라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이다(이행법률 제4조). 미국은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 Office of Children’s Issues)이고, 독일의 중앙당국은 연방법

무부(Bundesamt für Justiz)이다.154) 이행법률안의 성안과정에서 업무의 성격상 아동

보호 또는 아동 복지가 관련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으나,155) 법무부가 중앙당국으로 지정된 것은 탈취된 아동의 

소재발견과 관련하여 출입국업무를 담당하고 검찰조직을 갖고 있는 법무부가 적절

하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당시 법무부가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 

의사를 보인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소극적 의사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중앙당국이 그 임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는 다른 기관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행법률 제9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이라는 제목 

하에, 법무부장관은 제5조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제8조에 따른 지원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원행

정처의 장에게 아동의 출입국과 소재, 사회적 배경 등 아동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그 밖에 협약 제7조에 따른 중앙당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장의 협조의무를 명시한다. 나아가 법

무부장관은 아동탈취의 효율적인 예방과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하여 

154)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웹사이트(http://www.hcch.net/index_en.php?act=authorities.details& 
aid=92) 참조. Kropholler, S. 401은 연방대법원에 있는 연방검찰총장(Generalbundesanwalt 
beim Bundesgerichtshof)이라고 한다. 

155) 우리나라가 입양협약에 가입할 경우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가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가 장래 아동보호협약에 가입할 경우 누가 중앙당국이 되어야 하는지는 문제이다. 
아동보호에 비중을 둔다면 보건복지부가 적절하나, 그 경우 아동보호협약에 대한 특별

법의 지위에 있는 탈취협약의 중앙당국만 법무부가 되는 점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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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탈취협약에 따라 처리하는 사건의 

통계 수집, 인터넷․신문․방송, 그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국내외 홍보, 아동탈취 

예방 및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위한 연구․조사, 다른 체약국 중앙당국

과의 교류와 아동탈취 반환 등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 등이다.

4. 중앙당국에의 아동반환 지원의 신청

가. 한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의 경우

한국으로의 아동의 불법적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탈취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아동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다(이행법률 제5조 제1항).156) 법무부장관은 협약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

하거나 신청에 충분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행법률 제5조 제2항). 탈취협약(제28조)은, 중앙당국은 신청인에게 중앙

당국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지명하는 위임장, 또는 그런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을 

중앙당국에 부여하는 위임장을 신청에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행법률은 이런 조치를 상정하지 않으나 탈취협약에 근거하여 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외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의 경우

우리 아동이 외국으로 불법적으로 이동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다른 체약국

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가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을 하는 때에는 아동 소재국 중앙당국으로의 지원 신청서 

전달 등 탈취협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이행법률 제

8조). 상세는 법무부령으로 정할 사항인데 법무부는 법무부령 제784호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이는 2013. 3.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중앙당국은 신청인에게 중앙당국을 자신의 대리인

으로 지명하는 위임장, 또는 그런 대리인을 지명할 권한을 중앙당국에 부여하는 위

임장을 신청에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탈취협약 제28조). 독일의 국제가족법

시행법률(IntFamRVG)(제6조 제2항)은, 아동이 외국으로 탈취된 경우 반환신청을 

받은 독일의 중앙당국은 재판상으로도 신청인을 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행

156) 위 조문은 탈취협약에 따른 면접교섭권이 침해된 자의 권리도 함께 규정하나 문언은 

다소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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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성안과정에서 우리도 이런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나 중앙당국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행법률상으로는 독일보다 우리 중앙당국의 역할은 

제한적이나, 탈취협약에 근거하여 장차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5. 법원에 의한 아동반환

가. 관할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이행법률 

제11조). 이는 관할을 집중함으로써 탈취사건을 다루는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험을 축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157) 이행법률의 성안과정에서 서울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을 규정하자는 견해와, 아동과 피신청인이 지방에 있는 경우에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큰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 견해가 있었는데, 

공청회 당시 법률안은 후자를 따랐으나 결국 전자가 선택되었다.158) 제11조는 토지

관할을 정한 것이다. 이행법률은 명시하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탈취협약에 

따른 약식의 절차로서 아동반환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아동소재지국가에 있는 반면에 

본안, 즉 양육권에 관한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은 아동의 상거소지국, 즉 아동이 아직 

상거소지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결국 탈취 직전의 아동의 상거소지국이 가진다고 

본다.159) 이 점을 이행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

157) 독일의 국제가족법시행법률(제11조)에 따르면, 중앙당국에 반환신청 제출 시 아동의 

소재지가, 그것이 없는 때에는 그 지역 내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고등법원 소재

지의 가정법원이 토지관할을 가진다.
158) 공청회 당시 초안(제8조)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① 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사건은 청구 당시 아동소재지의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는 해

당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아동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나, 그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또는 제1항 단서의 지방

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대한민국에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59) 그러나 이병화, 257면은 양육권에 관하여는 아동의 상거소지국 법원이 원칙적 관할

권을 가지고, 예외적으로 아동과 부모의 본국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본국의 법원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한다. 이는 국제사법 제45조가 정한 준거법 결정원칙으로부터 국제

재판관할원칙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병화, 254면은 아동의 상거소

지국 법원이 배타적 관할을 가진다고 하여 다소 혼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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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권자

아동의 한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탈취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행법률 제12조 제1항). 

탈취협약은 우리 법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권리를 창설시키는 것이다. 우리 법상

으로도 부모의 일방이 양육권에 기하여 아동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160) 탈취

협약은 양육권 본안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약식의 절차에 의하여 불법탈취된 아동

의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 

다. 가사소송법의 준용

제1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탈취협약, 이행법률 및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밖에 사항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이행법률 제12조 제2항).

  

라. 법원의 가처분

법원은 이행법률 제12조 제1항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

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

분을 하거나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이행법률 제12조 제3항). 탈취협

약은 약식의 절차를 통하여 불법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므로 이를 위한 사전처분 또는 가처분이 적절한가는 의문이 있으나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규정하였다.161)

독일에서는 법원은 필요 시, 특히 부모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

는지가 의심스러운 경우 ‘guardian ad litem(소송수행을 위한 후견인)’을 선임하여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게 하고 아동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도록 할 수 있는

데,162) 우리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등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guardian ad litem

을 선임하여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게 할 수 있다.

160) 가사소송법 제64조 참조.
161) 가사소송법상 법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제63조).
162) Erb-Klünemann,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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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동의 반환거부사유

(1) 이행법률상 아동의 반환거부사유

이행법률 제12조 제4항이 명시하는 아동의 반환거부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제1호). 이는 탈취협약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음을 반환을 

거부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제1호에서는 그러한 취지가 나타나

지 않는다. 

  ②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제2호). 이는 

탈취협약 제13조 제1항 a호가 정한 반환거부사유와 같은 취지이다. 

  ③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

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제3호). 

이는 탈취협약 제13조 제1항 b호가 정한 반환거부사유를 명시한 것이다. 

  ④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제4호). 이는 탈취협약 

제1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이다. 

  ⑤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제5호). 이는 탈취협약 제20조에 근거한 

것이다. 

이행법률의 성안과정에서 탈취협약상의 반환거부사유를 반복하여 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한지는 논란이 있었다.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가 달라질 것을 우려

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탈취협약과 동일한 취지를 한데 묶어 규정함으로써 이행

법률의 수범자들이 탈취협약상의 반환거부사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채택되었다. 

아동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우리 법원에서도 아동의 반환거부사유의 유무가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 그 경우 이행법률이 아니라 탈취협약의 문언을 기초로 하

면서 INCADAT를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탈취협약과 이행법률의 일관성

여기에서 제12조 제4항이 ① 반환거부사유의 입증책임의 소재와 ② 협약상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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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라는 점에서 탈취협

약과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가) 입증책임의 소재

이행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탈취협약상 관련 조항

들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법률은 이런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163)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였으나, 이행법률안의 문언이 수정

된 결과 이행법률에 대하여는 타당하지 않다. 이행법률 제12조 제4항이,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탈취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에도 “탈취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밑줄 친 

부분은 입증책임의 소재에 관한 탈취협약의 원칙을 변경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밝

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법원의 재량의 유무

또한 이행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반환거부사유의 판단 시 법원의 재량의 유무에 

관하여 협약상 관련 조항들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법률은 이런 차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164) 그 후 문언이 달라지기는 했으나 

이행법률 제9조 제4항은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함

으로써 여전히 우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므로 위의 비판은 이행법률에 대하여도 

제기될 수 있다. 

공청회 시 위 비판에 대하여 권재문 교수는 아동반환 신청사건의 법적 성질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한 이상 모든 예외사유에 대해 반환신청의 기각 여부를 법

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하였으나165) 찬

163) 현소혜, 토론자료, 105면. 이는 공청회 당시 법률안(제9조 제4항)에 대한 비판이다. 
문언은 “④ 협약상 아동이 불법하게 이동되거나 유치된 경우에도 아동의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법원은 제1항의 반환청구를 기각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64) 현소혜, 토론자료, 105면. 이는 공청회 당시 법률안에 대한 비판이다. 문언은 전주 참조.
165) 권재문, 공청회자료,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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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어렵다. 이행법률이 탈취협약의 원칙을 변경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

는 이행법률의 성안과정에서 탈취협약의 규정을 이행법률안에 반복하는 데 대해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탈취협약과 저촉되어서는 아니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탈

취협약의 정확한 해석론을 먼저 정립하여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탈취협

약의 해석상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a, b), 제13조 제2항166)과 제20조의 경우 

모두 수탁국 법원이 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법률 제9조 제4항은 별문

제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조약에 가입하면서 이행법률을 제정할 때 항상 제기

되는 성질의 것이다. 즉 조약이 좀 애매한 경우 조약을 충실히 따르고 구체적 결

정을 법원에 맡길지, 아니면 이행법률에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나은가이다. 

필자는 전자를 지지한다. 

바. 법원의 신속처리

이행법률 제3조는 국가기관 등의 신속한 처리 의무를 선언하고, 제14조는 나아

가 법원은 아동반환에 관한 사건의 심판 청구일 또는 조정 신청일부터 6주 이내에 

결정에 이르지 못하면 청구인 또는 법무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지연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법원에 심리적 부담을 지운다. 제3조는 탈취협약 제11조 제1항을, 

제14조는 탈취협약 제11조 제2항을 각각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원은 사건의 

심급별 재판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제12조 제5항).

사. 조정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르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

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조정기관이 되는데(제52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해야 한다(제58조 제1항).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 또는 확정 조정에 갈음

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166) 제13조의 예외사유의 판단 시 법원이 재량을 가지는 점은 http://www.incadat.com/index. 
cfm?act=analysis.show&sl=3&lng=1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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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으로 이행된다(제60조).

이행법률의 성안과정에서 가사소송법을 준용할지, 아니면 조정절차를 배제함으

로써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조정이 오히려 사건의 신속한 처리

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전자를 택하였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

국은 조정(mediation)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2012년 “Guide to Good Practice under 

the Child Abduction Convention - Mediation”을 간행하였다. 여기의 ‘mediation’은 

중앙당국 및 법원과는 독립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말하는데,167)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아동탈취를 위한 전문적 mediation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고 한

다.168) 우리나라도 앞으로 탈취협약에 따른 사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전문화된 

‘법정외 조정(out of court mediation)’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아. 변론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정하고 상대방의 출석을 명하여야 한다. 

우리 가사소송법 제7조는 본인출석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169) 제48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관계인을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

하는데, 신청인의 출석을 명할지는 법원이 적의 판단하여야 한다.170) 증인신문은 

재정증인에 한정하고 증거도 신속하고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171) 나아가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신속하게 

167)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Guide to Good 
Practice: Mediation (2012), para. 65. 위 Guide, p.8은 mediation과 conciliation을 구별

하는데, conciliation을 일반적으로 보다 directive process(지시적 과정)로, mediation은 

proactive 하지만 directive 하지는 않은 과정으로 이해한다. 즉 mediator는 결정을 내

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제공할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글에서 mediation을 ‘조정’이라고 번역하더라도 이는 편의상의 표

현이다.
168) 예컨대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Guide 

to Good Practice: Mediation (2012), para. 60 Fn. 97에 언급된 영국의 사례. 
169) 제1항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

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70) Erb-Klünemann, p.3은 외국 거주 신청인의 출석을 명하기는 어려우나 실무상 양 당사

자의 법정 출석이 바람직하므로 독일에서는 평균 3∼7 시간에 걸친 1회 변론만을 열어 
당사자와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인신문이나 전문가 의견은 통상 요구하지 않는

다고 한다.
171) Erb-Klünemann,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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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6주의 기간제한은 각 심급별 재판에 대한 기간제한으로 

이해된다.172) 반환사건의 핵심은 불법탈취된 아동을 신속하게 아동의 탈취 전 상

거소로 반환하는 것이지 양육권에 관한 소송이 아니므로 변론의 초점도 그에 한정

되어야 한다. 법원이 사건을 파악하고 아동의 성격, 의사와 희망을 이해하며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아동에게 절차를 설명하자면 아동을 신문할 필요가 

있다.173) 나아가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연령과 성숙도에 이른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반환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제13조 제2항) 그 요건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도 아동의 신문이 필요하다. 신문은 아동이 친숙한 

장소(집,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고, 만일 법정에서 하자면 적절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174)175) 

이행법률 제7조는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의 통지”라는 제목 하에 

“법무부장관 또는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제5조 제1항의 신청을 한 자는 협약 제16조에 

따른 본안 재판 중지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제1항) 법원이 재판을 중지

해야 함을 명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사유176) 이외의 사유로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는 종래 논란이 있는데, 이행법률(제7조 제2항)

이 이를 명시하므로 법원은 그 경우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중지 후 절

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자. 아동반환명령의 주문

탈취협약은 약식의 절차에 의하여 불법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므로 법원의 심리도 그에 한정되어야 하고, 법원은 양육권의 본안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아동의 반환을 명할 경우 주문에 반환 상대방을 신청인과 상거

소지국 중 어떻게 기재할지는 논란이 있으나 신청인에게 직접 반환하도록 기재할 

172) StaudingerBGB/Pirrung (2009), Vorbem. D 62 zu Art. 19 EGBGB.
173) Erb-Klünemann, p.6.
174) Erb-Klünemann, p.6.
175) Erb-Klünemann, p.7은, 아동은 탈취자의 영향 하에 있으므로 즉시 이용가능한 심리학

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나, 사실심 법관이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넘어 도

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상담을 위한 전문가의 선임을 거부한 미국의 하급심

판결(Haimdas v. Haimdas, 720 F.Supp. 2d 183 (E.D.N.Y. 2010))이 있다.
176) 민사소송법은 법원의 직무집행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제245조)와 당사자의 장애로 

말미암은 중지(제246조)만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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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본다.177) 독일의 실무는 “피신청인 기타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OO국

으로 아동을 반환하기 위하여 아동(특정 요)을 신청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기재한다고 한다.178) 주문에는 아동의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즉 누가 언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모두 담아야 하고, 반환에 소요

되는 비용의 지급도 명시하여야 한다.

반환명령은 심판으로써 하는데,179) 이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

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40조에 의하면 심판의 효력은 고지받음으로

써 발생하지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180) 그러나 법원으로서는 가사소송법 제42조에 따라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한다.181)

177) 윤종섭(註 5), 193면도 동지.
178) Erb-Klünemann, p.8. 이에 따르면 독일의 주문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고 한다.
    “1. 피신청인 기타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은 OO국으로 아동을 반환하기 위하여 아동

(특정 요)을 신청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OO국으로 아동을 반환하고, 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집행을 면할 수 있다. 
    3. 피신청인은 다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OOO유로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그러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정

모욕으로 6개월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다. 
    4. 집행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한다.
       a) 집행관은 피신청인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의 아동을 

인도받아 아동을 신청인 또는 그가 수권한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다.
       b) 집행관은 아동반환의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아동에 대

하여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2항과 관련하여 직접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c) 집행관은 피신청인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그 밖의 자의 주거에 들어가 조사할 

수 있다.
       d) 집행관은 야간 및 일요일과 공휴일에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 (도시명 기재)의 청소년복지사무소는 아동을 신청인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인도 시까지 아동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집행과 반환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179) 가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180) 독일에서도 반환명령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확정력(Rechtskraft)이 발생

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국제가족법시행법률 제40조 제1항).
181) 제42조 제1항은 재산상의 청구 또는 유아의 인도에 관한 심판으로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심판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판결로 유아의 인도를 명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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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상소

이행법률은 상소에 관하여 특칙을 두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3조

가 적용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는데, 가사소송규칙 제94조는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182) 따라서 즉시항고와 그에 대한 대법원에의 

재항고가 가능하다.

독일에서는 반환명령에 대해 2주 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 1회의 항고만이 가능하나

(국제가족법시행법률 제40조 제2항), 그 밖에는 단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의 

불복과 마지막으로 유럽인권재판소에의 불복만이 가능하다고 한다.183) 탈취협약에 

관한 독일 헌법재판소 재판들이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카. 법원의 아동반환명령의 집행 또는 실효성 확보수단

이행법률(제13조)은 법원의 아동반환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단

계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가사소송법을 준용함으로써 해결되는 사항이나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행법률에서 별도로 명시한다. 탈취협약은 약식의 절차를 통하여 불

법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본안판단을 위한 강제이행절차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없지 

않았으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하였다.

  ① 이행명령: 법원은 심판, 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협약

에 따른 아동의 반환을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

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② 과태료 부과: 법원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③ 감치명령: 법원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182) 제94조에 따르면,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원

칙적으로 즉시항고의 기간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가 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고지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심판이 최후로 고지된 날부터 진행한다.

183) Erb-Klünemann,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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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및 감치명령의 방식,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

64조, 제67조 제1항 및 제68조가 준용된다.

타. International Hague Network of Judges (“IHNJ”)

국제가사사건을 취급하는 판사들 간의 교신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형성된 네트워크가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근자에는 47개국 69명의 판사로 구성되

나 그 수가 점증하고 있다.184)

6. 면접교섭권

당초 이행법률의 성안과정에서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도 아동반환에 준하여 관련 

조문에서 아동반환과 면접교섭권을 병렬적으로 규정하였으나,185) 위에서 본 것처럼, 

탈취협약은 면접교섭권에 관한 한 법원에 대한 청구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유력한 점을 고려하여 이행법률 성안을 위한 T/F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우리 법상 법원에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을 

실현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를 명할 수도 있으므로 외국 당사자는 면접교

섭권, 즉 친자관계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186) 한국법에 따라 법원에 면접교섭권에 

기한 청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엄밀하게는 이행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가사소송법의 첫걸음을 뗀다는 의미에서 준거법이 

우리 법인 경우187) 면접교섭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그 경우 

184) Erb-Klünemann, p.9. The Judges’ Newsletter on International Child Protection, Vol. 
XVIII, (2012), p.37은 68명이라고 한다. 2013년 1월 현재 판사들의 명단은 http://www. 
hcch.net/upload/haguenetwork.pdf 참조

185) 초안에는 아래와 같은 준용규정을 두었다.
    “제9조(준용규정) ① 아동반환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약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의 인도’를 포함한 자의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처분, 가

압류 및 가처분,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을 명할 수 있다.”
186) 이혼에 따른 미성년자의 양육문제, 특히 양육권자의 지정과 면접교섭권(right of visitation)

이 이혼의 효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친자 간의 법률관계의 문제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이는 친자관계의 준거법(제45조)에 의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그 근거는 다른 친자

간의 법률문제와 통일적으로 연결하고, 그것이 자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창선, 국제사법, 제8판(2012), 344면. 우리 판례는 분명하지 않다.
187) 나아가 외국법에 따라 부부 일방이 면접교섭권을 가진다면 그 권리를 우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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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기준 기타 절차적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본다.188) 현재의 이행법률은 이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이런 문제가 제기

되면 답은 여전히 불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이 그런 조치를 취하자면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을 가져야 함은 물

론이다. 면접교섭권은 친권 나아가 친자관계의 문제에 속하므로 국제사법 제45조

가 정한 친자관계의 준거법에 따를 사항이다. 

7. 비용의 부담

각 중앙당국은 탈취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자신의 비용을 부담하고, 중앙당국과 

공공 기관은 탈취협약에 따라 제기된 신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아니 하며, 특히 절차의 비용 및 지출 또는 변호사나 법률 조언자의 참여로 발생

하는 비용 및 지출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어떠한 지급도 요구할 수 없지만, 아동의 

반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경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2항). 체약국은 유보를 함으로써 변호사 참가비용 또는 재판절차 비용의 

지급의무를 자국의 법률구조제도에 의한 책임한도 내로 제한할 수 있는데(제42조), 

우리나라는 제26조 제3항의 유보를 선언하였다(이행법률 제15조). 따라서 우리나

라는 법률구조법 기타 법령에 따른 법률구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변호

사비용 등 소송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한다.189) 

8. 탈취협약에 대한 유보

탈취협약 제26조 제3항의 유보에 관하여는 위(7.)에서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피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송부되는 모든 신청서 등은 자국 언어로 작성하고, 피수탁

국의 공용어 또는 공용어 중의 하나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거나 그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는 프랑스어나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한다(제24조 제1항). 다만, 체약국은 

제42조에 따른 유보에 의하여 모든 신청서 등에 프랑스어 또는 영어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우리나라는 이행법률(제16조)에서 영어 

번역문을 선택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유보선언을 하였다. 

188) 그러나 윤종섭(註 5), 194면은 이행법률의 태도를 지지하는 듯하다. 참고로 브뤼셀IIbis 
(제9조)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다루고 있다. 

189) 미국도 유보를 한 결과 미국의 중앙당국은 무료로 신청인을 대리할 변호사를 찾는다고 
한다. Spector(註 64), p.173, Fn.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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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임규정과 발효

탈취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행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반환 지원 신청 

등의 절차 기타 법무부장관의 업무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행법률 제17조).이행법률은 탈취협약이 한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하고, 

이행법률 제5조∼제8조 및 제3장(제11조∼제14조)의 규정은 한국과 각 체약국 사이에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체약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탈취협약에 따른 양육권 등을 침해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조와 제2조).

IV. 탈취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불법 탈취된 아동의 반환과 면접교섭권의 확보

탈취협약 가입 전 한국은 탈취된 아동의 반환에 대해 특별한 국제재판관할규칙, 

준거법규칙이나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과거 

우리 법에 따르면 예컨대 미국에 상거소를 가지는 부가 양육권을 가지는데 모가 

위법하게 아동을 탈취하여 한국으로 데리고 온 사안에서 미국의 부는 한국법원에

서 본안으로 양육권에 기한 유아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190) 그를 기초로 사전

처분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했다.191) 여기에서는 탈취협약 가입 전 우리 법의 

해석론을 다룬다. 이는 탈취협약 가입의 실익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그리고 

앞으로도 탈취협약의 비체약국과의 관계에서 의미가 있다. 

1. 국제재판관할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아동을 불법 탈취당한 부 또는 모는 아동을 불법 탈취한 

190) 유아인도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2호의 가사비송사건 중 나. 마류사건 3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에 해당한다.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와 유아인도청

구의 비교는 윤종섭(註 5), 192-193면 참조.
191) 그 밖에도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기한 사전처분이나 제63조에 기한 가처분을 고려할 

수 있다. 전자는 가사사건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등이 사건 해결을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허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가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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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또는 부를 상대로 양육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는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 그 중에서도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제한 또는 배제”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본안인 양육권 내지 친권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에 따라야 하나, 

국제사법이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국제친권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에 관하여는 

아래 세 가지 견해가 주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국의 관할을 인정하는 견해(1설)

이는 국내법, 즉 가사소송법의 관할규정을 참조하여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정립하는 

방안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데, 그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을 가진다(제46조). 국제사법 제2조에 따라 가사소송법의 

관할규칙을 참조하면, 아동의 반환청구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국의 국제재판

관할에 복종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학설로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경우는 비송

사항이며 법원에 의한 재량적 형성처분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 쟁송적 성격과 일정 

한도에서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소송사건에 준하여 관할의 

존부를 판단하여도 좋다는 견해가 있다.192) 

한편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 친권과 후견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미성

년자인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을 가지는데(제44조 제5호), 

이 견해는 공익성이 강한 라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심판의 대상인 사건 유형마다 

그 문제를 심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법원이 어느 국가의 법원인가라는 관점에서 결

정한다. 이는 라류 가사비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구별하는 가사소송법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 

(2) 원칙적으로 본국관할을 인정하고 상거소지국(또는 거소지국)의 예외적 관할을 인정

하는 견해(2설) 

이는 국제후견에 관한 국제사법(제48조 제2항)의 국제재판관할규칙을 국제친권

192) 김원태, “섭외가사소송에서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경성법학, 제5호(1996. 9), 
231면과 그에 인용된 일본 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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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도 유추적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아동의 본국이 원칙적 관할을 가지고, 

외국인인 아동이 한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또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예외적으로 한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3) 아동의 상거소지국에 관할을 인정하는 견해(3설) 

이는 국제사법 제2조가 정한 실질적 관련에 착안하여 탈취협약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동의 상거소지국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결국 탈취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본안인 양육권에 기한 유아인도청구의 소에 

관하여는 어느 견해를 따르는가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국(제1방안), 

아동의 본국의 원칙관할과 상거소지국 또는 거소지국의 예외적 관할의 결합(제2

방안)과 아동의 상거소지국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게 될 것이다(제3방안).193) 사견

으로는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서 3설을 지지한다.194) 그것이 탈취협약과 아동보

호협약의 태도와도 일관되므로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국제사법

의 해석상 아동보호협약에서 논의하는 부대관할, 신속관할과 임시적 명령을 위한 관

193) 이병화, 258-260면에 따르면, 일본 학설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건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국에 관할을 인정한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판단하는 소송

과 달리 법원의 후견적 역할과 합목적적․재량적 권한행사가 기대되는 비송사건에서

는 신분관계 소송사건에서 형성된 국제재판관할규칙이 직접 타당할 수는 없고, 비송

사건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규칙의 일반론으로서는 국제비송법의 이념에 비추어 “보호

되어야 할 이익”의 소재지(또는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곳)에 

관할을 인정하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대심구조를 취하는가, 즉 쟁송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 酒井 一, “親權者指定申立事件の國際裁判管轄權”, 別冊 Jurist 

No. 210: 國際私法判例百選, 第2版(2012), 213면; 道垣內正人, “後見”, 別冊 Jurist No. 

210: 國際私法判例百選, 第2版(2012), 157면과 그에 인용된 伊東乾․三井哲夫(編), 注
解非訟事件手續法(1995), 133면 참조. 이런 일반론에 따르면 아동반환청구는 쟁송성이 

강하므로 피고주소지 관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194) 서울가정법원 2011. 2. 11. 선고 2010르2139 판결(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2011므786)은 실질적 관련에 근거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여성인 원고가 미국인 남성인 피고에 대하여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사건본인들(자녀들 4세, 6세)의 인도를 추가하여 

청구한 사건에서, 위 판결은 인도 청구에 관하여만 따로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에서 피고가 자녀인 사건본인을 성추행하여 범죄인인도청구까지 있었

는데 그 후 피고가 미국으로 가 미국 법원에서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한국이 이 사건 모두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을 알려주신 김주석 판사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태도는 

실질적 관련에 착안한 점은 위 3설과 같으나, 국제사법 제2조를 기초로 사안별 분석을 
한 점에서 제4설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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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물론 입법론적으로는 이를 국제사법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3설을 따를 경우에도 사전처분 또는 보전처분에 

관하여는 본안관할이 없더라도 다툼의 대상인 아동 소재지국의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195)

2. 준거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친권 내지 양육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는가는 

친권의 문제로서 국제사법 제4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子의 상거소지법에 따른다. 

다만 부․모․子가 모두 동일한 본국법을 가지는 때에는 동법에 의한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던 아동이 한국으로 불법이동된 경우 아동이 아직 한국에 상거소를 

취득하기 전이라면 미국의 해당 주법에 따라 반환청구권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만일 양육권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에 기한 사전처분이나 

제63조에 기한 가처분 외에는 탈취협약이 상정하는 바와 같은 약식의 절차에 의하여 

아동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아동탈취에 관한 외국법원의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도 한국법은 아무런 

특칙을 두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외국법원의 재판에 관한 일반법리가 적용

되었다. 현재는 한국이 탈취협약에 가입하였지만 탈취협약은 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탈취협약 제11조에 따르면 체약국의 사법당국 또는 행정당국은 아동의 

반환을 위한 절차에 있어서 신속하게 행동해야 하므로 아동의 소재지인 체약국의 

반환재판이 있으면 당해 체약국은 그 집행을 위하여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196) 외국의 

반환명령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그 승인 및 집행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와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다. 이 경우 반환명령을 보전처분으로 볼 것은 아니다. 

195) 민사집행법 제303조 참조. 석광현(註 48), 135면.
196) MünchKomm/Siehr, 5. Aulage (2010) Band 10, HEntfÜ Rn. 93. 독일에서는 2009. 9. 1. 

발효된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10조와 국제가족법시행법률 제44조가 적용된다. 반

환청구권자는 아동 소재지에서 반환명령을 받을 것이므로 통상은 다른 체약국에서의 

반환명령의 승인 및 집행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겠지만, 반환명령이 확정된 뒤에 아

동이 다른 체약국으로 이동된(물론 아동 소재지국의 중앙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례적인 사안에서는 반환명령의 승인 및 집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FamFG
의 소개는 김상일, “독일의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법(FamFG)] 개관”, 민사소송, 
제13권 1호(2009. 5), 62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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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공조

탈취협약이 정한 국제공조는 공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므로 여기의 국제

공조는 우리 법상의 국제민사사법공조의 범위를 넘는다. 우리 법상으로는 탈취된 

아동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정한 범위 내의 사

법공조만이 가능하다.

V. 국제가사소송⋅비송법제의 정비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심을 두고 입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내에 들

어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거나 처음부터 결혼을 목적으로 국내에 이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제가사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더욱이 탈취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법률을 제정하였고, 입양협약 

가입도 추진중이므로 국제가사소송법제와 국제비송사건법제를 정비할 동인(動因)

이 있다. 각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률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관련 

협약이 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조항을 둔 뒤, 이러한 

규범이 축적되면 장래 적절한 시기에 이들을 묶어서 국제사법 또는 가사소송법에 

보다 포괄적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행법률에 국제재판관할에 관

한 규정을 두지 않은 아쉽다.197) 

장래에는 우선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사건의 유형별로 정치한 국제재판관할

규칙을 국제사법에 두고,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와 제27조를 참고하되 상호보증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나누어 규정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독일

에서는 2009. 9. 1.부터 “가사 및 비송사건절차법(FamFG)”에서 사건의 유형별로 

국제재판관할(제98조∼제106조)과 승인 및 집행요건(제107조∼제110조)에 관하여 

정치한 규칙을 두는데, 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일본의 유력설은 ① 소송과 비송을 도식적으로 구별하고, 나아가 ② 비송을 대심

197) 예컨대 양육권 관련 소송에 대하여 아동의 상거소지국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하지 않으나 그것이 탈취협약과 아동보호협약의 태도이므로 
국제사법에서 이를 채택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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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인지와 쟁송성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의문이 없지는 않다. 예컨대 친권에 관한 소에 대해 아동보호협약과 

브뤼셀IIbis는 아동의 상거소지국의 관할을 인정하고, 탈취협약은 아동의 양육권 

본안에 관한 소에 대해 역시 아동의 상거소지국의 관할을 전제로 하는데, 일본의 

유력설로부터 이러한 결론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이다.198) 일본의 

유력설에 따르면, 아동인도를 구하는 사건은 쟁송성이 강하므로 피고의 보통재판

적소재지의 관할을 인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예컨대 이혼(브뤼셀IIbis), 친자(브뤼셀IIbis, 아동보호협약), 부양(EU

부양규정, 헤이그 신부양협약), 성년자후견(성년자보호협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 친자(아동후견을 포함하여), 부양과 성년자후견 등을 유형화하여 각 분야별로 

적절한 정치한 관할규칙을 도출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199)

VI. 아동탈취와 관련된 형사문제

탈취협약은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형사문제는 각국의 국

내법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의 일방이 아동을 불법하게 탈

취한 경우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성부가 문제되는데, 실제로 아동의 

국제적 탈취가 다투어진 형사사건이 있다. 2013. 3. 21.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열었고 

사법사상 최초로 재판 변론과정이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200)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와 보호법익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를 규정한 형법 제289조에 따르면 

198) 이는 유럽의 해결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 선 것이다.
199) 2013. 5. 30. 개최된 한국국제사법학회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는데, 

당시 필자는 “이혼 기타 혼인 관계 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론”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200) 참고로 일본에서는 자의 구속이 현저하게 위법하고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때에는 

인신보호법이 정한 인신보호청구의 방법으로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織田有

基子, “子の奪取”, 國際私法判例百選, 第2版(2012), 152면에 소개된 최고재판소 2010. 
2. 18. 판결 참조.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협약과 한국의 가입 / 石光現   127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하고(제1항),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같다(제2항).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통설은 제1차적 

보호법익은 인취된 자의 자유이고 제2차적 보호법익은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이라는 

절충설이다.20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도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하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 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같은 견해를 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미성년자의 자유 또는 보호감독자의 감호권 중 어느 하나를 침해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202) 보호감독자도 인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203) 

2. 다른 보호감독자의 양육권(또는 감호권) 침해와 약취⋅유인죄의 성립 

여부

여기에서 대전고등법원 2010. 10. 8. 선고 2010노363 판결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06년 2월 한국인 남편과 혼인하여 한국 내에서 거주하던 중 

2007년 8월 남편과 사이에 피해자인 아들(1세)을 출산한 베트남인인바, 2008. 9. 3.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한국생활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데

리고 베트남으로 떠나버리겠다는 마음에서 남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에서 데리고 나와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같은 날 인천국제

공항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 베트남으로 입국하여 약취된 피해

자를 국외에 이송하였다. 이에 검사가 국외이송약취죄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죄로 

201) 박재윤(편), 주석 형법[각칙(4)](2006)(이강원 집필부분), 163면. 이에 따르면 보호법익을 
제1설은 인취된 자의 자유만이라 보고, 제2설은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만이라고 보며, 
제3설은 위 절충설이고, 제4설은 인취된 자의 자유 및 그 안전이라고 본다고 한다.

202)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도,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 하에 옮긴 친권자(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함

으로써 동일한 견해를 취하였다. 
203) 박재윤/이강원(註 201),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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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송 시 만 13개월이 채 안된 피해자로서는 어머니의 손

길이 더 필요했던 점, ② 당시 직장에 다니던 아버지는 혼자 피해자를 양육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혼자 두는 것이 오히려 친

권자로서 보호․양육의무를 방기하는 행위로서 비난받을 수 있는 점, ④ 베트남은 

피해자의 외갓집이므로 피해자가 한국에서 어머니 없이 양육되는 것보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피해자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비록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나 피해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즉 위 대법원판결과 통설에 따르면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이 침해되면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데 반하여, 대전고등법원판결은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204) 그러나 후자의 접근방법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아동의 이익 침해 여부라는 상당히 애매한 판단에 의존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형사법의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형사문제를 상론하지 

않으나 이 글의 교정을 보는 과정에서,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

합의체 판결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점만 밝혀둔다.205)

VII. 맺음말 

불법 탈취된 아동의 반환과 면접교섭권의 보장에 관하여는 우리나라가 탈취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다. 탈취협약과 이행법률의 올바른 해석을 

20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탈취협약은 아동의 복리보다는 사실상 행사되던 양육권의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인정하는 셈이다. 만일 탈취협약이 이 사건에 적용

된다면 한국의 부는 피고인인 모를 상대로 베트남에서 아동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모는 아동을 반환해야 하는데(물론 반환거부사유가 있는지는 검토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탈취협약은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이 침해되면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

한다고 보는 위 대법원판결 및 통설에 가까운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은, 불법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탈취협약과는 별도로 우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205) 위 판결에 다수의견 외에 보충의견과 반대취지의 소수의견이 있다. 법률신문 제4137호

(2013. 6. 24), 5면, 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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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종래 국제가족법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으나, 국제혼인의 증가와 사람들의 국제적 

이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생활의 현실은 빠르게 국제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국제

가족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차 우리 법률가들도 국제가

족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탈취협약뿐만 아니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채택한 아동보호협약과 신부양협약 및 부양의정서206)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모두 국제사법과 인권법, 특히 아동인권법의 문제를 다루는 규범들이다. 나아가 

탈취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특히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이들과 양자조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쉽지 않으므로 해결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 

투고일 2013. 5. 9      심사완료일 2013. 5. 28      게재확정일 2013. 5. 31

206)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부양과 관련된 기존 헤이그협약들과 “해외부양청구에 관한 

1956. 6. 20. UN협약”을 개선하고 행정공조 및 사법공조를 포함하는 새로운 전세계

적인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이 2007년 채택된 “아동양육 및 기타 형태의 가족

부양의 국제적 회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과, 2007. 11. 23.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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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and Korea’s Accession 

Suk, Kwang Hyun*

207)

Kidnapping of a child by one of the parents or a close relative is called “child 

abduction”, as opposed to a classic kidnapping conducted by a person who is not 

related at all to the child. In order to ensure the prompt return of a wrongfully 

abducted child under such child abduction,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ague Conference”) adopted in 1980 “th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onvention”). The objects of the 

Convention are twofold: first, the Convention is to secure the prompt return of 

children wrongfully removed to or retained in any Contracting State; and second, the 

Convention is to ensure the rights of custody and of access under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are effectively resp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The 

Convention adopts the so-called “mixed system” in that it combines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among central authorities and the return of children by courts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Convention is one of the means to achieve the 

fundamental rights of children protected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89. In December of 2012, Korea has become the 89
th 

Contracting State to the Convention and the Convention has taken effect on March 

1, 2013 in Korea. In December of 2012,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has 

enacted the “Act implementing the Hague Child Abduction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First of all, the author welcomes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Since 

1999, the Hague Conference is operating “Th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Database (INCADAT)” to ensure uniform interpretation and the efficient operation of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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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vention by providing information on cases which have applied the 

Convention. The author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s: major contents of the 

Convention (Chapter II), major contents of the Implementation Act (Chapter III), the 

Korean domestic law on return of children and establishment of right of access 

(Chapter IV), future streamlining of international family and non-contentions litigation 

(Chapter V) and the criminal law issues related to wrongfully abducted children 

(Chapter VI). In particular, the grounds on which return of children can be refused 

under the Convention in Articles 12, 13 and 20 should be reviewed carefully 

because those will be controversial subjects in the Korean courts in the future.

Keywords: child abduction, central authority, Abduction Convention, Implementation 

Act, custody right, right of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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