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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서 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

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귀에 익숙한 ‘평범한’�이 문구는 그러나 결

코 만만치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우선 ‘일부’의 국민이 아닌 ‘모든’�국민을 말

하고 있다.� “무슨 당연한 말씀을!”이라고 할지 모르나,�현실은 ‘일부’가 ‘모든’을 대

신하고 있는 게 아닐까.�즉 국민 누구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존엄과 가치를 가질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 조문에서 말하

는 국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국적이 다른 외국인과 이주민,�또는 국민답지 

못한 국민,� 이를테면 범죄자나 병역기피(거부)자 같은 이들은 당연한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심지어 우리 헌법

이 정교분리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음에도,�특정 종교의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

유로 정부를 압박하고 이에 굴복한 정부는 성소수자와 같은 일부 국민을 역시 ‘모

든’에서 제외되고 있다.�모든 ‘사람’과,�모든 ‘국민’�사이의 엄청난 간극을 접어두더

라도,�실로 ‘모든’�국민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가?

국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워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마찬가지로 ”국민이라고 다 국민이 아니라 국민다워야 국

민”이라고 여긴다.� 여기에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을 

다 할 것을 맹세”할 때 비로소 국민다운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국가

주의가 있다.�모범적인 의무의 담지자로서의 국민은 있을지언정 권리의 주체자로

서의 국민은 없다.�

헌법이 단지 글로서만 갇혀있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 가운데서 살아 숨 쉬게 하려

면 국가의 자기성찰은 물론 주권자인 국민의 주체적 각성이 동시적으로 요구된다.�

인권교육은 주권자의 주체적,� 자력적 각성을 요청한다.� 인권은 신이나 누군가가 

베푸는 선물이 아니다.� 인권은 국가의 통치관성에,� 권력구조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권자의 의지와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이를 위

해서는 인권담론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인식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이 용이하게,�그리고 주체적으로 이 담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법론을 개발해

야 한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내면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인권교육은 결국 실패한 것이다.�인간은 다양한 삶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

이기 때문에,�인권교육은 끊임없는 시도와 발전의 긴 여정일 수밖에 없다.�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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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의 목표는 결과로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참여의 과정으로서 실현된다.�최

근 우리 사회에서는 인권교육의 수요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인권교

육의 확산이라는 면에서 이러한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는 점이 꽤 있다.�인

권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강사들의 인권담론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일 뿐만 아

니라,�일방적 교육방법이나 비인권적 교육 환경 구성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쓰임새 있는 자료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인

권교육표준매뉴얼은커녕 제대로 된 인권교육 참고자료조차 찾아보기 힘들다.�과연 

인권교육의 양적 팽창만큼 그 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인권교육의 원칙은 준수되

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인권정책연구소가 여러모로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교육메뉴얼을 

번역하기로 작정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이 책자는 오스트리아개발청의 자

금지원하에 유럽민주주의인권교육센터(ETC)가 2012년에 발간한 것이다.�연구소 안

팎의 청년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의욕적으로 참여한지 만 일 년여 만에 번역을 

마치게 되었다.�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고 개념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으나 서툰 점이 있을 수 있다.�비록 서툴지언정 이 작업에 참여한 이들

의 열정만큼은 높이 살 일이며,�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적 지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 번역서를 통해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적 표준을 소개하는 의

미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다만 인권의 경전은 텍스트(text)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컨텍스트(context)있다는 점을 거듭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따라서 인권교육에 

대해 고민하고,�대안을 찾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에 의해 이 번역서의 한계가 극복

되고 보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5년 6월 23일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김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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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판  서 문

인권의 보호와 증진은 오스트리아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 인권교육은 우리 업무

에서필수적인 부분이다.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

들의 기본권과 자유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부가 이러한 권

리를 인식하고 이를 보장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의 모든 권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

는 계획을 지지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정부의 주요 목표이며, 유네스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인권교육은 일련의 규칙 및 원칙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태도

와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

적인 지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권이 그들의 삶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일상적 삶 및 업무에서도 인권을 적용하고 옹호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줘야 한다. 

인권교육매뉴얼 “인권의 이해”는 2003년 인간안보네트워크의 각료회의에서 처

음으로 공개되었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시에 있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

럽교육연구소 (ETC)의 후원 아래에서 저명한 오스트리아 전문가와 국제적 전문

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이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이 매뉴얼은 전 세계 모든 지역

에서의 인권교육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사용되는 맥

락, 상황 및 지역에 의해 달리 활용될 수 있는 훈련 모듈을 제공한다. 오늘날, 

이 매뉴얼은 15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나라 및 지역에서 시행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의 워크숍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유엔인권이사회와 유네스코 이사회의 구성원인 동안 인권교육에 

대한 영문판 매뉴얼 제3판을 소개할 수 있어 영광이다. 오스트리아 국제교류및

개발협력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 개정판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출판

되게 되었다. 2011년 초부터, 모든 눈이 아랍 세계에 집중되었다. 튀니지, 이집

트, 시리아, 예멘 등에서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아랍의 봄 동안 일어난 인상적인 사건들을 통해 자유와 기본권 및 양도할 수 없

는 권리에 대한 인식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잘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격변과 재편성의 시기에, 인권교육 및 훈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효과적인 민주적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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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진보와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증진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의 지배를 강화하고 민주적 통치를 위한 능력을 기르는 것은 

민주화와 책임 및 정부의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는 매우 많고 복잡한 양상을 띤다. 그러나 이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 발전을 촉진하고 

억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필요로 한다. 나는 모든 인권교육

자와 훈련자에게 이러한 도전을 마주하도록 장려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이 이 

매뉴얼을 실용적인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에서의 인권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나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에 그들의 헌신과 그들이 이 중요

한 출판물에 쏟은 노력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Dr. Michael Spindelegger

Vice-Chancellor and Federal Minister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Republic of Austria

Vienna, 201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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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판  서문

2003년 5월, 인권교육 매뉴얼 “인권의 이해”의 영문 버전이 오스트리아의 인

권도시 그라츠에서 열린 인간안보네트워크 각료회의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이 

매뉴얼은 나의 전임자이자 2002/2003년에 네트워크의 의장이었던 Benita 

Ferrero-Waldner가 세운 계획의 결과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시에 있는 ETC의 

후원 아래에서 저명한 오스트리아 전문가와 국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이 매뉴얼을 작성하였다.

인간안보네트워크는 행동중심 방식으로 긴급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2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린 각료회의를 포함

한 몇몇 행사에서, 네트워크는 “인권은 인간개발과 인간안보가 추구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인권교육은 우선순위 중 하나가 된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매뉴얼 “인권의 이해”는 전 세계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정한, 실용적인 “훈련 도구”다. 이 매뉴얼은 맥락과 훈련 상황에 따라 

변형되고 적용될 수 있는 훈련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3년 5월 10일 그라츠에서의 인간안보네트워크의 5번째 각료회의에서 지지된 

인권교육과 인간안보의 원칙에 대한 선언은 서로 다른 지역적 문화적 환경에 이 

매뉴얼을 소개하기 위해 매뉴얼이 다른 언어로 번역하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출판 후 3년이 지난 오늘날, 이 매뉴얼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

랍어, 러시아어, 독일어, 알바니아어, 크로아티아어, 세르비아어, 태국어로 번역

되었다. 이는 인간안보네트워크 구성원들과 정부 간 기관이나 비정부기구의 파

트너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매뉴얼은 여러 나라 및 지역에서 시행된 ETC의 훈련자용 워크숍에서 소개되었

으며, 전 세계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인권분야의 빠른 변화로 

인해 매뉴얼의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 오스트리아 개발협력국과교육과학문화부

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ETC와 오스트리아와 국제적 전문가의 전담팀에 의해 두 

번째 개정판이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서로 다른 지역 및 문화, 사회의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이 매뉴얼의 사용자가 더 다양해질수록, 이 매뉴얼의 인권과 인간안보

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충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2006년, 인권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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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설립과 함께 국제인권구조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나는 인권교육매

뉴얼의 제2판이 놓여 있는 인권이 마주한 도전에 대한 가이드가 되리라 믿는다.

Dr. Ursula Plassnik

Federal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Austria

Vienna, 200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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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판  서문

인간안보는 사람중심이다. 인간안보에서는 개개인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주요 

요소가 된다. 모두를 위한 인권에 기반을 둔 세계정치문화는 인간안보를 진전시

키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인간안보를 위해서는 진정한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것이 내가 인간안

보네트워크의 의장으로서 인권교육과 무력 분쟁에 영향을 받은 아이들을 함께 

2002/2003 인간안보네트워크의 최우선 주제로 둔 이유다.

인권교육은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강화하고, 태도를 형성하는 차원으로 이루

어져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존엄성과 인간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통적 

기반에 대해 인식해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나는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

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가 인권의 이해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다. 인

간안보네트워크의 파트너기관을 포함해, 다섯 개 대륙에서 온 30명 이상의 국제

적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었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을 둔 문화인지적 관

점을 확보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2003년 5월 그라츠에서 인간안보네트워크의 장관들은 회의에서 인권교육과 인간

안보의 원칙에 대한 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매뉴얼은 이 선언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 매뉴얼은 오스트리아에서 인간안보네트워크가 오늘날과 미

래의 인간안보에 있어서 지속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나는 이 매뉴

얼이 네트워크의 모든 파트너의 인권교육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돕고, 유

엔인권최고대표부가 그의 의무를 다하는 것 또한 도울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유엔인권교육10년보다 더 나아간 행동을 자극하고 그러한 

행동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Dr. Benita Ferrero-Waldner

Austrian Minister for Foreign Affairs

Graz, 5th Ministerial Meeting of the Human Security Network, 200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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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오스트리아의 외무부에서 위임을 받아,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교육연구소의 전담팀이 Wolfgang Benedek과 Minna Nikolova의 지시에 따라 

2002/2003에“인권의 이해”매뉴얼의 초판을 만들었다.

오스트리아의 외무부가 주최한 두 전문가 회의는 인권안보네트워크에 속한 국가

출신의 여러 인권교육전문가와 일반인권교육가들을 한 데로 모았다. 뿐만 아니

라, 인권교육에 선구적이며 혁신적인, 간문화적이며 간세대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들도 이 회의에 초대받았다. 초판은 2003년 5월 8일과 10일에 그라츠의 인간

안보네트워크 각료회의에서 공개되었다.

매뉴얼은 큰 호응을 받아, 지금까지 15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은 인

간안보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프랑스어 번역본 출판

에는 말리 외무부와 유엔개발계획 말리지부와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말리지부

가, 스페인어 번역본 출판에는 칠레 외무부가, 태국어 번역본 출판에는 태국 외

무부가 큰 도움을 주었다. 오스트리아 국제교류과는 민주제도인권사무소와 유럽

안보협력기구가 번역한 러시아어 번역본이 출판되는 데에 도움을 주었고, 크로

아티아어로의 번역은 자그레브 대학교의 인권 및 민주시민권 연구소가 맡아주었

다. 베트남이 매뉴얼을 베트남어로 번역해주었다. 세르비아-몬테네그로의 소수

자관리국이 오스트리아의 교육과학문화부의 협력을 받아 세르비아어 번역본의 

출판을 지원하였고, 벨그라드 인권센터는 이 번역본을 정교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코소보의 과학기술부와 사법부는 프리시티나 대학교 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알바니아어의 최신 번역본을 출판하였다. 마케도니아어판은 마케도니아 외

무부와 테토보에 위치한 동남유럽대학 (SEEU)의 인권센터의 지원으로 나올 수 

있었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법학회가 스웨덴에 위치한 라울발렌베리 인권 및 

인도주의법 연구소의 재정 지원을 받아 매뉴얼을 중국어로 번역해주었다. 마지

막으로, 아랍어 번역본은 유네스코 파리지부가 제공해주었으며 이는 세 번째 개

정판을 기반으로 업데이트되었다.

대부분의 언어 번역본은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ETC)

의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http://www.manual.etc-graz.at.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는 세 번째 영문판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데에 협력하고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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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과 제2판에 보여준 성원은 세 번째 개정판의 필요성을 보여주었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추가적인 도움을 주었다.

다음의 저자들의 훌륭한, 헌신적인 업적에 감사한다.

Introduction to the System of Human Rights: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Prohibition of Torture: Renate Kicker (ETC and University of Graz) and Sarah Kumar 

(ETC-Graz)

Freedom from Poverty: Veronika Apostolovski (ETC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Alpa Vora and Minar Pimple (YUVA Mumbai)

Non-Discrimination: Sarah Kumar and Klaus Starl (ETC Graz)

Right to Health: Gerd Oberleitner (University of Graz)

Human Rights of Women: Barbara Schmiedl (ETC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Susana Chiarotti (PDHRE/CLADEM) and Anke Sembacher (ETC Graz)

Rule of Law and Fair Trial: Veronika Apostolovski and Sarah Kumar (ETC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Leo Zwaak (SIM Utrecht)

Religious Freedoms: Yvonne Schmidt (University of Graz)

Right to Education: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Human Rights of the Child: Sarah Kumar (ETC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Helmut 

Sax (BIM Vienna)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Gerd Oberleitner (University of Graz); First and 

second edition: Alexandra Boivin and Antoine A. Bouvier (ICRC Geneva)

Right to Work: Alexandra Stocker (ETC Graz)

Right to Privacy: Veronika Apostolovski and Sarah Kumar (ETC Graz)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Media: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Right to Democracy: Christian Pippan (University of Graz)

Minority Rights: Simone Philipp, Klaus Starl and Deva Zwitter (ETC Graz)

Right to Asylum: Veronika Apostolovski and Sarah Kumar (ETC Graz)

Additional Resources: Sarah Kumar (ETC Graz)

Human Rights Education Methodology: Barbara Schmiedl (ETC Graz)

Selected Activities: Barbara Schmiedl (ETC Graz)

Research assistants: Kiri Flutter and Eva Radlgruber (Volunteers at the ETC Graz) and 

Reinmar Nindler (University of Gr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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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ofreading: Matthias C. Kettemann (University of Graz) and Sarah Kumar (ETC Graz)

Design concept: Markus Garger, Robert Schrotthofer and Wolfgang Gosch, Kontrapart 

Graz and Gerhard Kress (cover)

Editors and project co-ordination for the first edition: Wolfgang Benedek and Minna 

Nikolova (ETC Graz)

Editor of the second edition: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Editorial assistant for the second edition: Matthias C. Kettemann (University of Graz)

Editor of the third edition: Wolfgang Benedek (ETC and University of Graz)

Project co-ordinator and editorial assistant of the third edition: Sarah Kumar (ETC 

Graz)

우리는 특히 민주제도인권사무소네트워크의 본 매뉴얼의 초판에의 큰 기여에 대

해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의 전문가, 조언자, 친구들과 기관들에 그

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가치 있는 조언 및 제안에 대해 감사한다. 이들은 본 매

뉴얼의 마무리에 있어 꼭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

Shulamith Koenig –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Education (PDHRE) – New 
York

Adama Samassekou and the team of PDHRE – Mali

Manuela Rusz and the team of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University of Graz

Anton Kok – Human Rights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retoria 

Yannis Ktistakis – Marangopoulos Foundation for Human Rights – Athens 
Debra Long and Barbara Bernath – Association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PT) – 
Geneva

Manfred Nowak – Ludwig Boltzmann Institute of Human Rights (BIM) – Vienna,
Monique Prindezis – CIFEDHOP – Geneva
the Anti-Defamation League – New York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Geneva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스트리아 외무부(이제는 오스트리아 국제교류및개발협력

국으로 명칭이 바뀜)의 인권부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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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사용법

오스트리아인이 의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매뉴얼에 대한 

생각이 그라츠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에서 유래되었다. 이러

한 매뉴얼은 인간안보네트워크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

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의 팀이 책의 개념적 틀을 잡았고, 

외무부가 이 책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본 매뉴얼 “인권의 이해”는 인간안보네트워크 파트너 국가 및 기타 다양한 문

화적 환경에서의 인권교육의 학습자와 교육자를 돕기 위한 도구이자, 인간안보

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렇기에 이 매뉴얼

은 인권을 이해하고 인간의 나쁜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미래의 교육자

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있어서, 국제교류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여는 데에 있어서 

유용한 출발지점이 될 것이다.

본 매뉴얼은 실습을 통해 체화될 수 있는 선정 이론들을 제시하고, 기술 강화와 

태도 형성을 위한 요소들을 제공한다. 언급된 다양한 주제들은 그 공통기반을 

탐색하고 인권적 관점을 공유하도록 자극한다. 그리고 문화인지적 관점에서 논

쟁적 이슈들을 바라보도록 한다.

본 매뉴얼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인권의 

기본에 대한 일반적 소개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일상적 삶에서 인권을 

적용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선정된 “핵심 주제”를 다루는 챕터들로 구성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방법론적 힌트와 유용한 정보, 그리고 추가 

탐색을 위한 참고자료와 온라인 자료들을 다루고 있는“추가자료원”이라 불리

는 부분이다.

다음의 이모티콘들이 텍스트를 통한 탐색을 수월히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매뉴얼은 서로 다른 사용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매뉴얼은 유연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에, 우리는 학습자

와 교육자 모두가 주의 깊게 매뉴얼을 읽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기를 장

려한다.

만약 여러분이 인권의 주요 개념과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에 대해 알고 싶



- 16 -

다면, 매뉴얼의 첫 번째 부분부터 읽기를 추천한다. 여러분이 특정 인권 주제의 

사례를 찾고 있다면, 두 번째 부분의“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먼저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만약 특정 인권에 대해 더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원한다면, 

“알아야 하는 내용”부분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여러분이 청소년과 성인에

게 모두 활용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적 방법을 통해 인권 문제를 탐색하고 교

육하고 싶다면, 바로 추천 활동 부분으로 넘어가라. 그리고 인권교육방법론의 일

반적인 소개를 읽도록 하여라.

본 매뉴얼은 개방적이다. 본 매뉴얼은 일부러 핵심적인 문제 몇몇만을 다루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역에서의 사례 및 이야기, 질문과 경험으로 본 매

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주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피드백을 환영한다.

그래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교육연구소는 웹사이트에 피드백을 받고 있

다. 그리고 이 웹사이트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본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또

한 모든 장에 대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두었다. 웹사이트에서 이

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모든 장에 대한 추가자료원과 유용한 교구 및 업데이트 

사항은 www.manual.etc-graz.at 에서 이용할 수 있다. 피드백은 서로 다른 문화

적 배경 및 서로 다른 인권지식수준을 지니고 있는 학습자, 교육자 및 훈련자에

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확장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매뉴얼

을 잘 읽고, 당신의 경험 및 당신의 공동체의 관심사를 추가함으로써 이 매뉴얼

에 기여하는 것을 꺼리지 말도록 하라.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실재와 

지속적인 변화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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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목록�>3)

ACHPR  아프리카인권.민권위원회
ACP  아프리카카비르해태평양지역국가
ADL  반비방연대� (유대인차별반대단체)
AI  국제사면위원회
AIDS/HIV  후천성면역결핍증/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ALRC  아시아법률정보센터
ANC  아프리카민족회의
APT  고문방지협회
ASEF  아시아-유럽재단
AU  아프리카연합
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
BIM  볼츠만인권연구소, 오스트리아�비엔나
CAT  고문방지협약
CCW  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에�관한�

협약

CDDRL  민주발전법치센터
CEDAW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

협약

CERD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SCR  유엔사회권위원회
CHR  인권위원회
C.I.A.  미�중앙정보부
CIM  미주여성위원회
CJ  배심원
CLADEM  중남미여성인권보호위원회
CoE  유럽의회
CONGO  UN NGO협의체
CPED  국제강제실종협약

3) 일부 약어에 해당하는 국내 기존 번역 자료가 없는 경우, 
전체 영문명과 해석을 병기함. 

CPT  유럽고문방지위원회
CRA  통신규제기구�
CRC  UN아동권리협약
CRIN  아동인권정보네트워크
CRPD  장애인권리협약
CSW  여성지원위원회
CSCE  유럽안보협력회의
CWC  The Concerned for Working 

Children, 아동노동을�걱정하는�모임�
DGLI  법무책임자
EAPN  유럽빈곤퇴치네트워크
ECHO  EC 인도주의사무소
ECHR  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호에�관한�

유럽협약

ECOSOC  경제사회이사회
ECPAT  아동성매매근절을�위한�단체
ECPT  고문방지�유럽협약�
ECRI  유럽인종차별위원회
ECRML  소수�종교�및�민족�보호�유럽협약
ECtHR  유럽인권재판소
EEAS  유럽대외관계청
EFA  모두를�위한교육�(유네스코의�전세계�활동�

프로그램)
ENAR  인종차별반대�유럽네트워크
ENOC  유럽아동옴브즈만�네트워크
EPZ  수출가공공단
ESC  유럽사회헌장
ETC  인권과�민주주의를�위한�유럽교육연구소
EU  유럽연합
EUMC  유럽인종주의�및�외국인혐오�모니터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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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NET  유럽아동네트워크�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RE  인종주의에�반대하는�축구인�네트워크
FCNM  (유럽) 소수자보호�조약�초안
FDC  부채탕감연대
FGM  여성생식지절제
FIFA  국제축구연맹
FLO  (세계) 공정무역상표기구
FWCW  제4차�세계여성대회
GA  유엔�총회
GATS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GC  글로벌컴팩트
GDP  국내총생산
GPF  세계정책포럼
GRC  제네바난민협약
HDI  인간개발지수
HDR  UNDP 인간개발보고서
HIPC  외채과다빈곤국
HR  인권
HRC  인권이사회
HRE  인권교육
HREL  인권교육학습
HSN  인간안보네트워크
ICC  국제형사재판소
ICCPR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ICESCR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

국제규약

ICPD  국제인구개발회의
ICRC  국제�적십자�위원회
ICSW  국제사회복지위원회
ICTR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Y  전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
ICVA  국제자원봉사기구협의회

IDB  미주개발은행�
IDEA – 민주주의와선거지원을위한국제기구
IDPs  국내피난민
IEC  국제집행위원회
IFEX  국제표현자유교류
IHL  국제인도법
IIDH  미주인권기구
IJC  국제법학자회
ILO  국제노동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IPA  국제출판협회
IPEC  국제아동노동근절프로그램
IPI  국제언론인협회�
MDGs  새천년개발목표
MNCs  다국적기업
MSF  국경없는의사회
MPs  국회의원
NGO  비정부기구
NPA  국가행동계획
OAS  미주기구�
OAU  아프리카통일기구
OCHA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DIHR  민주제도인권사무소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HCHR  (유엔)인권대표사무소
OIC  이슬람협력기구
OMCT  세계고문방지기구
OP  선택의정서
OP-CAT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PAHO  범미보건기구
para.  문단
PDHRE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RSPs  빈곤감축전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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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  결의
SAPs  세계은행의�구조조정프로그램
SARS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EE  남동유럽
SEEMO  동남유럽언론기구
SIM  네덜란드인권기관, 네덜란드�위크레흐트
SPT  고문방지소위원회
TASO  AIDS 지원기구
TM  전통�의약
TNCs  다국적기업
TRIPs  트립스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UDHR  세계인권선언
UEFA  유럽축구연맹
UN  유엔
UNCAT  유엔고문방지위원회
UNCED  유엔환경개발회의
UNDP  유엔개발계획
UNESCO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P  유엔환경계획
UN GA  유엔�총회

UN-HABITAT 유엔헤비타트(유엔인간거주위원회)
UNICEF  유엔아동기금
UNHCR  유엔난민기구
UNMIK  유엔코소보평화유지군
UNMISET  유엔동티모르평화유지군
UNO  유엔� (국제연합) 기구
UN SC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TAET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UPR  보편적�정례�검토
US  미국
VOICE  재난�협조�자원봉사�기구�
WCAR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WCRP  세계종교인평화회의
WFIRC  국제종교협회
WFP  유엔세계식량계획
WHO  세계보건기구
WMA  세계의사회
WSIS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WSSD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
WTO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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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토노 협정  – 유럽 반빈곤 네트워크  – 사회복지에 대한 국제회의  – UN�

세계식량계획 

2.�동향 

– 새천년개발목표를 향한 노력  –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궤도에 있는가?� � – 유럽 2020�

이니셔티브 

3.�연혁 

추천 활동 134

활동 I:�세계가 하나의 마을이라면 

활동 II:�캠페인 활동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139

C.�인종차별금지 143

사례 144

“유엔인종차별금지위원회의 권고”
알아야 하는 내용 146

1.�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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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등을 위한 지속적이며 현재진행형인 투쟁  – 차별과 인간안보 

2.�정의와 설명 

– 인종차별  – 인종주의  – 반유대주의  – 외국인 혐오  – 관련된 현상:�불관용과 편견 

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이행과 모니터링 

–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알면 좋은 내용 162

1.�모범 사례 

2.�동향 

– 빈곤과 인종주의/외국인혐오 사이의 관계  – 인터넷에서의 인종주의  – 이슬람혐오:�

9.11�테러의 후유증 

3.�연혁

추천 활동  167

활동 I:�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난다 

활동 II:� “문화적 색안경”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171

D.�건강권 177

사례 178

“마리엄 이야기”

알아야 하는 내용 180

1.�광의의  건강권 

– 건강과 인간안보 

2.�정의와 설명 

– 건강과 인권  – 유용성,� 접근성,� 수용성 그리고� 질  – 차별금지  – 과학발전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  – 세계화와 건강권  – 건강과 환경 

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이행과 모니터링 

– 건강권의 존중,�보호 그리고 충족  – 건강권의 한계  – 모니터링 시스템

알면 좋은 내용 189

1.�모범 사례 

– 에이즈 예방  – 시민 배심원과 공공 보건정책  – 말리콘다 선언  – 메모리 북  –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주의  – 지적장애인에 대한 몬트리올 선언  – 사스  

2.�동향 

– 인권과 건강 증진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 

3.�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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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혁

추천 활동 197

활동 I:� “온전한 육체,�정신,�사회적 웰빙 상태”를 상상하기 

활동 II:�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201

E.�여성 인권 205

사례 206

“실제 삶의 사례:�셀비 T.의 이야기”

알아야 하는 내용� 207

1.�여성 인권 

– 젠더와 여성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 인간안보와 여성  

2.�정의와 설명  

– 역사 되돌아보기  – 여성과 빈곤  -�수치 및 통계  – 여성과 건강  – 여성과 폭력  

– 여성과 무력 분쟁  – 여성과 천연자원  – 여자 아이

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이행과 모니터링

알면 좋은 내용   225

1.�모범 사례 

–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 여성 권리 증진훈련  –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매체 

2.�동향 

3.�연혁

추천 활동 231

활동 I:�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해

활동 II:�평등국(Equilia)으로 가는 길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235

F.�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241

사례 242

“터키:�정의를 왜곡시킨 활동가에 대한 재판”�

알아야 하는 내용 243

1.�소개 

– 법의 지배  -�법의 지배 원칙의 역사적 발전  – 법의 지배,�공정한 재판과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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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와 설명

- 법의 지배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공정한 재판  – 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최저 기준  –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원 앞에서의 평등  – 독립성과 공정성  – 공개심리  – 무죄로 

추정될 권리  –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  – 적절한 변호를 받을 권리와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받을 권리  – 신문을 요청할 권리와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할 권리  -�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효과적이며 공정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권  – 죄형법정주의 원칙  – 라드부르흐 공식7)� � – 보석에 

대한 권리  –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규정

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이행과 모니터링

- 이행  모니터링

알면 좋은 내용 257

1.�모범 사례 

– 민주제도와 인권 사무국(ODIHR)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존중  – 아태사법개혁포럼

2.�동향 

– 국제재판소  – 조정과 중재  – 분쟁과 위기 후의 사회에서의 법치 (재)확립

3.�연혁

추천 활동 262

활동 I:�심리를 받을 것인지 아닐지?

활동 II:�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267

G.�종교의 자유 271

사례 272

“이집트:�구속된 활동가 석방을 위한 연대 방문”

알아야 하는 내용 273

1.�종교의 자유:�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 종교의 자유와 인간안보 

2.�정의와 설명 

– 종교란 무엇인가?� � – 믿음이란 무엇인가?� � – 종교의 자유는 무엇인가?� � – 국제 기준  

– 차별철폐의 원칙  – 교육  – 종교 활동의 자유  – 종교의 자유의 한계 

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국가와 신념  – 배교_신념을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  – 개종의 권유_자신의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적 혐오 조장과 표현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7) 극도로 부정의한 실정법은 법이 아니다라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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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행과 모니터링 

– 미래를 위한 예방 수단과 전략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알면 좋은 내용 284

1.�모범 사례 

– 종교의 다원성을 위한 종교 간 대화  – 교육을 통한 “평화를 위한 종교”�

2.�동향 

– 이단,�소수종파 그리고 새로운 종교 운동  – 여성과 신앙  – 종교적 극단주의와 영향  

– 종교에 대한 비방 

3.�연혁

추천 활동 290

활동 I:�상처주는 말들 

활동 II:�내 이웃의 신앙과 나의 신앙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294

H.�교육권 303

사례 304

“마야 이야기”

알아야 하는 내용 305

1.�소개 

– 왜 교육권이 필요한가?� � – 교육과 인간안보  – 역사적 발전 

2.�정의와 설명 

– 교육권의 내용과 국가의 의무  – 가용성  – 접근성  – 수용성  – 적용성 

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 취약 집단과 교육권에의 접근  – 학교에서의 인권 

4.�이행과 모니터링 

– 이행의 문제점

알면 좋은 내용 321

1.�모범 사례 

2.�동향 

– 다카르 행동계획 – 모두를 위한 교육  – 교육의 상업화  -� 모두를 위한 교육을 

향한 진전:�엇갈린 결과들 

3.�연혁

추천 활동 326

활동 I:�이용 가능한가?�접근 가능한가?�수용 가능한가?�적응 가능한가?�

활동 II:�모두를 위한 교육?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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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아동 인권 � � 337

사례 338

“아동에 대한 체벌”� � “무력 분쟁 상황에 놓인 아동”� � “아동 노동”

알아야 하는 내용 341

1.�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 

– 아동 권리와 인간/아동의 안보 

2.�정의와 설명   

– 아동인권의 본질과 내용  –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개념  – 요약 :� 왜 아동권리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취하는가?�

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4.�이행과 모니터링 

– 아동권리위원회  – 아동의 청원권에 관한 선택의정서  

알면 좋은 내용 352

1.�모범사례 

– 인간잇기  – 자국 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비정부기구들의 “이면보고서”� � –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비정부기구그룹  – 학교에서의 폭력 중단

2.�동향 

– 아동권리에 대한 통계적 정보 :�사실과 수치들

3.�연혁

추천 활동 361

활동 I:�아동의 필요와 권리 

활동 II:�아동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 원탁회의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364

J.�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371

사례 372

“옛날 폭군은...:�베트남 공무원의 기억”

알아야 하는 내용 373

1.�전쟁터에서조차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간안보  – 국제인도주의법의 기원  – 국제법으로서의 인도주의법  

–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  – 언제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는가?�

2.�정의와 설명 

– 무력 분쟁에서의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 – 국제인도주의법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 –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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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  – 국제인도주의법의 적용과 관련된 상반된 시각들 

4.�이행과 모니터링 

– 예방적 수단  – 준수 감시 수단  – 억제 수단

알면 좋은 내용 382

국제적십자와 국제적신월사 운동 

1.�모범 사례 

– 민간인 보호  – 포로 보호  – 가족 관계 회복  – 한 마디로 풀어보는 엠블럼  – 

인도주의적 행동의 활동 원칙 

2.�동향 

-� 국가기반(State-Based)� 무력 분쟁 유형의 동향:� 1946-2008� � -� 비정부 무력 분쟁 

지역 동향:� 2002-2008� � -�테러리즘  -�대인지뢰 및 집속탄 금지

3.�연혁 

추천 활동  392

활동 I:�국제 인도주의법을 왜 준수해야하는가?�

활동 II:�인도주의적 활동에서의 윤리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398

K.�일할 권리 401

사례 402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끔찍한 노동 조건”

알아야 하는 내용 403

1.� 21세기 노동의 현황 

– 노동과 인간안보  – “역사 되돌아보기”�

2.�정의와 설명 

– 국제노동기구  – 세계인권선언(UDHR)� � –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ICCPR)� �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CESCR)�

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우화:�어부 이야기 

4.�이행과 모니터링

알면 좋은 내용 418

1.�모범 사례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 (IPEC)� � -�노동과 인권에 관한 기업 행동 강령  

-�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 -� 항목표시제도 

(Labelling� of� Items)� �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

2.�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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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가공지역 (EPZs)� � – 노동조합의 쇠퇴  – 국제유동성의 증가:� 노동자들의 이주  

– 청년 실업  -� HIV/AIDS와 노동계

3.�연혁

추천 활동 427

활동 I:�아이인지 일인지!

활동 II:�공정하게 차려입었는가?

참고자료와 추가정보원  432

L.�프라이버시권 439

사례 440

“부적절한 보안처리에 따른 개인 정보의 유출”�

알아야 하는 내용 441

1.�소개 

–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발전  – 프라이버시와 인간안보 

2.�정의와 설명 

–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 특별히 취약한 집단들

3.�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 프라이버시권을 침식해오는 대테러 정책  -� 검문하고,� 수색할 수 있는 확장된 권력  

-�생체인식장치의 사용과 중앙집중화된 신원확인시스템의 위험성  -�감시대상 리스트의 

유통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자료수집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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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배우고 이를 삶에 통합하기 –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

2010년대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당하는 약 사십억의 인구가 25세 이하이며, 

전세계의 사람들과 수많은 공동체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열망, 희망과 기대가 반영된 삶을 다시 상상하고, 다시 구성해보고 다시 만들어

보도록 북돋아 진다. 이러한 과정은 국내적/국제적 정당성을 얻고 있으며 그 전

망이 매우 밝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에 대해 전체론적으로 접근하고, 삶의 방향으로서의 인권에게 주어진 실질

적 임무를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매우 유용하며 통합적인 이 매뉴얼은 우리 모두가 바

라는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한

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남녀모두가 경제적/사회적 정의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무이하고 강력한 틀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관련성, 상호연결성은 인권에 

대해 새로이 이해하고, “인권의 봄”이라 불리는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성취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변화란 자선으로부터 존중으로의 이동을 의

미한다.

많은 이들이 본 매뉴얼에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주었다. 그들은 여러분

으로 하여금 인권에 암시되어 있는 도덕적/정치적 측면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

록 한다. 그리고 인권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받는 

원칙임을,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 삶과 인권의 관련성을 아는 사람들이 매우 적

음을 상기시킨다. 본 매뉴얼은 여러 생각과 경험을 통합시키고 있다는 점이, 여

러분 각각이 책임을 지니고 삶에서의 인권에 대한 선도자 및 감시자가 되는 데

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가정에서, 이웃 사회에서, 경제적, 종교적, 문화

적 공동체 조직에서 이러한 활동을 해야 한다.

본 매뉴얼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지속시키는 규범 및 기준을 통해 인권을 

탐색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은 존엄하게 사는 법, 다른 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

우고 변화에 대한 창의적이며 긍정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권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라고 볼테어에게 묻는다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을 알 수 있도록 하십시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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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침묵시위로 미국에서의 시민권 운동을 촉발한 Rosa Parks는 그녀의 행동

이 사람들의 손에 스스로의 삶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쥐어주었다고 말

했다. 우리는 그녀의 행동이 인권을 삶의 방향에 통합시켰다고 생각한다.

인권 학습 및 통합이란, 알고 계획하며 소유하고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학습자

들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모든 이에게는 인권이 있으며, 이는 양도할 수 없는 권

리라는 것을 알릴 고귀한 임무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인권이 훌륭한 조직 도구

라는 것을, 경제적/인간적/사회적 발전에 대한 유일무이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

야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수준에 인권에 대한 의미있는 배움을 통합시켜

야한다. 이러한 배움은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실 우리 모두 인권에 대해 천부적으로 알고 있다. 우리 각각은 언제 불의가 

드러나는지 알고 있으며, 정의가 인권의 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굴욕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굴욕을 당할지도 모른

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이에게 굴욕감을 준다. 만약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존

중한다면, 인권을 삶에 내면화하고 사회화한다면, 이 악순환이 깨질 수 있다. 인

권은 상호 존중을 필요로 하며,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결되

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인권의 포괄적인 틀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는 데에 궁극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사회 분열과 세계에 만연한 빈곤과 

불관용에 맞서는 행동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필수적인 지지체계다. 간단한 일

이다. 인권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는 세계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가부장제가 

만연한, 정의가 곧 불의인, 사람들이 생존과 평등을 맞바꾸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말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UN에 의해 만들어진 인권에 관한 기적적인 이야기다. 

이는 인권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 온 국가들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다. 슬프게

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로, 정

부에게 이에 관한 의무를 주장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다 삶을 마감한다

(www.pdhre.org/justice.html). 당연하게도, 인권에 대한 무지는 인권 침해이자 인

권 실현에 있어서의 장애물이다.

이 책이 없애려 하는 것은 이러한 “인권 침해”와 인권에 대한 무지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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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권의 발달을 알고 내면화하고 사회화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 이는 꼭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이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인권을 삶이 자유롭게 유영할 수 있는 강의 

둑이라고 생각해보아라. 홍수가 오면, 인권을 배우고 내면화한 사람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둑을 만들고 이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의 창립회장인 Shulamith Koenig은 2003년 UN인권상을 받

았으며 2011년 그녀의 “인류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Pio Munzo Center로부

터 메달을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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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권 시스템 소개 
INTRODUCTION TO 

THE SYSTEM OF HUMAN RIGHTS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인권교육
인간안보

>>  이 활동은 여전히 2차 세계대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선언이 우리

가 당연시 여기는 모든 인간 고유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최초의 세계적 문서임을 상기시켜 준다. 
<< 

Sérgio Vieira De Mello, UN인권최고대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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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권의 이해  
UNDERSTANDING HUMAN RIGHTS K!?

인권개념의 핵심은 모든 사람의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관심의 중

심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존엄성에 기여하는 공통보편의 가치시스템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용인된 규범과 기준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

이다. 20세기를 지나는 동안, 인권은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법률적 체계로 진화해왔다. 그리고 공

포로부터 해방, 결핍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진화되었다. 21
세기에 들어서는 인권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

다 중요하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서로를 형제애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1948.

1948년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DHR) 제1조는 인권시스템의 중요 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

다. 그것은 바로 자유 평등 연대이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는 인권으로 

보호된다. 동시에 인권은 평등을 보장한다. 이것은 남녀의 완전한 평등을 포함하여 인권의 향유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평등의 원칙을 말한다. 연대는 사회적 안전, 정당한 보수, 적절

한 삶의 수준, 건강 그리고 교육받을 권리와 같은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말한다. 이것은 인권프레임

의 필수부분이다. 이것들은 정치, 시민,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라는 다섯 가지 주제로 세분된다. 법
적으로는 인권장전으로 정의되는 세계인권선언과 더불어 두 개의 협약으로 정의된다.

“모두를 위한 모든 인간의 권리”
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의 슬로건이었다. 인권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인권의 완전

한 현실화를 향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분쟁은 법률에 근거한 평화적 수

단에 의해 그리고 인권의 프레임 안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은 간섭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권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인권은 도덕적 요구 및 공공질서, 민주사회의 일반적 복지에 의해서도 제한된다.(세계인

권선언 제29조) 다른 사람의 인권은 용인될 뿐만 아니라 존중받아야만 한다. 인권은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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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침해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30조) 그래서 모든 분쟁은 심지어 공공

의 긴급상황(public emergency)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을 존중하면서 해결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극

단적인 경우에 한해 일부 제한사항이 시행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자, 남자, 청소년, 아동 등 모든 사람은 그들의 관심 및 소망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알

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권교육과 학습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교육은 공식적, 비공식

적, 비정규적인 교육을 말한다. 인권의 원칙과 절차의 이해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의사 결정에 참

여할 수 있게 하며, 인권적인 갈등 해결과 평화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는 사람 중심의 인

간적, 사회적 및 경제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이다.

“근대 인류 역사에서 어떠한 구절도 ”인권“이라는 말보다 더 

인류의 사명과 인류 운명의 짐을 짊어지는 권위를 갖지는 못했다... 
고전과 현대를 막론한 인간의 의식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은 인권의 개념이다. 
진실로, 역사상 우리에게 가능한 그 어떤 도덕적인 언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의 언어이다... ”
Upendra Baxi, 1994. 비인간적인 문제점들과 인권.

인권교육과 학습은 모든 행위자나 이해당사자들,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초국적 회사에 의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인권학습을 통해 인권의 존중, 보호, 충족, 강제 그리고 실천에 바탕을 둔 진정한 

인권의 문화가 발전될 수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

리를 가진다. [...] 교육은 인간개성의 완전한 발전 그리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힘을 강

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교육권

유엔은 1994년 12월 23일 총회결의 49 /184를 통해 유엔 인권교육 10년(1995-2004) 행동계획 

기본체계의 이행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년”을 선포하였다. 이 결의문에는 인권 교육의 내

용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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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육, 학습 및 대화는 반드시 인권의 틀 안에서 

정치적, 시민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에 대한 

성 관점을 포함한 비판적인 사고와 체계적인 분석을 환기시켜주어야 한다.”
Shulamith Koenig, PDHRE. .

2007년 12. 8. 유엔총회는 2009년을 세계인권학습의 해로 선언했다. (UN GA RES. 62/171) 개회

식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 되는 2008. 12.10. 개최되었다. 그 다음 유엔결의안 66/173이 2011. 
12.에 채택되었다.
이 계획의 배경이 된 주요 동력은 “인간의 인권교육 10년”의 설립자인 SHULAMITH KOEING이었

다. 그는 사람들이 인권을 알게 하고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인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목적은 “HUMAN RIGHTS 
LITERACY FOR ALL"이다. 즉 넬슨만델라의 말을 빌리면 인권에 기초를 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

드는 것이다. 
☞ 인권교육방법에 대한 일반론 참조

☺ 유엔총회 결의안 49/184 (1994. 12. 23)은 유엔인권교육 10년을 선포하면서  “ ［ ... ］ 
인권교육은 정보의 제공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개발의 수준 또는 사회적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회에서 이것이 보장되는 수단과 방법

을 배울 수 있는 장기적인 평생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O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 “ ［ ... ］ ‘인권교육’은 지식

과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 인권문화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다
음을 지향하는 훈련, 정보의 보급 및 전달 노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b) 인격의 완전한 개발과 인간 존엄성의 인식

(c) 모든 국가(nations), 원주민(indigenous peoples) 그리고 인종적⋅민족적(national)⋅종족적

(ethnic)⋅종교적⋅언어적 집단 사이의 이해, 관용, 성적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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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유엔총회는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을 선포하였다(유엔결의59/113A 이것은 

매 3년마다 채택되는 행동계획에 의해 실행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 1차 행동계

획(2005-2007, 2009년까지 연장)은 초, 중등학교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차 행동계획은 고

등교육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들을 위한 인권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1. 
12. 2. 유엔총회는 유엔인권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제네바에 있는 인권위

원회에 의해 최초로 채택되었고 실무진에 의해 준비되어져 온 것이다. 이것은 인권교육의 모든 측

면에 대한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 인권교육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인권 기준 및 원

칙의 이해, 인권보호의 토대가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 

(b) 인권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학습 및 교수법 

(c)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실천해야 하며 상대

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역량강화 

이 선언은 다섯 가지의 주요한 목적 즉 “ 인식의 고양, 인권의 보편적 문화의 발달, 인권의 효율적

인 실현의 추구,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의 보장, 그리고 인권침해의 예방에 대한 기여”를 천명하고 

있다. 당사국과 정부는 인권교육과 훈련을 촉진하고 보장할 1차 책임을 진다. 국가 및 정부는 이것

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행동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학교교육 과정에 인권

교육훈련을 통합하여 인권교육훈련이 이행될 수 있는 행동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인권교육에 관한 세계프로그램에 따르면 시민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지식, 능력과 함께 공정, 관용, 존엄과 타인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등 인권의 가치를 개발하는 모든 학습을 말한다.”
Nancy Flowers. 미네소타 대학 인권센터.

인권교육을 위한 세계프로그램의 1차, 2차 행동계획은 다음의 4단계 실행 전략을 규정하고 있다 :
 1단계 : 인권교육의 현 상황에 대한 분석

 2단계 : 우선권의 부여 (SETTING PRIO -RIES) 및 국가적 수행전략을 개발

 3단계 : 수행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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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단계 : 평가

B. 인권과 인간안보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K!?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 특히 2차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경험 후에 작성

되었다. 이 선언은 인간 개개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위 선언의 서문은 “두려움과 결핍에서의 해방”
을 언급하고 있다. 동일한 접근은 인간안보의 개념에도 포함되어 있다. 
2000.7. 그라쯔(Graz)에서 열린 “인간안보와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워크숍”에서 인간안보는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선언되었다. 분쟁을 예방하고 불안정과 취약성(insecurity and 
vulnerability)의 근본원인에 접근하는 것이 이를 위한 방법의 예이다. 인간의 안보전략은 인권에 기

반을 둔 전 지구적 정치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교육은 인간안보를 위

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통적인 지구적 가치 체계에 기반을 두고 문제 해결책

을 찾도록 하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은 또한 사람들이 권력 지향적 접근이 아닌 규범과 권리 지향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도 한다.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 가난, 차별, 사회적 정의 및 민

주주의의 문제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로부터 출발하며 전 사회에 걸쳐 분산된 방

식으로 촉진된다. 착취 또는 부패로부터 해방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권리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시민사회기구(국제 투명성기구와 같은)는 인권의 지식의 기초위에서 이 해방의 

과정을 지지한다.

“인류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인권의 관점을 드러낸다.”

2차 인간안보네트워크 각료회의, 루체른. 2000년 5월

인권과 인간의 안보 사이에는 몇 가지 관련성이 있다. 개인안전의 형태로서 안전(예컨대 자의적인 

구금으로부터의 보호), 사회적 안전(식량 안전과 같은 기본 욕구의 규정) 그리고 국제적 안전(안전

한 국제질서 속에서 살 권리)은 현재의 인권과 일치될 수 있다. “안보에 대한 정책들은 인권, 민주

주의 그리고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들과 점점 더 밀접하게 통합되어야 한다. 인권, 인도주의 

법 그리고 난민법은  인간안보가 기반을 두고 있는 규범적 구조를 제공한다.”(인간안보 :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간을 위한 안보, 1999. 캐나다 외교통상부)
캐나다 정부는  인간의 안보 개념의 일부로서 “보호 책무”를 발전시켰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Independe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ity"에서 작성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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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출하였다. 이 독트린은 2005년 유엔 총회 정상회의 최종 문서로 채택되었다. (자료원 :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GA-Res2005.60/1 (2005))
인권침해는 인간의 안보에 대한 위협을 나타낸다. 그리고 분쟁 예방을 위한 초기 경고 메커니즘의 

지표로서 사용된다. 그러나 인권은 또한 분쟁조정, 분쟁의 전환, 분쟁 후 평화재건에서도 그 역할이 

있다. 인권교육은 지식의 전수, 기술의 강화와 태도의 형성을 통해  분쟁예방을 위한 진정한 문화의 

기초를 마련한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세계평화는 불가능하다.”
UNDP. 1994. 인간개발보고서 1994

게다가 분쟁예방의 핵심적 도구가 되는 인권은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핵심개념도 된다. 
인권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능동적 참여를 통해 사회의 문제와 지구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거버넌스 확립은 두 가지 보완적 형태의 역량 구성인 “국가 수립”과 

“사회적 개발”로 이루어진다. 국가수립(state building)은 민주주의적 안보를 말하며, 분쟁 후 재건과 

재활의 노력 속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개발(societal development)은 사람

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는 폭넓은 

인권교육을 말한다.” (Walther Lichem, PDHRE). 
2003.5.10. 그라쯔에서 열린 제5회 인간안보네크워크 장관회의에서 “인권교육과 인간안보에 대한 

그라쯔 선언”이 서명되었다. 이것은  인권교육의 모든 관련당사자들의 책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알 수 있는 권리에서 시작하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간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인권의 이해”라는 매뉴얼이 채택되어졌는데 이것은 번역되고 배포되어져야 하며 널리 

사용되어져야 한다. 
그라쯔 선언은 또한 인권과 인간의 안보는 인권의 증진과 불가결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인권의 이행

은 인간안보의 목적이며 핵심적 부분이라고 선언한다(제1조).

“(인류의 안보는), 핵심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국제적인 우선순위에서 중심에 놓는 전 

지구적 사회의 건설에 대한 노력이며.., 국제적인 인권 표준과 법의 지배가 발전되고 

개인에 대한 보호망으로 직조되는 것이다.”
Lloyd Axworthy, 캐나다 전 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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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핵심에 인류의 안보의 원칙을 내포한 새로운 국제관계 문화가 필요하다.”
Srgjan Kerim. 유엔 총회 의장, 2009년

인간안보위원회(commisson on human security)는 사다코 오가타(유엔고등난민위원회 위원 역임)
와 아마티아 센(노벨 경재학상 수상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2001년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코스타리카 산 호세에서 인간안보위원회는 미주인권기구와 평화대학과 공동으로 인권과 인간안보간

의 관계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 워크샵에서는 “인간안보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인권선언

(Declaration On Human Rights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Human Security)"을 구체화하였

다.(www.humansecuritychs.org/doc/sanjosedec.html) “현재의 인간안보”이라는 보고서에서는 몇 가

지  인권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일했던 버트란드(Bertrand G. Ramcharan)에 
따르면 국제적 인권규범은 인간안보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의 안보가 존재하게 하는 집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안보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의 이익에 대한 경의와 국가 권력에 

대한 좁고 근시안적인 시야에 대한 고수는 피해자의 인간안보의 이익을 능가한다.  
Louise Arbour,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2005.

현대 세계의 보호의 책임.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9조는 인간의 자유와 안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이것은 특히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세계인권선언 제22조와 경제적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는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더불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상응한다. 세계화와 인간의 안전에 대한 권리

의 관계는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코피아난의 밀레니엄 보고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공포

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구별하고 있다. 이는 전후 세계질서에 대한 비전으로서 2
차세계대전 중인 1940년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에 의해 주창된 4 가지 자유에서도 드러나는 차이

다. 2005년 사무총장의 보고서 “더 큰 자유"에서는 개발, 자유 그리고 평화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완

벽하게 이루어 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담 결과문에서는 인간안보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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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의 보고서가 2008년 제출되었다.  
가난과의 싸움, 그리고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대한 투쟁은 “정치적 자유 그리고 기본적 자

유”에 대한 투쟁만큼이나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 이들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 연관되며, 불가분적이다. 
☞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건강권, 일할 권리

“그런 이유로, 우리는 안보 없이 개발을 향유할 수 없고, 개발 없이 안보를 향유할 수 

없으며, 인권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두 가지 모두 향유할 수 없다...”
Kofi Annan, 유엔 사무총장. 2005.

더 큰 자유 안에서: 모두를 위한 개발, 안전, 인권을 위하여

유엔개발기구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과 인간개발은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유엔개발기구에서 사용되는 인간개발지표에는 교육에의 접근, 안전한 음식, 의료서비스, 성 평등, 정
치적 참여와 같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결론적으로 인

간의 안보라는 개념은 인권과 인간 개발과 중첩되고, 서로를 보강해주며, 서로에게 의존하는 개념이

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국제정책들이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포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안보는 그러한 기반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 진정한 안보는 반드시 

입증된, 인권의 원칙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Sérgio Vieira de Mello,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2003.

UNESCO 역시 인간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안보에 대한 지역적 접근으로부

터 영감을 받은 것이다.  2005년부터 인간의 안전에 대한 폭력적 위험에 중점을 둔 이래 앤드류 맥

(Andrew Mack)의 지휘 하에 인간안보 보고서(human security report)가 출간되었다. 이것은 민주

정부의 전 세계적인 증가가 무력충돌을 감소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갈등과 민주주의 사이의 관

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원: human security report 2009/2010)
2001.9.11 테러이후 십년동안 국가주권이 점점 중시되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주창된 테러와의 

전쟁의 결과로서 안전에 대한 가치가 역시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인권의 퇴보를 가져왔다. 유
럽에서는 안전과 인권(그리고 자유)과의 균형이 중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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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권의 역사와 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HUMAN RIGHTS K!?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생각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고, 모든 문화와 종교 안에서 다양하게 

존재했다. 예컨대 이슬람에서의 외국인보호나 아프리카의 ‘우분투(ubuntu)’라는 철학에서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만큼 스스로 대우받는다는 황금률은 모든 주요 종교에 존재하는 법칙

이다. 가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사회정의의 기본적인 개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발상은 이성과 계몽철학에 기반한 근대, 즉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민
주주의에 관한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다. 비록 근대 인권개념이 주로 유럽에서 발원하였으나, 인권에 

필수적인 사회정의와 자유를 명시하는 것은 모든 문화의 공통적 특징 중 하나였다. 유엔은 엘리노

어 루즈벨트, 르네 카상, 요셉 말릭의 주도로 80여명의 전문가에 의해 선진국과 후진국을 망라해서 

생각과 언어를 다듬어 세계인권선언을 개발했다. 인권은 보편적이면서, 세계 공통의 개념이 되어 동

구와 남아프리카 등지에 사회권, 자결권, 발전권, 인종차별과 분리정책으로부터의 자유 등으로 강력

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역사적으로, 시민은 사회권과 기본적 자유를 위한 그들의 투쟁의 결과로서 헌법적 보호를 받

는 첫 번째 수혜자가 되었다. 외국인은 쌍무협정에 기반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권리담

지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국의 보호를 필요로 했다. 반면 인권의 개념은 어떤 나라든 국

내의 모든 인간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비국민보호법의 개발을 위해 인도주의법은 매우 중요했다. 그것은 무장 충돌에서 시민뿐만 아니라 

적군치료를 위한 기본규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 무장충돌에서의 인권

일찍이 실제 국제인권의 전임자들은 1648년 베스트팔렌 협정에 포함된 종교의 자유 협정에서와, 노
예제도를 금지한 1815년 노예무역에 관한 비엔나회의선언, 1833년 미국노예반대사회창립, 1926년 

노예제도반대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서 찾을 수 있다.  ☞ 종교의 자유, 차별 금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과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미국 독립 선언서, 17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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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로 전 세계 공통입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신을 예배할 자유이며 전 세계 공통입니다. 
셋째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 이것을 세상의 언어로 옮긴다면 모든 나라가 

그 국민을 위하여 건강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도 전 세계 공통입니다. 
넷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로 ... ”

Franklin D. Roosevelt, 32대 미국 대통령, 1941년.

소수자권리의 보호 역시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1919년 베르사유 평화협정과 같은 해 창설

된 국제연맹에서 큰 쟁점이었다. 이 쟁점은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의 해체와 함께 다시 전면화되었다.
☞ 계속 진행 중인 세계 인권 투쟁, 소수자 권리의 추가

미국의 독립선언과 1776년 권리에 관한 버지니아 법안의 선포에 영향을 받아 1789년 프랑스혁명에

서는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가 선언되었다. 이 선언은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를 담고 있으며 이

는 2000년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으로 채택되었다. 이를 1791년 ‘올림페 고지(Olimpe de Gouge)’는 

시민과 여성에 관한 권리선언이라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여성 평등권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 여성의 인권

인간 존엄성에 대한 아프리카적인 개념:
“나는 하나의 인간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눈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 ］”

아프리카 속담, 말리

모든 인간을 위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은 2차 세계대전종전 직후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동의가 있은 

후에야 받아들여졌다. 48개 국가가 이 선언에 동의하고 8개의 사회주의 국가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기권하였다. 이 선언은 유엔헌장의 관련규정을 해석하는데 유엔체제의 필수구성요소가 되었다. 그 

이후 유엔가입국은 193개국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 이 선언을 거부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오늘날 

국제관습법의 큰 기둥이 되었다.
국제인권법은 유엔의 틀 안에서 합의한 보편적 윤리요소로 구성된 공유가치에 기초하였다. 장 쟈크 

루소, 볼테르,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철학자들은 인권의 실재를 주장하였다. 일반 ‘계약이론’은 지

배 권력에 대한 충성과 교환된 어떤 권리들을 승인했다. 반면 임마누엘 칸트는 세계주의적 접근으

로 세계시민이라는 특정한 주장을 하였다. Klaus Kung의 지침에 따라 '세계 윤리'라는 국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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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주요 종교가 크게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는 공통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 종교의 자유

책임윤리(Hans Jonas)와 인권을 지탱하는 보편윤리(George Ulrich)는 국제화의 도전과 만나기 위

해 제안되었다. 
특정권리의 우선순위와 보편성 대 문화상대주의에 관한 논쟁은 테헤란과 비엔나 인권회의에서 각각 

해결되었다. 1968년 테헤란 회의에서는 모든 인권은 상호불가분적이며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확

인하였으며, 1993년 비엔나회의에서는 “국가와 지역의 특수성과 서로 다른 역사, 문화, 종교적 배경

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하고, 그들의 정치, 경제와 문화체제와 무관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와 증진은 국가의 의무” 라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자료원: 1993년� 비엔나� 선언과� 행동� 프로

그램, 5 조항)

D. 인권의 개념과 본질
CONCEPT AND NATURE OF HUMAN RIGHTS K!?

오늘날 인권의 개념은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는데,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의 선언과 

1998년 세계인권선언 50주년 UN결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40년대 후반 인권 개념 구성에 참여

했었으나, 인권의 보편성에 회의적이었던 몇몇 국가들이 있었으며, 중국, 레바논, 칠레 등 지리적으

로 퍼져있었다.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선언에 기초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뿐만 아니라 사회권 규약(ICESCR)에도 서명했다. 차별철폐

규약 (CEDAW)은 비록 많은 나라가 대기 중이지만 2012년 1월 기준으로 187개국이 서명했으며, 
아동권리선언은 193개국이 서명했다.
인권 개념의 시작점은 UN 헌장, 1966년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 협약에서 소중히 다루는 ‘인간집

단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본질적 존엄성’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동

등하고 양도되지 않는 권리를 영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을 깨닫게 해준다. 따라서 

인권은 보편적이고 양도되지 않으며, 이는 어디에서나 적용되고 동의가 있더라고 박탈되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전 UN 사무총장은 

“인권은 태생적 권리이다”라고 선언했다.
또한 인권 불가분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인권을 여러 차원이나 분류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데: 표
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 사회적 안전과 같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약칭 사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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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민의 인권에 대해서, 1982년 이후 선주민에 대한  UN 워킹그룹에서 그들의 인권을 향

상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토지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다루었다. 
2007년에, 선주민 인권에 관한 UN 선언이 UN총회에서 채택 되었다(A/RES/61/295). 이 문

건이 제출되었을 때, 143개국이 투표에 통해 승인하였으며, 단 4개의 나라만이 부표를 던졌

“인권은 자유, 평화, 발전과 정의의 기초이다. 이는 세계에 대한 UN의 업무 중 핵심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 2010.

있으며, 사회권은 상황상 경제적 의무사항이 된다는 사실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cf. 사회권규약(ICESCR) 제2조 제1항).
과거에는,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일부 국가나 일부 국가 그룹단위에서는 시민정치적 권리의 반대로

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선호했다. 반면 미국과 EC 국가들은 시민정치권이 우선되어야 한

다는 선호가 있었다. 더욱이 1993년의 비엔나 세계회의와 1968년 테헤란에서 열린 세계회의에서 

이러한 비생산적인 논쟁이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인권의 분류나 차원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인식 

덕분이었다. 테헤란에서는 인권이 불가분하고 상호의존적임을 선언하였으며, 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

적 권리가 시민적․정치적 권리 없이는 충분히 영위하기 어렵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항목이 인식되기에 이르렀는데, 평화와 안전에 대한 권리, 발
전에 대한 권리, 건강과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이 그 예다. 이러한 권리들은 다른 모든 권리를 충분히 

누리기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라는 프레임을 제공해 준다. 더욱이 인권의 한 항목이 다른 권리를 위

한 선결조건이 된다는 조건부 개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세 번째 항목은 연대권이라고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국제적 협력과 공동체 구성이라는 목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인권은 

특정 이해 집단으로부터 선전되고 있는 “동물권”과 “지구권”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인권은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특정 국가의 시민인지 아닌지에 따

라 시민권이 배타적 기본권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는 특정국가에 대한 투표권이나 피

선거권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있다.
또한 인권은 소수자 권리와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이 권리는 특정 민족, 종교, 언어를 가진 그룹의 

구성원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그들 자신이나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종교를 표명하고 실현하거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말한다. (시민정치권 권리 규약

(ICCPR) 27조). 보다 구체적인 규약은 1993년 UN 소수자 권리 선언과 유럽인권기구에 포함되어 

있다.  ☞ 소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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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는 미국, 태나다, 뉴질랜드와 호주인데, 어쨌든 4개 나라 모두 지금은 선언을 승

인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은 이미 1989년에  “독립국가들에서의 선주민과 부족민”에 관해 협정 169를 통

해 이러한 권리를 밝혔다. 2001년에는 선주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UN 특별조사관이 추천

되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의 추천에 따라, 2000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상설 선

주민 관련 포럼”이 생겼으며, 2002년에 첫 모임을 가졌다. 또한 이 포럼에 인간과 민중의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위원회가 선주민을 위한 실무진을 만들었다.
UNESCO의 프레임에서 2005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회의와 2003년의 무형

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를 통한 인간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인권은 국가나 지역,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의 사회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민중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권이라는 개념은 민주주의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민주주의 권리

EU와 EC에서의 신규 회원의 가입조건에서도 같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은 시

민 자신들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이해하는가와 인권이 이런 변화의 효과가 있는 효과적인 도

구로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 달려있다. 
여성운동가들은 젠더감수성이 부족하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

권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을 비판하곤 한다. 1979년의 세계여성회의와 그 산물로서의 UN 여성차별

철폐협약은 그중에서도 여성인권에 젠더감수성 접근이라는 기여를 하였다. 여성인권은 또한 1993년 

UN 여성폭력철폐선언에 반영되었으며 1995년 베렘도파라(Belém do Pará)에서 열린 중앙아케리카

회의와 2003년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 헌장에서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추가 의정서

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권기구들이 여성을 법적으로 동등하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인식함으로써 새

롭게 제기되는 사회 정치적 개념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의 인권

“폭력은 오직 우리가 선입견과 맞설 때에야 끝날 것이다.  
자극과 차별은 오직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하길 동의할 때에야 끝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음의 우리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한다; 
자신의 가정, 직장, 학교, 공동체에서 터놓고 이야기하기.”

반기문, UN사무총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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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떤 국가들은 자신의 역사, 종교,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와 같은 식으로 특정 인권

을 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비엔나 세계회의에서의 선언과 행동 프로그램은 역사, 종
교나 문화적 요소에 기반하여, 인권의 실현에서 다른 접근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동시에 모든 나라들이 모든 인권의 실현에 책무가 있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했다(참고 C.). 
따라서 문화 종교적 차이가 있지만, 이를 국제 인권 책무에 대한 면책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그러

나 문화적 배경은 고려되어야만 한다. UN에서 이루어진 문명의 대화는, 인권 책무를 벗어날 면책을 

주지 않으면서 다양한 문명의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려는 바로 그 목적을 제시한다. 가장 어려운 이

슈중 하나는 특정 문화권에 있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문화는 주요한 인권침해를 유

도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E. 세계 인권 표준 
HUMAN RIGHTS STANDARDS AT THE UNIVERSAL LEVEL 
K!?

세계 인권 표준의 구성에 대한 근래의 역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간주되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남아있던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과 함께 시작

하였다. 홀로코스트를 통해 유대인에 대해 자행되었던 것과 같은 인종청소범죄에 대한 방지와 처벌

은 세계인권선언 하루 전 채택된 “인종청소범죄에 대한 방지와 처벌에 관한 조약”의 주제였다. 
세계인권선언에 담겨 있는 약속들을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변환하기 위해서, 유엔 인권위원

회는 두 가지 규약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ICCPR)이고 하나는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ICESCR)에 대한 것이다. 냉전으로 인해 이 규약들은 1966년에 이르러서

야 채택되었고 1976년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2012년 1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약과 경

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각각 167개 회원국과 160개 회원국이 가입한 규약이 되었

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 처음에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유엔 

안의 다수의 개발도상국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선호의 의미(조짐)로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과 두 가지 규약은 공통적으로 국제 권리장전으로 불리는데, 그것은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조약들에 의해 보강된다.
1960년대 위의 두 가지 규약이 인종차별에 대항하고 아파르트헤이트 범죄를 억제하면서 그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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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과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투쟁이 전면으로 부상하였다.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차별의 제거, 고문 및 다른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징벌에 대한 대항, 아동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 강제 실종된 사람들의 보호에 대한 규약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규약들은 더 나아가 약속의 이행을 명확화하거나 특정한 목표 그룹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주기도 한다. 1979년의 여성 규약, 인권 조약들의 일반적인 문제를 뜻하는 

“problem of reservations” 의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여성 인권의 일부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한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중요성들을 얻게 되었다.
차별금지원칙에 따르면, 국가들은 그들의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인종, 피부색, 성별, 언
어, 종교, 정치적 혹은 다른 의견, 출신국가 및 사회, 빈곤, 출산 및 다른 기준들에 관한 어떤 차별

도 없이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  ☞ 차별철폐

또한 그러나 예외의 가능성과 환수조항의 사용이 있을 수 있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공적인 위

기상황에서는, 비상사태가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조치들이 상황에 의해 엄격하게 요구되는 제한 속

에서만 취해지는 한에서 국가가 그 의무를 무시할 수 있다. 이 조치들은 반드시 무차별적인 기반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제1항) 유엔 총회를 통해 다른 회

원국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생명권이나 고문과 노예제도의 금지, 범죄에 관한 소급적용 금지 및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

유의 권리와 같은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용인되지 않는다.(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조제2항) 이러한 권리들은 그러므로 훼손 불가능한 권리라고 한다. 비상 규정은 테러리

즘과의 전쟁으로 인해 더 큰 타당성을 얻게 되었다. 유사한 조항들이 유럽인권협약(제15조)에 있다. 
유엔 사회적, 정치적 권리 위원회는 일반논평(29번, 2001년) “비상사태”(제4조)에서 국가책임을 명

문화하였고, 미주인권위원회와 유럽 의회 장관회의에서는 “테러와 인권”의 보고서와 가이드라인을 채

택하였다.
이러한 권리들에는, 만약 그것이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보건 및 도덕 또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에 필요하다면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의미인 “환수조항”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동의 자유, 자국을 포함한 국가 이전의 자유, 종교나 신앙 고백을 포함한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과 정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더 특별히 존재한다. 이러한 제한

들은 법률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법은 일반적으로 의회를 반드시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각각의 법률 문서들을 해석하는 법정과 같은 기관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

록 통제하는 의무가 있다. 점진적으로, 인권에 관한 유럽 재판소나 미주위원회에 제기된 몇몇 사건

과 비상지휘권이나 환수조항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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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유엔 인권규약들에 대한 개관
⦁제노사이드 협약 (1948년, 2012년 1월 현재 142개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160개국)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 165개국)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48년, 48개국)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1984년, 146개국)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국제 협약(1965년, 173개국)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대한 협약(1979, 186개국)
⦁이주민의 보호를 위한 협약(1990년, 45개국)
⦁아동권리협약(1989년, 193개국)
⦁장애인권리협약(2006, 106개국)
⦁강제실종 방지 협약(2006년, 30개국)

F. 세계 인권기구들의 이행 체계
IMPLEMENT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INSTRUMENTS  
K!?

국가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많은 사례에서, 이행은 국가와 그 당국들

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권리들을 존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나 표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되지만,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이행에서는 국가가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어떤 서비스들을 승인하고 제공하는 것이나 그 최소한의 표준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에게 주어진 역량은 account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3조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공인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초등교육이 무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구현된다. 중등 및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가능

하고 모두에게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무상교육은 오직 꾸준히 제시되는 것이 기대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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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 따른 점진적 완성이라는 개념은 몇몇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적용된다.
보호의 의무는 국가에게 그 영토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 폭력과 그 밖의 인권침해들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인권은 또한 수평적인 관점을 가지며,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가 부상하면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개발은 국가인권기구 같은 구조적인 수단이나 평화유지활동에서의 인권 관점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방지를 점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방지의 목표는 또한 인간안보의 우선순

위가 인권에 근접하는 것이기도 하다(B. 참조).
인권은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위 “좋은 통치방식”안에서의 결핍과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결핍에는 부패와 무능한 행정부나 사법부 같은 것들이 있다. 
국가가 그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수행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가 인권에 

대한 대부분의 국제규약에서 기구화 되어왔다. 이 감시는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많은 국제규약에는 보고체계가 존재한다. 그에 맞춰,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인권 보호에 대한 그들의 

성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통, 전문가 위원회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또한 조약의 적절한 해석을 위한 일반논평을 내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사례와 같은 몇몇 사례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위원

회가 인권침해 혐의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개인 청원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선택의정서

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114개국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적용

된다. 다른 여러 협약들에도 2008년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6
개국)나 2006년도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65개국)과 같이 청원이나 종종 조사 체계를 제시하

는 비슷한 의정서가 존재한다. 어떤 조약들은 국가 내 청원을 위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주 인권 관련 협약의 경우에는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결

을 내릴 수 있는 인권 법정이라는 사법절차가 존재한다. 그 법규(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

리카 헌장 의정서)가 2004년 1월 성공적으로 발효된 이래, 인간과 인민의 권리의 아프리카 법정 또

한 설립되었다. 2008년 7월 1일 그 법정은 아프리카 사법재판소와 합병되었고 지금은 아프리카 사

법 인권재판소라고 알려져 있다.
인권 조약 같은 인권 기구들에 포함되어 있는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헌장에 기반한 절차”라고 불

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의 인권침해를 다루고 있는 유엔 헌장에 기반해 개발되었다. 그 

중의 하나가 기밀 1503절차로 1970년의 ECOSOC 결의안 1503과 2000년의 2000/3 결의안에 기반

을 두고 있는데,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부로 보내진 청원들을 수락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인권

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유엔 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검토된다. 2006년 이래, 주로 인권의 전

체적인 침해에 대한 이 절차는 인권이사회의 책임 아래 있다. 1503 절차 하의 청원들은 현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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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이르기 전, 두 개의 위원회(소통, 상황)를 거친다.
1947년부터 2006년의 인권위원회와 그 소위원회의 업무기간 동안, 특별절차들 다시 말해 특별보고

관과 인권위원회 대표부의 활동이나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에 의한 활동들의 중요성은 갈

수록 더 중요해졌다. 수단, 아이티, 미얀마, 콩고 공화국에 대한 특별보고관이나 여성에 대한 고문과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같은 국가별 보고관과 주제별 보고관이 있다. 그들의 임기는 보통 3년이

며 주 업무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 
대체로, 특별 절차에는 4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절차들은 해당 국가나 활동의 주제와 관련된 분야

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고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것들은 유엔의 증가된 활동주의를 반영하고 

또한 실행 절차가 예측된 적이 없거나 지속가능성의 효율과 감시가 부족한 사례에서의 일종의 후속

조치를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예들은 1998년 인권 옹호자 선언에서 또는 교육, 식량, 적절

한 주거, 의료의 권리와 같은 몇몇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구조적인 조정 정책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인 전문가들” (예를 들어 자기 계발할 권리에 대한), “실무그룹들”(예를 들

어 강제적이고 비자발적인 실종에 대한)이 있다.
유엔의 일부로서 2006년에 인권이사회가 인권위원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과 책임을 맡았고 그 때부

터 인권이사회는 유엔 총회에 직접 보고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더 높은 차원에서 유엔 인권 체계

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회의의 횟수가 매년 3회로 늘었고, 모든 유엔 회

원국들이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인권조약들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임무가 인

권이사회에 주어졌다.(보편적 정례 검토) 2011년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

았다. 이를 통해 많은 권고가 주어졌으며, 이는 큰 혁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특별한 회기를 통해 인권이사회는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 인권의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인권에 관한 자문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이 자문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

성되었고, 인권이사회에 의해 채택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특별절차들은 계속적으로 시험을 

거쳤다. 인권이사회와 함께 한 첫 번째 실험은 복합적이었다. 회기의 강도는 증가했지만 개발도상국

가들 특히 이슬람 세계의 국가들에게 주도권을 준 이사회에서의 투표 양식은 재우선권의 부여를 이

끌었다. 이 국가들은 이사회의 관심을 예를 들면 수단의 제노사이드 같은 일 보다는 점령당한 팔레

스타인 영토로 집중시키길 원했다. 또한 쿠바와 벨라루스의 국가별 특별보고관의 임기는 연장되지 

않았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검토가 2010년 11월 이루어졌다.
덧붙여, 유엔 인권최고대표부는 문제적인 인권상황을 가진 나라들에서 최고대표부의 계획을 설정하

는 것에 점점 더 힘쓰고 있다. 그런 계획들은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캄보디아, 콜
롬비아, 과테말라, 아이티, 코소보, 몬테네그로, 시에라리온 등과 같은 나라들에서 세워져왔다. 그들

은 예를 들어, 입법개혁과정을 위한 조언을 준비하거나 국제사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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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으고 인권의 기준을 세웠다. 입법개혁과정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국제사회의 사업에 참여

하는 방법이 그 예다. 
이 같은 특별한 협회들의 활동은 보호적이면서도 증진적인 목적을 가진다. 그들은 더 나은 인권의

식을 개발하고 해결방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그들의 참여는 인권의 영역

에서 공고히 받아들여진다. 정말로, 인권의 증진은 국제기구나 단체들이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훨

씬 더 커다란 일을 의미한다. 인권의 증진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인권을 가장 잘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른 참여자들이 포

함된다. 그들은 대학과, 일반교육부문, 비정부기구들(NGO)을 포함한다. 
유엔은 GA-Res. 48/134 (1993)에서 국가별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인권의 차원에서 옴부

즈퍼슨이나 국가위원회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권고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993년에

는 소위 파리협정서가 유엔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이 협정은 권한과 책임의 기준을 정하고 다원주

의와 독립성, 실행방법 등을 보장했다. 국가위원회는 특히 인권의 보호에 효과적인 지역적 제도가 

없는 아시아와 아랍의 국가들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보수적인 상황

에 놓여있는 지역의 인권위원회와 지역적으로 협업하기도 한다. 

G. 인권과 시민사회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K!?

주로 NGO로 대표되는 시민사회가 인권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일은 중요하게 생각되

어 왔다. NGO들은 자유로운 조직에 기반해 있고, ICCPR 22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미국에서는 “세
계의 양심”의 일종으로 기능하며 발달해 왔다. 그들은 종종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19조), 혹은 

고문이나 잔인하고 차별적인 대우의 방지와 같은, 어떤 구체적인 보호이익을 추구한다. (고문방지를 

위한 협약, APT).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NGO들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긴급항의행동”과 같은 특

별한 절차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독립 언론의 도움에 의해 달성된 “수치심의 동원”이라는 전략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국제위기그룹(ICG), 휴먼라이츠왓치, 국제헬싱키연합(IHF)과 같은 NGO들
은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보고서를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또 다른 효과적인 NGO전략은 국제모니터링 단체에 공식보고서와 병행한 정교한 이

면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Avaaz”(Voice)나 “Change”와 같은 어떤 NGO들은 인권과 환경,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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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위한 캠페인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 그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다.

“인권의 수호자는 우리들 각자가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다. 그것은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한 역할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이웃인 인간에 대한 존중이며, 
우리 모두가 인권의 넓은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이며,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한 헌신이다.”
Navi Pillay, 유엔 최고인권집행위원

1998년 발표된 인권수호자 선언이라는 정기총회 결의안에 의하면, 인권을 위해 일하는 개인

과 NGO들은 행동에 필요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고, 어떤 종류의 박해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한다. 몇몇 주에서는 국제 앰네스티나 헬싱키위원회와 같은 조직들이 불평세력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들의 활동에 대한 박해가 있었다. 심지어 인권활동가들의 활

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이 

선언은 단지 경찰과 같은 정부의 대표자들에 대항해 활동가들을 보호할 의무만을 지니는 것

이 아니고 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죽음의 함대와 같은 폭력적인 그룹에게서도 지

켜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유엔사무총장은 각각의 유엔선언의 구현과 유럽의회의 최고인권위

원을 지지하기 위해 인권수호자들의 특별한 대표를 임명해왔고, 또한 유럽연합은 그들을 지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NGO들은 또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하며, 훈련자료들을 생산함으로써, 인권교

육과 학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종 유엔이나 유네스코 유럽의회 또는 국제정부기구와

의 협업을 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유엔인권교육계획을 진행한 인권교육을 위한 대중의 

계획(PDHRE)이 지역인권학회를 창립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향했다. 차별행위와 인종주의에 대

항한 훈련의 분야에서는 반차별발언리그(ADL)는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NGO 인권교육협회는 

인터넷을 통한 훈련코스를 마련하고, 전자정보자료를 제공한다. (www.hre a.org). 인권과 집회를 

위한 오스트리아 NGO 유럽 훈련 연구센터(ETC)는 인권교육의 매뉴얼을 기초로 “트레인 더 트레이

너스 과정”을 동남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조직했다.
NGO 네트워크들은 여성평등을 위한 투쟁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얻었다. 유니펨, 클레뎀, 혹은 와이

드와 같은 단체 모두는 완전한 평등과 반차별로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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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학습 분야에 그들만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권과 개인의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 위원회의 회의 전에 NGO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며 훈련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을 빼앗긴 목소리들을 증폭시키는 것을 돕는다. 
공정무역과 관련한,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에 관련된, 환경규제위반과 같은 구체적인 

이슈들에서, 국제시민사회는 인간사회에 대한 위협에 세계의 관심을 끌어낸다. 
NGO들은 그들의 국가 안에서 권리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정치적 참여를 강

화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영역을 구체화하고 지원할 수 있다. 또한 학술적인 협의를 보증하는 것

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대응할 수 있다. 
(자료원 : 인간안보 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Now.)

H. 지역별 인권 증진 및 보호 시스템 
REGIONAL SYSTEMS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K!?

국제인권보장기구 외에도 몇몇 지역별 인권보장기구가 있는데, 이들 기구들은 인권의 보장과 그 이

행에 있어 한층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이들 기구는 인권보장 요구들을 더 효과적으로(적절하게) 다루어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법원의 

경우 침해의 구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들이 내려질 수 있고, 인권위원회의 권고들 역시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인권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정확히 하기 

위한 ‘리딩 케이스( 역자 주 : 주도적인 역할)’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들을 국제인권기

준에 맞게 변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별 시스템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화적 종교적 

문제에 대해 더 세심한 경향이 있다.   

Ⅰ. 유럽 



- 61 -

유럽의 인권시스템은 유럽평의회(2012: 구성원 47), 유럽 안보협력기구(2012: 구성원 56), 유럽 연합

(2012: 구성원 27, 2013년 계획된 크로아티아의 가입이후에는 28)이라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 인권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발생한 대대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되어 

온, 가장 정교한 지역시스템이다. 법률을 규율하는 원칙인 인권과 다원적 민주주의는 유럽 법질서에 

있어 주춧돌이다. 두 개의 주요 기구인 유럽평의회와 유럽연합은 모든 회원국들을 구속한다.

유럽의 인권제도들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협약(1950)과 14개의 추가 의정서

⦁유럽 사회권 헌장(1961) : 1991년과 1996년에 수정, 1988년과 1995년에 추가의정서

⦁고문과 그 밖의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1987) 
⦁헬싱키 최종의정서(1975)와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에 대한 CSCE/ OSCE 후속조치

(1990)
⦁지역과 소수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1994)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유럽 유니온 헌장(2000)

1. 유럽평의회의 인권 시스템

a. 개관 – 유럽 인권기구와 사무처

유럽인권시스템은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과 이에 대한 14개의 추가의정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

다. 특히 유럽의 인권시스템이 미국과 구별되는 지점인 사형제 폐지에 대한 6번과 13번 의정서, 그
리고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를 유럽인권재판소라는 하나의 상설기구로 통합시켜 그 절차

를 향상시킨 14번 의정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인권협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교육권까지 포함하고 있다. 
1961년 유럽 사회권 헌장은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추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유럽인권협약만큼의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그 출발에서부터 이행체제가 약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을 

겪었다. 그럼에도 1980년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자 

1988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유럽 사회권 헌장에 대한 주목도 커지게 되었고,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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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기구 및 조직

유럽평의회(CoE) : 
⦁유럽인권재판소(단독 법원 1998)
⦁유럽 사회권위원회(1999년 변경)
⦁유럽 고문방지위원회(CPT, 1989)
⦁소수민족보호 기본협약 자문위원회(1998)
⦁인종차별 및 불관용 철폐위원회(ECRI, 1993)

에 따른 근거한 집단소송의 가능성도 있다.
유럽 고문방지위원회를 창설시킨 1987년 ‘고문 및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 및 처벌 금지에 대한 유럽

협약’이 만들어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히 모든 회원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교정시설 및 정신병원 등 구금시설을 방문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연히 이 시스

템은 유럽인권협약이나 유럽인권재판소와 달리 사후구제가 아닌 사전예방적 효과를 가진다. 유엔 

총회는 200 2년 12월 유엔고문방지소위원회에서 추가의정서를 채택하였는데, 이로 인해 위와 같은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시스템이 전세계적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정서는 모든 회원국에 

있어서의 “국가예방시스템”의 확립과 고문방지소위의 예방적 차원의 방문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고문 방지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협약(1995)은 유럽에서 증대되고 있는 소수자권리문제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유럽평의회 정상회의 이후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소련과 유고슬

라비아 공화국의 해체, 그리고 더 나아가 1990년대 유럽에서의 민족자결주의의 과정에서 발생하였

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가는 이러한 소수민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그들이 자신의 문화

와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시스템은 보고제도

와 국가방문과 그에 대한 보고서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한정되어 있다.
인종주의 및 불관용 철폐 유럽위원회(EC RI)는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반유대주의와 불관용을 퇴치

하기 위하여 열린 2003년 비엔나 정상회담에서 설립되었다. 위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는 유럽평의회 

회원국가들과 함께 이 지역의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준비한다. 또한 일반적인 정책 권고

를 할 뿐만 아니라, 인종주의와 불관용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중시한다.
1999년 유럽평의회는 이민자들의 상황 등과 같은 유럽 인권에서의 공백부분에 주목하고 국가방문 

등을 수행하는 “인권대표”를 조직하였다. 유럽평의회가 전반적인 시스템을 관장하는 주요 운영조직

인 반면, 의원총회는 인권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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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인권대표(1999)
⦁유럽평의회 각료회의

⦁유럽평의회 의원총회

유럽 안전협력기구(OSCE) :
⦁민주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DIHR, 1990)
⦁소수민족 고등판무관(1992)
⦁미디어 표현의 자유 대표(1997)

유럽연합(EU) :
⦁EU 사법재판소

⦁정의와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유럽대표

⦁기본적 권리 EU 사무소(2007) -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대한 유럽의 모니터닝 센

터(EUMC, 1998)에 근거해 설립

b. 유럽인권재판소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주요 유럽인권보호 기구로서 그 판결은 현재 유

럽평의회 모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각 사안에는 그 나라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국적재판관”8)이 참여한다. 
8) 국적재판관[ national judge , juge national , nationaler Richter ]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중 소송 당사

국의 국적을 갖는 재판관을 말한다. 국적재판관은 해당사건에 대해서 출석할 권리를 갖는다(국제사법재판소
규정 31조 1항). 즉, 국내재판과 달리 이러한 재판관은 해당사건에 대해 회피는커녕 오히려 출석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다. 재판관의 수는 15명이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이 국적재판관을 갖는 경우는 오히려 적다. 국적
재판관을 갖지 않는 당사국은 그 사건에 한하여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규정 31조 2항, 3항). 이것이 특임
재판관, 즉 특별선임재판관으로 보통, 특별재판관([영어] judge ad-hoc, [프랑스어] juge ad-hoc)이라고 한
다. 특임재판관도 상근의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평등한 조건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당사국에서의 지시
를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인 입장에 서게 된다. 당사국의 국적을 갖는 자가 지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
인이 지명되는 경우도 있다. 기능적으로는 임시의 국적재판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내재판의 상식에서 말하면 특이한 이 제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되어 있는 것은 우선은 역사적 경위
에 의한다. 국제사회에서 보다 역사가 오래된 것은 중재재판이지만 거기에서의 재판관은 당사국이 선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환경에 전혀 당사국과는 관계없는 재판관만으로 구성된 순수한 사법재판의 상식을 갑
자기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의 이 제도는 그러한 오
랜시대의 잔재라든가 재판관석에 당사국의 변호사를 보내주는 것과 같다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 확실히 국적
재판관과 특임재판관이 자국 또는 지명국에 불리한 판단에 맡기는 예는 상당히 적다. 국적재판관은 앵글로-
이라니언 석유회사사건(1952년)에서 영국패소의 판결을 지지한 영국의 맥네어(Lord McNair), 망키에ㆍ에크
르오사건(1952년)에서 프랑스 패소의 전원일치판결에 참가한 프랑스의 바드방의 예. 특임재판관은 대륙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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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소가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네 가지의 주요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a.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인권에 대한 침해일 것

b. 제소자가 그 침해를 받은 당사자일 것

c. 유효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을 것

d. 제소가 위의 국내절차를 모두 거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제소가 받아들여진 후에는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이 사안을 결정한다. 그 사안이 항

소를 통하여 17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어야 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중요

성이 있다거나 새로운 판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재판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판
결은 구속력이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의 이행을 집행하는 

것은 각료회의의 임무이다.
유럽인권재판의 가장 큰 문제는 엄청난 양의 제소인데, 1998년 1,000건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56,000건까지 증가하여 현재 담당사건 양의 과다로 인한 과부하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인권협약 14번 의정서가 채택되긴 했지만, 또 다른 추가조치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에의 예정된 가입으로 유럽에서의 인권보호체제가 한층 더 공고해지겠으나, 이러한 담

당건수의 과다의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 질 것이다.

2.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인권 시스템

1994년 기존의 유럽안보협력회의를 대체해 만들어진 OSCE는 매우 특별한 기구이다. OSCE는 어떠

한 법적 헌장이나 국제적 법인격을 가지지 않으며, 그 선언이나 권고 또한 오로지 정치적 성격을 

가질 뿐이며 당사국에게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자주 매우 구체적인 의무 목록들이 다양

한 후속회의나 전문가 미팅에서 채택되어 회원국의 대표단 평의회에서 이를 모니터링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후속 회의는 매우 훌륭한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냉전기간 

비아 대 몰타(Malta))(1985년)에서 일반적으로는 몰타에 불리한 판결에 동조한 몰타 지명의 발티코스, 대륙
붕(튀니지 대 리비아) 재심청구사건(1985년)에서 튀니지의 청국기각의 판결에 억지로 동조한 튀니지 지명의 
바스티드의 예가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당사국의 법제 등의 지식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재판관을 추대
할 필요가 있다는 다문화 혼교(混交)적 국제재판에 대한 특유의 요청과 이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합의제소
를 원칙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를 주저하는 국가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책적 고려도 당연히 무시할 
수 없다.[네이버 지식백과] 국적재판관 [national judge, juge national, nationaler Richter] (21세기 정치
학대사전,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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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동서간의 협력을 구축하고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56개국의 보다 넓은 유럽의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간 관점”이라는 타이틀 아래 OSCE는 특히 인권과 소수자 권리 분야에서 수많은 활동을 수행한

다. 이러한 것은 보스니아 체르체고비나 또는 코소보의 사례에서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임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OSCE는 인권전담부를 두고 있으며, 각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의 인권을 지원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국으로부터 인권담당관을 채용하였다. OSCE는 보스니아 체르체고비나 또는 코소보의 옴부즈만과 

같이 그 임무가 남아있는 국가의 국가인권기구를 지원한다.
헤이그와 비엔나에 각각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 보호 고등 판무관과 미디어의 자유 대표

라는 특별한 시스템이 발전되어 왔다(☞ 소수민족 보호, 표현의 자유, 미디어의 자유). 고등판무관

은 사전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단계에서 민족적 긴장감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는 기구이

다. OSCE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의 다원적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민주적 선거제도를 모니터링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바르샤바에 위치한 민주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ODIHR)
를 통하여 민주화 과정과 인권의 증진을 지원한다. OSCE는 유럽에서의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분쟁 

후 복구 작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인권교육의 증진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 

프로젝트와 “상호 존중 및 이해”라는 일반적인 개념 하에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적 국제적 조직 

등 다른 조직과의 연계를 통하여 진행한다.

3. 유럽연합의 인권정책

1957년 창설된 유럽 경제 공동체는 인권과 같은 정치적 이슈를 자체적으로는 다루지 않았다. 1980
년대 이후 유럽연합의 정치적 통합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유럽의 일반적 법질서의 핵심개념이 될 

수 있었다. 여기에는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헌법적 전통”과 유럽인권협약과 같이 회원국들이 가입한 

국제협약으로부터 인권재판권을 끌어내 발전시켜 온 유럽사법재판소의 역할이 컸다. 소유권, 단결

권, 종교의 자유, 평등원칙과 같은 몇 인권은 관습법의 일반적 원칙으로서 구성되었고, 이는 유럽연

합의 법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1980년대 이후 유럽연합 역시 제3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권정책을 발전시켜왔고, 이는 남동부 

유럽에서의 새로운 국가들의 승인에 대한 코펜하겐 기준에 반영되었다. 1995년 유럽연합 조약 6조와 

7조는 명백히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발효되는 리스본조약

(개정된 EU WHDIR)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유럽협약의 회원이 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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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유럽연합 기본권리 헌장을 초안하기 위한 협의회가 출범하였고, 이 헌장은 2000년 니스 정

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현재 이 헌장은 유럽에서 가장 최신의 인권문서로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시

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별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헌장은 

리스본 조약이 발효하는 2009년부터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유럽연합은 1995년 이래 코토누 협약9), 유로메드 협정 또는 남동부 유럽 국가과의 “안정과 지원 

협정”과 같은 쌍방 협정에 인권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유럽연합은 대내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일부인 대외 관계에서도 그

들의 인권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유럽 대외관계청에서 발간하는 인권에 대한 연례보고서에는 이러

한 인권의 중요성이 반영되었다. 대외관계청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한편으로는 사안에 따라 

이면적인 “인권 외교”를 펼치기도 한다. 그리고 유럽평의회와 함께 중국, 이란과 같은 국가들과의 

“인권적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에 있어 인권을 우선적인 아젠다로 이끄는 역할

을 해왔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전세계와 유럽연합에 있어서의 인권에 대한 연례보고를 이슈화했다.
초기에는 인권 및 민주주의 분야 시민단체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유럽평의회의 

EuropeAid에 의하여 운영된 ‘유럽 민주주의 인권 계획’이라는 정치적 전략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고
문 및 사형제 폐지를 위한 투쟁과 국제형사재판소 캠페인은 특히 강조된다.
유럽연합의 기본적 권리 사무소(FRA)는 2007년 비엔나에 만들어졌다. 이 사무소는 이전에 유럽연

합 내의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 비엔나에 만들어졌었던 인종주의와 제

노포비아 모니터링 센터(EUMC)의 작업에 기반해 설립되었다. 그 이후 EUMC는 시민단체의 지원

을 받아 유럽에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맞선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EUMC를 계승한 FRA 역시 유럽연합 기본권리 헌장의 모든 권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이는 전반적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선택된 문제적 지역에 집중해 행해진다. 이를 위해 다

년간의 계획에 근거해 주제별 보고서와 연구가 FRANET이라 불리는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

별 문제에 대한 research network(연구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만들어진다. 과학위원회

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의 조언도 제공된다.
유럽연합의 운영에 대한 조약 제19조는 유럽연합의 인종, 민족, 종교나 신념, 나이, 장애나 성적 정

체성으로 인한 차별 문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시킨다. 2000년 채택한 2000/43/EC 지침은 인종, 
민족적 차이에 의한 특히 고용, 교육, 사회적 보호, 주거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와 상품 

등의 공급과 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평등처우 원칙의 이행에 대한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사

적, 공적 영역 모두에 관한 지침으로 이후의 다른 지침들에 의하여 완성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유렵연합은 양성평등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유럽연합의 운영에 대한 조약 

9) EU와 78개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 및 원조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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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조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양성에 대한 동등한 임금”의 원칙을 준수하고 채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규정이나 개정된 2002/73/EC 평등처우 지침과 같은 지침

으로 발전되어 왔다. 
☞ 무차별, 여성의 인권

II. 미주 

미대륙의 인권시스템은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주 선언’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1948년 미

주기구10) 헌장과 함께 채택되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1959년 미주기구에 의하여 창설되었고, 7명
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주요 조직이다. 
1969년 채택된 미주인권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이후 두 개의 추가의정서에 의해 완성되었는데 

하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것이며 또 하나는 사형제의 폐지에 관한 것이다. 이 위원회

는 그 본부가 워싱톤에 있기는 하지만 미국은 이 협정의 회원국이 아니다. 이 협정은 미주인권재판

소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1979년 미주인권기구가 있는 코스타리카에 그 본부를 가지고 

설립되었다.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몇 법적 제도가 있기는 하나, 1995년 발효된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처벌, 예방에 미주 협정’(Belém do Pará 협정)은 특별한 접근으로 취급된다. 이는 이미 OAS 35개
의 회원국 중 32개국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당사국들은 1928년 설립된 미주 여

성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994년부터 여성의 권리에 대한 특별

보고관이 생겼다. ☞ 여성의 인권

개인들이나 단체, 시민단체는 미주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인권위원회도 채택할 

인권 기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넘겨받은 사안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미주인권재판소에서는 많은 사안을 다루지 않았었지만 현재는 협

정의 해석 등과 관련한 자문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인권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인권재판소도 7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이다. 
위원회는 현지조사 역시 수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심 사안에 대해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슈화를 

할 수도 있다. 

10) 미주기구. 서반구에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미주제국 간의 상호 이해촉진을 목적으로 한 지역협정. 1948
년 조인된 미주기구현장에 기초해 1951년 12월에 발족했다. 회원국은 북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31개
국.1962년에 쿠바가 활동정지처분을 받았으나 1975년 해제되었다. 본부는 워싱턴에 있고 최고기관은 매년 
개최되는 총회, 그밖에 외상회의, 상설이사회, 미주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전문회의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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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인권시스템

미주인권시스템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미주 선언(1948)
⦁미주인권위원회(1959)
⦁미주인권협정(1969, 1978년 발효, 24개국)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추가의정서(1988, 16개국)
⦁사형제 폐지에 대한 추가의정서(1990, 12개국)
⦁미주인권재판소(1979, 1984년 발효)
⦁미주여성위원회(1928)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처벌, 예방에 미주 협정(1994, 32개국)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미주 협정(1999, 19개국)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에 사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몇 인권단

체가 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이주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과 같은 몇몇

의 특별절차 또한 있다. 

III. 아프리카 

1981년, 아프리카 연합조직(OAU)이 19 86년 발효되는 아프리카인권헌장을 채택함에 따라 아프리

카 인권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는 반줄 감비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2001년 OAU를 계승하고 있는 아프리카 연합 (AU)의 54 개 회원

국은 아프리카 헌장을 비준했다. 이 헌장은 하나의 문서에서 인권의 모든 범주를 포괄하는 세계 인

권 선언의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그 전문에서는 아프리카 인권개념(African concept of 
Human and Peoples’ Rights )을 고양시키기 위한 "아프리카 문명의 가치 “를 언급하고 있다. 이 헌

장은 개인의 권리 외에 인민(people s)의 권리에 대하여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책무, 예를 들어 가족과 사회에 대한 책무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별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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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인권헌장 (1981, 발효 1986, 53개국)
⦁아프리카인권위원회 (1987)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 의정서 (1997, 발효 2003, 24개국) 
⦁여성의 권리를 위한 의정서  (2003, 발효 2005, 28개국)
⦁아동의 복지와 권리를 위한 헌장 (1990, 발효 1999, 45개국)
⦁아프리카인권재판소(2008)

아프리카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증진에 있어 큰 임무를 가지며, 또한 국가(지금까지 없으나)와 개인 

또는 단체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심리기준은 폭넓으며, 인권침해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인들이나 NGO와의 소통이 허용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을 공

표할 수 없다. 2003년에 채택되고 발효된 아프리카인권재판소 설립에 대한 의정서 때문이다. 2004 
년의 국가 및 정부 수반 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원은 2008년 아프리카 연합의 사법재판소에 합병되

어 아프리카인권재판소가 된다. 법원은 Arusha, Tanzania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6년에 첫 회의가 

열렸다. 2009년, 법원은 첫 판결을 내렸다. 미주시스템의 경우처럼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진

정이 접수될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해당국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공표한 경우에 한해 개인이 직접 법원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별 인권 상황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은 위원회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 기초해 이루어

지고 있어 부정기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엔의 관행에 따라, 위원회는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거나 약식 및 임의 처형에 대한 부분, 교도소, 그리고 구금환경, 표현의 자유, 인권

옹호자, 난민, 망명자, 이주자 및 국내 실향민, 여성의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했다. 2003년 

모잠비크 마푸토에서의 정상 회담에서 아프리카 연합 (AU)은 아프리카에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헌

장 추가의정서를 채택했다. 마푸토 의정서는 2005년에 발효, 2010년 7월 현재 28 개국이 비준했다.
위원회는 진상 조사 임무 및 홍보 임무를 수행한다. 특정사건에 대하여, 예를 들면 1995 년에 나이

지리아에서 벌어진 오고니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운동(The Mov ement of Survival of the Ogoni 
Peop le)의 아홉 멤버에 대한 불공정 재판과 그에 따른 처형과 같은 사건에서와 같이 특별 세션을 

구성한다. 위원회의 중요 동력은 아프리카와 제3국의 NGO로부터 나오며, 이들은 위원회의 모든 공

개회의에 참여하도록 허용된다. 그들은 종종 인권침해사례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위원회 및 그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가 헌장이 국가사법시스템 안에서 직접적으로 작용될 수 있도

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사례에서 나이지리아 NGO가 “헌법적 권리 

보호” “Constitutional Rights Project”로 인해 그 인권침해사건을 나이지리아법원으로 가지고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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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유엔의 1989년 아동권리보호협약의 채택에 따라 1990년 아프리카에서의 아동 권리와 복지에 대한 

헌장이 채택되었다. 이 헌장은 1999년 발효되었으며, 2011년까지 AU의 45개국이 이 헌장을 비준

하였다. 아프리카 아동의 권리와 복지 전문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된다.
IV. 다른 지역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이슬람 인권에 대한 카이로선언“Cairo Declara- tion on Human Rights in 
Islam”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슬람협의회(OIC)의 외교정상들에 의하여 기초되었으며 공식적

으로 채택된 적은 없다. 이 선언의 모든 권리들은 이슬람 율법에 종속되어 있어, 국제법에서는 어떻

게 될지 의문이다.
나아가 아랍인권헌장은 아랍 인권전문가들에 의하여 추진되어 1994년 아랍연맹에 의하여 채택되긴 

했으나 비준국이 적어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2004년 새로운 헌장이 채택되어 2008년 7개국의 비

준으로 발효되었다. 이 헌장은 아랍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국가보고서만을 

작성하고 어떠한 개별 진정을 접수받아 처리하지는 않는다.
2002년 지역협력을 위한 남아시아협회(SAARC)에 의하여 론칭된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지역적 준

비협정과 같은 몇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 인권제도를 채택한다거나 아시

아인권위원회를 세우는 것은 아직까지 어려워 보이는데, 이는 주로 종교적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ASEAN와 같은 통합지역 단위에서의 노력들이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 2007년 동

남아시아연합의 새로운 헌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헌장 제14조에서는 아시아 국가간 인권위원

회와 같은 아시아 인권기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주로 홍보 및 자문권한을 가지

며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세아 인권선언의 개발이 그 주임무 중 하나이다.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홍콩에 있는 아세아 법률지원센터의 통솔하에 200개가 넘는 아시아 시민단체

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Peoples’ charter”로서의 아시아인권

헌장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중국을 포함한 19개의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연합 간의 매년의 정기 회

의가 열리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연합 간에도 이러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간 협의로서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ACP) 의 79개국과 27개의 유럽연합국가 간에 체결

된 2000년 코토누 협정이 있는데, 이 협정 제9조 제2항에서는 “인권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원칙과 

법치주의…가 이 협정의 핵심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에 대한 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협정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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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제사법기구와 면책의 문제
UNIVERSAL JURISDICTION AND THE PROBLEM OF 
IMPUNITY K!?

면책을 반대하고 책임을 지지하는 투쟁은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한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은 

보통 인권과 인도주의 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를 띠는 범죄들의 예방이다. 주요한 인권의 침

해자들에 대한 면책의 인정은 비민주적인 통치자, 종종 군 장성들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게 

권력을 이양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례로 되어왔다. 이는 전쟁이나 정권교체 이후에 경미

한 범죄에 대해 주어지는 사면들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면책은 책임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는 국

내외에서 점점 더 인식이 넓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예를 들면 특별 기관과 일반적인 형사 재판소나 

법정에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인권 침해의 방지를 위해 1984년의 유엔 고문방지 협약과 같은 특정 국제 조약들은 해당 범죄자들

의 세계보편적인 기소의 의무를 가능하게 했다. 칠레의 독재자였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 사건

에서 스페인 재판부는 1998년에 피노체트의 본국송환을 영국에 요청했다. 그리고 상원의회에서 놀

랄 만한 결정으로서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상태 악화로 시행되지는 못했다. 세계보

편적 사법권의 원칙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그리고 각 국의 법원에서 적용된다. 이는 고문을 

자행한 사람은 재판정에 소환되어야하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곳이 어디든 반드시 송치되어야 한

다. 시에라리온의 국가수장이었던 찰스 테일러는 처음에는 나이지리아로 피신하는 것이 허용되었지

만 2006년 3월 재판을 받기 위해 송환되었다. 그는 시에라리온의 특별 법원에 의해 헤이그 국제 사

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2011년 “아랍의 봄”의 경우에는 시위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 이집트의 전직대통령인 무바라크가 재판에 회부되었다.
가해자의 처벌을 선도할 필요가 없는 책임성 확립의 양상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이다. 이는 남아프

리카공화국과 다른 몇몇 국가들에서 비보복적 사법체계의 형태로서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피해자

들에게 최소한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사회에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게 해준다. 이와 관

련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진실의 권리”를 개념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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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경우 미주인권위원회가 법적 보호와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침해하는 면책을 

허용하는 사면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역 NGO의 주도로 면책에 반대하는 국제적

인 캠페인이 있었다. 그 결과 1998년 “사면에 관한 법”은 폐지되었다.

J.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JURISCTIONS K!?

1998년 로마에서 채택되고,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는 헤이

그에 상설 재판소로 설립되었다. 형사 재판은 제노사이드 범죄, 강간, 성노예, 임신강요를 비롯 다른 

모든 형태의 심각한 성범죄를 포함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넓은 범위의 체계적인 공격에 일환으로 

저질러지는” 반인도주의 범죄, 강제실종 또는 그와 유사하게 인간에게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는, 정
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히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을 대상

으로 한다. 이는 2010년 나이로비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한 정의의 틀을 바탕으로 한다.
구 유고연방 국제형사재판소는 1993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유엔 안보이사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는 특별 재판소로서 구 유고연방의 영토에서 발생한 인권과 인도주의법에 대한 대규모의 침해들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에 따라, 이 재판소의 역할은 살인, 고문, 강간을 비롯한 무력충돌 중

에 벌어지는 다른 비인간적인 범죄들과 제노사이드 같은 반인도주의 범죄와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

호를 위한 1949년의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침해를 포함한다. 1994년 르완다 제노사이드의 결과로

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탄자니아의 아루샤에 임시로 설치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국제연합과 캄보디아 정부가 2003년 캄보디아 전쟁범죄 재판을 위해 맺은 합

의의 이행이 연기되었다. 2008년에 이르러서야, 재판소는 처음으로 청문회를 개최했지만, 기능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다. 구 유고연방 국제형사재판소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국제형사재판

소는 국가단위 사법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단지 한 국가가 이러한 범죄의 가해자를 기소하

려는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국제형사재판소가 그 사건을 맡을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사건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2011년 Gaddafi 사건의 경우가 그러하다. 
모든 재판소가 피고의 공식적인 역할에 관계없이 개인의 책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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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시에라리온 특별 법정 – 일정 정도 국제적인 성격을 띠는 – 은 살

인, 강간, 성노예, 학살, 테러행위, 노예화, 약탈과 방화 등을 수사한다. 이 법정은 시에라리온

의 국민들을 고통에 처하게 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개인들을 기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정은 진실과 화해 위원회와 협력하여 그 업무를 종료했다.

K. 도시별 인권계획
HUMAN RIGHTS INITIATIVES OF THE CITIES  K!?

지자체단위에서의 인권강화프로그램은 사회경제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인권 프레임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사회발전의 전략으로서 인권교육을 활용하고자하는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DHRE )의 계획에 따르면, 로자리오(아르헨티나), 봉고(가나), 코로고쵸(케냐), 가티(말리), 디나

프르(방글라데시), 부치(필리핀), 에드몬톤(캐나다), 그라츠(오스트리아), 광주(한국)과 같은 몇 개

의 도시들이 자발적으로 “인권 도시”나 “인권공동체”를 선언하고 있다. 2011년 세계 인권도시포럼에

서 “광주인권도시선언”이 채택되었다. 
다른 행동 계획으로는 바로셀로나시가 프랑스의 생드니(도서벼룩시장으로 유명)의 협력으로 진행되

며, 1998년 시작된 “도시에서의 인권지키기를 위한 유럽헌장”이다. 2011년까지 주로 지중해 인근 

유럽에 있는 350여개의 도시가 체결했다. 이 헌장은 이주민 권리와 같은 국제 인권에 기반을 둔 정

치적 책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 헌장은 인권보호를 위해 옴부즈맨, 인권위원회, 인권 대차대조표

와 같이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와 인권지역기구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정기모임인 2002년 

베니스회의나 2006년 리옹회의에서, 서명한 도시나 공동체들간에 모범사례의 경험을 서로 공유했

다. 7차 회의가 (보스니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역자주) 투즐라에서 개최되었다.
유네스코에서 주도한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국제도시연합은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에 대한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시에서 거주자들의 문화적 다양성 증가가 도시에 유익하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

해 만들어졌다. 이 연합조직은 주로 지역 단위(역자주: 본 자료에서의 지역은 유럽, 아시아 처럼 국

가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에서 활동하는데, 예를 들면 2004년에 설립된 “인종주의에 반

대하는 유럽 연합”이나 아시아연합과 같은 단위로 활동한다. 또한 몇몇 도시는 인권침해방지와 구제

를 위한 인권위원회와 오브즈퍼슨, 또는 다른 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여러 공동체를 아우르는 인권증진 전략으로서, 지역적 단위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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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시 사례 : 오스트리아, 그라츠시
2001 : 그라츠 대학에서 Shulamith Koenig의 최초 인권도시 제안 연설, 그라츠 시 의회에서

권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PDHRE에서 제안되었고 실제 성공적으로 적용된 방식은 

도시에서의 인권 현실화와 침해에 대한 항목을 구분, 목록화 하는 작업이 시작점이다. 그리고 이를 

행동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은 도시

의 자원 사용에 있어서, 여러 법규와 정책을 실험하게 된다. 인권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그들 도시에서의 인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들을 구성한다. 권위를 바탕으로 모든 결

정, 정책이나 전략이 인권에 기반하도록 한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인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 추진되며, 모든 인권, 시민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관점, 그리고 젠더적 관점이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의 통합적 관점으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들 자신의 인권을 자각하기위해서는, 학습과 훈련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기에는 교사, 
행정가, 정책담당, 건강사회복지사, 지역공동체 리더와 NGO 활동가등을 대상으로 한 “강사 양성”프
로그램을 포함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회 모둔 부문을 다루고,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해야 한다(참고 : www.pdhre.org).
PDHRE에 의해 시작된 국제인권도시 캠페인은 지역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UNDP의 지원 하에 이루

어졌다. 인권도시에 대한 경험들은 2008년 중국에서 열린 UN-HABITAT 회의에서 소개되었는데, 
PDHRE의 출판물과 각기 다른 지역의 4개의 인권도시를 보여주는 오스트리아 영상물이 있었다(참
고 :  www.menschenrechtsstadt.at).

다음에 소개되는 인권도시 사례의 과정은 그라츠 시에 있는 유럽 인권민주주의 교육연구센터(ETC)
에서 진행했는데, 이 센터는 다양한 인권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인권도시 사례 : 아르헨티나 로자리오 시
1997 : 로자리오 시청에서 시장과 Shulamit Koenig (PDHRE 설립자)씨가 함께 한 자리에서 

35개 기관이 활동에 동참하기로 서명했다.
Since : NGO단체와 정부 기관의 집행위원회 건물; 젠더, 법률, 발전 위원회(INSGENAR)가 

코디네이터; 경찰, 치안 부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학습 및 훈현 프로그램; 
로자리오 시 여성의 상황, 경쟁적 환경, 출판물 등에 관계된 세니마, 영상물 제작 

등을 통한 인식향상; 원주민(Quom) 통합 

2005 : 브라질의 포트 알레그레 시의 인권도시 발전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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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장일치 결정

2002 : P100여명의 개인과 단체의 협조를 통해, 그라츠 시청에서 활동 프로그램의 목록과 

대략적 형태를 발표함.
2006 :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유럽연합에 참여

2007 : 그라츠 시 인권자문위원회 설립

2007/2008 : H시의회 선거과정에 대한 인권자문위원회의 인권 모니터링

2007 : 그라츠 시 인권상 수여

2008 : 그라츠 시 인권 연간 상황 보고서 발표

2012 : 차별방지사무소 설치

L. 인권에 대한 국제적 도전 과제와 기회
GLOBAL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HUMAN RIGHTS  K!?

수십 년 동안 인권에 대한 표준설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제 약속된 책무의 구현이 인권

에 대한 주요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인권 구현 강화을 위한 몇 가지 새로운 방안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도 작동한다. 이러한 방안 중 UN이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는 모든 정책이나 활동에서의 ‘인권 주류화’ 방안이며, 국제

적 (평화) 미션을 위한 UN고등인권판무관의 강력한 현장성이다. 이를 통해 인권에 관한 사항에 다

루는 기구를 구성하였으며,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중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제인권재판소에 

대한 장기적 제안도 여기에 속하는데, 향후 성공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인권 존중은 지역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도 지역기구의 인권역량구축을 통해 강

화된다. 이러한 지역기구는 인권도시와 국가차원에서의 인권 증진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시민사회의 대표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이다. 몇 가지 분야에서의 표준 설치의 필요성

은 장애인 권리과 선택적 프로토콜에 대한 2006년 UN 회의에서의 적용에 해당한다. 추가적으로 문

화적 다양성, 바이오테크나 유전공학, 인간장기 거래 등과 같은 관련한 인권 주제에서도 지속적인 

진전이 있다. (비정규) 이주민의 인권은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파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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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한 인권문제등도 새로운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에 관련된 인

권과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6개 주요 UN 인권조약과 ILO의 8개 핵심 노동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권리”에 집

중함으로써 현존하는 인권이 보다 주목받을 수 있다. 일부 남부지역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도전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성이라는 바로 그 개념에 대한 의문제기 이다. 또한 인권과 인도주의 법사

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도전이 있다. “인도주의에서의 근

본적 표준”과 같은 내용이 이러한 부분이다. 인권과 난민법사이의 관계에서도 같은 접근이 필요한

데, 난민 문제의 방지 차원과 난민 복귀 차원이라는 두 측면에서 필요하다. 두 경우다 문제발생국의 

인권상황이 결정적이다. 분쟁 후 재건과 재구축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보다 넓게는 인권과 분쟁 

예방이라는 주제가 떠오르며, 이러한 과정이 인권과 법치에 기초하여 구축될 필요가 있다.
☞ 군사 분쟁지역에서의 인권, 망명권, 법치와 공정한 재판, 민주주의의 권리

국제화 결과로서, 인권 침해와 인권 존중에 대한 의무가 국제적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개인뿐만 아

니라 다국적기업과 같은 비국가조직, 세계은행, IMF나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도 이러한 관

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총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인권 침해이후의 치유라는 주제가 주요관심으

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2003년에 인권보호증진을 우한 부위원회에서 “인권에 관련한 다국적 기

업과 다른 기업 활동의 책임에 대한 규범”을 준비했었다. 그러나 아직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진 않

고 있다. 2005년 UN총회에서 존 루기(John Ruggie)씨를 다국적기업등과의 인권이라는 주제의 특

별보고관으로 임명하여, 기업 활동과 인권의 관계를 다루도록 했으며, 2011년 최종보고서로서 “보
호, 존중 그리고 치유라는 틀”이라는 보고서와 “기업 활동과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 세트를 구성 

제출하였다. 2011년 이후로 5명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구성하고 있다.
코피아난 UN 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라, 2000년에 글로벌컴팩(Global Compact)이 게시되었으며, 이
는 기존의 세계화 방식과는 달리 새롭고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참여 기업들은 인권, 노동 

조건, 환경 및 반부패와 전세계적 문제에 관한 결과 지향적 대화의 참여 (즉, 분쟁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의 역할) 등의  분야 등에 대한 10개 기본 원칙을 수용했다. ☞  일할 권리

주요 도전 과제는 인권 표준들을 유지해나가는 것인데, 반면 테러리즘 위협을 대처해 가야 했다. 어
느 누구도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을 유린할 수 없어야만 하며, 반면 동시에 

범죄나 테러에 의한 피해로 부터의 보호를 개성해나가야만 했다. 유럽의회는 “인권과 테러방지에 대

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면서 이러한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 “테러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채택했다. 
UN사무총장과 UN고등인권판무관이 함께 인권보호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하나의 영역이 된다는 점

을 명확히 했다. EU사법재판소의 카디 판례(2008, 2010)에서는, UN 안보위의 반테러리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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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인권 보장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거를 보고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첫 재판에서는 새로운 과정을 도입해

야했는데, 즉, 안보위의 옴부즈퍼슨이며, 2010년 판결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했다. 한편 몇몇 

EU 가입국들은 안보위와 충돌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나타내었다. ☞ 법과 공정 재판이라는 규칙

“나는 인권과 테러리즘사이에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믿는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테러리즘

과 싸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인권의 도덕적 비젼 –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보다 깊은 존중 –이 테러리즘을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권보호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은 테러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테러리스트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른 엄정한 관찰뿐만 아니라, 인권의 

증진과 보호가 반테러리즘 전략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 (코피아난 UN 사무총장. 2003. 
참고 www.un.org/News/Press/docs/2003/sgsm8885.doc.htm)  

인터넷과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관련성 증가는 인권보호에 관하여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

고 있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인터넷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이 해당된다. 인권의 

충분한 향유에 대한 인터넷의 중요성이 제시되면서 인터넷에 대해서는 “접근권이라는 인권”이 제안

되었다. 반면 이에 몇 가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대체로 인간 존엄성을 그 근원으로 하는 보편적인 인권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긴 여정이며, 
이러한 인권문화구축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서 저명인 패널들에 의해 요청되었다. 이는 미래세대

를 위한 “인권 의제”를 만들게 되었다. 그런 반면 되돌아보면 인권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 또한 있었

다. 이러한 진전은 회복과 보다 더 발전시킬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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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형제들에게 강조하고자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정의롭지 못한 것을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숫적으로 열세하더라도  평화를 추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심지어 그대 목소리가 너무 작을지라도 평화를 요구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Ellen Johnson-Sirleaf, 노벨평화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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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제별 인권 교안

보편성
평등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 국제 사회는 약속의 시대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든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

지와 자원을 동원하는 구현의 시대로 들어갈 때입니다. <<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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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의 금지
PROHIBITION OF TORTURE

인간 존엄성과 완전함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고문

>>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처우 또는 처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5조.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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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나는 1991년 11월 25일 오전 9시 경 거리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

니다. [...] 그 후 나는 보비니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서 1층에 수용되었는데, 거기에서 약 8

명의 사람들이 나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어야 했고, 한 경찰관이 내 머리채를 잡

아 뒤로 당겼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야구방망이 같은 도구로 내 머리를 반복해서 때렸습니다. 또 다

른 누군가는 내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취조는 약 한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되

었습니다. ...

1991년 11월 26일 나는 다시 한꺼번에 세 명 또는 네 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 

때 그들은 내 머리를 잡아당겼고, 나를 주먹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내리쳤습니다. ...

그들은 모두 새벽 1시까지 나를 폭행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가혹행위의 시

간은 저녁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나를 경찰서의 긴 복도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곳에 경찰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나머지 경찰관들이 양쪽에 자리를 잡는 동안 내 

머리를 쥐어 잡고 복도를 따라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입을 열지 않자 나를 한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불로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다시 진술을 거부하자, 그들은 두 개의 블로램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 블로램프는 2개의 작고 푸

른 가스통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앉히고 블로램프를 내 맨발 앞 1미터 정도에 두었

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그들은 나를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그들은 내게 주사기를 꽂겠다고 

위협하면서 이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소매를 걷어 재치면서 “해 봐, 너희들은 감히 

할 수 없을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내 예상대로 그들은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약 15분 동안 나를 평안히 있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 한 사람이 나에게 이렇

게 말했다. “당해보시지!(섹스를 즐겨봐!)” 그들은 나를 붙잡고 옷을 벗겼다. 그들 중 한 명이 작은 

검은색 경찰봉을 내 항문에 삽입했습니다.”

셀모니씨는 이 장면을 말할 때 울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이 충격적이라는 것을 알아

요. 하지만 이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나는 진짜로 이러한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Selmouni 대 프랑스 사건(Selmouni v. France)의 사실과 증거를 조사한 뒤, 유럽인권재판소는 

1999년 7월 28일 만장일치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출처 : 1999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유럽인권협약), Selmouni v. France 사건, 
1999년 7월 28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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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우리가 ‘검은 밤’이라 부르는 첫째 날 밤에 우리를 심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옷

을 가위로 자르고 벌거벗긴 채로 두었으며, 우리에게 아프간 옷을 주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의 손을 등 뒤로 해서 수갑을 채웠고 우리의 눈을 가린 채 심문을 시작했습

니다. 심문자는 이집트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가족, 친척, 친구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카에다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나를 죽인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략 폭 2미터, 길이 3미터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열 명 모두가 그 감옥

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감옥에서 3달을 보냈습니다. 잠을 잘 공간조차 없어서 우리는 번갈아 가

며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 감옥의 창문은 너무 작았습니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에다 눈도 내렸는

데, 눈이 와서 바깥 날씨가 얼어붙을 정도가 되어도 감옥 안은 사람들로 초만원이었기 때문에 엄청 

더웠습니다. 그들은 가끔 바깥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감옥 문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

“감옥에서의 3달의 기간 동안 우리는 바깥에 나가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하루에 두 

번만 갈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화장실은 감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Walid al-Qadasi씨는 수감자들이 어떻게 하루에 한 번 배식을 받는지, 시끄러운 음악이 어떻게 고

문수단으로 사용되는지를 계속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이 이러한 상황으

로 인해 미쳐갔다고 주장하였다. Walid al-Qadasi씨는 결국 Bagram으로 이송되었고 그 곳에서 더 

오래 심문을 당하였다. 
 
카불에 있는 감옥의 전 정치범들의 증언은 2004년 4월 예멘에서 국제엠네스티에 제출되었다. 
(출처: 영국 국제엠네스티. Testimonies. 참조 : www.amnesty.org.uk/content.asp?CategoryID=2039)

토론할 거리
1. Mr. Selmouni와 Mr.al-Qadasi에게 일어난 일들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당신은 이 이야기에 대

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2. 비슷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지역적 또는 국제적 

기구를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3. Mr. Selmouni와 Mr.al-Qadasi와 같은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을까?
4. 만약 Mr. Selmouni씨가 A) 마약판매 용의자 B) 살인용의자 C) 테러리스트 용의자였다면 당신

은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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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하는 내용  K!?

1. 고문 없는 세상 
21세기 초에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없는 세상은 여전히 완전하게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기구와 언론은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사례를 점차 더 보고하며, 보편적

으로 승인된 기준과 국가의 이행 상황 모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가혹행위의 심각한 형태는 종종 인권침해가 일상화된 사회와 국가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지곤 한다. 
고문이 가난한 후진국에서만 존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미국 국제엠네스티는 고문

과 가혹행위가 150개 이상의 국가에서 기록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도로 산업화되

고 발달된 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고문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의 개별 사건들은 그 정도와 고문방법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세계 각 나라에서 발견되고 있다.

“고문을 하는 사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마이다”

Henry Miller.

고문금지는 절대적인 것이며, 이는 수많은 국제 및 지역 인권 협약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그것은 불

가침(non-derogable)의 인권이다. 즉, 고문금지 원칙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유효하며, 어떠한 제한

이나 예외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근거나 상황에서도 고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

정(개악)은 허용될 수 없다.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은 국제관습법

에 의해서도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

로 일어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다른 민족적이나 사회적, 문화적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

에게 말이다. 고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까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는 전쟁과 노예제도의 산물일 뿐, 평화

의 시대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

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에 관한 최근의 면밀한 조사는 심각한 형태의 가혹행위가 과거의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님을 말해 주고 있다. 인류가 진보함에 따라 잔혹한 고대와 중세의 고문방법은 더 정교

한 기술-잔혹함과 효과 면에서는 동일한-로 대체되었다. 고문 및 다른 심각한 형태의 가혹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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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에 끔찍한 해를 끼치고, 기본적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며, 인류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

는 인간의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따라서 혼신을 기울여 이 문제를 근본

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시대적 발전-특히 국제법 분야에서의-과 정보보급의 다양화로 인해, 고문 및 다른 심각한 형태의 

가혹행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자각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NGO)는 수많은 

형태의 가혹행위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내재된 원인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고심하기 시작했다. 고

문금지와 예방을 위한 명백한 국가기준이 세워졌고 이 기준이 널리 승인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예

방 기준들과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 금지에 대한 가치규범을 보

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조사, 감시, 감독 기관이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고문금지와 인간 안보
고문과 가혹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인간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인간 생명을 보

호하고, 모든 인간의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존엄성을 보전하는 것은 인간 안보 접근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결국,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 및 처벌의 

절대적 금지는 인간 안보를 위한 여러 노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고문과 가혹행위 금

지 및 예방에 대한 법적 구조 개선과 함께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향

상된 인간안보와 복지(안녕)를 위한 초석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모든 인권기준의 더 나

은 구현은 인간 안보를 고양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인간 안보 네트

워크에 의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 온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의 규정은 고문을 분명하게 인류에 

대한 범죄와 전쟁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생명 보호와 인간 안보에 있어 특별

히 이를 더 강조하고 있다.

☞ 도입부

2. 정의와 설명 

고문이란?  
심지어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비난과 금지가 일반적으로 국제관습법 상 강행규범으로 승인되어왔

다 하더라도, 다양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기나긴 논쟁이 

있어왔다. 게다가 어떠한 법적 정의도 고문 금지의 최소 기준의 정립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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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절대적인 고문금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정들-다양한 국제법 조문으로 이루어진-은 

고문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담보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 이 규정들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국가들은 원칙적으로는 국제기준을 승인하나 실제로

는 예외적인 의무 위반을 허용한다.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극악한 침해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비인간화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인간이 가한 고통과 테러는 영구적인 흉터를 남깁니다. 

구타로 등뼈가 휘고, 군용 소총 머리에 의해 두개골이 패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공포감에 피해자는 계속 악몽을 되풀이 합니다.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입니다.”

코피 아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01.

1984년 12월 10일, 유엔총회결의 39/46으로 채택되고 1987년 6월 26일 공식 발효된 '고문 및 그 밖

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유엔고문방지협약, UNCAP)

은 고문의 법적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서명한 국가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협약의 목적

을 위해 “고문”의 정의를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 ［...］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 또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또는 당사자 또는 제3자

가 행한 행위 또는 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기 위해, 또는 당사자 또는 제

3자를 협박․공갈하기 위해, 또는 여하간 종류의 차별을 하기 위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권한

을 대행하는 자에 의해 또는 이러한 자들의 사주에 의해, 또는 이러한 자들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개인에게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심한 고통 또는 고난이 가해지는 것을 말한다. 합법적인 

제재조치에 고유한 또는 부수해 발생하는 고통이나 고난은 고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엔고문방지협약에서의 고문을 이루는 특징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 차별 등을 이유로,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개인에 대한 의도적인 괴롭힘

· 국가공무원이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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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적 정의가 고문 및 부당한 처우의 정신적, 신체적인 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것임에도, 

서로 다른 수준의 고문들을 모두 포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정의는 또한 

법적 제재, 즉 국내법에 의한 처벌을 제외시킨다. 이는 그러한 제재가 협약의 전반적인 정신과 목적

에 저촉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의는 고문금지에 대한 일반적

인 이해를 증대시킨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은 어떤 

조건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말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전(前) 고문

특별보고관 Mr. Theo van Boven은 더 나아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 금지에 대한 법적, 도덕적 근거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것이며 어떤 조건하에서도 다

른 이익, 정책, 관행(관례, 실무)에 의해 예외가 허용되거나 이들보다 하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

고 언급했다.

세계고문희생자의 날(6월 26일) 행사에서 국제 고문피해자 재활협의회는 “고문은 사람이 다른 사람

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다.”라고 주장했다. 고문의 목적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

지는 않으면서도 많은 고통을 받게 하려는 것에 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

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대우 두 가지 모두의 특징이다. 법적 용어에 따르면 비인도

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와 고문의 미묘한 차이는 자행된 행위의 본질, 그 뒤에 의도된 목적, 사용된 

잔혹한 수단 뿐 아니라 그 심각성의 정도에 있다.

고문의 방법–고문은 어떻게 자행되는가?  
고문의 수단과 방법은 특히 사기업의 고문과 관련된 장비의 제조와 무역에의 관여로 인해 시간에 

걸쳐 계속해서 진화해오고 있다. 전 고문특별보고관에 의해 작성된 고문에 대한 최근 연구는, 특별

히 고문 또는 다른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를 위해 고안된 장비의 생산과 무역에 대해 조사하

였으며, 이에 근거해 시장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국가 정책과 통제의 증강을 요구한다.

중세시대에 사용되었던 고문장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과 달리, 오늘날 실제로 사용되는 다양한 도

구들은 잠재적 고문 도구로 쉽게 인지할 수 없다. 널리 실행되는 몇 가지 고문 기술들은 희생자의 

정신적 완전성은 물론이고 내장기관 모두에 해로운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방전무기나 전극에 의해 사람의 몸(의 민감한 부분)에 가

해지는 전기충격은 눈에 보이는 자국을 남기지는 않지만,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고문 방법은 주요하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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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고문은 희생자에게 극한의 고통과 과도한 고난을 야기한다. 또한 가장 잔혹한 형태의 고문

들은 신체절단, 신체훼손, 그리고 영구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고문 방법은 

채찍, 금속 물체, 돌, 철재 밧줄과 곤봉으로 때리는 것이거나 또는 희생자를 벽에 대고 발로 차고 

구타하는 것이다. “falaka”나 “phalange”라고 불리는 고문(희생자의 발바닥이나 손바닥을 사납

게 때리는 고문)은 전기충격고문, 질식고문, 묶어서 담뱃불로 지지는 고문, 물고문 또는 극도로 낮거

나 높은 온도에 희생자를 노출시키는 고문과 함께 널리 사용되는 고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적 고문 중에는 박탈과 소진 기술이라 불리는 고문 방법이 있다. 이는 음식, 물, 수면, 위생 시

설 등을 박탈하는 고문과 독방감금 및 다른 억류자들이나 외부세계와의 차단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

을 박탈하는 고문이다. 강요와 협박과 관련된 고문도 정신적 고문에 속한다. 강제로 다른 사람을 고

문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거나 처형을 행하겠다는 위협, 지속적인 굴욕 및 공포를 야기하는 고문 등

이 그 예이다. 또한 성폭력은 희생자의 신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종종 사용된다.

이러한 고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고문 없는 세상은 의도적인 고통의 가함이 없는 세상이자 누군가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잔혹

한 방법이 사용되지 않는 세상을 의미한다.

고문의 동기–왜 고문이 자행되는가?  
고문의 동기가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핵심에는 다른 이에 대한 힘을 과시하거나 나약함이나 

불안정함을 감추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세계 역사의 다른 시대를 통틀어, 고문은 노골적으로나 암암리에 정부당국이나 정부체제에 위협이 

되는 반대자들이나 진보적인 지식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져 왔다. 그 결과, 고문은 주로 정치적 억압과 탄압의 수단으로, 처벌의 수단으로, 복수의 수단

으로 사용되어 왔다. 전통적으로 고문과 또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는 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나 자

백을 얻기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심지어 협박과 신체적 강요 하에서 이루어진 자백이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진술과 자백은 결코 증거로 간주될 수 없으며, 

(형사)절차에 있어 고문사용 금지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 국제법 체계에서 법률로 정해져 있다.  

고문과 가혹행위는 또한 사람을 위협하고, 겁주고, 인간성을 박탈하기 위해, 또는 개개인의 정신능

력을 파괴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굴욕과 열등감의 부정적 감정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한 위협은 고문 희생자의 정신과 신체 능력 두 가지 모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신체적 회복에 종종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게다가 심리

학적 상처는 희생자들의 여생 동안 흉터로 남아, 그들이 온전하게 살 수 없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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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 처우와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 
고문과 가혹행위의 희생자가 되는 전제조건은 없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고문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특히 법의 지배라는 전통이 없는 곳이거나 또는 국내법이나 국내법에서 수반되는 

의무들이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그러하다. 가혹행위는 대부분 종종 감옥, 경찰서나 기타 

구금시설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개인의 집이나 장애인이나 정신병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료시설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유치 중인 수감자들과 복역 중인 범인들은 그들의 생존유지에 가장 필요한 기

본적 욕구를 당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다. 이러한 구금 장소들은 당연히 닫혀 있다. 

결과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자신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일반대중들과의 공감 및 동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난민이나 망명신청자는 물론 사회적, 종교적, 민족적 소수자들과 같

이 취약한 그룹들은 종종 다시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기 쉽고 그 위험을 감수한다. 예를 들어 노

인이나 지적장애인과 같이 특별한 의료시설이나 병원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사회로부터 무시를 받

거나 간과되고, 또한 고문과 가혹행위 및 유사한 관행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직원과 재정 때문이다. 이러한 고문 및 가혹행위로 인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준과 적절한 

의료조치를 보장 받지 못하며 품위 있게 나이 들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차라리 죽여 달라고 했다. 고문은 살인보다 나쁘다” 

Jose Barrera, Honduran torturer. 

그러나 고문과 가혹행위의 후유증은 단지 희생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은 

대개 자발적인 참여자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

는다. 경찰이나 군 장교들이 공적인 명령에 의해, 또는 고문과 가혹행위의 관행이 일상다반사인 특

별한 부서의 일원으로서 이를 수행한 경우가 수없이 많다. 특별한 서비스가 요구되는 기관에서 일

하는 의료진이나 보안직원 또한 부주의, 통제나 감시 부족, 자원이나 훈련 부족으로 가혹행위의 범

죄자가 된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상이한 문화적 관행과 관점은 의심할 여지없이 국제법 규범과 기준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며, 종종 

그 해석의 내용을 결정짓는다. 예를 들어 태형(예를 들어 시정조치로 회초리나 채찍으로 고통을 가

하는 것)은 널리 행해지는 형태의 가혹행위이다. 그러나 이슬람법 전통 하에서는 태형과 신체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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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합법화된 처벌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무슬림의 신체적 정신적 삶의 다

른 면들뿐만 아니라 결혼과 상속을 규율하는 종교법정에 의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10년 나이지

리아의 몇몇 법정에서 이슬람 형법을 따라, 소액 절도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같은 경범죄를 범한 

이들에게 태형을 선고했다. 마찬가지로 2010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도 

이슬람법에 기초한 종교법정에서 태형을 선고한 최근 사례들이 있었다. 

테러리즘의 행위가 다른 범죄들과 다른 것인지 그리고 이를 막고 감시하는 특별한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오랫동안 있어 왔다. 2001년 9월 11일에 행해진 행위와 같은 테러 행

위는 많은 국가에서 “반테러법” 제출의 정당화 근거로 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법들은 인권에 심

각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기소절차를 도입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미국 

병사와 공무원의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수많은 사건이 보고되었다. 쿠바에 있는 관타나모만 임시

수용소에 수감된 테러 용의자들은 “강도 높은 심문”을 당했다. 예를 들어 18시간 이상 바닥에 쇠

고랑에 채여진 채로 있어서 스스로에게 소변과 대변을 보게 된 수용자들도 있었고, 청력을 상실할 

정도의 소음이나 극한의 온도에 그대로 노출된 수용자들도 있었다. 많은 경우 수용자들은 의식을 

잃거나 미친 듯이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증상을 보였다. 현재도 관타나모만에 억류된 수감자들은 여

전히 약 170명이나 된다. 2004년에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근무한 미군 병사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포함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보고서들이 공개되었다. 후에 미군들이 수감

자들을 고문하고 굴욕감을 주는 사진과 영상들이 공개됨으로 인해 이 보고서의 내용들이 입증되었

다. 미군이 개입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한 더 심각한 예는 CIA에 의해 행해진 “범죄인 인도” 프

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승인 하에 대규모의 외국인 수용자들과 테러 용의자들이 “블

랙 사이트”로 알려진 비밀 수감시설에서의 심문과 구금을 위해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송되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 테러 용의자들(혹은 다른 범죄자들)을 고문하는 것을 승인할 것

인지에 대한 토론은 다시 활기를 띄었다. 2004년에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경찰청장이었던 

Wolfgang Daschner이 11살 소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무력사용으로 그 소년을 납치한 납치범을 

위협한 Wolfgang Daschner 사건에서, 절대적인 고문방지의 원칙과 어떤 조건 하에서도 이에 대한 

예외나 수정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였다. 누구나 법에 따라 그 범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이러한 이슈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문방지가 거의 보편적으로 승인되었다고 하여도, 그 해석과 적용은 국가마다 상

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가 문화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절

대적인 고문방지를 강화하는 것인지 혹은 국제성문법과 국제관습법 모두의 목적과 정신에 모순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고문방지에 관해서, 국제 변호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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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기준의 이중성은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국제법 기준이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

며 그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오로지 이러한 방법으로만 세계 평화, 인권과 인간 안보, 그리고 국가 간 이해의 수호자로서의 국제

법의 정신과 기능이 지켜질 것이다.

4. 이행과 모니터링
1948년 이후로, 고문과 잔혹,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 처우나 처벌 방지에 대한 국제법 조항들은 상

당히 발전되고 개선되어 왔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국가들이 국제법적 협약을 서명하고 비준해 오고 

있으며, 이를 자국 내에서 국내법과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문의 방지와 금지를 위한 강력한 

지역 체계(예를 들어 유럽에서)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조사기관이나 독립된 점검 시스템(방

문조사) 또한 마련되었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수많은 NGO단체들과 함께 유엔고문방지위원회와 유엔고문특별보고관이 고문이

나 고문유사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는 국가적 책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있다.

유엔고문협약 제17조에 의하여 유엔이 설립한 모니터링 기구인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1988년 

1월 1일 출범하였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4년마다 협약의 준수에 관하여 정부당국에 의해 만들어

진 보고서를 요구하고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조사를 하거나 그 보고서에 관하여 해당국에 설명

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보고서에 보고된 법적 그리고 사실적 상황에 관

하여 추가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는 위원회가 개인통보 또는 국가통보 신청을 받아 이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 진정인과 관련 국가에게 최종견해와 권고를 보낼 권한이 있음을 공식

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의 모든 기록은 매년 출간된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의 선택의정서
2002년 뉴욕에서 열린 제57회 유엔총회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2006년부터 발효되는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2012년 1월 현

재 61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된 이 의정서는 고문과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

되었다. 이 의정서는 국내적, 국제적 국제 감시기구의 구금 장소 조사 방문을 정례화된 시스템으로 

정립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선택의정서는 방문조사권한을 가지며 새

로운 국제전문기구인 고문방지분과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활동을 고문방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

다. 선택의정서는 또한 정부당국이 의무적으로 국내 조사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국내 방지 체

계”). 분과위원회나 국내 방지 체계는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구금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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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장소의 환경뿐만 아니라 자유를 박탈하는 대우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 

현존하는 국제기구들은 폭력의 발생 이후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방적 중점활

동은 유엔 인권시스템에서의 혁신적 발전이다. 구금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고문을 방지하고 구금 

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유럽에 처음으로 인신이 구속된 상태의 사람들

을 보호하는 비사법적 예방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는,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협약평의회(ECPT)에 의해 설립되었음)의 성공에 영감

을 받아, UN 협약 선택 의정서는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국내전문기관에 의한 효과적인 예방적 방

문을 위한 기준과 안전보장조치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의정서는 고문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대한 국제적이고 국내적인 예방 장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실질적 단계로 여겨진다. 

그러나 고문에 대한 국제법적인 안전장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국내단계에서도 항상 충

분히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입법조항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를 감시하고 보고하

는 국내기관이 창설되는 것이 중요하다. 고문의 완벽한 박멸은,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실행 가능하고 공정한 국가 이행 및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 고문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이 

자리 잡아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고문과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의 희생자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지원과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국가

질서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효과적인 고문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중요하다.

1. 효과적인 법률 체계 구축하고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 고문 예방에 적합한 안전장치를 구비할 

것– 예를 들어, 구금단계에서의 기초적인 안전장치(변호사, 의사, 판사에의 접근 등)와 피구금자

의 외부교통권 보장

2. 통제 장치 특히 구금 장소에 대한 국가적 방문 장치를 설립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 의

한 독립된 감시와 보고 제공

3. 경찰관, 교도관, 변호사, 판사, 의사 등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 이외에도 각각의 

개인은 소송, 홍보, 국제적 문서의 비준과 그들의 자국 내 이행을 위한 로비를 통해서 그리고 편

지나 청원서를 쓰는 것 등을 통해 고문 방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NGO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원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단지 가족과 친구를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우리 지역

사회나 지방에서의 고문방지를 둘러싼 이슈들에 관해 자각심을 일깨우는 것에 공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의 사건을 보고하거나 가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

함으로써 고문의 희생자들을 돕고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그들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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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고문과 관련된 관행들을 반대하게 하는 수많은 방안이 있다. 그러한 

방안들은 고문 희생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에게 육체적 정서적 사회복귀를 제공하며, 고

문과 가혹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운용된다.

풀뿌리 행동 중심인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방지와 예방의 수단으로 지역 역량과 사회 지식을 세우

는 작업을 하는 상의하달식의 프로그램들도 있다. 게다가 기관 역량 구축과 국제조약의 국가 인준, 

필연적인 입법 제정과 시행,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은 고문과 가혹행위 방지에 관한 좋은 관행을 만

들어 나간다. 각각 다른 단계는 국가와 국제 비준 및 실행 기준을 설정할 더 크고 더 일반화된 규

모를 운영하면서 모범 사례를 촉진하는 독특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일주일의 어느 날 신문을 펼치세요. 

그러면 당신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의견이나 종교가 정부에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투옥당하고 고문받거나 사형되는 기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신문을 읽는 사람은 무력함에 역겨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겨운 감정들이 공동의 행동, 무언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공동의 행동을 이룰 수 있습니다.”

 Peter Benenson, 국제 엠네스티의 설립자

고문과 가혹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모범 사례:
·  풀뿌리 행동 중심- 지역 수준에서의 홍보, 로비, 인식제고, 교육적 활동

·  기관 설립과 역량 구축, 이미 존재하는 조직과 기관들에 영향을 주는 것, 이들을 재조직하거나 

첫 단계에서 이슈들을 다룰 역량을 지닌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

국가적 차원에서의 활동
오스트리아 인권자문위원회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1999년 설립된 오스트리아 인권자문위원회는 내무부 장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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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특별보고관 : 목표, 권한과 활동 

전(前) 유엔인권이사회는 1985/33 결의에서, 고문에 관련된 질문들을 조사하기 위해, 그리고 해

당 문제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

로 결정했다. 

특별보고관은 매년 인권이사회(위원회의 후신)에 그의 활동에 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고문의 발생 및 그 범위를 검토하고, 고문 근절 및 방지에 있어 정부를 돕

기 위해 이에 관한 권고를 한다. 특별보고관은 해당 국가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서 그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

보고관의 권한은 세 가지 주요 활동으로 구성된다. (고문 혐의가 있는) 정부에 긴급히 호소하

고 혐의에 관한 편지를 전송하는 것, 고문이 일회적이고 산발적인 사건 이상으로 많이 일어난

다는 정보가 제공된 국가에 대한 진상 조사 임무(국가 방문)에 착수하는 것, 그리고 특별보고

관의 활동, 권한 그리고 조사방법에 관해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정례(연례) 보고서를 제출

하는 것이 그 세 가지 주요 활동이다.

국제 조약에 따라 설립된 조약 감시기구와 달리, 특별 보고관은 고문의 위험(“긴급 호소”)에 

연루된 개개 사건들과 고문이 행해졌다는 의심(“혐의”)에 대한 조치를 행함에 있어서, 가능

한 국내구제절차의 이행 완료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2010년 11월 이래 유엔 고문 특별 보고관은 아르헨티나 출신 후안 멘데스씨다.

긴급 호소를 문의할 곳 :

제언을 하고, 오스트리아 경찰의 행위에 관한 구조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보고서와 권고를 내고 

있다. 오스트리아 인권자문위원회는 여섯 개의 인권위원회를 감독한다. 오스트리아 인권자문위원회

는 감시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언제든지 사전통보 없이 오스트리아 경찰 구금 장소를 방문할 

수 있다. 이는 경찰운영의 구금시설을 크게 개선하도록 이끌었다.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선택 의정서의 비준과 함께, 자문위원회는 오스트리아 고충처리위원회에 통합

되었다. 오스트리아 고충 처리위원회는 의정서에 따라 국가 적 예방 메커니즘으로서 고안되었으며, 

국가의 공공 행정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감시기구다.

(출처: Menschenrechtsbeirat – Human Rights Advisory Board, www.menschenrech\-tsbeirat.at) 

국제적 차원에서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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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특별 보고관

스위스, 제네바 10 CH-1211, 제네바 유엔 사무소, 인권 고등 판무관 C / O 사무실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c/o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CH-1211 Geneva 10Switzerland

이메일 : urgent-action@ohchr.org

(출처: 고문과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http://www.ohchr.org/EN/Issues/Torture/SRTorture/Page/SRTortureIndex.aspx)

고문방지와 비인격적이거나 모욕적 처우나 처벌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 (CPT,11)) 
CPT는 1987년에 채택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대한 유럽 협약

에 따라 만들어졌다. CPT는 협약이 발효된 때인 1989년에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

47개 유럽 국가(터키, 러시아 연방과 남부 코카서스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유럽 이사회 회원국)

가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의 회원이다. 2002년 3월 이후로는, 유럽 평의회 비회원 또한 각료위

원회의 초청에 의해 가입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경찰 문제 및 감옥에 대한 전문가와 인권 전문가 등 다양한 직업적 배경

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의 수는 곧 협약 당사국 수와 동일하다.

위임 사항

위원회는 고문과 관련된 이슈 뿐 아니라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이르는 모든 

상황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지 조사를 수행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 조사한

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는 경찰서, 교도소, 정신 병원과 다른 모든 구금 시설, 예를 들어 국

제공항 환승 지역에 있는 불법 이민자와 망명신청자의 숙박시설 같은 시설들을 조사한다.

작업 방법

위원회는 모든 당사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상황에 따라 특별 방문을 하기도 한다. 그 조사결

과는 권고안이 담겨있는 관련 국가의 기밀 보고서에 기록된다. 위원회의 신뢰도를 위해서는, 방

문 도중 및 보고서 초안을 잡고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기밀유지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이러한 기밀유지의 원칙은 정부와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허용함과 동시에, 유럽고

문방지위원회(CPT)의 국제적 위상을 성공적으로 강화하기도 하였다. 추후 동의하에, 보고서가 출

간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관련 정부의 입장이 담길 수도 있다. 러시아 연방을 제외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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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대한 동의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능한 제재

만약 국가가 협조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유럽고문방지

위원회(CPT)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는 

지금까지 6차례 이 권한을 행사하였다(1992년과 1996년의 터키, 2001, 2003년과 2007년의 러시아

의 체첸 공화국, 2011년의 그리스).

유럽고문방지위원회(CPT) 방문 및 보고서

 2012년 1월 1일 현재, 위원회는 314회의 국가 방문(190회의 정기적인 방문과 124회의 특별 방

문)을 실시하고 263차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출처 :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대한 유럽위원회(CPT), http:// 

www.cpt.coe.int)

비정부기구(NGO) 차원에서의 활동 
1997년 유엔은 6월 26일을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다. 그 이후로 줄곧 CINAT(Coalition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gainst Torture)와 같은 고문 방지와 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 국제 네트워크는 고문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 세간의 이목을 끄는 행사와 대

규모 캠페인을 발전시켜왔다. 수많은 개인과 유명 인사들이 그러한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AI) 
전 세계에 걸친 국제 엠네스티(AI)의 활동은 민간과 기관 둘 다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과 역량 강화 

노력의 예이다. 1961년 5월 28일, 영국 변호사인 피터 베넨슨은 국제 엠네스티의 창설에 영감을 받아 

“The Observer”이라는 영국신문에 “잊혀진 죄수들”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현재, 국제 엠네스티는 런던의 국제 사무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다. 또한 국제 엠네

스티는 150개가 넘는 나라와 지역에서 300백만 이상의 회원과 가입자, 정기 후원자를 두고 있다. 국

제 엠네스티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인 운동이며, 4년 임기의 9명의 국제집행위원회 위원이 자치적으

11) 이하 “유럽고문방지위원회”라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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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를 위한 12개 핵심 프로그램 
국제 엠네스티는 고문 방지를 위한 12개 핵심프로그램을 구현할 것을 모든 정부에 요구한다.

1. 고문에 대한 공식 비난

 모든 국가의 최고 당국은 전적으로 고문을 반대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들은 고문이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법률 강제 집행자들에게 명확히 해야 한다.

2. 단절된 구금 제한

 고문은 종종 희생자가 그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던 외부 사

람들과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정부는 단절된 구금이 고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모든 죄수들이 구금 즉시 사법 기관에 회부되고, 친

척, 변호사와 의사가 그들에게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비밀 구금 금지

 일부 국가의 고문 피해자는 종종 “사라진” 후, 비밀 장소에서 고문을 받는다. 정부는 죄수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장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고, 그들의 행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친척과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4. 심문과 구금 중 안전장치

 정부는 구금과 심문 절차에 대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모든 죄수는 그들의 처

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그들의 권리에 대해 즉시 고지 받아야 한다. 

구금 시설에 대한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방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구금에 대한 책임기

관이 심문을 담당하는 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

5. 고문 보고서에 있어서의 독립 조사

정부는 고문에 대한 모든 불만 사항과 보고서가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조사되도록 해야 한다. 그

러한 조사의 방법과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진정인과 증인들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로 운영한다. 조직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대의원총회(International Council)에 의해 국제집행위원회 

위원의 절반은 매 2년 마다 재선에 입후보하게 된다. 인권문제에 대하여 홍보하고 보고하는 것과 

특정 인권 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로비를 하는 것이 국제 엠네스티 활동의 전부입니다. 2000년 10월, 

국제 엠네스티는 고문방지를 위한 12개 핵심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고문을 방지하

고 고문 발생을 근절시키는 메커니즘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국제 조약을 위한, 그리고 이러한 조약

을 국가 내에서 제도화하기 위한 플랫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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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문으로 얻어진 진술의 사용 금지

정부는 고문으로 얻어진 자백 또는 증거가 법적 절차에서 절대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7. 법률상 고문 금지

 정부는 고문 행위가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국제법에 따라, 

고문 금지는 전쟁이나 기타 공공 비상 상태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8. 고문혐의자들의 기소

 고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법률의 제재를 받아야한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범죄가 어

디에서 자행되었든, 가해자나 피해자의 국적이 무엇이든 이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고문자들에

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어야 한다.

9. 교육 과정

 죄수의 구금, 심문 또는 처우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들의 교육기간동안 고문이 범죄행위라는 것

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들은 고문에 대한 어떠한 명령도 거역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훈련

받아야 한다.

10. 보상 및 재활

 고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은 재정적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희생자들은 

적절한 의료치료와 재활을 제공받아야 한다.

11. 국제 응답

정부는 고문 혐의로 기소된 정부에 탄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간 

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며, 긴급하게 고문 보고서를 조사하고 고문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 이 기구가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군사, 보안 또는 경찰 수송 또는 훈련이 고문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12. 국제문서 비준

 모든 정부는 개인의 제소권을 제공하는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선택 의정

서는 물론, 고문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포함하는 국제문서를 비준해야한다.

2005년 4월 “‘테러와의 전쟁’에서 고문방지” 캠페인 안에서 12개 핵심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

였다. 관타나모만 구금 장소에서 열린 “테러용의자”의 증언들에 의해 “테러와의 전쟁”이 고문

과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의 사용과 수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밝혀진 후였다. 

국제 엠네스티는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문서화하였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가해자들에 의해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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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반테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 되었다. 이 문서는 2006년 국제 엠네

스티의 “Counter Terror with Justice Campaign”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국제 엠네스티는 또 

다른 전 세계적인 캠페인 “인권과 안보”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반테러와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

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의 종언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출처 : 국제 엠네스티, http://www.amnesty.org/)

고문방지협회(APT) 
고문방지협회(APT)는 세계적으로, 지역적으로, 국가적으로 국가당국, 국가 기관, 시민 사회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는 국제 NGO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유엔 고문 방지 협약 선택 의정서의 

채택 및 구현을 위한 국제 캠페인의 최전선에 있고, 불법적인 고문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금 장소 방문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면서, 국가적인 예방 체계에 대한 확립과 작용에 

조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고문방지협회, www.apt.ch)

윤리 강령
1975년 도쿄에서, 세계의사회(WMA)는 구금 및 징역의 관련된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의사 가이드라인 선언을 채택했다. WMA는 명확하게 “의사는 고문이나 

다른 형태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행위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절차상의 희생자의 혐의가 무엇이든 간에, 희생자의 믿음과 동기가 어떻든 간에 고문이나 가혹행위

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내전이나 분쟁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그러하다.” 상당수 다른 국가 의

료 협회에서도 고문과 가혹행위에의 의사 참여를 반대하는 자신들의 윤리 강령을 자세히 밝혔다. 

(출처 : 세계의사회: www.wma.net) )

2. 트렌드

• 쇠고랑, 족쇄, 나사, 채찍 및 전기 충격 기술과 같은 고문관련 도구 무역은 지난 몇 년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다. 국제 엠네스티의 2001년 “고문 무역 중지”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충격 

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나라의 수가 1980년도 30국가에서 2000년도 130국가 이상으로 

증가했다. 고문방지 전직 특별 조사관 Theo ban Boven의 계획에 따라, 2005년 유럽 연합(EU)은 

고문 기구 무역을 금지시키기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3월 국제 엠네스티와 오메가 연구 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유럽 국가들이 고문 또는 가혹행위를 위해 만든 장비를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체코 공화국은 경찰과 보안군이 고문 및 다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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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금지 – 구성요소
1948 세계 인권 선언(UDHR) 5조

1949 제네바 4개 협약

1950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대한 유럽 협약 3조

1957 국제연합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

196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조항 7

196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1969 미주인권협약 5조

1979 법 집행 공무원 행위에 대한 유엔 코드

1981 인간과 인민의 권리의 아프리카 (반줄) 헌장 5조

1982 포로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대한 수용자의 보호를 

가혹행위에 고문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6 개국에 족쇄, 전기 충격 무기와 화학 

스프레이에 관한 수출 라이센스를 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은 쇠줄과 화학스프레이를 위한 

라이센스를 발행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고문기구 공급자들은 수감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5만 볼트 전기 “수갑”과 “소매”의 판매를 홍보했다.

• 현재, 감옥 인구는 거의 모든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다.  유사하게도 여성과 청소년 수감자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18개의 독립 국가와 종속 영토에 수감된 죄수의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교도소 연구 국제 센터에 의한 최근 세계 감옥 인구 목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형사 

기관에 9,800,000명 이상이 수감된다. 이러한 높은 수감자의 수로 인해 심화 교육, 인권 인식 

증진, 더 많은 재원이 필요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교도소 직원과 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은 정부에 의해 인권 보장을 제한하고 고문 및 다른 형태의 

가혹행위의 절대적 금지를 무시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어져 왔다. 다수의 국가는 정보장교와 

유엔 안전 보장군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문 기술과, 국제법은 물론 대부분의 국내법에 따라 고문 또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가 금지된다.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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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인사, 특히 의사의 역할과 관련 의료 윤리의 원칙

1984 대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에 관한 국제 연합 협

약 (CAT)

1985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1985 고문 방지 및 처벌에 대한 미주 협약

1987 고문 및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 협약 (ECPT) 유럽 고
문 방지위원회 설립(CPT)

1990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

1992 고문 방지 및 처벌에 대한 미주 협약

1994 사람의 강제 실종에 대한 미주 협약

1998 국제 형사 재판소의 규정

2002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엔 협약 선

택의정서 (OP-CAT) 고문 방지 소위원회 설립 (SPT)

2006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C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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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활동 

활동 I : 테러리스트는 고문해도 되는가? 

Part I : 소개

특히 2001년 9월 11일 사건 이후에, (의심받는) 테러리스트 및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고문은 열띤 

토론거리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의견과 관심을 표현해 왔다.

여기 제시된 토론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찬반의 논점을 알 수 있다. 인권의 원칙 틀에서 의

견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다른 관련 주제들을 토론해 보자.

활동유형 : 토론

토론할 쟁점 :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가해자들이나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고문이 

허용될 수 있는가?

PART II : 토론에 대한한 일반적인 정보

목표와 주제 :

Ÿ 의견을 형성하기, 의견을 나누기, 변호하기;

Ÿ 민주사회에서 고문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이에 관한 인식

을 상승하기;

Ÿ 인권, 법에 의한 지배와 규범들이 복잡한 문제들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는 인식 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대상그룹 : 청장년, 장년

그룹크기 : 10-12명

소요시간 : 90-120분

준비사항 :

Ÿ 최근 지역적, 국제적 신문의 기사와 사진을 스크랩한다. 그리고 고문방지에 관한 국제적, 지역적 

인권 기준을 수집해서 복사한다.



- 109 -

Ÿ 참가자들에게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을 가져오도록 요청한다.

Ÿ 혹은 Wolfgang Daschner 사건에 대한 판결을 검토할 수 있다.

교구 : 색카드, 준비된 재료 복사본, 보드나 종이, 마커

관련 기술 :

Ÿ 비판과 논쟁기술을 키움

Ÿ 의사소통 기술

Ÿ 의견갈등 조정 기술

토론 수칙 : 토론 전 참가자들에게 자신만의 수칙을 만들 것을 요청한다. 모든 구성원들이 제안된 

수칙에 동의하고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토론수칙을 보이도록 게시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수칙에 대해 상의한다.

조력자들은 다음 수칙들이 참가자들이 고안한 수칙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한 번에 한 사람만 말해야 한다.

2. 구성원들은 만족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공손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를 

고안해야 한다.

Part III : 토론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주제에 대한 소개 : 주제를 소개하기 위해 간단하게 신문 스크랩, 공무원에 의한 모순된 진술, 테러

와 고문방지에 관련된 법률규정이나 인권관련문서를 간단히 설명한다.

구성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보편인권원칙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고려사항들을 고려하며, 이러

한 법률규정이나 인권관련문서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한다.

토론 과정 : 토론을 진행할 때, 상대를 존중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민감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참

가자들이 자신의 논의나 태도가 부적합하다거나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이 스스로가 가져온 토론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소그룹에게 논

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45분). 참가자들이 자신의 논점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토론을 시작한

다. 참가자들은 방의 왼편(찬성)이나 오른편(반대)에 선다.

모두가 제시된 논의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그룹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 이해와 그

들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대며 그 차이를 논의하도록 한다(45분에서 60분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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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토론이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에게 빨강, 초록 카드를 배부하라. 그리고 토론내용이나 토

론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적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카드를 크게 읽고 이 내용

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주어라. 참가자들이 벽이나 보드에 카드를 핀으로 고정하도록 하는 대안이 있

을 수 있다.

방법론적 힌트 :

Ÿ 토론이 과열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때 5분 타임 아웃제(진정시킴)를 필요하다면 사용하라.

Ÿ 분위기가 혼란스럽거나, 참가자들이 분노할 때에는 침묵 속에서 이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라.

Ÿ 논쟁을 요약하고 중재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라. 대놓고 한 쪽 편을 들지 않도

록 하라.

응용을 위한 팁 : 만약 당신이 토론의 내용을 구조화하기를 바란다면 당신은 “고문의 사다리”라

고 불리는 유인물을 줄 수 있다.

Ÿ 누군가 폭탄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인정하였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고문해야만 한

다.

Ÿ 누군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찾기 위해 고문해야만 한다.

Ÿ 누군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밀접하다. 우리는 폭파범의 계획을 알기 위

해 그 친구/친척들을 고문해야 한다.

Ÿ 누군가가 폭파범과 동일한 정치관을 공유하는 다른 누군가를 고발한다. 우리는 폭파범을 지지하

는 다른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해 그 정치적 협력자를 고문해야 한다.

Ÿ 누군가 용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경찰에 말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람을 고문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이 유인물을 사용한다면, 이는 우리가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도록 

한다. 고문은 어느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출처 : Flowers, Nancy; et al. 2000.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PART IV:: 후속활동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 생명권, 사형, 인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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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II : 고문 반대 포스터

Part I: 소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형태가 항상 명백하게 분명한 것은 아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 간

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 활동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행

동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장려된다.

활동유형 : 창의적

Part II: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목표와 주제 :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발전시키기, 주제의 복잡성을 보이기.

대상그룹 :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 10-20명으로 구성된 그룹 4, 5개

소요시간 : 120분.

준비사항 : 주제에 대한 자료와 사진 수집한다. 

고문방지에 대한 국제적, 지역적 인권관련 기준을 복사본을 준비한다.

교구 : 플립차트나 종이, 고문희생자의 충격적인 사진이나 이야기

관련기술 :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의 실현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주제에 대한 소개 : 활동 전 브레인스토밍 활동으로, 참가자들이 고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애기하도록 한다. 가장 흥미로운 의견들을 플립차트나 보드에 기록한다.

활동과정 : 그룹을 4-5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나누고 수집한 재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는다.

사진을 보거나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각 그룹에게 큰 종이차트를 나누어 주고 주어진 사진과 자료를 선택하거나 스스로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고문을 방지하는 포스터를 만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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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5분 동안, 전체 그룹이 포스터에 대해 발표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감정까지 말하도록 한다.

피드백 : 참가자들이 번갈아가며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그들의 경험을 묘사하도록 권유한다. 두 번

째 단계로, 참가자들에게 제일 좋았던 점이나 충격적이었던 교육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있다.

방법론적 힌트 : 당신과 함께 작업하는 그룹에 따라, 고문 사진이나 자료의 충격적인 세부사항을 보

이는 데에 있어 주의하도록 한다.

Part IV: 후속활동

국제 엠네스티나 기타 경력 있는 지역 운동가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그룹

을 조직하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 생명권, 사형, 인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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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POVERTY

불평등의 감소
지속가능한 생계

자원에의 접근
참여

품위있는 생계수준

>> 모든 사람에게는 [...]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권리들을 실현할 자격이 있다. <<
>> 모든 사람에게는 일할 권리가 있다[...]. <<
>> 모든 사람에게는 의식주와 의료와 필요한 사회 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
>>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1948.



- 116 -

사례

“풍요의 땅에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다”

작물이 흉작을 맞고 일거리도 없었을 때, Mundiar의 마을 사람들은 정글에서 음식을 찾기 시작했

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대신에 그들은 풀을 발견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름동안 마을의 

60가구가 보통 소의 사료로 사용되는 사마를 먹으면서 그럭 저럭 지냈다. 그러나 인간은 풀을 먹도

록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곧 마을사람들의 볼은 점차 홀쭉해져갔고, 그들은 허약해졌다. 마을사

람들은 변비와 무기력을 호소했고 결국 죽어가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인 Murari는 그의 전 가족이 천천히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의 아버지

인 Ganpat,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그의 아내인 Bordi가 죽었으며 나흘 뒤에는 딸을 잃었다.
한때 빽빽한 푸른 숲으로 뒤덮였었으나 지금은 가뭄으로 황폐해진 북부 인도의 외딴지역 전역이 이

와 같은 상황이다. 지난 두 달 이상, Sahariya 부족 공동체의 40명 이상이 굶어죽었다. 약 6천만 톤

의 잉여곡물이 현재 정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어떤 기준에 의하든 간에 이는 매우 거대한 양

의 음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Mundiar나 남동 Rajasthan에 있는 다른 좀 더 먼 내륙 

마을 어디에도 이 음식들이 도달하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인도의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다. 공공 배급 시스템 하에서 빈곤선 아래로 떨어진 마을

사람들은 배급 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들은 그 카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아 정부상점에서 곡

물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Bhoyal에서 그 시스템은 붕괴되었다. 마을사람들

에 따르면, 지역 촌장[마을 수장]이 모든 배급카드를 그들의 측근과 자신들의 카스트 구성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는 또한 정부연금을 받도록 되어있는 과부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정부상점 주인들

은 값싼 곡물을 불가촉천민인 Sahariya들에게 팔기를 거절했다. 대신에 그들은 곡물을 암시장에 처

리해버렸다. Sahariya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을 때, 상점 주인들은 자신들의 사기를 숨길 목적으로 그

들의 배급카드를 채워 넣었다.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인도는 세계에서 영양실조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인도 어린이의 약 절반이 영양결핍이다. 또한 거의 50%에 이르는 인도여성이 빈혈로 고생한다. 인
도에 쌓여있는 광대한 양의 곡물은 버려지거나 쥐에게 먹힌다.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도의 위계적인 카스트제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이다.  Baran 
구역 인구의 30%에 달하는 그 부족 공동체 또한 역사적 부정의의 희생자들이다. 1947년의 독립 이

전에 Sahariya들은 약간의 농작물을 키우고 사냥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독립이후 관리들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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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글로 몰아냈고 그들의 땅을 몰수했다. Sahariya들 농업노동자로서의 직업을 찾도록 강요받았

다. 이번 여름 농작물이 흉작을 맞자 그들은 일거리가 없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 
“정치인들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Nabbo라는 50세의 한 여성이 야생 풀 씨앗인 사마로 만든 

빵으로 저녁식사를 준비하면서 말했다.
(출처: Luke Harding. 2002. Dying of hunger in a land of surplus. Cast and corruption connive 
to keep food from India' poor)

토론할 거리
1. Baran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결핍과 취약함은 무엇인가? 이 문제들을 “인권침해로” 
다루어보아라.
2. 이 경험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환기시키는가?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가?  
3. Baran에서의 빈곤의 상황을 당신의 국가/경험에서의 빈민의 상황을 비교하고 대조하라. 당신의 

경험에서 빈곤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4. 당신은 증가하는 빈곤과 인간 안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사례에서 묘

사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이 인간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
약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영향인가?

알아야 하는 내용 K!?

1. 소개
비록 빈곤이 역사적 현상으로 보여져왔을지라도, 오늘날 빈곤이 드러나는 형태는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인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 생산 요소 및 생산 과정 간의 관계의 본질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빈곤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정부와 World Bank, IMF, 또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점

들 또한 그 영향요인 중 하나다.
빈곤의 개념은 시간에 따라 발달해왔다. 예전에는 빈곤을 오로지 수입과 관계된 문제로서만 보아왔

다. 하지만 현재 빈곤은 정책, 지리학, 역사, 사회의 특수성들과 밀접한,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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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차원의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은 만연한 현상이다. 개발도상국의 빈

곤의 특징으로는 기아, 토지와 생계자원의 부족, 효과적이지 못한 재분배 정책들, 실업, 문맹, 전염

병, 의료서비스와 깨끗한 물의 부재 등이 있다. 선진국에서의 빈곤은 사회적 배제, 실업의 증가와 

낮은 임금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빈곤과 선진국에서의 빈곤 모두 공평성, 
평등, 인간안보와 평화의 부재 로 인해 존재한다. 
빈곤은 세상이 제공하는 기회들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바꿀 기

회를 부여받지 못한다.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안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결여된 것이다. 그들

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공동체의 삶에 참여할 수도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도 

빈곤한 이들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빈곤하다는 것은 곧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과 자원을 부정받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빈곤한 자들은 계속 빈곤하게 남아있게 된다.

빈곤과 인간안보
빈곤으로 인해 인간안보가 직접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식량의 불안정 및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에 대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폭력, 학

대,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발언권의 부재에 관한 문제를 더한다. 

Amartya Sen은 국제적 공평함과 인간 안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평

함의 증진과 기본적 인간안보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구체적 프

로젝트를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공공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이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내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다. 갈등과 가치에 대한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를 

건강, 교육, 빈곤 근절 및 젠더불평등과 불안의 감소에 관한 탐구와 통합해야만 한다.”

(출처: Human Security Commission. 2001. Report on the Second Meeting of the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16-17 December 2001.)

빈곤은 결핍의 상태인 동시에 취약한 상태기도 하다. 국가 간에 그리고 국가 내에서 불평등

과 차별이 늘어남으로 인해, 빈민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당한다. 

2. 정의와 설명

빈곤의 정의
빈곤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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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소득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소득수준은 정해진 빈곤선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그가 빈곤하다

고 말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은 빈곤 발생률을 줄이는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소득 빈곤선을 채

택했다. 저소득 한계선은 특정한 양의 음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뜻한다.
Ÿ UNDP 인간개발보고서(HDR) 1997에 따르면, “빈곤은 인간발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회와 

선택-길고 건강하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기회, 품위있는 생활수준, 자유, 존엄성, 자기 존중, 
다른 이에 대한 존중 등을 향유할 기회-을 부여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차원 빈곤 지표

(UNDP, 인간개발보고서, 2010)는 다양한 차원의 빈곤 (허약한 건강상태와 영양, 낮은 수준의 

교육과 기술, 부적당한 생계수준, 나쁜 주거환경, 사회적 배제, 참여 기회의 결여)을 판별해내기 

위한 지표를 사용한다. 다차원적인 빈곤지표는 좀 더 폭넓은 접근으로 경제에 기반한 방법을 보

완하고 1997년에 공표되었던 인간 빈곤 지표를 대체했다.
Ÿ 인권의 관점에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빈곤을 “적절한 수준의 삶과 다른 기본적인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자원, 역량, 선택, 안전과 권한의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박탈 등으로 특징지어진 인간상태”라고 보았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2002년, 가
이드라인 초안: 빈곤 퇴치 전략에 대한 인권적 접근(Draft Guidlines: A Human Rights 
Approach to Poverty Reduction Strategies)에서는 빈곤을 “박탈의 극단적 형태”로 본다. 그 보

고서는 오직 그러한 형태만 기본적인 빈곤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각 사회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 기본적이라고 간주되는 공통의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적절하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예방가능한 질환 및 조기 사망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

한 피난처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기본교육을 수료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어야 하고, 사법체계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수치심 없이 공공 앞에 나설 

수 있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할만큼 돈을 벌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생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빈곤을 지수화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은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인간생활이란 복잡한 것

이기 때문에 빈곤은 정의하기가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될 것이다. 취약성과 박탈이라는 것은, 필연적

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밀한 프레임으로 좁혀질 수 없다.
빈곤의 범주
빈곤현상은 특정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고 이해된다. 한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빈곤의 정의에 포함된 단어들(예를 들어 사법체계, 취약성, 존엄, 안전, 기회 등)을 

현실생활의 이슈들과 연관시키기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는 빈곤의 다른 차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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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Livelihoods) : 토지, 숲, 물에 접근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 주정부삼림법들은 

원주민들이 정당하게 소유한 사료와 음식을 모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에서, 도시민들

은 농촌 이주자들의 노동력은 원하지만, 농촌이주자들을 취약함과 불안정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이

들의 피난처나 건강, 교육의 필요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또한 인종주의와 인종에 기반한 차별

로 인해 몇몇 공동체와 집단들은 생계수단이자 존엄하게 살 권리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에 접근하지 

못하기도 한다. ☞ 일할 권리 / 차별금지

기본적 필요(Basic needs): 음식, 교육, 건강한 삶과 주거를 부정당함 - 예를 들어 물, 전기, 학교, 
의료서비스의 상업화로 인해 필수적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여 빈곤층이 이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한다. 이 때문에 빈곤층은 그들의 빈약한 부동산을 팔고 인간의 기본적 필요 이하의 삶을 살

도록 강요받는다. 이는 빈곤층에게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다. ☞ 건강권 / 교육권

사법체계(justice): 사법체계 그 자체 혹은 시기적절한 사법체계에 대해 접근할 수 없음 - 예를 들

어 많은 나라에서 빈곤층은 그 높은 비용 때문에 사법체계에 접근할 수 없다. 빈민가, 소수 인종이

나 소수 종교 출신인 젊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범죄의 손쉬운 용의자로 엮이기 쉽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의 개입이 필요한 여성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문제는 곧잘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며 무시된다. 
때때로 국가나 강력한 로비집단의 압력으로, 법정은 쫓겨난 사람들의 복직이나 노동자의 연금에 관

계되는 사법적 문제를 지연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빈곤층의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 차별금지 / 여성인권

조직화(organization): 권한을 갖고 조직화하거나 부정의에 저항할 권리를 부정당함 - 예를 들어 빈

곤은 노동자들이 더 나은 노동조건을 위해 조직을 만들 자유를 방해한다. ☞ 일할 권리

참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당함 - 예를 

들어 정경유착이 증가함으로 인해, 시민은 필수 서비스의 공급과 같은 공공의 사안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 난민들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부정당한다. 그들은 글을 읽을 수 없

으며, 살던 곳에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

문이다. 대부분의 Roma족은 본질적으로 이주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거명부에 등록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으며, 그 때문에 투표할 수 없게 된다. ☞ 망명권 / 소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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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부정당함 - 예를 들어 농촌지역에서, 무토지 소유자이

거나 미미한 토지만을 소유한 토지소유자가 대부분인 계급, 인종이나 다른 소수자 집단은 적은 임

금을 위해 자신들의 존엄을 타협하게 된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는 대신에 쓰레기 분리, 가죽 무두

질이나 농업과 같은 착취적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아동인권 / 일할 권리

빈곤에 취약한 집단
비록 빈곤이 광범위한 현상이고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여성, 아동, 장애인에

게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빈곤의 여성화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요한 문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남성 이주의 증가와 실업, 저임

금노동체계를 가진 가내수공업적 수출지향 경제의 급증 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

분의 여성노동자는 노동자로 등록되지도 않고 급여도 지급받지 못한다. 여성들은 “유순한 노동력”으
로서 여겨지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경제의 많은 영역에서 남성보다 선호된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여
성은 토지, 물, 재산 및 기타 자원에 대해 소유권과 통제권을 지니지 못하며 자신들의 인권을 자각

하는데 있어 사회적, 문화적 장벽에 직면한다. ☞ 여성인권

빈곤은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를 부정하고 어린이들이 폭력, 인신매매 

및 대부분 영양결핍으로 인한 유아사망에 취약하도록 만든다. 즉 높은 성인 대 어린이 비율은 소득

빈곤의 부가적인 원인이다. 급속한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거리에서 사는 어린의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UNICEF에 따르면, 2010년 초등학령기의 6천 8백만 어린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여러 형태

의 착취를 받고 있다. 더구나 대략 1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5세에서 14세의)은 아동노동에 종사하

고 있다. 심지어 교육과 보건서비스의 상업화 증가로 어린이들이 많은 나라에서 기본적이고 헌법적

인 권리를 빼앗긴다. ☞ 아동인권

장애인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 속해있다. 빈곤은 이미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게 2차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빈곤한 장애인들은 형편없는 생활조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음
식이나 물의 부족을 겪고 있고, 보건의료에 접근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UNDP는 전 세계에 장애

를 가진 6억 5천만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며 그 중의 80%는 종종 극도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겪으며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양상에 따르면, 단지 매우 적은 성인 장애

인만이 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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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빈곤이 지속되는가
고도로 발달된 서구 국가들의 정부는 세계 경제의 통치를 통제한다. 이들은 세계의 부의 분배로부

터 최빈국이나 최빈민들을 배제하고 산업화된 세계에 부를 집중하는 무역과 금융구조를 용인하고 

유지하는 것에 만족한다. 이것은 남북 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흥미롭게도 선진국 내에서도, 개발

도상국 내에서도 깊은 빈부격차가 존재한다.  
World Bank의 구조개혁프로그램(SAPs)과 IMF의 안정화 패키지는 국가경제를 세계경제 시스템에 

편입시킴으로써 고용, 수입, 부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SAPs는 분배

시스템에서의 불평등을 다루지 않고 국가재정의 규율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고자 함으로써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개별국가들이 돈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보건, 교육, 피난처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서술될 수 있는 경제 경향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존엄하게 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의 권리에 해로운 수출을 위한 생산을 강조한다. 건강, 교육, 피난처와 같은 복지에 대

한 책임에 대한 국가의 역행과 안전망의 부재는 빈곤층에 특히 영향을 비친다. 인플레이션, 고용 축

소, 실질임금 저하는 빈곤층에게 또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의 자유화와 사유화를 초래했다.

UNDP 2010년 인간개발보고서는 20세기 후반부의 서유럽, 북미와 오세아니아의 이미 부유한 국가

들에서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아프리카에서의 지속적인 더딘 성장을 지적한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

으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심지어 금융위기의 시기에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는 넓

어졌다. 오늘 날 최부유국인 리히텐슈타인은 이제 1970년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미국보다 3배나 더 

부유하다. 최빈국인 짐바브웨는 1970년 가장 가난한 국가(역시 짐바브웨)보다 25% 더 가난해졌다.
오늘날 세계인의 1/4은 사회 주변부에 갇혀 심각한 빈곤 속에 살고 있다. UNDP 2010년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10억 4천 4백만의 사람들이 하루 1.25달러 이하로 생존하고 있다. 따라서 

과정상의 진전을 검토해보았을 때, 우리는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 한 경고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현재의 정책이 유지되는 경우, 유아 사망율 감소에 대한 목표는 실패하게 될 것이며 4천 7백만의 

어린이들이 2015년까지 학교 밖에 남겨지게 되면서 초등교육 보장에 대한 목표 또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안전한 식수에의 최대한의 접근과 기본 예방접종의 공급에의 

관심에 대해서는 진전이 이루어진 반면, 읽고 쓰는 능력의 성취와 같은 목표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책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다. 2005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인구가 

문맹의 상태이다. 주목해야 할 다른 이슈는 아동 사망률과의 싸움에 대한 약속이다. 이는 2005년 

인간개발보고서에서 특히 강조된 과제다. 2002년 매 3초마다 한 명의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죽어간

다는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아동사망률보고서(2010)는 2009년에 거의 810만 



- 123 -

명의 5세 이하 어린이가 죽었다는(또는 22,000명 이상 어린이가 매일 죽어갔다는) 통계치를 제시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HIV/AIDS에 대항한 싸움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주제를 등한시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정책에 의해 가장 최악의 영향을 받은 몇몇 

국가들은 관련 새천년개발목표를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한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또는 특정한 사회의 소비수준/삶의 공정

한 기준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 수준으로 

여겨지는 것에 비해서 가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기준에 의해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범주화

된 한 개인은 아프리카인들의 맥락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여겨질 수 있다.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종종 “상대적 빈곤”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러나 그 개념은 같지 않다. 사회적 배제

는 빈곤을 낳고 동시에 사회적 배제는 가난의 결과물일 수 있다. 

토론할 거리
• 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빈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최빈개도국과 개발도상국에서의 높은 인구 성장률로 인해 해당 국가들에서 빈곤이 확산된다고 생각

되곤 한다. 이는 이들 지역에서 빈곤의 근본원인이 되는 중심적 이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정부들의 

주장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은 상업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천연자원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이는 자원에 대한 공동체 권리의 박탈을 초래한다. 또한 

이로 인해 교육, 보건 및 물과 같은 기본적인 설비와 여성과 아동의 사망률과 유병률을 크게 감소

시킬 수 있는 설비에 할당할 자금이 부족해지게 된다. 그리고 자원 통제에 관한 분쟁과 전쟁을 증

가시키고, 이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성도 증가한다. 많은 빈민이 국가발전을 방해한다

는 주장은 맞지 않다. 국가발전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들의 재분배정책이다. 정부는 공정하게 발전으

로 인한 이익을 할당할 책임이 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이 천연자원 소비 및 환경 파괴에 

대한 책임이 있단 것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부자가 빈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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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새천년개발목표

목표 1.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

목표 2. 보편적인 초등교육 달성

목표 3.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

목표 4. 아동사망률 감소

목표 5. 모성 보건 증진

•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가?
빈곤은 빈민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내몬다. 예를 들어 연료의 부족 및 위생

설비와 오물처리 시스템의 부재는 빈민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선진국이 그들이 국제적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만, 즉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기준을 도입

하고, 국경을 가로지르는 자본의 움직임에 대해 거래세를 지불해야만, 빈곤의 상당한 감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 빈곤 근절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은 대

략 매년 400억 미국 달러로 추산된다. 그것은 대략 2012년 미국 방위비의 5.6%에 해당한다. 이 자

원의 대부분은 또한 국가정부와 다자간 은행(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다른 은행들)에 의한 기존

의 지출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만약 OECD 국가의 정부와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기구가 기존의 부채를 탕감할 

것을 결정한다면 빈곤 근절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일은 훨씬 쉬워질 수 있다. 이러한 부채는 지

역사회 요구에 근거한 빈곤근절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의 구체적인 약속에 반하는 것이다.
만약 각 국가들이 부와 자원의 재분배 영역에서 급진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을 결정한다면, 그리고 

만약 정부가 방위비 지출보다는 개발 지출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추산되는 비용은 훨씬 더 감소할 

수 있다. 

4. 이행과 모니터링

2000년 UN 새천년위원회 세션동안, 각국 정상들과 정부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인간존엄, 평등과 

공평함의 원칙을 지켜야할 그들의 집단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2015년까지 성취되어야 할 개발

과 빈곤 근절을 위한 8개 목표를 정했다. 이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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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6.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질병 퇴치

목표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목표 8.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

세계화와 그 영향은 새로운 형태의 빈곤을 만들어낸다. 더구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은 사회

의 사회∙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수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신념, 믿음과 종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 세계화의 효과는 인도에서의 효과와 매우 다르다. 아프리카의 사회 정

치적, 경제적 조건은 인도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와 지리적 지역 간의 이러한 분명한 차이점

은 빈곤화와 사회적 주변화가 주는 위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하여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므로 이렇듯 빈곤의 다양한 형태를 모니터링 하는 틀(framework)을 전 세계적, 지역적 차원에

서 더욱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취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야한다.
UN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권리와 의무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윤리적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간 존엄성, 평화와 인간 안보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총체적 접근은 빈곤의 다차원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은 자선 

이상의 것이다. 이 접근은 인권교육을 통해서 빈민의 역량이 강화될 때에만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법적인 권리

를 국가와 비 국가 행위자가 이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시민의 인권을 실

현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책임을 지는 것은 개별 국가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 국가 행위

자들에게 또한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이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이는 다자간 무역에 있어 공평하고 

공정한 비보호주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재정적 지원의 흐름을 적절히 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 또한 세

계화된 세계에서의 발전 과정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가치는, 리오 선언, 21 아젠다, 코펜하겐선언, 베이징 행동강령, 해비타트 아젠다와 같은 정

치적 성명에서 잘 드러난다. 이 성명들은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

을 만들기 위한 국제적 개발 구조로 삼기 위해 여러 국가들이 고안한 것이다. 

빈곤을 모니터링 하는 조약기구들
모니터링 기구들은 정기적으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진정을 받고, 국가와 경제기구들, UN 기구

와 그 밖의 기구들이 빈곤 완화를 포함해 그들의 인권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권고나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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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다양한 국가 당사자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에서 국내법에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의 지위의 명확

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법률이 국제인권 책무에 기초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약기

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장애 요소로 꼽고 있다. 보고서들은 채무 부담, 분야별 데이

터의 부재, 광범위한 국가 당국의 부패, 사법부를 위태롭게 하는 군부체제, 그리고 차별을 강요하는 

견고한 보수적 종교 영향이 빈곤 퇴치 전략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 방해가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1990년 이후로 ICCPR과 ICESCR을 비준한 국가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책무, 정책목적, 실
질적인 이행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결여, WTO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 

비준한 상충하는 협약들(예를 들어 탐욕스런 기업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약품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개인들의 건강하고 존엄한 삶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TRIPS), 그리고 

다양한 책무를 실현하는데 있어 부적절한 자원 분배가 주요한 위협들이다.

특별 보고관과 독립 전문가
UN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대체됐다)는 두 명의 독립 전문가를 고용했다. 한 명은 발전

권의 이행에 대해 특별 실무그룹(special working group)에 보고하는 권한을 부여받았고(결의안 

1998/72), 다른 한 명은 극도의 빈곤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안을 만드는 책임

(결의안 1998/25)이 있다. 인권과 극빈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국가적, 국제적인 조치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극

심한 빈곤에 살고 있는 남성과 여성에 의해 이뤄진 진전과 이들이 부딪히는 장애물을 조사하고, 빈
곤의 감소와 근절을 위한 기술지원과 다른 기타 분야의 영역에 대해 제안과 권고안을 작성한다.
2001년 인권위원회에 보고된 인권과 극빈에 관한 보고서에서, 독립 전문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

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제시했다. 그러한 요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권교

육은 가난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 여건을 바꾸도록 돕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인
권교육 과정을 통해 가난한 사람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현실에 관한 비판적 분석을 증진하고 강

화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가난을 유지시키는 힘에 대항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을 제공한

다. 또한 이는 빈곤의 완전한 근절과 모든 인권의 점진적인 실현을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

는 조직을 구축할 수 있게 하며 자조적인 네트워크를 창조할 수 있게 한다. 독립 전문가는 2004년 

보고서에서 “2003년 한 해에만 쓰인 전 세계 군 예산이면 아프리카의 0~18세의 아이들에게 필요

한 학교를 세우는 비용과 15년 동안의 교사 임금을 커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보고서에

서 독립 전문가인 Magdalena Sepulveda Carmona는 2006년 인권보호와 증진 소위원회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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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상의 극심한 빈곤과 인권에 대한 처리 원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개발과 빈곤 근절의 목표: 2015년까지 수입이 하루 1달러 이하인 세계 인구의 비율과 기아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기

진보를 위한 전략:

소득 빈곤
•  빈곤 퇴치에 주력한 국가주도 경제적 사회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보장

•  기본적 사회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  빈곤 평가, 모니터링과 계획 수립에 대한 역량 구축 지원

기아
•  1996년 이래로 세계 식량 정상 회의가 취한 조치를  조사하고, 기아에 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내적, 국제적 차원의 새로운 계획 제안하기 

•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계 무역시스템을 통해 식량, 농업무역정책을 비롯한 전반적인 무역 정

책이 식량안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

•  소농에게 우선권 부여를 지속하고 저비용 단순 기술과 환경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출처: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01. Road map towards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2008-2009년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에 있어서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개발도상국은 모두 

2015년까지 빈곤 퇴치를 이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비록 진전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 진

전이 모든 국가에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목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내지 못했으며, 거의 잊혀지고 있다. 여러 도전 과제들은 몇 몇 지역에서 그 진전의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심지어 지금까지 성공을 이룬 지역에서의 성공도 무효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는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다. 자연 재

해에 의한 죽음이나 장애의 위험 및 경제적 손실은 전 세계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는 좀 

더 빈곤한 국가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무력 분쟁은 여전히 인간 안보와 어렵게 성취한 새천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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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퇴치 분야에서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경험으로부터 배운 구체적이고 공통적인 교훈:

• 빈곤은 경제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이슈이다. 
• 빈민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역량강화는 빈곤을 근절하는 방안이다.
• 소외된 사람들은 정보권과 인권교육을 통해 그들의 인권을 자각하고, 이에 관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 결사체를 조직해 빈민들의 집단적 힘을 강화함으로써 빈민들은 그들의 인권에 대해 주장할 수 

발 목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대규모 난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제한당한 채로 캠프에 

남아 있다. 2009년에 4천 2백만 명이 분쟁과 박해로 쫓겨났는데, 그들 중 4/5가 개발도상국가 출신

이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는 새천년개발목표의 핵심이며 빈곤, 기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전제

이다. 그러나 교육에서부터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20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0.)

알아두면 좋은 내용

여러 사람들의 운동과 NGO 및 지원 기구의 활동을 기반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한 합의란 빈

곤한 사람들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개발을 위해서 토지개혁, 자원 및 생계 수단에 대한 빈민들의 

소유권 및 통제권, 문해 능력, 교육, 보건, 피난처와 영양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질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무토지 소유자에게 땅 대신에 교배종 암소를 제공하고, 작물이 관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회기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농사용 땅 구입 전용으로 대출을 하도록 하고, 학교

에 완전한 출석을 하게 하기보다 아동 노동에 유연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조치들이

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지 빈곤을 영속화할 뿐이다. 정치적 의지와 재분배가 중요한 문제다.
지역적 수준, 분권화된 수준에서의 빈곤 근절 전략이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오로지 빈곤한 사

람들이 개발과정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때에야 공평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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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이러한 역량강화를 통해서 빈민들은 또한 자원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들의 존엄과 자존감을 강화할 수 있다. 
• 생계가능한 임금과 생계 자원에의 접근의 보장은 빈곤 퇴치의 핵심이다.
• 빈곤 퇴치는 불평등 퇴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인종주의와 민족, 사회적 지위에 근거한 차

별 철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교육, 보건, 주거, 물, 위생과 식량의 알맞은 공급에 대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을 퇴치할 수 있다. 
• 세계화의 시대에서 국가 및 국가기관은 빈곤 퇴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국제적 및 국내적 개발 기구들과 재정 기구들이 지게 될 책임이 커지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즉각적으로 빈곤을 근절할 수 있는 국가들은 많지 않다. 그 노력은 국제적 지원과 협력에 의

해 보완되어야 한다.
• 부채 탕감은 빈곤 퇴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만약 부채 탕감이 교육, 보건 및 다른 영역들

에 대한 투자에 연관되어 있다면, 빈곤 퇴치에 공헌하게 될 것이다.  
• 전쟁과 분쟁은 빈곤을 증가시킨다. 진정한 평화와 안정의 상태에 대한 보장 없이 이뤄지는 빈

곤을 근절 노력은 반드시 실패한다.

1. 모범 사례

가난한 이들도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1976년 Jobra라는 작은 마을의 신용 사회에서 출발했다. 2009년까지 

이 은행은 790만명에게 대출을 하였으며, 이 중 97%는 여성이었다. 이 은행은 2,562개의 지부를 

지니고 있으며, 83,000개 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라민은행은 빈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각 지역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목적은 금융기관이 방글라데시 교외의 가난한 남성과 여성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여 대출

업자들에 의한 착취를 근절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활용된 혹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인적 자원

들은 자영업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빈민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직하여 상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신용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집중함으로써, 은행은 가난한 이들도 신용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은행은 가난한 여성이 마주하는 성별과 빈곤의 이중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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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다. 그라민은행은 교외 지역에서의 생산 수단의 소유와 생산 상황의 양식에 있어서 중요

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빈민들이 빈곤선 위로 올라왔을 뿐 만 아니라, 그 빈

민들이 약간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마을 내에서 그들의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라

민은행의 절차는 다른 이웃 국가에서도 시도되었다. 은행의 90%는 빈민들이 소유하고 있으며, 
10%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기아로부터의 자유
Food First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기아를 야기하는 부정이를 척결하고자 

한다. 모든 사람은 먹을 것을 구할 기본적 권리가 있으며, 그들 스스로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단체는 사람들로 하

여금 사회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조사, 분석, 교육, 옹호 활동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근거 없는 믿음을 깨뜨리고 근본적인 이유를 노

출시키며, 변화를 막는 장애물을 확인하고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방법을 논하기 위한 것이다. 또
한 이 단체는 성공적이며 유망한 대안을 평가하고 공론화한다. 

경제적 정의
부채해방연합(Freedom from Debt Coalition)은 필리핀에 기반을 두고 있다. FDC는 (양성 평등을 

포함한) 평등, 경제적 권리와 정의,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인간개발을 위해 일한

다. 그리고 정부가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며, 국가들 간의 이로운 경제적 관계를 위해 

싸운다. FDC는 최빈국들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캠페인을 지원한다. 이 연합은 식량

안보, 공공지출, 경제적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연합

은 대중교육, 공적 정보, 대중동원, 정책 조사 및 분석, 동맹 결성, 지방 네트워킹에 있어 주요한 업

무를 옹호하고 이를 통합한다.

코토누 협약(Cotonou Agreement)
코토누 협약은 개발도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루어진 가장 포괄적인 제휴협약이다. 2000년 이래

로, 유럽연합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ACP)의 79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이 되어왔다. 
협약의 54조는 식량안전보장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인간안보와 인간지에 있어서 식량안전보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협약은 또한 인간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현재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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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개발원조정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의 발전을 잘 보여준다. 코토누 협약은 2005년에 처음으

로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7-2013년 개발원조정책의 재정적 틀이 마련되었다. 협약의 두 번

째 개정을 위한 협상은 2010년 결론을 맺었다. 2010년 6월 23일,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에서 공

식적인 서명식이 열렸다.

유럽 반빈곤 네트워크(The European Anti-Poverty Network)
유럽 반빈곤 네트워크(EAPN)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내 빈곤 및 사회적 배제와의 싸움에 참여한 비

정부기구 및 기타 기관들의 독립적인 네트워크로, 1990년 창설되었다. 현재에는, EAPN은 자원 봉

사 기관과 23개 유럽 기관으로 이루어진 26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 EAPN 가입 기

관은 빈곤 및 사회적 소외에 맞서 싸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이에는 교육과 훈련, 복지 

서비스, 빈곤과 사회적 소외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자력화를 목표로 하는 기타 활동들이 포

함되어 있다.  EAPN 가입 기관은 유럽연합의 중요한 안건인 빈곤과의 싸움을 선포하고자 하며, 유
럽연합 수준에서 빈곤 및 사회적 소외 근절을 목표로 협력을 하려 한다. 게다가, EAPN은 유럽평의

회에서의 협의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사회NGO플랫폼(Platform of European Social NGOs)의 

창립 회원이다.

국제사회복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는 사회복지, 사회개발 및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다양한 국가적, 국제

적 회원 기구들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비정부기구이다. ICSW의 기본적인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특
히 빈곤한 이들의) 빈곤, 고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형태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을 촉진하는 것이다. ICSW는 음식, 주거지, 교육, 건강 및 안보에 대한 기본권 인정과 보호를 추구

한다. ICSW는 또한 기회의 평등과 자기표현의 자유 및 복지서비스에의 접근을 추구하며, 정부, 국
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및 기타 기관의 제안을 이행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협의회는 회원기관들 

및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와 협력한다. ICSW의 세계 회의는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양한 사회개발 및 사회적 복지 문제를 다룬다(최근 개최지는 2008년 프랑스와 

2010년 홍콩이다). A Global Civil Society Forum는 UN 사회개발위원회 회의 직전에 뉴욕에서 매

년 소집된다. 전 세계의 선구적인 정부 및 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이에 참여한다.

UN 세계식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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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계획은 세계의 기아와 맞서 싸우는 조직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이 조직은 75개 국가의 

1억 9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원조를 하였다. 이는 긴급 구조의 형태 및 기타 프로그램의 형태로 행

해진다. 예를 들어 긴급 구조 이후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있

다. 아직 장기계획은 시작하지 않았다. 목표는 2010년 기준으로 9억 2천 5백만명에 달하는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2. 트렌드

새천년개발목표를 향한 노력 – 여러 나라들이 그러한 궤도에 있는가?
많은 국가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지만, 일반적으로 최빈국들은 목표를 성취할 것처럼 보이지 않

는다. 2005년 UN 개발 보고서에서는 여덟 개의 새천년목표 중 네 개 목표-아동 사망률, 학교 등

록률, 교육에서의 양성 평등, 물 및 위생에의 접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총 9억 명의 인구

가 살고 있는 50개 나라들에서는 최소한 하나의 새천년개발목표에 대해서 진전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오히려 퇴행하였다. 이 중 24개 국가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위치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65개의 

다른 국가도 2040년 이후까지 새천년개발목표 중 한 가지도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이
는 12억의 인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이 이 인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세계의 인간개발지수(HDI)는 1990년 이래로 18% 증가했다. 이는 기대 수명, 학교 등록, 문해 능력 

및 수입에 종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진전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다. 
1970-2010년 사이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135개 국가 중 오직 3개 

국가만이 1970년보다 더 낮은 인간개발지수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난한 국가들은 부유한 

국가들을 따라잡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수렴 현상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제법 낙관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다만, 수입에 관련된 동향에만 초점을 맞추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가난한 국가들

과 부유한 국가들 간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빠른 진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장 느린 진전을 보이는 나라들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데, 이 국가들은 HIV 전
염병 때문에 고역을 겪고 있다. 그리고 구소련에 속해 있던 국가들에서는 성인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2010.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유럽 2020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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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으로부터의 자유 – 주요 규정과 활동

1948 세계인권선언,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1961 유럽사회헌장 (2012년 4월 기준 13개국 비준)
1965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 (2012년 4월 기준 174개국 비준)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

13조 (2012년 4월 기준 160개국 비준)
1979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2012년 4월 기준 186개국 비준)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 제14조-제17조, 제20조-제22조 (2012년 4월 기준 53개국 비준)
198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산살바도르 추가의정서 (2012년 4월 

기준 15개국 비준)
1989 아동권리협약 제27조 (2012년 4월 기준 193개국 비준)
1992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 UN에 의해 10월 17일로 공인되다. 첫 번째 기념행사는 파리에서 

1987년에 열렸다.
1996 유럽사회헌장 개정(점차 1961년의 초기조약을 대체하기 시작하다. 2012년 4월 기준 30

개국 비준)
1998 인권 및 극빈에 대한 독립전문가 임명

2000 유엔 총회 새천년개발목표 채택

2005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이 새천년개발목표와 빈곤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다(UN 
Doc. A/RES/60/1, paras. 17, 19, 4)

2010 새천년개발목표 2010 검토 정상회의 :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

제행동계획 채택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럽 연합은 2020년까지 달성할 다섯 개 목표를 설정하였다. 고용, 혁신, 교
육, 사회적 배제 및 기후와 에너지에 대한 목표들이었다. 특히, 이 목표들은 조기에 학교를 그만두

는 학생의 비율을 현재의 15%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고등 교육을 이수한 30-34세 

인구의 비율을 31%에서 최소 40%로 증가시키며, 국가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는 유럽인의 비율을 

25%까지 감소시킴으로써, 2천만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회원

국들은 각 영역들에서 자국 고유의 목표를 채택할 것이다. EU와 국가적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은 이 전략을 뒷받침한다.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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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활동

활동 I: “세계가 하나의 마을이라면”

Part I: 소개

이 활동은 국제 인권의 맥락에서 빈민들이 맞닥뜨리는 불평등과 박탈을 다루고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훈련

목적과 목표: 참가자들로 하여금 부와 자원의 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도록 한다. 이 활동은 젊

은이들이 빈곤과 인권의 향유와 관련하여 스스로의 위치를 되새겨보게끔 만든다. 이는 그들에게 빈

곤 계층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시급히 변화시킬 필요성과 모두를 위한 발전을 위해 우선순

위를 설정할 필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된다. 
대상그룹: 아동과 청년

그룹크기: 20-25명
소요시간: 90분
준비사항: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에 맞춰 유인물 사본을 충분히 준비해라.
교구: 유인물 사본(첨부함), 컬러펜/마카

관련기술: 분석 기술, 토론 및 성찰 기술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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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을 참여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리고 그들의 유인물에 지시사항대로 행하게 한다.
I. 참여자들에게 전체 세계 인구(7억)이 10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상징적인 마을로 축소되었다고 상

상해보도록 요구한다. 
1. 첫 번째 줄의 사람들에게 숫자를 부여한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첫 번째 사람)부터 세계

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열 번째 사람)까지 번호를 매긴다.
2. 세계인구의 50% (5명의 마을 사람들)은 영양실조이며, 굶주린 상태이다. 두 번째 줄의 마지막 

5개의 밥그릇을 지운다.
3. 그들 중 여덟 명은 (세계인구의 80%) 수준 이하의 거주 지역에 살고 있다. 슬럼 거주자, 노숙

자, 그리고 이주민과 난민 등이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 8개의 집을 지운다.
4. 전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이들은 글을 읽을 수 없다. 네 번째 줄의 마지막 7개의 책에 

지문을 찍어라.
5. 한 사람이 이 마을의 전체 부의 60%를 소유하고 있다. 즉, 나머지 9명은 남은 40%를 분배받아

야 한다. 다섯 번째 줄의 돈 뭉치를 앞에서부터 여섯 개 지우고,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사람에게 큰 

6을 표시해준다. 
6. 전 세계 인구의 1%만이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이 활동에서는 첫 번째 컴퓨터의 1/10인 셈이

다). 여섯 번째 줄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첫 번째 사람의 코에 색칠하라.
7. 전 세계 인구의 1%만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곱 번째 줄의 첫 번째 졸업생의 술에 동그

라미를 쳐라. 이는 이 졸업생 그림의 1/10을 의미한다. 
8. 이 유인물을 다시 보고,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고 싶은지 확인하라. 새로운 평가에 동그라

미를 두 개 쳐라.

II. 이제 참여자들이 다음의 문장을 듣도록 한다:
•  만약 당신의 집에 다음 식사를 위한 음식이 있고, 옷이 있고, 지붕이 있고, 잘 곳이 있다면, 당신

은 저들 중 가장 부유한 세 사람에 속한다.
• 그리고 만약 당신(만약 당신이 미성년자라면 당신의 부모님)이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도 돈이 

있고, 집에도 호주머니나 가방 속을 돌아다니는 동전이 있다면, 당신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

람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III. 교육, 건강, 물, 위생 및 군사 지출 등에 대한 가장 최근의 통계를 제시하라. UNDP의 인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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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bhivyakti – Media for Development. Available at: www.abhivyakti.org.in
에서 발췌)

보고서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때 이러한 보고서가 다루는 국가는 

참여자들의 프로필에 따라 다르다. 

IV. 피드백:
그룹이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자신들이 느낀 것을 논의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의 내용을 다

루고 있다. 
• 데이터가 강조하는 모순

• 그들의 현실과 통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 이러한 데이터와 현실과의 연결점 혹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 침해

• 개발을 위해 설정한 목표와 우선순위, 그리고 그 설정 이유

실용적 힌트: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동안, 그들이 그들의 관점을 다른 이들과 나누도록 장려한다. 
촉진자의 역할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토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Part IV: 후속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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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료를 자극하기 위한 위 활동에 기반을 둔 인권 교육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을 짜도록 한다. 

활동 II: 캠페인 행동

Part I: 소개

사람들은 빈곤의 일반적인 본질이 매우 힘들다고 느끼며, 자신은 빈곤 근절에 책임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다. 이 활동은 빈곤과 관련된 지역 문제에 대해 캠페인을 펼치기 위한 것이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창의적인 활동
목적과 목표: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환경에서 빈곤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빈곤의 원인과 직접적
인 영향을 전체적으로 탐구하고, 둘 사이의 관련성을 생각해보기,  참여자들이 특정 빈곤에 관련된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기
대상그룹: 성인, 청소년
그룹크기: 20명 이하. 각 그룹은 4-5명으로 구성될 것.
소요시간: 150분
준비사항: 플립차트, 마카, 페인트, 크레용, 펜, 사인펜, 대자보용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이 장의 모범 사례 섹션에 제시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여러 인권 침해를 강조하는 사례들. 
예를 들어, 정부가 다국적기업에 기본적 서비스를 사유화할 권리나 땅, 숲, 호수를 상업적 농업이나 
어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넘기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Voices of the Poor” 
(www.worldbank.org)이나 다른 정보원에서 빈민들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도록 
한다. 
관련기술: 분석 기술, 표현 기술, 공감 능력 – 빈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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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사항:
•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빈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일부의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 참여자들이 절대적 혹은 상대적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주변의 개인/집단/공동
체에 대해 언급하도록 한다. 합의를 통해 그룹이 그들이 이 활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례를 
확실히 하도록 한다. 각 그룹이 4-5명의 구성원을 지니도록 참여자들을 나눈다. 
• 특이한 빈곤을 보고한 자원자가 빈민의 역할을 맡고, 다른 구성원들은 해당 자원자와 이야기하
도록 한다. 이는 개인의/지역사회의 삶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사회적/정치적/경제적/문화적/환경
적)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룹 구성원은 빈곤의 문제와 빈곤의 차원, 직접적인 원인과 구조적인 원인을 나열한다. 그리
고 누가 혹은 무엇이 이 상황에 영향을 주는지 탐구한다. 그룹은 인권조약의 적절한 조항에 이
를 연결시킨다.
• 이제 그룹의 모든 이들이 그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다루는 인권 캠페인을 개발하도록 한
다. 그리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활동과 장기적인 활동을 제안한다. 그룹은 그룹의 나머지 구성
원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팜플렛/포스터/기타 형태의 캠페인 자료를 준비한다. 

피드백:
다른 참여자들은 왜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분 명히 하도
록 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 활동은 삶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오해, 편견을 다룰 수 있도록 그 맥
락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촉진자는 기회를 활용하여 빈곤/세계화에 대해 알려진 사실에 대해 언급하
고, 빈곤의 미시적-거시적 연결점과 관련된 이해를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서 어떻게 더 
나아갈 지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장려할 수도 있다. 

Part IV: 후속활동
특정 빈곤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다룬 영화를 보거나 소외된 지역사회와 일하는 NGO에의 현장 방
문을 계획한다. 구성원들이 그들의 삶과 관련이 있는 NGO/지역 캠페인과 연합하도록 장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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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금지
ANTI-RACISM 

AND NON-DISCRIMINATION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종차별과 제노포비아

불관용과 편견

>> 모든 사람에게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

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로부터 벗어나서,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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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60년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州) 투움바에 있는 경기장 관람석은 저명한 운동선수이자 시민

이었던 E.S. Brown를 기리기 위하여 “E.S. 'Nigger' Brown Stand”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인종차별

적이고 공격적인 “nigger”라는 단어가(이하 “그 공격적인 단어”) 스탠드에 커다랗게 적혀 있다. 
1972년에 사망한 Brown은 백인 앵글로색슨 출신이었고, 그 공격적인 단어를 별명으로 사용해 이는 

그라운드 내 공개적인 방송이나 경기 중계 등에도 사용되었다.
1999년에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출신인 H씨는 경기장 이사회에 그 무례하고 공격적인 단어를 지

우도록 요청했다. 그 공격적인 단어를 스탠드 위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청원인에게 어떠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시장과 

경기장의 대표는,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의 저명한 멤버가 주최하고 타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에서도 

참석하는 공적인 회의에서, “E.S. Nigger Brown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운동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스

탠드에 남아있을 것이고, 인종적으로 폄하하거나 공격적인 단어들은 화해의 관점에서 더 이상 사용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청원인은 연방 법원에 이사회가 그 공격적인 단어를 스탠드에 남겨둠으로써 1975년 만들어진 연방

인종차별금지법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공격적인 단어를 관람석에서 지우고 이사회가 사

과하기를 바랐다. 연방법원은 청원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그 결정이 어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개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일반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경멸하고 위협할 가능성이 상

당한” 조치라는 것을 청원인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위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은 

연방인종차별금지조항은 “개인의 민감성(personal sensitivities)”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연방인종차별금지조항은 그보다는 “청원인이 속한 인종, 국적, 민족의 구성원을 다른 인종, 국적, 민
족 구성원에 비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만을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2002년, 오스트레일리아 고등 법원은 청원인의 신청을 기각했다.
유엔인종차별금지위원회(CERD)에서, 청원인은 그 단어가 영어 단어들 중 가장 인종차별적이거나, 
아니면 가장 인종 차별적인 단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와 가족들은 그라운드의 이 단어가 주는 

상처로 인해,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이 풋볼 경기장의 경기들을 관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1960년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 그 모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원주민들에게 극도의 

모욕이며, 이는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인종차별의 제 1조의 정의에 범위에 들어가는 일”
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인종차별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개선하고, 인종차별

을 유발하는 편견과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와 같은 공격적인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마치 그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승인과 같아 인종차별을 영속화하고 인종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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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는 편견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청원자는 이러한 공격적인 표현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법을 개정할 뿐 아니라 그 단어를 스탠드에서 제거하고, 사과하도록 요청했다.
유엔인종차별금지위원회(CERD)는 “그 모욕적인 단어의 사용과 그 지속이 비록 어떤 시기에는 그렇

게 여겨지지는 않았지만 현재에 와서는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특별한 운동선수에 대한 기억은 인종차별적일 수 있는 공적 표시를 전시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

으로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그 모욕적인 단어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
당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해 줄 것을 권고한다.” 하였다. (출처: 유엔인종차별금지위원회. 2003년 4
월 14일 No. 26/2002, CERD/C/62/D/26/2002)

토론할 거리
1. 이 이야기의 메세지는?
2.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는가?
3. H씨는 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나?
4. 왜 법원은 그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5. 왜 지역 주민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나?
6. 왜 위원회는 청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7. 특정한 그룹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나? 있다면 어떠한 편견인가?
8. 당신의 국가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들어본 일이 있나?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나?
9. 인종차별주의자들은 그의 행동이나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떠한 논리 구조를 사용하는가? 인
종차별적 태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거가 적합할까?
10. 인종차별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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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하는 내용

1. 차별금지-평등을 위한 지속적이며 현재진행형인 투쟁

당신의 주변에 단 한 번도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알고 있는가? 아마 그런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이며 이는 

각 개인의 고유하고 평등한 인간의 존엄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는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 조항들이 있다. 모든 인간과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적 기준인 세계인권선언은 “인
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과 같은 모든 유형의 차별”을 금지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에 관한 평등과 차별

금지의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에 대한 자연권은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동

등하게 인정되지 않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차별은 인류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문제되었다. 원주민과 소수자들은 에콰도

르의 숲에서, 일본의 섬에서 그리고 사우스다코다에서, 유태인으로서, 원주민으로서, 그리고 집시로

서 어디에서나 차별을 경험했다. 이주민, 피난민, 정치적 망명자 및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도 

차별을 겪었다. 아이들은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으며, 여성들은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고, HIV 바이

러스 감염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는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다른 집단과 구분하는 우리의 언어에도 차별이 있다. 차별

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차별을 야기하는 근원은 다른 사

람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감이며 차별은 이러한 우월감의 표출이다.
이 장은 가장 심각하고 파괴적인 차별의 형태에 속하는 인종 차별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외국인 혐

오 및 편견과 관련된 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인간은  "우수한 인종", "열등한 인종"이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정과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인종 "이라는 범주에 따라 계속하여 거듭 분류되어 왔다. “인종 우월성” 개념의 과학적 정당화

하기 위해 찰스 다윈의 진화론과 적자생존 이론을 그릇되게 사용하여 온 것이 그 예가 된다. 차별

과 인종주의는 인도의 카스트제도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중국의 문화적 우월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인종주의는 전 세계적인 유태인 박해로 나타났다. 16, 17세기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는 

“신대륙”(남아메리카 식민국가들)에 인종주의적 계급 사회를 도입했고, 이 체제에서는 순혈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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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원칙이었다. 이 체제의 희생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과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이

었다. 다른 식민주의 열강들도 이 구조를 받아들여 이를 그들의 식민지 사회의 기본원칙으로 만들

었다. “신대륙”에서 “negro”라는 이 경멸적 단어는 백인의 “고귀한 인종”에 대조되는 “열등한 인종”
인 노예 집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는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시민전쟁 이후, 미국 남부 도시들에서는 KKK단(Ku-Klux-Klan) 아프

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테러가 자행되었다. 미국헌법 제14조는 모든 시민에 대한 법 안에서의 평등

한 보호를 보장하고 있지만, 제도화된 분리정책(“평등하되 분리된”의 원칙)이 196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다. 20세기에는 인종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났다. 유럽에서 나치 정권의 인종혐

오주의자들은 유럽의 유대인들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감행하였다.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는 인

종차별을 제도화하였고,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는 인종 학살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들로 오늘날 많은 국가의 법률조항과 국제 협약들에는 차별 금지 조항이 규정되어 있

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 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중 하나이다.
☞ 여성인권 / 종교의 자유 /  소수자 권리

차별과 인간안보
인간안보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회, 선택을 훈련하고 확장할 수 

있으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차별은 사람

들로 하여금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도록 하며,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낳을 뿐

만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기 존중, 자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그리고 모든 다른 약자, 소수자나 이주민에 속하는 사람의 권리를 침

해하는 것은 심각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인권선언

에서도 언급되었듯 모든 사람들에게 내재하는 존엄과 동등한 권리를 인지하는 것은 세계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기본이 된다. 그러므로 “인종”, 젠더, 장애, 민족, 종교, 성 정체성, 언어 

또는 다른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따른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인간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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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와 설명

인종주의, 인종차별은 모든 인권의 향유에 대한 위협 및 장애물이 되며,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

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실을 부정한다.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편견 그

리고 불관용과 같은 몇 가지 전문 용어들이 있다. 차별은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논의에 앞

서 차별의 두 가지 면을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태도와 행동: 신념 및 개인적인 견해의 측면과 이러한 태도와 신념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징후나 행

동의 측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는 개개인의 마음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다른 사

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인종주의적이거나 외국인혐오적인 태도와 신념

은 대부분 모욕, 언어적 폭력, 굴욕 또는 심지어 물리적인 공격이나 폭력 및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저해하는 차별적인 처우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종류의 행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법적으로 제재되는 차별로 규정될 수 있다.  

차별의 가해자-국가 또는 개인: 두 번째 중요한 영역은 공격자 또는 행위자 영역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적 인권 보호 체계와 법적인 차별금지 메커니즘은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주요 (긍정적, 부정적)행위자들은 항상 국가였고, 반면 개인에 의한 차별은 규제되

지 않는 편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인종주의와 차별에 반대하는 국제적인 저항이라는 새로운 국면의 

영향을 받아 최근에야 변화하였다. 차별에 대해 총체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차별 사건의 많은 경

우가 사적․ 비국가적 행위자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많은 집주인들이 이주민, 망명자 또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대여해주지 않으

려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반차별주의적 규제가 사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것은 여전

히 많은 분란을 낳는다. 이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이용과 노동 시장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

에서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유럽 반인종주의 및 차별 금지 

지침(the Anti-Racism and Anti-Discrimination Directives of the European Community)이라는 

초석이 마련되었다.

인종차별
일반적으로 차별은, 동등한 권리 및 보호의 거부 또는 거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 등으로, 이는 평등의 원칙을 부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차별적인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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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우리는 인종적 차별 또는 민족, 피부색, 젠더,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에 따른 차별이라고 이야기한다. 
모든 구별이 자동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구별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하는 한 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국가

들에서 경찰이나 군인 또는 공적 부문에서의 고용은 국민에게 제한되어 있지만, 이것이 차별을 구

성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을 정의하는가이다. 이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이 

다른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러한 애매모호함은 왜 평등 처우의 원칙이 인권원

칙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인 것 중 하나인지를 설명해주는데, 이는 법 앞에의 평등이 항상 사실적 

평등이나 결과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원주민어를 사용하는 교육이 이러한 

차이의 예이다.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을 법적인 의미에서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학교가 특정한 모

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여, 강의에 사용되는 언어를 잘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평

등한 대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국어 강의의 제공은 차별이 아니며,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학생들

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문화적 교육을 완전히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965년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은 인종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정의를 내렸고, 이는 차별과 관련한 다

른 정의 및 계측의 기반으로 활용되었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의 1조는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

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

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

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 이행과 모니터링

차별의 세 가지 요소 :
일반적으로 서로 결합해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유형의 차별에 공통된 세 가지 요소를 정의 내

릴 수 있다.

1. 민족, 피부색, 혈통, 국적, 젠더, 나이, 장애 등의 범주에 기반하여

2. 그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낳는

3. 구별, 배제, 제한 또는 우선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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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슬에 매여 있었던 사람을 풀어주고 그를 경주의 시작점에 

데리고 가서,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해서도, 

당신이 완전하게 공정하다고 믿어서도 안 된다. 

기회의 문을 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시민들은 이러한 문들을 통과해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단지 권리나 이론으로서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결과로서의 평등을 추구한다.”

Lyndon B. Johnson, 1965

또한 직접적 차별과 간접적 차별이 구분되어야 한다. 직접적 차별은 어떤 사람이 상대적인 상황에

서 다른 사람에 비해 비우호적으로 대접받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적 차별은 일견 중립적인 규정이

나 정책이 사실상으로는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 비해 어떤 사람이나 그룹에게 불리한 것을 의미한다.

차별의 기타 중요 특성: 대부분의 경우 지배적인 그룹이 힘이 약하거나 수가 적은 그룹에 대해 차

별을 한다. 지배는 수적인 의미에서(다수 vs. 소수) 또는 권력(“상위 계급” vs. “하위계급”)적인 의

미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처럼 소수가 다수를 지

배하고 차별할 수도 있다.
차별로 인해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한다. 이는 차별이 인간 

존엄성과 동등한 권리에 대한 거부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흥미로운 부분은 긍정적 차별 또는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라는 것인데, 이는 본래 미국에서 온 용어이다. 이 용어는 실

질적인 평등에 도달하고 차별의 제도적인 형식을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정부의 일시적인 특별방

안을 의미한다. 제도화된 차별은 만들어진 법이나 정책, 관습을 뜻하는데 이는 사회, 기관이나 단체 

내에서의 시스템적인 불평등과 차별을 낳는다. 적극적 우대조치의 수단은 항상 매우 논쟁적이었는

데 왜냐하면 이는 일시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자유, 특히 교육, 고용 및 비즈니스의 부문에서 과거

의 불평등을 상쇄하고 여성이나 소수민족 등 특정 집단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른 집단

보다 특정집단에 대한 선호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완전한 평등을 보장하려는 관점에서, 특
정한 방법(적극적 우대조치)들은 평등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유지되고 수용된

다. 따라서 이러한 대우는 차별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차별에 맞서는 방법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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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거리
l 차별 금지가 항상 동등한 대우를 의미하는가?
l 과거의 불평등한 대접을 상쇄하기 위해 동등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하는 동등한 기회

의 개념은 어떠한가?
l 어떠한 행위(막거나 우호적이거나)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다른 민족들이나 나누어진 커뮤니티를 고립시키고 상처입힘으로서 피해를 준다. 적극적 

인종주의와 인종에 기반한 부정의나 특권의 수동적 수용 모두 피해자와 가해자 양 측의 정신건강과 

심리적인 기능에 지장을 준다. 인종주의와 이와 관련한 불관용성의 원인과 결과, 이를 유지하기 위

한 수단은 복잡하며, 법적인 취약성과 차별, 경제적 교육적 난점, 사회적 정치적 소외, 심리적인 피

해를 포함한다. 인종주의와 차별은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 희생자들은 과도한 스트레스 증

상을 보이고 있고, 심신 및 자가 면역적 질환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인종주의의 정확한 의미와 영역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보편

적으로 수용되는 인종주의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종주의 이론은 소위 다른 (과학

적으로 그른) “인간 종”의 존재와 민족적 그룹이 내재적으로 우월하고 열등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어떤 그룹이 다른 그룹을 지배하고 제거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잘못된 가정을 포함한다. 유
네스코에 따르면 “인종주의는 인종적인 이데올로기, 편향된 태도, 차별적인 행위, 인종적인 불평등

을 가져오는 구조적인 협약과 제도적인 관행 그룹 간 차별적인 관계가 도덕적, 과학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을 포함한다; 이는 반사회적인 믿음과 행위뿐만 아니라 입법이나 규

제의 차별적인 제공과 차별적인 관행에서도 반영된다; 이는 피해자들의 발전을 막고, 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왜곡하며, 국가들 내부적으로 나누고, 국가 간 협동을 지연하며 국민 간 정치적 긴장을 증

대시킨다; 이것은 국제 규범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결과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인종주의는 사용되는 힘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여러 다른 수준으로 존재한다. 
l 개인적 수준(개인의 태도, 가치, 믿음)
l 대인적 수준(타인을 대하는 태도)
l 문화적 수준(사회적 행위의 가치와 규범)
l 제도적 수준(법, 관습, 전통과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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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스템적으로 흑인과 백인을 분리시켜 놓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은 제

도화된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끔찍한 사례다.
오늘날 “인종”은 사회적 인식의 산물로 여겨진다. 사실, “인종”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인종”이 존

재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전제로 하고 이를 옹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인종주의적이다. 
오늘날의 인종주의자들은 생물학적인 특성보다 문화적 차이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인종주의자들은 

“문화적 인종주의”라는 진보된 개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인종주의자 대부분의 실

제적인 태도를 더 잘 보여주는 개념이다.
사고방식으로서의 인종주의 또한 해로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표현이나 다른 표명 없이 

인종주의자들의 마음에만 존재하는 인종주의적 견해와 인종주의적 방식의 생각만으로는 법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이러한 편견과 생각이 차별적 정책, 사회적 관습, 헤이트 스피치, 집단 간 

분리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만 우리는 차별적 혹은 인종주의적 행동과 차별을 처벌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인종차별적 폭력(Racist violence)은 피부색, 혈통, 국적/민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발생

하는 폭력과 괴롭힘 등의 행위로, 이는 인종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한 집단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생각은 증오에 기반한 폭력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환경의 필수적 

요소다.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항한 지난 십년 간, 인종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는 더 광범위하게 발

전하였다. 전 세계의 모든 사회가 인종주의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다는 깨달음도 이에 포함된다. 국
제 사회는 인종 차별주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인종주의나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근거하여 차별적 정책과 관행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에

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이러한 이론과 관행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나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인
종청소”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전-유고슬라비아, 다르푸르, 르완다에서의 충돌에서 

볼 수 있었듯이 말이다. 

반유대주의(Anti-Semitism)
반유대주의는 역사적으로 널리 존재했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타 종교, 민족인 유대인에 대

한 혐오 및 적대감의 폭력적 발로는 숨겨지고 은밀한 방식의 표현으로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다. 20
세기 초반 파시즘의 득세와 맞물려 반유대주의는 파시즘 이데올로기의 일부가 되었다. 나치 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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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자행된 홀로코스트로 인해 6백만의 유대인들은 오로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으

로 살해당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공동체와 유산들에 대한 공격은 드문 일이 아니며 상당수의 네

오나치 집단들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반유대주의를 표현한다. 인종주의의 특수한 형태인 반유대주의

는 네오나치 이데올로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 사이에 널리 퍼진 이데올로기이기도 하

다. 더 나아가 나치 프로파간다를 예찬하고 전파하는 웹사이트와 문헌의 증가는 반유대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몇 년 전부터 반유태주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수많은 차별, 헤이트 스피치, 혐오 범죄 사건의 

발생으로 이를 알 수 있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증 그리고 관련한 불관용은, [...] 모든 인권의 완전한 

향유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침해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실을 부정한다[...]”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 선언. 2001

외국인혐오(Xenophobia)
제노포비아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으로 설명되며, 타인을 그들의 공동체, 사회 그

리고 국가에서의 외부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배제, 비난하는 태도, 편견, 행위를 특징으로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제노포비아는 비이성적인 이미지와 생각들에 기반한 감정이며, “선 혹은 

악”으로 단순화 된 시나리오로 이어진다.
제노포비아는 또한 태도(attitude)와(나) 신념(belief)이다. 그러므로 차별적인 행위와 같은 제노포

비아의 표현들만이 국내법 및 국제법으로 제재된다.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차이는 법적 중요성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인종주의적, 제노포비아적 행동

과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항상 같다. 이들은 사람들이 계획과 꿈을 따를 잠재력과 기

회를 박탈하며, 사람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에 상처를 낸다. 그리고 많은 경우, 생명을 앗아가기

도 한다.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은 특히 아이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인종주의를 목격

하거나 인종주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공포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종주의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을 깨는 공포로 나타난다. 인종주의자들의 주장, 언어, 스테레오타입은 

아이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아이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방식의 일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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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가 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뉴욕에서 열린 UN 공개토론회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서 온 한 여성은 청중들에게 그녀가 삶에서 처음 인종차별을 경험했던 것은 출생 당시였는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그녀의 어머니가 다른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무거운 짐 나르는 것을 도

와주길 거절했다고 소개했다. 이 여성은 성장하면서 그녀의 배경(민족, 언어, 지역)이 그녀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빠르게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그녀로 하여금 이

미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쓸모없고, 불안하고, 무능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관련된 현상: 불관용과 편견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는 정책강령에서 불관용을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적 지향, 정치적, 
종교적 믿음 등을 이유로,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멸시하는 태도, 감정이나 믿음”이라고 

정의하였다.
편견의 고전적 정의는 하버드 대학교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Gordon Allport에 의해 내려졌다: “[...]
편견은 잘못된, 융통성 없는 일반화에 기반한 반감이다; 편견은 느껴지거나 표현된다; 편견은 어떠

한 집단이나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게로 향한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모든 차별적 행동을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불관용과 편견은 인종

주의나 제노포비아와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더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을 낳는 초석이기도 하다. 

민족주의적 편견(ethnic prejudice)의 개념은 최근에 생긴 것으로, 이는 특정 집단의 문화적 우월성

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 반감을 묘사한다. 유럽에서의 반터키, 반폴란드, 반러시아적 편견들

이 그 예이다. 문화적 편견은 전형적으로 특정한 집단의 문화적/종교적 (실제적 또는 상상의)특성을 

공격하는데, 이는 최근의 인종주의를 “문화적 인종주의”로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다. 
편견과 불관용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 획득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 싸우거나 다루기 어렵다. 
게다가, “관용”이라는 개념은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수용하지만 이들에 대한 진정한 환영이나 이들

이 가지고 있는 동등한 권리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내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

쟁적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불관용과 불관용의 태도를 참거나 견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중요하다. 불관용은 시민적 용기에 의해 저지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적합한 수단을 가지고 불관

용적 행위를 막아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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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거리
l 누가 관용의 한계를 정할 수 있는가?
l 관용과 불관용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규범이 만들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기

준이나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한가?
l 그러한 기준들을 인지함에 있어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있는가?

국제인권법 하에서 발전된 한계와 기준은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범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불관

용에 대한 최소한의 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이행과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인종주의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종주의적 태도를 발전시켜 온 것으로 여

겨진다. 따라서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주요 원인은 ‘무시’이다. 2011년 3월 21일 국제차별철폐의 

날에, UN 사무총장 반기문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 했다: “[...]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인

종주의를 영속화하는 공공의 정책과 사적인 태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합니다. 오늘, 나는 UN 회원

국, 국제적 비정부적 기구들, 언론, 시민사회와 모든 개인들에게 [...] 언제 어디서나 인종주의에 저

항하자고 요청합니다.”

3. 문화적 관점차이와 논쟁적 이슈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난 지속적인 문제이다. 비록 

인종주의, 인종 차별 또는 인종적으로 우월하다는 자만심이 백인의 비백인에 대한 차별을 연상시키

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회는 하나도 없다. 
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예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의 한국인들은 단지 그들이 한국적인 기원

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공적 지위에 오를 권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최근까지, 인도네시아의 중

국 소수민족은 공개적으로 전통 새해를 축하할 수 없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중국 내 민족과 종교

적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하였다. 인도의 카스트제도는 “카스트의 하층 구

성원들”을 심각하게 차별하였다. 심지어 “카스트의 상위 계급”에 의해 자행된 강간이나 대량학살의 

사고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인종주의는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존재한다. 권력을 가지지 못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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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집단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종주의와 인종적 폭력에 의한 차별과 학대에 부딪

혀야 했다. 
집시에 대한 차별-유럽 대륙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약 8백만의 집시들-은 유럽의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를 유발하였다. 역사의 오랜 시간 동안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집시들은 보통 동화되기를 강요받

았다. 몇몇 국가에서, 집시어의 사용은 금지되었고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야 했다. 오늘날, 집
시 공동체는 여전히 고용, 주거, 교육, 법률이나 보건 서비스에의 접근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차별

을 경험하고 있다.

4. 이행과 모니터링

노예제, 식민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차별금지의 원칙을 모든 

나라의 헌법과 국제 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

단은 1965년 12월 21일에 세워진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이다. 이 협약의 완성으로 UN 총
회는 홀로코스트의 공포와 전후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주의적 태도와 정책에 대한 반대하였

다.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은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고, 어떠한 종류의 인종 차별도 반대

하며, 국가의 기관들이 모든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지체 없이 인종차별철폐 정책을 추진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금까지(2012년 1월),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은 174개국에서 비준되

었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한 협약의 조항들은 국가들, 사적 영역들 그리고 개인들과 관련해서도 적용

된다. 차별금지의 근본 조항들은 국가와 권력기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차별금

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할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l 존중의 의무(Obligation to respect): 이는 국가는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

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는 그들의 관할권 내에 있는 법규로부터 주

어진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법을 통해서만 

제한이나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차별과 관해 이것은 국가가 개인의 평등을 존중해야 하며 

인종주의와 차별을 지지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l 보호의 의무(Obligation to protect): 이는 국가가 개인들을 그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

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사인에 의한 인종주의와 차별적 행위를 언급하고 있

는데, 이는 국가는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개인에 의한 인종차별적 징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야 한다는 것이다. 



- 157 -

l 충족의 의무(Obligation to fulfill): 국가는 법적, 행정적, 사법적, 사실적인 조치를 통해 그 권리

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의 제5조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제거하며, 개개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l 사적 영역에서(NGO, 언론 등)의 의무(Obligations in the private sectors): 정부영역뿐만 아니

라 사적 영역 또한 차별과 인종주의에 맞설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다. 사적 영역의 주체들은 시

민 사회의 가장 넓은 기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보통 “상향식 접근(bottom up)”으로 시민사회 내

의 차별과 인종주의적 태도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다. 
☞모범 사례

차별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사례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 분야에서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는지를 보여준다. 원칙적으로 국제인권의무의 이행은 국가적 책임이다. 따라서 인종

차별에 대항해 싸우는 국제기구들은 당사국에 의하여 비준되고 당사국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그럼

에도 국제 기준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과 강력한 이행강

제 메커니즘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은 당사국의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를 설립하였다. 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고 검토하도록 하기 위

해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UN의 첫 번째 조약기구이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4가지 과정으로 구

성된다.
l 보고 절차(Reporting procedure): 모든 협약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각각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의견이나 권고사항을

(“관찰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각각의 협약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l 사전경고 절차(Early-warning procedure): 위원회는 현재 상황이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 

심각한 협약의 침해를 제한하기 위해 즉각적인 관심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대응한다.
l 국가 간 컴플레인(Inter-state complaints):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협약의 침해가 발생

했을 때 이를 위원회에 청원한다.  
l 개인 컴플레인, 청원권(Individual complaints, right to petition): 위원회는 특수한 상황에서 협

약에서 보장하는 그들의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을 

고려해야 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일반논평을 출간해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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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실체화와 그 이행을 위해, 인권보호 영역에서의 법집행관의 훈련 (1993), 선주민의 권리 

(1997), 젠더 차원의 인종차별 (2000), 로마족과 비시민 차별(2004), 형사사법제도의 운영과 구조

에서의 인종차별 예방(2005)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간한다.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표현이 지난 10여년 간 증가한 이래로, 국제 사회는 이러한 현상에 맞서

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권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및 관련 

불관용의 현대적 형태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의 권한은 2008년에 다시 확대되었다.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 조사위원은 긴급한 요청과 요구를 국가에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가 보고

서를 작성하고, 인권위원회나 UN 의회에 연간 또는 주제별 보고서를 제출한다.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DDPA)은 2001년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사회의 

확약이다. 이 약속은 모든 수준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및 관련한 불관용을 막고, 
이에 저항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인종주의가 국제적인 문제라는 것과 이를 막는 데에

는 전 세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

루고 있고, 폭넓은 제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 더반 

검토 회의에서는 2001년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의 이행을 평가하고 발전된 내용을 검토하였으

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과 모든 수준에서 모든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관련한 불관용

의 표명에 저항하고 이를 없애려는 계획을 확인하였다. 이는 DDPA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모든 지역 인권기구들은(Americ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차별에 반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부분은 부수적인데, 이
는 재판이 필요할 때 각각의 협약의 다른 권리와 함께만 주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인권협약

의 12번째 규약은 2005년에 의무화 되었고, 협약에서 설정된 자유와 권리의 향유를 넘어서는 범위

의 보호의 수준을 제공하면서 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를 담고 있다(1조). 1993년에 유럽의회는 

인종주의와 불관용에 대한 유럽위원회(ECRI)를 설립했고, 이는 유럽의회 당사국에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반유태주의와 불관용을 저지하려는 노력과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하도록 

하는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다른 중요한 모니터링 기구에는 차별금지와 반인종주의 옴부즈

퍼슨이 있다. 이 옴부즈퍼슨들은 보통 국가단위에서 만들어지며 이들은 차별 사건을 기록하고, 차별

금지에 대한 국가적·국제적 규범을 알리고 가능한 해결 방안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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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0년, 미국의 사법당국은 6,628건의 혐오범죄가 있었고, 7,699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하였다. 7,690명의 공격, 8,199명의 희생자, 6,001명의 공격이 연관된 6,624건의 개별 사건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다:
47.3%는 인종적 편향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
20.0%는 종교적 편향이 원인이 되었다.
19.3%는 성적지향이 원인이었다.
12.8%는 민족, 국적이 원인이었다.
0.6%는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책 안의 법”과 “현실의 법” 사이의 간극: 비준된 협약, 선언 그리고 행동 계획은 인종주의와 차별에 

맞서 싸우는 실제적인 전략으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협약, 선언 및 행동 계획들이 현실에서 완

전히 수용되고 실현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한계가 있다. 강한 정치적 의지가 이들의 효과적인 이행

을 위해 필요한데, 불행히도 현실에서는 다른 정치적인 이익들로 인해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캠페인을 벌이고, 로비를 하여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는 비정부적, 공동체 기반 조직의 역할이 매

우 중요하다. 게다가, 그들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국내, 국제적 인권 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을 가한다.

집에서 반 블록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박대와 차별보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의에 화내는 것이 종종 더 쉽다. 

Carl T. Rowan, 저널리스트

비국가적 행위자들 사이의 차별: 차별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사적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차별의 방지와 관련되어 있다. 보통, 단지 공적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국가 당국

에 의한) 차별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개인들 간의 차별 행위만이 법에서 규제된다. 따라서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같은 방법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최근 몇 년 간 유럽연합에서는 사적인 영역을 관리하는 고용과 직업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
용평등지시”와 고용 및 재화와 서비스에의 접근에 있어서 인종적 배경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종평등지시” 등의 차별금지지시(Non-Discrimination Directives)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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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오늘날 사회의 필요에 기반한 더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남녀 간 평등한 대우와 같은 

고전적인 개념에서부터 그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모든 유럽연합회원국은 이러한 지시를 개별 국가

의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권의 위반은 법정에서 주장될 수 있고, 이는 반차별주의의 발전

의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에도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더 확장하려는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
 
언급된 국제기구들은 차별금지의 원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사전경고시스템, 예방적 방문, 긴급절차, 정보 및 인권교육과 트레이닝과 같

은 예방적인 수단과 전략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현상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과 인종주의에 대한 더 효과적인 대응인데, 국제기구들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인종주의, 제노포비아와 기타 연관 태도는 미묘한 형태로 빈번하게 나타난

다. 이러한 태도들은 확인하거나 발견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주의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만 자행되며 이는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위험한 인식이 유발될 수 있다. 성공적으로 이

러한 의견과 믿음에 맞서기 위해서, 인종 차별, 인종주의 그리고 연관된 불관용들은 사회의 모든 수

준에서 인권의 문화를 강화시킴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인종주의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 

현상인데, 인권교육과 학습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다양한 방법들로 인종주의에 대항할 수 있다. 이
러한 방법들은 사회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식되도록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사회에 

인권을 전달하고 인권을 사회에 통합시키고자 한다. 많은 나라에는 교사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

종 관련 사고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다.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에서, 많은 흥미로운 예시들과 아이디어들이 보고되었다. 여기에는 학교 교과서와 커리큘럼을 통해 

인종적 편견에 저항하는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현재진행형인 노력과 차별금지의 명백한 원칙들을 

그들의 교육 목표에 포함하는 계획이 진행 중인 유럽 학교 네트워크 이니셔티브 등의 노력이 포함되

어 있다. 많은 나라에는 존재하는 학교 교환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서로의 문

화를 나누고 언어를 배우도록 장려한다. 많은 정부와 NGO들은 인권교육 자료들에 문화적 다양성과 

감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데, 이는 각자의 문화와 국가에 대한 이해에 기여한다. 많은 

나라에서 사법기구 종사자, 사법부의 구성원,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주의와 차

별금지에 초점을 둔 인권 교육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인종주의에 대항한 싸움과 인권의 

보호에서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역할에 대해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모든 수준과 모든 연령에서의 인권교육은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불관용에 기반 한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요인이다. 따라서 인권 교육을 도입하고, 이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모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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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에서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교육 커리큘럼과 자원의 실행과 지속을 지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언론의 중요 역할: 언론은 사람들의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인종적 스테레오타입에 

대항하고 평등, 존중, 인간 존엄성, 다양성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불
행히도 세계의 많은 신문, 라디오, TV는 경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사회적 약자 개인과 집단, 특히 

이민자와 망명자에 대한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증진하고, 대중 사이의 제노포비아적이고 인종주

의적인 정서와 행동의 확산에 기여한다. 몇몇 언론은 인종차별과 증오를 퍼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언론의 힘은 1994년 내전동안 투치족들을 학살하라고 후투족을 선동할 때 이용되었던 르완다

의 “Radio Mille Collines”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정보와 의견을 퍼뜨리는 데에 있어 인터넷의 중

요한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은 협약 당사국들이 모든 인종주의적 선동

과 조직을 비난하고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한 모든 선동을 막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

다. 이를 위해 그 중에서도 국가들은 인종주의적 생각과 선동의 확산을 위법행위로 선언해야 한다. 
또한, 인종주의와 불관용에 반대하는 유럽 위원회는 언론이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적, 제노포비아적 

용어를 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인종주의적 언론 전문가들에 의한 자가 규제 방안 및 윤리 강

령(codes of ethics)의 도입 등을 통해 그들의 기사에서 인종주의적 스테레오타입을 지양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 트렌드 / 표현의 자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차별 예방은 차별적 행위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현

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태도, 믿음, 그리고 결과적인 조치와 행동을 다루는 일은 반드시 필요

하다. 이 매우 어려운 일은 제도화된 인권교육, 상향식 접근이 가능한 정보, 모든 관련된 비국

가행위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정부 당국의 참여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차별적이거나 인종주의적인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에는 가능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도덕적 용

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능하다면 발견한 사고를 법원, 옴부즈퍼슨 또는 전문 기구등과 같

은 관할 기관과 관할 당국에 알려야한다. 이는 국가적, 국제적 구제 방법에 접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 인권 존중을 증진하고, 인종적 차별적 행위를 막고, 평등의 원칙이 실

현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효과적인 단계는, 우리의 태도와 편견을 

인식하고 이에 도전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별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 162 -

“인종주의는 피혐오자와 혐오자를 모두 파괴한다. 

왜냐하면 인종주의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성을 부인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인간성도 손상시키기 때문이다. 종족주의, 원리주의, 호모포비아와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한 피상적인 반응처럼, 

인종주의는 당신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당신이 누구인가는 무시한다. 

인종주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옷의 상표만 보는 것이다. 

인종주의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들’을 증오한다,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알지도 못한 채.”

Timothy Findley, 작가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사적 영역에서의 자발적 행동강령: 많은 다국적 기업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파트너들이 인종 차별

과 같은 인권 침해를 막는 의무를 다하도록 자발적인 행동강령을 만들고 있다.

공적 조달 계약에서의 차별금지규정: 스웨덴 정부는 공공부문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회사들로부

터 그들이 반차별주의 법을 지키고 평등을 증진시키겠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비차별조항이 침해될 경우 계약은 종료된다. 다양한 도시들이 이러한 개념의 법을 시행하고 있다

(London, Galway 등).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국제도시연합(International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이 기관은 

UNESCO의 계획의 일종으로, 2004년 만들어졌다. 지역적 수준에서 인종주의, 차별, 제노포비아, 배
제로부터 맞서는 정책을 증진하기 위한 경험들을 나누는데 관심이 있는 도시들의 네트워크를 위한 

것이다. "행동을 위한 10가지 계획"에서 가입 도시들은 교육, 거주, 고용, 문화 활동과 같은 도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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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다양한 권한 분야에서의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활동들을 전개하고 증진시킨다.
또한 아프리카, 아랍지역, 아시아, 태평양, 유럽,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도 각

각의 행동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적 연대가 형성되는 중이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와 차별에 반대하

는 아프리카 도시 연합은 2006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만들어졌다. 

유럽 축구 리그에서 일어나는 인종주의와의 싸움: 유럽축구연합(UEFA)은 구단들이 축구팬, 선수들, 
관계자들 사이에서의 반인종주의 캠페인을 진행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나열한 10가지 행동강령을 제

시하였다. 이 계획에는 경기에서 인종주의적 구호를 외치는 것을 비판하거나 선수에게 인종주의적 

모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행동 등의 조치들이 포함된다. UEFA는 또한 유럽 축구에서의 인종

주의와 제노포비아에 저항하는 지역적, 국가적 수준의 행동을 지지하고 이에 협력하는 "FARE-유럽 

네트워크 내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축구(Football against Racism in Europe Network)"를 지지한다.

2. 트렌드

빈곤과 인종주의/외국인혐오의 관계
빈곤과 인종주의, 제노포비아 사이의 잠재적인 연관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인종주의

와 제노포비아가 빈곤의 원인이 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빈곤이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의 능동

적, 수동적 형태로 이어질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일관된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

와 관찰의 해석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 사이에는 연관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증

가하고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빈곤이 민족과 관련된 문제이다. 미국 농무성에 따르면, 식량불안과 굶주

림에 시달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 가정이 백인 가정에 비해 3배나 높다고 한다. 명백하

게도 소수자 집단은 빈곤에 직면하고 있고, 이는 종종 인종주의와 차별(직업, 교육, 거주에의 동등

한 접근에 대한 장애) 때문이다. 따라서 불평등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회에서 더 빈곤한 집단일수록 더 큰 인종주의적 경향이 나타난다는 주장은 상당한 논쟁거리이다. 
비록 인종주의가 "고등 교육을 받은 상위 계층"에서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교육 부족과 결합된 빈곤

은 인종주의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많은 경우, 이러한 종류의 인종주의는 더 나은 삶

의 조건을 위한 투쟁에서 나오는 배제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이는 불안정한 고용 및 거주 상황에 

대해 이주민들을 비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 빈곤 /  소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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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인종주의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20억의 사용자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의사소통 기술

은 사회의 모든 행위자들에게 중요한 매체로, 인종주의자, 폭력적이고 테러리즘적인 기구와 집단적 

선동 인종주의, 반유태주의, 제노포비아와 증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인종주의적 컨텐츠와 아이디어들을 확산시킨다. 인터넷에서의 인종주의는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

다. 1995년에는 단 하나의 인종주의 웹사이트만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인종주의적 혐오와 폭력, 
반유태주의, 제노사이드를 촉진시키는 10,000개가 넘는 웹사이트들이 있다.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

트들에 대한 추정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과격주의자들과의 싸움에는 막대한 기술적, 법적 어려움이 따른다. 국제기구 수준에서, 국제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의 당국은 특정 집단에 반하는 행동의 선동이나 폭력의 행위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의 선동, 인종주의적 우월감과 증오에 기반 한 모든 아이디어의 확산을 법적인 처벌을 받

아야 할 범죄라고 선포했다. 지역적 수준에서는 2006년 발효된 사이버범죄에 관한 유럽협약회의의 

보충협약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인종차별적, 제노포비아적 행동의 범죄화를 다루고 있다. 이 협약

은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형법과 그 구조를 맞추고,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국가 수준에서도 인터넷 시스템을 통한 인종

주의 및 제노포비아적 요소들의 확산,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로 인한 위협과 모욕, 반인간적 범죄나 

제노사이드의 정당화 및 승인·축소화·거부 등을 범죄화하는 일을 포함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러한 표준의 수용과 이행은 희망적으로 이 분야에서의 진보를 이끌 것이다. ☞ 표현의 자유

이슬람혐오: 9.11 테러의 후유증
2001년 9월 11일 공격의 바로 다음주에 미국 영토 내에서 아랍계 미국인에 대한 보고된 공격이 

540건, 시크교도들에 대한 공격이 200건 있었다. 2000년 내내 아랍계 미국인 대한 공격이 600건이

었던데 비교해 보면 놀라운 수치다. (출처: Amnesty International, 2001, 위기대응가이드)
유럽에서 소수집단에 대한 인종적 공격과 남용, 특히 영국계 무슬림들에 대한 공격은 2005년 런던

에서의 폭탄테러 이후 엄청나게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아래의 기사는 분명히 개인화된 예시이며 논의의 시작점으로 여겨

질 수 있다.
"Seema는 18살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다.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서 그녀는 이 나라 퀸즈의 우드사

이드에서 그녀의 인생의 거의 절반을 보냈다. 그녀는 작고, 진중하였다. 그녀는 이주자 가족의 3명
의 자녀들 중 첫째로서 고민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가족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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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노예무역과 노예제 금지에 관한 국제연맹의 협약

1945 국제연합 1조(3)
1948 세계인권선언 1, 2조
1948 제노사이드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1950 유럽인권위원회(ECHR)
1951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Seema의 영어는 비록 벵골어의 흔적이 

약간 남아있었긴 해도 퀸즈 사투리였다. 그녀는 미국 시민이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완전한 미국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녀를 미국인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얼

떨떨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벵골이 먼저"라고 그녀는 말했다. 미국인의 요건에 대한 질문은 그녀와 

같은 소녀들을 맴돌았다. 9.11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들로 인해 이 질문은 뚜렷이 부각되었다. 테러

가 일어난 지 몇 주 후 그녀들이 아는 무슬림 소녀들은 머리 두건을 벗어버렸다(Seema는 무슬림이

지만 두건을 쓰지 않는다). 남자들은 수염을 밀었다. 다른 사람들은 터번을 썼다는 이유로 비난받았

다; 그들은 심지어 무슬림도 아니었다.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그녀의 아버지는 직업을 잃을까 두려워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카미즈와 살와르를 입고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 걸어오는 것을 두려워했다. 
학교는 상황이 더 나빴다. 우선, 선생님들은 아프가니스탄에의 폭탄투척을 응원했다. Seema는 아프

간 시민들의 운명에 대한 것을 물으려 손을 들었던 것을 회상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비웃음을 당

했다. 다른 선생님은 얼마나 캘리포니아의 탈레반 동조자인 John Walker Lindh가 얼마나 이슬람에 

홀렸는지 이야기했다. Seema는 움찔했다. "이슬람은 마녀나 무슨 이상한 주술같은게 아니다", 그녀

는 말했다. ☞ 소수자 권리 / 종교의 자유

토론할 거리
l 이 이야기에서 침해받고 있는 권리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l 희생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l 당신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는가?
l 9.11 사건이 시민권의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l 인권의 범위와 한계는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소수자의 권리의 범위와 제한사항을 결정하는가?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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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UN 식민지 독립 선언

1960 UNESCO 교육상 차별금지협약

1965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

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67 난민지위프로토콜

1969 미주인권협약

1973 아파르트헤이트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1978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대한 UNESCO 선언

1978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첫 번째 국제회의

1979 여성차별철폐협약

1981 종교와 신념에 관한 차별 철폐협약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반줄헌장)
1983 인종주의와 인총차별에 반대하는 두 번째 국제회의

1989 국제노동기구(ILO) 원주민과 부족에 관한 협약

1989 아동권리협약 2조
199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ICPMW)
1992 국가, 민족, 종교, 언어적 소수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한 UN선언

1993 유럽인종차별위원회(ECRI)
1993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제노포비아와 불관용들의 현상에 관한 특별 보고서

1998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ICC)
1998 유럽 인종주의와 제노포비아 감시센터(EUMC)
1999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유럽 공동체의 권한을 만드는) 암스테르담 협약

2000 EU인권헌장 21조
2000 (차별의 일반적 금지를 수립하는) 유럽인권재판소(ECHR) 프로토콜

2001 인종주의,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불관용에 관한 세 번째 국제 회의: 선언 및 행동 프로그램

2001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UN 특별 보고서

2004/2005 유럽공동체의 25개 국가 내 사적 영역을 위한 반차별법

2004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국제도시연합

2006 장애인권리협약(CRPD)
2007 원주민의 권리에 대한 UN선언

2007 EU 기본권기구(FRA)
2009 더반 재검토회의(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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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 Jr.

추천 활동

활동 I: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난다.

Part I: 소개

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사람들이 차별의 기원과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그러나 차별의 피

해자의 기분을 느끼는 것 것만큼 인상적이거나 유익하지는 않다. 따라서, 이 활동은 참여자들이 차

별을 알아보고 그들 스스로 차별을 경험하게 해본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자아성찰

목적과 목표: 참가자들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차별에 대해 발견할 기회를 준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5-20명
소요시간: 45분
관련기술: 솔직함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가자들은 출발점에 모여 선다. 기준 선 

앞뒤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트레이너는 잠재적인 차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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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읽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모든 참가자들은 트레이너의 지시대로 앞

으로 가거나 뒤로 간다. 모든 차별요인들을 읽고 나서 그룹은 분리된다. 트레이너는 참가자들에게 

그룹이 다시 모이기 전에 다양한 위치들을 살펴보도록 멈추게 한다. 

피드백:
원으로 모여서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활동 동안에 무엇을 느꼈는지 요약하도록 한다.
방법론적 힌트:
사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의 수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위치 때문에 

참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믿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트레이너가 그룹 구성원 간 신뢰와 

신용의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질문 목록:
(+는 한발자국 앞으로 나오는 것 -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을 의미한다.)
인종: 
+(당신의 나라에서) 누구의 모국어가 다수의 언어입니까?
-어떤 가족이 나라를 떠나 도망쳐야 합니까?
-해당 국가에서 소수를 형성하고 있는 민족 집단의 구성원?
교육/직업: 
+가족에게 주어진 재정적 안정성을 의존합니까?
+증명서가 있는 중등 교육과 같은 최종 학위를 받았습니까?
+더 상급학교에 다니거나 대학 학위를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1년 유급했습니까?
+책이 많은 집에 삽니까?
+최소 2가지 언어를 배웠습니까?
-사회복지, 장학금, 실업수당에 의존해야 합니까?
-노동계급의 자식입니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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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이가 있습니까?
종교:
+국가의 다수 종교에 속합니까?
-다수종교에 속하지 않습니까?
-무교입니까?
장애, 질병, 폭력:
-가족 내 알콜이나 약물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치병이나 영구장애가 있습니까?
-고아거나, 한부모가족 출신이거나, 입양되었습니까?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경험했습니까?
-고아원에서 자라거나 양부모의 집에서 양육되었습니까?
-범죄전과가 있습니까?
나이:
+45세보다 어립니까?
-45세 이상입니까?
-집안에서 친척들을 돌봅니까?
성적지향:
-동성, 양성, 트렌스젠더입니까?
+이성애자입니까?

활동II: “문화적 색안경”

PartI: 소개

다른 문화의 행동 패턴이나 관습들은 보통 그들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평가된다. 이러한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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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종종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유발하거나 편견을 강화하기도 한다. 아
래의 활동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드러냄으로써 사전에 가지고 있던 의견과 고정관념화 된 생각들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놀이

목적과 목표: 스스로의 편견을 인식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고민하게 함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25인까지

소요시간: 90분
교구: 땅콩 한 그릇

준비사항: 알바트로스의 섬 문화에 대한 묘사를 담은 종이

관련기술: 다른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참가자들은 알바트로스의 섬을 방문하고 있다. 그들이 섬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따라 스스로 섬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관습에서만 결론을 내린다.
두 명의 자원자에게 섬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한다(남녀 각각 1인). 이 둘은 다른 그룹으로부터 

분리되어 알바트로스 섬의 문화와 익숙해지는 짧은 준비 시간을 지닌다. 그 이후, 자원자들은 다시 

그룹으로 돌아가 3가지 짧은 장면을 연출한다.
환영: 두 명의 섬주민들은 천천히 의자를 원으로 놓는다. 그리고 그룹의 나머지 사람들의 두 다리가 

바닥에 있는지 확인한다. 여자는 항상 남자 뒤에 서 있다. 남자 섬주민은 남자 방문객만 접촉하고, 
여자 섬주민은 남녀 모두와 접촉할 수 있다. 
식사: 섬주민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앉는다. 남자는 의자에 여자는 그의 옆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여자는 남자에게 땅콩 한 그릇을 주고 그가 다 먹고 나서야 식사한다.
에너지 흡수: 남자는 여자가 몸을 구부려 이마로 바닥을 세 번 치는 동안 그의 머리를 여자의 목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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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원자들은 자리로 돌아간다.
피드백:
참가자들에게 세 가지 장면을 보고 알바트로스 섬의 문화와 성별 간 관계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

는지 묻는다. 알바트로스의 문화에 대한 텍스트를 읽은 후, 다시 섬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다른 

관찰자들이 잘못 추측했고 왜 그런지 다시 토론하게 한다.

유인물 : 알바트로스 섬의 문화

알바트로스 섬에 사는 사람들은 평화롭고 친근하다. 그들은 특히 대지의 여신을 숭배한다. 그들은 

항상 양 발을 땅에 두고 땅 위에 앉음으로서 항상 대지의 여신과 접촉하려 한다. 이러한 믿음 때문

에 땅콩은 알바트로스 섬에서 신성한 음식이다.
여성들은 이 섬에서 높은 대접을 받는데, 이는 그들이 대지의 여신과 같이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들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남성들은 의자에 앉는 반면 여성들은 땅 위에 

직접 앉을 수 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은 항상 그들의 앞에서 걸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남

자들은 여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맛봐야 한다. 남자는 여자가 의식을 행하는 동안 그녀의 

목을 만짐으로서만 대지의 여신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흡수한 에너지의 일부는 남

자에게로 전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그녀의 허락 없이 여자와 접촉하면 안 된다.

Part IV: 후속활동

역할놀이에 대한 토론과 피드백 이후, 참가자에게 그들이 삶에서 경험하거나 목격했던 유사한 상황

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고, 그들이 잘못 판단하도록 이끈 "문화적 안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종교의 자유, 소수자 권리

(출처: Ulrich, Susanne. 2001. Achtung (+) Toleranz. Wege demonkratishcher Konfliktregelung. 
Praxishandbuch furdie politische Bildung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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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RIGHT TO HEALTH

사회적 적용
과학발전

가용성과 서비스 질

>>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략]. <<
세계인권선언 제25조.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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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Maryam은 36세로 여섯 아이의 어머니이다. 그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자랐으며, 
2학년을 마친 후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가난했고 학교는 4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했다. 
아버지는 여자아이를 가르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고 믿었는데, 여자애는 결국 시집가 버릴 

것이므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12세가 되던 해에 지역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았으며, 16세가 되던 해에 50대 초반의 

남자와 결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신랑으로부터 혼수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았다. 그녀는 결혼한 

바로 다음해에 아들을 출산했지만, 사산이었다. 지역의료원은 1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서 출산 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Maryam의 남편은 임신중에도 자주 Maryam을 구타했는데 Maryam은 그로 

인해 아이가 사산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 그녀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사산에 대해 

Maryam을 비난했다.
Maryam은 남편과 전혀 섹스를 하고 싶지 않았으며, 남편이 두렵고 임신도 두려웠다. 남편은 

자신에게는 그녀와 섹스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기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를 했다. Maryam은 
다시 임신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그녀는 동네 마을 

약초상을 방문하여 임신을 막는 약초를 처방받았으며, 임신을 막는 부적도 지녔다. 아주 간혹 

보건소에 가기도 했지만, 그것도 아이들이 아플 경우였으며, 이 때에도 간호사에게 피임법에 대해 

물어보지는 못했다. 간호사는 Maryam의 지역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수도에서 그리고 

지식계층에서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듯 했다. 간호사는 Maryam에게 고압적이었다.
그녀의 삶은 폭력, 빈곤과 결핍의 대하소설이다. Maryam이 수차례의 임신, 그리고 육아의 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한 남편의 수입이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Maryam 자신이 조그만 농장을 가꾸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 심지어 방문 

선교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 모두 그녀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고, 그와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그녀의 의무라고 말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Maryam이 외간 남자와 ‘사귀고 있다‘고 있다고 고소했다. 그녀가 장날에 지역 

주민과 만나서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그녀가 항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해 반복적으로 그녀를 때리고, 바닥에 짓이기고, 창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망신당하게 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 질렀다. Maryam은 심하게 부상을 입었었는데, Maryam는 

늑골이 부러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치료를 받기 위해 

보건소에 갈 수 있는 돈도 하지만 갈 방법도 없었다. 마을의 어느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녀의 남편이 멀리 나가있다고 알고 있는 이들도 그랬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인 셈이다. 물건을 

거래하거나 밭을 가꾸기 위해 나갈 수 없게 되자, Maryam과 아이들은 거의 굶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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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인권간의 연결 사례

=>참정권을 참정권으로 / 인권을 통해 건강 약화에 대한 취약성 해소 / 건강 약화를 낳는 인권 침해

Maryam은 앞으로도 폭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와 아이들의 삶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꿈을 꾸고서, 그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가장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났다. 지금은 다른 마을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혹시 남편에게 발각되어 자시 집으로 잡혀갈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나라에서 난민으로 살고 있는 

셈이다. (출처: WHO 보고서 ‘Transforming Health Systems: Gender and Rights in Reproductive 
Health’(2001)에서 발췌)

토론할 거리
1946년에 제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 “[중략]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완전한 안녕 상태”에서 정의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관점으로 다음 아래 정리된 토론할 거리들을 생각해보라.
1. Maryam의 문제가 시작된 때는 언제인가?
2.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아버지, 남편, 간호사, 선교사)이 그녀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왜?
3. 가난이 Maryam의 삶과 그녀의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Maryam과 그녀의 남편은 

동등하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가?
4. Maryam이 속한 공동체에서 각 그룹(남성, 여성, 아동)이 권력과 위치에 있어서의 사회적 

서열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이를 설명해 보라. 
5. Maryam의 삶과 아이들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6. 지역에 의료 센터가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Maryam에게 과연 얼마나 유용했는가? 이를 설명해 보라.
7. 아래의 박스를 보라 : 건강과 인권이 관련된 예들을 보여준다. Marya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슈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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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인간안보

무력 분쟁 및 이로 인한 비상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전쟁 및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하

는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생명권이 건강권의 핵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인권을 

위한 의사회, 국경없는 의사회와 같은 조직들은 비상사태나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의 건강권을 

알아야 하는 내용

1. 광의의 건강권

건강과 복지가 본질적으로 삶의 모든 단계와 측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인권은 광

대하고 복잡한 세트로 나타난다. 건강에 관련된 특별한 권리는 국제인권문서들에서 찾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인권은 상호의존적이고 상호연결 되어 있어서, 인권 무시나 침해뿐만 아니라 인권 

실현에도 하나의 독자적인 인권이 아닌 수많은 인권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연결성은 인간

의 복지(즉 건강)가 모든 인간적 필요의 충족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명해진다. 이러한 필요

에는 공기, 물, 음식과 성과 같은 생리학적 요구와 사회 정신적인 요구인 애정, 친구, 가족, 공동체

에 대한 소속감 등이 있다.

인권은 각 개인과 단체가 존엄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국가가 

책무를 지게 한다. 2차 세계대전 후, UN헌장은 회원국에게 인권 존중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건강권에 대해서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UDHR) 제25조에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중

략].”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광범위하고 비전 제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중략]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완전한 안

녕 상태이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통합적 시각은 건강에 관련된 많은 정책이 통상적인 건강 부문 

밖에서 만들어지며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WHO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의 인권 원칙의 운용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 건강 증진

에서의 인권 기반 접근방식의 적용과 구현을 힘쓰는 정부 지원, WHO의 활동에 인권기반 접근 방식

을 결합시키는 WHO의 역량 강화, 그리고 국제적 법과 개발 과정에서의 건강권 증진. WHO는 WHO

내에서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는 인권을 WHO의 활동에서 인권의 주류화와 

인권이 국가 공공 의료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서 부각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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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자 인권의 틀을 적용하여 의료 전문가들을 파견하고 있다. 

폭력은 주요한 공공 보건 문제와 건강권의 실현에 있어 심각한 장애이다.  매년, 수백만 명의 사

람들이 폭력에 의한 상처로 죽는다. 또 다른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다. 폭력은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폭력은 복합적인 사회적, 환경적 요소

의 결과다. 내전이나 국제전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폭력의 경험에 대해서는 내전의 경우 폭력의 

사용 빈도가 더 높다고 보고된다.

2. 정의와 설명

건강과 인권
건강과 인권간의 중요한 연결 관계가 있다. 상호 교차되는 영역으로 몇 개 지정해보면, 폭력, 고문, 

노예, 차별, 물, 음식, 주거, 전통 관습 등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적정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로서 건강권을 인권의 한 부분으로 선언하였는데, 이
는 1966년에 만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 (ICESCR) 제12조에서 보다 

자세히 규정되고 있다. 이 조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과 동시에 채택되었

다. 두 개의 부류로 협약을 분리한 것은 냉전체제의 긴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서구권이 시

민적, 정치적 권리를 인권에 있어서의 핵심으로 본 반면, 동구권은 ICESCR을 우선시 했기 때문이

다. 지금까지, ICCPR은 167개국이 조인했으며, ICESCR은 160개국이 조인했다.
ICESCR 제12조의 문구는 건강권에 대한 기초석인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이들에게는 도달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한다.
2. 당사국들은 이 규약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다음의 필요조건을 따르는 단계들을 

취해야 한다.
a. 사산율과 유아 사망율의 감소와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제공

b. 모든 부문의 환경과 산업 위생 개선

c. 예방, 치료 및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과 기타 질환의 감소

d. 질병 발생 시에 모든 종류의 의료 서비스가 보장되는 환경 구성.



- 182 -

보다 더 나아간 건강권을 정의하는 지역적 인권 조약이 몇 가지 있다. 여기에는 1961년에 제정되어 

1996년에 수정된 유럽사회헌장 제11조, 1988년 제정된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인권에 대한 

미주 협약의 추가의정서 제10조, 1981년 제정된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6조
가 있다. 

“결국에는 건강이 그저 소망하는 축복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대상인 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코피 아난

각국 정부들은 ICESCR의 제12조에 대한 책무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규약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는 일반 논평 14호를 통해 각국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

다. 이 논평은 2000년 5월에 채택된 해석문이다. 이 일반 논평은 다른 인권의 실현이 건강권의 실

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한다. 여기서의 다른 인권이란 생명권, 음식 및 주거에 대한 권

리, 노동권, 교육권, 참여권, 과학적 성과와 그 응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 모든 종류의 정보

의 수집 및 제공과 전달의 자유, 차별 철폐, 고문 방지, 집회. 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이다.

유용성, 접근성, 수용성 그리고 서비스 질
일반 논평은 건강권을 평가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세웠다.
유용성 : 공중 보건과 의료 시설, 상품 및 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 프로그램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서비스 및 프로그램들은 이용하기에 양적으로 충분하여야 한다.
접근성 : 건강을 위한 시설,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및 적절한 정보제공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성 : 모든 의료 시설, 상품과 서비스는 의료적 윤리와 문화적 적절성, 젠더 감수성, 생애주기별 

요구사항 등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이는 비밀을 존중하고 당사자의 건강 및 관련된 이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서비스 질 : 보건 시설, 상품과 서비스에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적절하고 좋은 품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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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

Wolof 전통 속담

차별금지
건강권의 향유에 있어서 성, 나이, 사회적 출신, 종교, 육체적/지적 장애, 건강상태, 성정체성, 국적, 
시민/정치적 지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것이 세계인권선언, 
1965년 제정된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1979년 제정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있으

며, 이 협약들 모두가 차별 없이 건강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서 가족 계획, 생식 건강 관리와 임신과 가족의 건강 

관리에 적절한 서비스를 포함한 의료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권을 확인하고 있다.
☞ 차별금지 / 여성인권

2005 베이징+10 회의에 의해 다시 확인된 베이징 선언과 행동 강령(1995)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과 여성의 온전한 사회적 참여의 필요에 주목하였다: “여성의 건강은 자

신의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 안녕을 포함하며, 이는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의 삶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최상의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책임 공유

를 포함한 평등, 발전과 평화가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UN시스템 전체와 NGO들의 노력을 

통해 주류화되고 있다. 여성, 아동, 장애인과 토착 부족민들은 차별로 인한 건강 관련 문제를 겪고 

있는 소외된 약자집단이다. 여성의 경우에 발생하는 건강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을 

통해, 건강권의 온전한 실현을 도와야 하는 정부의 책무에 점차 무게가 더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여성인권 / 아동인권 / 차별금지 / 소수자권리

과학 발전의 성과를 향유할 권리
광범위한 AIDS 전염은 개발도상국민들이 사용가능한 의약품과 과학적 지식 개발이 시급함을 보여

준다. 항 리트로바이러스(역주: 유전자 전달물질로 DNA 대신 RNA를 사용하는 바이러스로 AIDS, 
인플루엔자의 원인 바이러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변이가 매우 쉽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요법에 

대한 한정된 접근성은 최고수준의 도달가능한 건강 수준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전 세계

의 사람들이 과학적 지식을 자유롭게 탐구, 추구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오랫 동안,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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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들은 ICESCR의 제15조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적 성과와 그 응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권리

와 과학과 과학 연구를 보전하고, 개발하고 확산해야 할 책무를 인식해 왔다. 동시에, 제15조는 과

학, 문학, 예술 작품에 따른 저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기도 하다.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의 혜

택을 받을 권리가 제약 회사의 특허권 보호를 규정하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 남아프

리카, 인도, 브라질, 태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정책을 통해 2001년 도하각료회의에서 결정된 특허 

보호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은 다음의 특허 보호 규칙에 동의했다: 
“[중략] WTO 회원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할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만 한

다. 특히, 모든 이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그러하다.” 더욱이, 다음의 각 

상태에 대한 권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중략] [특허 준수 의무에서 벗어나는]국가적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 처했는지를 결정하기;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에 관련하여 공중 보건의 

위기라고 이해되는 상황은 국가적 재난이나 긴급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출처: WTO. 2001.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세계화와 건강권
1970년 이후로 세계 경제는 세계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했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들, 시민 사회, 그리고 기업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고용 기회

가 증가하였고, 과학 지식의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적으로 높은 건강 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 하였다. 반면 무역 자유화, 낮은 노동 조건의 국가에 대한 투자와 신제품에 대한 세

계적 마케팅 등 부정적 영향도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실패나 규제의 미비에 기인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간이나 국가 내 불평등을 양산하여, 결국 건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 돈, 서비스, 사람, 문화와 지식의 흐름 증가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능력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없었다. 동시에 다국적기

업들은 책무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과 경제 TF에 따르면, 대
중 건강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없이 담배와 같은 해로운 물질에 대한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

다. 
건강권에 대한 관심과 관련되어, 인권법에 근거한 무역법과 그 법의 실행이라는 도전은 크게 자극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의약품 특허에 관련되어 개선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했다는 사

실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2001년의 도하 선언(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들이 긴급 상황에서 의약품 제조에 대한 라이센스를 정부가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제5조), 제조 능력이 없는 나라가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제6조), 선진국은 의약품에 관련된 기술과 지식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발도상국을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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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8월의 세계무역기구 총회의 결정은 2005년 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내용으로 

대체되었으며, 여기서 거의 혹은 전혀 생산능력이 없는 최빈국의 경우, 특별히 특허 의약품의 생산 

라이센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공 보건에 대한 필요가 특허권보다 우위에 서게 된

다. 반면 이러한 성과가 양자간이나 지역별 무역협정의 소위 TRIPS-plus라는 규칙에 의해 다시 제

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건강권과 생명권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건강과 환경
1990년 10월에 있었던 UN총회 결의안 45/9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적절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90개국의 헌법에서 보장

되고 있으며, 1992년 리우환경개발회의 이후로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에 포함되어 있다. 아젠다21로 

일컬어지는 1992년 리우에서의 지구정상회담과 계획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상호의존적인 축인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을 하나의 정책 프레임으로 만들도록 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공기, 
그리고 영양 식품의 적절한 공급은 모두 건강한 환경과 건강권의 실현에 관련되어 있다. 2002년 요

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아젠다 21의 실천을 검토했다. 이행에 대한 요하네스버그 

계획에서, 전세계적 건강 정보 시스템과 건강정보이해능력(health literacy)을 증진시키는 데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표출되었다. 이는 HIV/AIDS의 확산을 줄이고, 공기와 물에 포한된 독성물질을 감소

시키며, 빈곤 퇴치와 건강 문제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모든 질병의 1/4 정도-설사에서부터 감염 그리고 암 등-가 환경오염으

로부터 야기된다. 질병의 1/3 이상이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며, 어린이들은 분담의 불균형이 일어난

다. 환경적 위험요소가 세계보건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80% 이상의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발도상국은 전염성 질환과 부상 등에 대해 특히 이러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선진국

에서는 심혈관 질환과 암이 더욱 만연히 나타난다. 건강에 대한 환경적 위험요소를 줄이고 이러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공중예방전략은 모든 지역 사회에서의 공중 보건에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세계 여러 지역 아동의 정신 지체 장애 원인인 유연 휘발유의 단계적 해소는 그러한 성공

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2015년까지 인류의 50% 이상이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새천년 개발목표 7과 같은 중요한 계획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출처: WHO. 2006. Preventing Disease Through Healthy Environments: Towards an estimate of 
the environmental burden of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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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환경간의 연결점을 드러내는 몇 가지 인권 문건이 있는데, 아프리카인권헌장(제24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영역에 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제11조) 등이 그 예다. 인권조직에 관한 

판례법에서 이러한 연결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여러 NGO 단체는 1996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아프리카위원회(ACHPR)에 제출된 전언에서, 나이리지아 군사정부가 국영 석유 회사

와 쉘을 통해 석유생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서의 석유 생산이 오고미(Ogoni) 사람

들에게 환경오염에 의한 환경 파괴와 건강 문제를 야기 했다고 주장했다. 2001년 10월에, 아프리카

위원회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아프리카인권헌장의 7가지 조항을 위반했음을 발견했으며, 여기에는 

건강권에 대한 위반도 포함되어 있다. 2007년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문(Saramaka족 대 Suriname
(역주: 남미 북동부 공화국)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벌목과 금광체취로 인한 환경 파괴로 인해 침

해된 건강권을 포함한 인권에 대한 책임이 Suriname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 소수자 권리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1993년 비엔나 선언은  차이점은 인식을 해야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명

확히 선을 그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건강권에 대한 일반논평 14호는 건강 

시설, 상품과 서비스들이 문화적으로 적절해야만 한다는 요구함으로서 이러한 인식을 구성하고 있

다. 건강권에 대한 하나의 문화적 측면은 건강 관련 생의학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따라서 건강권을 

실현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나타난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곳에서 전통 의술 

(TM: Traditional medicine)이 건강관리 관행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80%에 이르는 숫자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전통 의술을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특히 중국), 라
틴아메리카, 호주와 아메리카 원주민 등에서는, 전통 의술이 40% 이상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WHO는 “[중략] 약초, 동물이나 광물질 성분 의약품의 활용과 비 약물 요법[중략],  지압 및 요추 

요법, 영적 치료.”과 같은 치료를 전통의술이라고 본다. 전통 의술 실행은 문화에 대한 권리, 지적재

산권보호법, 토지권과 지속가능한 개발권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통 의술의 광범위한 활용 및 

이점과 경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적절한 치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WHO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전

통 의술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통의술전략(Traditional Medicine Strategy, 
2002-2005)을 만들었다.

다른 경우로, 그룹 내에 존재하는 젠더, 나이, 종교, 인종 등에 관련하고 근본적으로 문화에 결합된 

불평등한 권력관계로 인해 건강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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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지만 차별금지라는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 여성 생식기 절제(FGM: Female genital 
mutilation)는 아프리카, 지중해 연안국과 중동 일부 등 많은 국가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종
종 종교의 관행에 잘못 기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는 2000여 년 동안 일어나고 있다. 이 

행위는 소녀와 여성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1996년 2월부터의 WHO, UNICEF와 UN 인구기금의 공동성명에 따르면, 이는 “다문화주의의 왜곡

된 시각의 이름에 숨어 국제사회가 수동적으로 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이들의 개

인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인간 행동과 문화적 가치는 얼마나 무의미하고 파괴적이든지

간에 이를 행하는 사람을 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지만 문화는 정적

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으로 적응과 재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에 위의 세 조직은 이 

문서를 업데이트 했는데, 새로운 실행에 관한 새로운 사례를 제공하고 인권과 법적 관점을 강조하

고 있다. 같은 해에 WHO 세계보건총회는 FMG(여성 할례) 제거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는 건강, 교육, 재정, 정의와 여성 문제 부문에서의 협력 활동의 중요성에 집중하고 있다.
☞ 여성인권

4. 이행과 모니터링

건강권의 존중, 보호 그리고 충족
사회구성원들이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책무는 그 보장의 범위를 필요로 

한다. 건강권을 존중해야하는 책무는 권리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수 인

종이나 재소자와 같은 특정그룹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길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임의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으로 남성의사가 여성을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

면서 여성 의사를 제공하는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은 인권을 향유하는 

데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국가가 비국가 행위자를 막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예로 기업이 상수도원에 독성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는 사람들에게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공해야만 한다. 또한 이는 국가가 독성 폐기물 

관리를 규제하고 모니터링 하는 법과 같은, 필요하고 적절한 법안을 채택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

다. 건강권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의료서비스 접근권 제공에 있어 국가가 능동적이어야 함을 의미한

다. 예를 들면 해당 인구수에 서비스하기에 충분한 수의 의료 시설이 있어야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서비스할 평균적인 인구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국가는 이러한 시설의 위치, 제공 서

비스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건강 돌봄 서비스가 사적 영역

으로만 이관되어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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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의 한계
어떤 인권분야는 결코 제한되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고문, 노예상태에서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포함된다. 공공의 이익이 개인 권리에 우선하는 경우에 다른 인권들이 제한될 수 있

다. ICESCR의 정관 4조에서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이러한 권리의 본질을 대체

하거나 오로지 보편적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에 한해서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공중 보건의 측면에

서의 건강권 보호는 국가가 다른 인권에 대한 제안을 하는 이유로 사용하곤 했다.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막는 노력으로 다른 자유를 제한을 하려는 노력이 종종 있다. 이동권 제한은 검역과 격리는 

에볼라, 에이즈, 장티푸스, 결핵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확산을 막는 수단으로 채택된다. 이러한 수단

은 종종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중 보건이라는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정부는 제한 조치를 마지막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984년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제한과 폐기 조치에 대한 시라큐스 원칙은 이러한 관점에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제

한을 부과할 경우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빡빡하게 규정한 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제한은 다음 아

래와 같이 제안되어야만 한다.
• 법률에 규정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르며;
• 보편적 이익에 대한 합법적인 목적이라는 관심에 기반하여;
• 이러한 목적을 얻기 위해 민주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최소한의 충돌과 제한을 하는 수단;
• 선별되거나 임의로 의견을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즉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방식은 배제돼야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
정부가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킬 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 및 국제적 차원 

모두의 차원에서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가 일단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약을 

비준하고 나면 정부 위원회, 옴부즈맨과 NGO들이 공식적인 검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인권 조

약의 각 당사자들은 조약 모니터링 조직인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각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리뷰 보고 기간에, NGO들 또한 “새도우 보

고서”라고 종종 언급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러한 섀도우 보고서는 시민사회의 시각을 제공

하며 때로는 정부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기도 한다. 제출된 모든 정보들은 조약 기구가 종합관찰보

고서(Concluding Comments and Observations)를 준비할 때 고려된다. 규정 준수를 강제할 어떤 구

체적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는 공공기록물로서 남게 되며, 해당 국가는 아마도 어

떤 것보다도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권 침해국이라는 비난을 받기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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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에 적용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

의정서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발효되고 나면, 개인 민원 메카니즘은 건강권을 포함하게 되며 경제사회문화권에 의해 

결정되는 개별적 케이스를 허용하게 된다.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서의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모

든 이의 권리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은 2002년에 UN 인권위원회에 의해 구성되어 UN인권이사

회로 이관되었으며, 정보들을 다루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화를 진행한다. UN 특별 보고관

은 정기적으로 건강권에 대한 실태보고서를 내는데, 여기에는 법률, 정책, 선례와 애로점등이 포함

된다. 또한 그는 필요한 권고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 최종적으로는 보고관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건강권 위반의 혐의점에 대해 조사한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에이즈 예방
캄보디아, 우간다, 세네갈, 타이, 잠비아 도시지역과 고수익 국가들의 성공 사례는 포괄적인 예방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증거를 정리하면: 
Ÿ 행동 변화는 다음의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해당 지역에 적절하고 목표에 맞춘 정보, 협상과 의

사결정 기술에 대한 훈련, 사회적, 법률적 지원, 예방수단(콘돔과 청결한 주사바늘)의 접근성과 

변화의 동기 등이 해당된다. 
Ÿ 어떤 한 예방 접근방식이 대중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국가단위에

서의 예방프로그램은 목표한 인구집단에 맞추어서 개발된 여러 가지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Ÿ 일반적 인구집단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은 특별히 젊은이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Ÿ 성공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인구집단에 맞추어진 다양한 프로그램은 다양

한 파트너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HIV/AIDS 감염자 그룹도 포함된다. 
Ÿ 정치적인 리더십은 효과적인 대응에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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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할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의 여성 인권 인식 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Efua Dorkenoo. Cutting the Rose

시민 배심원과 공공보건 정책
시민배심원제(CJ)는 공공 건강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다.  영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미국의 모델은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표하는 12-16명의 일반 시민 그룹으로 구성되며, 그
들에게 주어진 정보들을 세밀히 조사하고 전문가 증인에게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들이 찾아낸 결론

을 심사숙고하여 발표한다. 해당 당국은 주어진 시간에 답변을 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광범위한 시

범 연구를 통해 여론조사, 심화그룹 인터뷰나 공청회보다는 시민배심원제가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건실한 해결점에 찾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일반 시민들은 의사결정과정에 기꺼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며 그들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공중 보건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명료하다.

말리콘다 선언
1980년대에, 세네갈의 한 풀뿌리조직이 문제해결방식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마

을 전체가 인권에 대해 배우고 그들 일상의 삶에 이러한 배움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에게 보건, 위생, 환경 문제와 재정 및 물품 관리 기술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다. 토스탄(TOSTAN)12)은 말리콘다라는 3천 명 정도 주민의 마을에서 프로그

램을 시작하였다. 이 마을은 가장 완전하며 잔인한 여성 할례 중 하나인 인피블레이션(infibulation)
이 여전히 성행하는 밤바라 마을중 하나이다. 인피블레이션에 의한 감염, 출산시의 위험성과 성생활

에서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다룬 거리공연과 대대적인 공개 토론을 통하여, 마을 전체가 이제는 여

성할례를 하지 않기로 한 선서를 했다. 이는 “말리콘다 선언”으로 알려졌으며, 두 마을 장로는 이러

한 할례가 중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다른 마을로 퍼뜨리기 시작했다. 1998년 2월경에는 13개 마

을이 선언을 하였다.  1998년 6월에는 15개 마을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이 운동은 국제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1999년 2월 13일, 세네갈 국회는 여성 할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적 조

치만으로 이러한 관행을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마을이나 대중에 의해 작동하는 사회

적 통제에 이러한 힘이 있으며, 이러한 힘은 “말리콘다 선언”을 이루어내는 방식을 통해 작동한다. 

12) 세네갈의 지역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3년 기한 프로그램이다. 공식 사이트는 www.tost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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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탄 프로그램은 건강권과 다른 인권과의 연결점을 강조하고 있다.

메모리 북
많은 나라에서, 메모리북은 HIV/AIDS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중요

한 방법이 되고 있는데, 특히 HIV양성 엄마가 엄마의 감염 상태에 대해 자기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도움이 된다. 말기 환자 부모와 그들의 아이들이 함께 메모리북을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진, 일화, 다른 가족의 기념품 등이 포함되는 앨범(모음집)의 형태를 띄곤 한다.
우간다에서는, 메모리북을 1990년초에 AIDS지원단체협회(TASO)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998년 이

후, 국립 AIDS 여성협회는 이러한 접근방식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시키도록 접근했으며, 이는 

PLAN Uganda로부터 지원받았다. 이 협회는 HIV에 감염된 어머니가 자신의 악화된 건강에 대한 

자식들과의 소통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메모리북이 엄마가 자식들의 삶

에서의 HIV/AIDS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고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그들의 뿌리에 대한 기억으로 역할하여 소속감을 잃지 않게 

한다. 또한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부모들이 겪게 되는 시련을 이해하고 그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

기 원하게 된다. 따라서 이 책은 HIV/AIDS 예방 역할도 하게 되는 셈이다.

우리의 친구 식물이 동물이 인류에 맞서기로 했다는 결정을 들었을 때, 

그들은 여기에 대항하기로 계획했다. 각각의 나무, 관목, 약초, 수풀, 그리고 이끼들은 

동물과 곤충에 의해 이름 지어진 질병을 위한 치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체로키 인디언들이 그들의 음식 때문에 주술사를 방문하였을 때, 

그리고 만일 이 치료 주술사가 확신이 없다면, 그는 식물의 영혼과 교감한다. 

식물들은 인류의 질병을 위해 항상 적절한 치료를 제시한다. 

그것이 아주 오래 전, 체로키 부족의 의학의 시작이었다.

Cherokee. The Origin of Medicine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주의
세상 어느 곳이나, 마약 사용자와 죄수들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이다. HIV/AIDS, 기타 심

각한 상태에서도, 이들의 건강권은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범죄자 혹은 약물중독자로

서의 그들의 지위는 정보, 교육, 기본적 건강과 사회 서비스 접근권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영국과 네덜란드는 피해감소(Harm Reduction)라고 알려진 모델을 개념화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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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 모델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역사정에 맞추어 모사되고 적용되었다. 이 전략은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 양측의 입장에서, 마약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념한다. 이는 약물의 안전한 사

용에서부터 관리 하에서의 약물 사용과 중단까지의 스펙트럼을 포함한다. 피해감소 패러다임이 이

미 불법으로 지정된 약물 일부에 대한 비범죄화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는 적어도 비 약물중독자

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감금된 약물사용자들도 사회로 풀

려난 약물사용자들도 인권 규범에 따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

용하지 않은 공동체보다 피해감소 정책을 적용한 공동체에서 정맥주사형 마약 사용자의 HIV/AIDS
나 다른 혈액감염질환의 발생이 줄어드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안전한 주사 시설, 청결한 바늘 교환 

및 교육과 재활과 같은 방식을 도입한 국가들은 또한 마약 통제 조약의 서명국이고 피해감소가 다

른 국제 조약들과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몬트리올 선언13)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의 필요에 대해 몇 년에 걸쳐 토론한 후, 2004년 10월 6일에 열린 지적장애

에 대한 몬트리올 PAHO14)/WHO 회의에서는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정의하는 방식

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약속했다. 그들이 장애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 중 우선적인 존재

라는 사실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 이 선언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이 시민으로서의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분명한 업무에 대해 전적으로 자각하라고 국제사회에 요

청한다. 선언은 평등, 차별금지, 자기결정권의 기본적인 수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순수한 생의

학적 모델에서 돌아서서, 이 선언은 “[…] 건강, 복지와 장애에 있어서의 인권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이들의 권리를 다루는데 

있어서의 안내와 표준을 제공하는 유일한 문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

고 있다.

SARS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는 2002년 11월에 전염이 시작되어 2003년 7월 제어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간 동안 

8,400명이 넘는 이들이 감염되었고 이 중 900여명이 죽었다. 가장 심각하게 감염된 나라-중국, 홍
콩, 베트남, 대만과 캐나다-들의 대응 전략에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전략들은 또한 건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염 기간에 제기된 이슈들은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 국제적 안전에 관련된 국

가들의 책무, 개인에 대한 건강권과 검역에 대한 정당성 등이었다. WHO는 45일 동안 65명이 감염

13) (역주) 국내 번역 자료을 찾기 어려우며, 원본 자료는  http://www.jaid.org.jm/membersdocs/ 
declaration_eng.pdf 에 있다.

14) 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



- 193 -

됐고 5명이 사망한 베트남의 성공사례를 인용했다. 건강권의 전체적인 본질은 베트남의 성공적인 

상황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확인된 지역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w 포괄적이고 잘 작동하는 국가 공공 보건 네트워크,
w 감염자에 대한 엄격한 처리, 감시 및 격리,
w WHO와 다른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협력,
w 발발에 대한 초기의 공공 안내,
w 대중 매체와 전자통신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된 일상적 정보의 투명성, 
w 모든 지역과 국가 정부와 기관 간의 탁월한 협력.

2. 트렌드

인권과 건강 증진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
건강에 대한 인권적 접근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무엇이 수행되고 있고 무엇이 수행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국가들과 국제적 공동체적 책임을 구성하는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인권이 정책 제안, 
사회적,신체적 건강 상태에 대한 분석과 보건전달체계에 통합되었다는 점은 건강권의 실현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준다. 다음의 목록들은 현재의 트렌드를 보여준다.

정부와 관련 파트너들의 업무 및 학술 문헌 모두에서 건강권과 인권을 연결시킨 경험이 있는 영역 

:
w 출산과 성적 권리

w HIV/AIDS
w 고문 (방지와 조처)
w 여성 폭력

w 전염성 질환

건강권과 인권을 연결할 가치에 대한 인식이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반영되기 시작한 영역 :
w 원주민의 권리

w 유전자 변형에서 나타나는 생명윤리 및 인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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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건강, 국방 부문에서의 공공 지출 (GDP대비 %): 
국가 교육 (2007) 건강 (2007) 국방 (2010)

호주 4.7 6.0 -
오스트리아 5.4 7.7 0.9
브르키나 파소 4.6 3.4 1.5
중국 - 1.9 2.0
쿠바 11.9 9.9 -
조지아 2.7 1.5 3.9
독일 4.4 (2006) 8.0 1.4
인도 3.2 (2006) 1.1 2.4
말리 3.8 2.9 1.9
스웨덴 6.7 7.4 1.2
영국 5.6 6.9 2.7
미국 5.5 7.1 4.8

w 모자 건강

w 장애인 권리

w 특정 무역 협정과 건강권에 대한 영향

w 재해 후 재건

w 빈곤 퇴치

건강과 인권의 통합에 대해 연구 및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영역. 다음 영역에서의 

차이가 특히 눈에 띈다 :
w 근로자 건강

w 만성 질환

w 영양

w 환경 (대기, 수질, 어업 등)

정보와 통계는 

책임에 대한 문화를 만들고 인권을 깨닫게 하는 데에 있어 강력한 도구다.

인간개발보고서. 2000.

3.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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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 4.1 1.3
(출처: UNDP. 2010. 인간개발보고서 2010.; 세계은행, 세계발전지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건강 지출 (2009)
국가

총액 (공공+민간,  
GDP 대비)

공공 지출 
(총액 대비)

1인당 지출비용
(US$)

호주 8.5 65.4 3,867

오스트리아 11.0 74.5 5,037

브르키나 파소 6.4 61.7 38

중국 4.6 50.1 177

쿠바 11.8 93.1 707

조지아 10.1 28.7 256

독일 11.3 75.7 4,629

인도 4.2 32.8 45

말리 5.6 47.9 38

스웨덴 9.9 78.6 4,252

영국 9.3 83.6 3,285

미국 16.2 48.6 7,410

짐바브웨 - - -

(출처: 세계은행, 세계발전지수,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

기대 수명 (2010)

국가 기대 수명 (전체 인구)

호주 81.9

오스트리아 80.4

브르키나 파소 53.7

중국 73.5

쿠바 79.0

조지아 72.0

독일 80.2

인도 64.4

말리 49.2

스웨덴 81.3

영국 79.8

미국 79.6

짐바브웨 47.0

(출처: UNDP. 2010. 인간개발보고서 2010.)

출산 사망 (100.000 출산 당, 2010)

국가 출산 사망 비율

호주 4
오스트리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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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르키나 파소 700

중국 45

쿠바 45

조지아 66

독일 4

인도 450

말리 970

스웨덴 3

영국 11

미국 20

짐바브웨 880

(출처: UNDP. 2010. 인간개발보고서 2010.)

1946 세계보건기구 (WHO) 설립

1961 유럽사회헌장 (수정 1996)
1975 평화와 인류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사용에 대한 선언15) ()
1975 UN 장애인 권리 선언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78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알마아타선언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16)

198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1991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

1991 노인을 위한 UN 원칙

1992 UN 환경 개발 회의 (UNCED)
1993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1994 국제 인구 발전 회의 (ICPD)
1995 제4차 세계여성회의 (FWCW)
1997 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국제 선언 (UNESCO)

4.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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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국내 난민을 위한 지침

2000 건강권에 대한 UN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의 일반 논평 14번
2001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2002 2002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 모든 이들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수준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UN특별 보고관

2002 인간게놈 정보에 대한 국제 선언 (UNESCO)
2006 UN 장애인권리협약

2008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추천 활동

활동 I: “온전한 육체, 정신, 사회적 건강 상태”를 상상하기

Part I: 소개

많은 이들에게는 건강의 개념이 개인의 상태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를 포함하도록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 않다.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인식하고 모임의 다른 구성원들과 생각을 나눔으로써 복합적 개념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브레인스토밍 과 그룹 발표

목적과 목표: “질병 없음”을 넘어서는 폭넓은 범위에서의 건강을 인식하기.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건강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자각하도록 하고; 건강과 다른 기본적 욕구와의 연결점을 만들고; 

15) Declaration on the Us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in the Interests of Peace and 
for the Benefit of Mankind. 선언문은 http://www.aaas.org/sites/default/files/SRHRL/PDF/ 
IHRDArticle15/Dec_on_Scientific_and_Technological_Progress_Eng.pdf

16)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의 국내식 표현으로, 원문에서는 개인과 인민의 권리라
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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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욕구와 인권과의 연결점을 만들도록 한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0-30
소요시간: 120 분
교구: 전지, 마커펜, 접착테이프; 세계인권선언 (UDHR) 복사물

관련기술: 언어 소통, 참여적 분석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촉진자는 “건강”에 대한 WHO 정의를 읽는다. WHO의 정관 서문에서, 건강을 “[…]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음 촉진

자는 다음을 질문한다: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광범위한 건강 상태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와 조건은 무엇입니까? 촉진자는 이 서문과 질문을 모두 이해하도록 한다. 모임이 좀 지체되면, 촉
진자는 모임이 앉아있는 순서대로 빠른 대답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온 모든 이야기를 전지에 

기록한다. 충분한 전지를 사용하여 모두가 잘 볼 수 있도록 한다. 어떠한 생각도 제외되지 않는다. 
모임이 이야기를 다 마치면, 누군가가 그들이 기록한 내용을 읽는다. 이 전지는 모두가 볼 수 있도

록 벽에 붙여둔다. 이 시점에서, 촉진자는 나열된 모든 요소에 대해 각자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달라고 요청한다. 참여자들은 나열된 주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러한 활동은 약 

한 시간 걸린다.)
브레인스토밍 규칙:
촉진자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은 동그랗게 자리를 잡아 의자나 바닥에 앉는다. 이러한 연습은 모

두에게 평등의 감각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모임내의 사고 과정과 아이디어에 참여

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빠른 사고 활동을 가진다. 촉진자는 다음처럼 함으로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1. 모든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도록 한다; 그런데,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생각을 

기록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2. 재작성 단계 동안, 각 모임의 내용을 인권 언어를 사용하여 발표자들이 발표하고 참여자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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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촉진자는 세계인권선언 (UDHR)이나 주제에 맞춘 자료를 배포한다. 자료에 정리된 건강에 대한 필

요 모두가 인권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넓은 의미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의 생명권 조항

은 건강권을 뒷받침한다.
2단계:
촉진자는 4~6명의 모임으로 참여자들을 나누도록 한다. 모임에서 목록을 구성하여 해당하는 

인권을 찾는다. 각 모임은 모임별 내용을 전체에 발표할 발표자를 선출한다. 소모임 활동 동안, 
촉진자는 각 모임에 가서 관찰하고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본다. (30분 진행)
3단계:
촉진자를 전체를 재소집한다. 모임 발표자들은 자신들이 찾은 것을 발표한다. 누군가는 새 전지에 

건강권 지원이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인권의 새 목록을 기록하는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인다. 참여자들은 이 세션 동안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목록은 이후 참고를 위해 벽에 

붙여둔다. (30분 진행)
4 단계:
이 세션을 평가하기 위해, 촉진자는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이 세션을 통해 배운 것과 이 활동이 

개선되기 위한 제안을 요청한다.
방법론적 힌트:
w 이 활동은 자력화(empowerment) 활동 중 하나이다. 촉진자는 참여자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자신만의 모색을 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북돋을 

필요가 있다. 모든 질문에 답하는 “전문가”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 
w 브레인스토밍과 이에 대한 반영이라는 두 과정에서, 모든 참여자가 발언해야 한다. 한명이나 

몇 명이 토론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촉진자는 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이상의 발언권을 주도록 진행한다. 
w 세계인권선언(UDHR)이 모든 사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아이디어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참여자들에게 말함으로써, 인권이 “상식”의 수준에 기초함을 강조하라.

활동 II: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Part I: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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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은 전 세계 고통 받거나 아픈 사람 모두에게 확보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대형 제약회사들이 제공하는 생명 연장이나 통증 완

화 치료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유와 NGO의 압력 때문에, 몇몇 국가는 

다른 나라로부터 보다 싼 제네릭 의약품17)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제약산업체측은 이를 자신들의 재

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시뮬레이션

목적과 목표: 인권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반대되는 요구사항의 균형 잡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5명이상, 최대 40명까지

소요시간: 120-180 분
교구: 플립챠트, 마커 펜, 테이프

관련기술: 언어 소통, 공감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촉진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는 시민사회의 

로비와 압력을 받고 있고 있으며, 굴복하여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일부 제약업체는 이를 특허권 침해로 보고 정부와 NGO를 대상으로 소송을 시작했다.
참여자들을 재판에서의 역할에 따라 4 그룹으로 나눈다. 촉진자는 각 그룹에게 재판에서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논쟁점을 찾고 역할을 정해 재판을 준비하도록 약 20분을 준다. 각 그룹은 

나중에 논쟁점을 발표할 발표자를 정한다.
다음의 역할이 모의 법정에서 주어진다:
w 판사: 세 소송 당사자의 논쟁점을 고려하고 판결을 내린다.
w 제약 업체 대표: 판매량에 관심이 있으며, 환자를 배려하여 특허권을 절제하려하지 않고 있다.

17) Generic Medicine : ‘복제약’이라고 불렀는데, 해당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개량된 물질특허나 제형변
화 등을 통해 만든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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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정부 대표: 정부는 단지 NGO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제약회사의 분배를 고려하는 

입장에서 외국에서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배포하고 팔고 있다.  
w NGO 대표: 제네릭 의약품을 무료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배포하도록 정부를 촉구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룹이 각자의 논쟁점을 준비하는 동안, 촉진자는 재판을 위한 방을 준비해야 한다. 그룹들이 자신

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 판사는 재판을 열어 각 그룹이 자신의 입장과 논쟁점을 제출하도록 요청한

다. 판사는 모든 논쟁점을 종합하고, 숙고하고, 모든 소송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판결을 말한다.

응용을 위한 팁:
그룹에서 합의 구하기: 모든 그룹이 논쟁점을 본 세션에 제출한 후, 참여자들은 실무 그룹을 구성한

다. 각 실무 그룹에는 각 소송 당사자 와 판사 그룹에서 최소한 한명 이상씩이 참여해야 한다. 촉진

자는 실무 그룹에 당사자 그룹 중 누구의 위치도 무시하지 않으면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해달라

고 요청한다. 30분후에, 각 실무 그룹은 자신의 논의과정과 가능한 해결점을 본 세션에서 발표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과 해결점을 플립차트에 적는다. 모든 그룹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토론을 발표할 

때는 활동을 요약해야 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세계화, 차별, 빈곤

(출처: 유럽의회 2002 COMPASS. A Manual for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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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HUMAN RIGHTS OF WOMEN

젠더적 시각을 가지고 인권보기
여성의 자력화

>> 여성의 진보와 남녀평등의 성취는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적 정의를 위한 조건이다. 이를 여성만

의 별개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 <<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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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실제 삶의 사례: Selvi T.의 이야기”
Selvi는 22살이고, 다섯 아이를 가진 임산부이다. 남편은 그녀가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를 때리고 배 부분을 차고, 옥상에서 나를 집어 던졌어요." Selvi는 말했다. "아이는 살

아남았지만 제 생각에는 아이가 심리적 문제를 갖게 된 거 같아요. 그 이후로, 폭력 빈도와 심각성

이 증가했고, 지금은 심지어 그 폭력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Selvi의 남편은 그녀의 삶을 

전부 통제하고 있으며, 극단적인 의처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그는 나를 매번 강간하고, 내가 ‘다
른 남자’와 섹스하지 않았는지 체액을 매번 체크하고는 해요”라고 이야기 한다. 
2008년에서야 마침내 Selvi는 두개골과 팔 골절로 경찰에 남편을 신고했다. 경찰은 남편을 경찰서

에 데리고 와서 이 부부에게 음식을 조금 준 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우리가 남

편에게 잘 말했으니 아무 문제없을 겁니다. 같이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 Selvi가 두 번째로 경찰

서에 갔을 때 경찰들은 남편이 던지고 때려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그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편과 화해하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2009년에 Selvi의 남편은 그녀를 방에 가두고 매일 때렸다. 그녀가 도망쳐서 세 번째로 경찰서에 

갔을 때 그들은 남편을 소환했고, 그는 사과했다. 경찰은 다시 그녀를 집에 보냈다. 2010년에 네 번

째로 Selvi가 경찰서에 갔을 때는 남편이 늦은 밤에 친구들을 데려와서 그녀를 그들에게 “제공”했을 

때였다. 그녀는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망쳐서 경찰서로 달려갔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그녀가 거짓말

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들은 그의 말을 믿었고,  “그냥 남편이랑 집으로 돌아가요”라고 말했다

고 한다. Selvi는 비밀리에 가정법원에 갔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정식으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검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사건이 심각했기 때문에 검사는 독자적으로 Selvi를 위한 보호

명령을 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법원은 Selvi의 남편에게 그녀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생계비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명령은 강제되지 않았다. 그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그녀에게서 떨어지지도 폭행을 멈추지도 않았다. 경찰은 법원 명령이 발표된 이후에도 그녀 상

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Selvi는 쉼터로 옮겼다. 그러나 쉼터조차도 그녀를 남편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으며, 하루 만에 경

찰관이 쉼터의 위치를 남편에서 알려주었다. 쉼터에서 일하는 여성이 Selvi에게 “그냥 네 남편이랑 

이야기해. 그는 여기 와서 울고 있어. ”라고 말했다. 그녀가 남편과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Selvi의 

팔을 포크로 찔렀다. Selvi는 그로 인해 남은 흉터를 인터뷰에서 보여주었다. 그리고 남편은 Selv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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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데리고 갔다. 
학대는 2010년 국제인권감시기구가 Selvi와 이야기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와 살

았고, 거의 일을 하지 않았으며 도박을 일삼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Selvi와 

아이들을 폭행했다. 그녀는 너무 두려워서 아이들을 정부기숙사에 보낼 수 없었으며 겁에 질려서 

도망 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산전관리를 위한 도움이 절박했다. 남편이 행하는 학대 중에는 복부를 

발로 차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그녀의 시민증이 포함된 국가 보험카

드 등을 태워버리는 바람에 그마저도 받을 수 없었다. 
시의 여성단체는 Selvi의 상황을 인식하고, 도움을 제공했지만 그녀는 아이와 자신을 위해 탈출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2011. He loves you, he beats you.)

토론할 거리
1. 여성인권과 관련하여, 이 사례에서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2. 피해자가 그 성별 때문에 법원의 접근과 적절한 재판 절차에 대해 제한을 받는다면, 정의는 어떻

게 수행될 것인가? 
3. 법과 정의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가?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대

우를 보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 어떻게 유사한 사례를 방지 할 수 있는가? 지방, 지역 또는 국제 수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을 특정해봅시다. 

알아야 하는 내용

1. 여성인권
여성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싸워야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여성의 상황은 거의 전 세계적으

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되었지만 여성인권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이행에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

인은 전 세계에 걸쳐 여전히 존재한다. 20세기에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많은 좌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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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여성과 인권에 대한 평화와 진보의 시기에조차 그들의 인권은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정책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 시기마다 그들의 권리와 다른 여성의 권리를 위해 몸으로, 언어로 투쟁한 영웅들이 존재했다. 예
를 들어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1948년에 초안이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UDHR) 1조에 “모든 인간은 

형제다”대신에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라고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미의 변화는 모든 인간

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인권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보호담론 

및 체제에 평등을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소개했다.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표현된 평등의 원칙은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흔히 여

성에 대한 숨은 차별을 내포하고 있다. 사회가 전통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한 다른 역할과 위

치 때문에, 법률상 평등은 종종 사실상 차별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인권활동가들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사이의 차이를 알리도록 만든다.
많은 맥락에서 형식적인 평등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개념은  다수, 차이, 불
리함, 그리고 차별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의로 변화했다. Dairian Shanti는 “평등과 차별의 구조”라는 

논문에서 “중립성은 이익이나, 동등한 처우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배제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민

감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동등한 결과’나 ‘동등한 이익’에 대한 강조에 초점을 두어

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성과 여성간의 진정한 평등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이 제대로 구현

되었을 때에 비로소 성취된다.

“다수의 힘을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활동의 힘-남성과의 연대와 함께-으로 변화시키

는 것은 다음 새천년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Azza Karam. 1998/2005.

젠더와 여성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
젠더(gender)는 여성과 그들의 인권을 설명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성(sexs): 남
성, 여성, 트렌스젠더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Susan Moller Okin은 1970년대에 “[…] 우
리 사회에 스며들어 깊이 입지를 굳힌 성별 간 차이의 제도화”라고 정의하며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나아가 전 세계에 걸친 역동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의해 이 개념

은 더욱 진화했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 제 7 조에서는 젠더를 “사회적 맥락 안에

서의 두 개의 성(sex), 즉 남성과 여성[..]”으로 정의했다. 정부 대표들이 젠더의 개념에 대해 집중

적으로 토론한 결과였다. 그들 중 일부는 그것을 성적 지향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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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와 여성
인간안보와 여성의 지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분쟁이 성별 간 불평등과 차이를 악화시키는 경

향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이나 노인, 그리고 어린 난민이나 망명자 대부분은 특별한 관심과 특

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가정 폭력 및 기타 형태의 폭력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한다.
인간안보는 또한 평화로운 시기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 사회적 서비스, 고용에 대한 동등한 

접근의 보장과도 관련이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서비스에 온전히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향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인간안보에 대한 인

권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지 않는다면 인간안보는 달성할 수 없다

는 의미기도 하다. 그래서 차별철폐, 특히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는 인간안보 아젠다에 

있어 우선순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특히 무력 분쟁 중 여성에 대한 보호는 인간안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세계, 각국, 각 민족의 절반을 구성하는 사람들로 보는 대신에 특별한 집단으로 정의

하는 것은 매우 흔히 발견되는 일이다. 여성을 토착민이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와 

같은 장이나 문단에서 다루는 문서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을 묶어주는 연결고

리는 그들이 모두 차별을 겪어왔으며, 지금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기본권을 제대로 누려

오지 못했으며,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차별금지

그러나 젠더는 인간이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책임, 역할 그리고 지위를 맡게 되는지 이해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분석 카테고리이다. 인권이론과 실천에서 성별 분석 도입은 사회에서의 성별 간 

차이와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특별히 민감해지도록 한다. 
젠더 감수성을 가진 사고는 성별, 인종, 그리고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을 위한 같은 권리를 달

성하기 위해 추구되어야 한다. ☞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2. 정의와 설명

역사 되돌아보기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프랑스 혁명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식되고자 했던 

여성들의 노력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여성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운동의 시

작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해방과 평등을 위한 운동을 위한 길을 닦았다. ‘여성과 여성시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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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을 썼던 Olympe de Gouges는 그 운동의 가장 유명한 지지자 중 하나다. 그녀와 많은 여성동

료들은 단두대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의 대가를 치렀다. 
영국 역시 돌아보면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위한 투쟁에 대한 길고 강한 전통이 있다. 영국은 심지

어 "페미니즘의 모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1830년대 초반부터 영국 여성들은 투표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싸워왔으며, 1918년에 결

국 성공했다. 이 때 그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여성들은 30세부터 투표를 시작할 

수 있었다. 페미니스트운동 초기에 우선순위를 둔 다른 분야에는 교육에 대한 접근권, 기혼여성의 

재산권,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국제여성위원회는 1888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 위원회는 파리에 본

부를 두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보장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제 회의 및 지역, 
소구역, 국가 단위의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집중적인 프로젝트성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총회에서 결의안을 작성하고 채택한다. 또한 다른 비정부기구와 모든 수준에

서의 협력하며, 다섯 개의 상임위원회에서는 3년간의 행동계획을 결의하였다.
여성의 인권을 다루는 최초의 정부 간 기구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1928 년에 만들어진 미국 

간 여성위원회(CIM)였다. 이 기구는 1933 년 미주기구 (OAS)에 의해 채택 된 여성들의 국적에 대

한 미주규약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 조약은 이 지역이 어떻게 인권에 관한 법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1945년, 유엔 초기부터, 여성은 조직 내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며 여성의 존재를 인권 문서 및 메커

니즘의 내용과 이행에서 드러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여성 지위위원회(CSW)는 전 세계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1946년에 만들어졌다. 첫 번째 의

장은 벨기에의 Bodil Boegstrup였다. 여성 지위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에 여성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일을 추진했다. 그리고 여성의 권리 분야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긴급

한 문제에 대해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에 권고했다.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모든 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제1조. 1789.

여성은 처음부터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진보에 동등하게 기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최소한이었다. 오랜 기간 인권 문서에서 성별이 비가시화 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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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사실에 눈감게 되었다. 인류의 절반 이상의 기본적인 권리가 잊혀졌다. 이 

때문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은 성별 중립적일 수 없게 되었다. 전 세계의 사회는 아직 성별 중립적이 

아니며, 여성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야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불평등, 여성의 빈곤, 여아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유엔으로 하여금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유엔 여성평등 10년: 평등, 발전, 그리고 평화 프로그램’
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1979년 유엔 여성평등 10년은 여성 차별철폐협약(CEDAW)의 채택하게 되

었다. 이 문서는 여성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서이자 여성을 완전한 인간으

로서 명시적으로 표기한 가장 첫 번째 인권 문서다. 여성 차별철폐협약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

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 인권 규약 상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 인권을 통합한 셈이다.
협약은 여성의 공적, 사적 영역의 생활 모두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한다. 여러 조항들은 가족과 사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가족 내에서 책임을 공유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여성의 종속적 위치에 영향

을 미치는 사회와 문화 시스템의 변화의 긴급성을 다루고 있다. 그러한 기초적인 수준의 변화를 통

해서만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 2012년 5월에 187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했다. 많은 이슬람 국가들은 여성 차별철폐협약의 책무 이행 조항 중 일부를 유

예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는 이러한 국가들의 유보를 철회하는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

다. 이렇게 유보된 조항 안에는 여성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협약 제 1조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 위에서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 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

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 부여하는 국가의무:
Ÿ 자국의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으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

Ÿ 평등원칙의 실질적인 실현에 대한 보장

Ÿ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 채택

Ÿ 남성과 동등한 기반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확립

Ÿ 여성에 대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한 억제와 공공 기관 및 기타 기관이 의무를 준수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확인

Ÿ 사람,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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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가적 형벌 폐지

Ÿ 여성의 완전한 발전과 진보 확보,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기반에서 기본적인 자유

와 인권의 향유와 행사를 보장

Ÿ 남녀의 행동의 사회적, 문화적 행태 수정

Ÿ 성별에 따라 열등성과 우월성을 가르는 사고방식 또는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편견과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의 제거

Ÿ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양육 및 아동발달에서 남성과 여성의 공동 책

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 가족교육 확보. 이 때 아동의 이익이 모든 경우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
Ÿ 모든 형태의 여성인신매매와 성착취를 억제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Ÿ 모든 선거 및 공공 국민 투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

Ÿ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

Ÿ 교육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 확보

1999 년 10월 6일, 총회는 만장일치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 의정

서를 채택하고 새로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협약의 모든 당사국을 호출했다. 선택 의정서를 비준

함으로써 국가는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 협약 당사자의 준수 상태를 감독하는 기관-의 능력을 인

식하고, 사법체계 내에서 개인과 집단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들을 고려하고 접수한다. 
의정서는 두 가지 절차를 포함한다.
Ÿ 개별 여성 또는 집단적으로 여성들은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거쳐 위원회에 협약으로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상황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다. 의정서는 위원회의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예
를 들어 자국의 구제 절차가 반드시 끝나야 한다든지)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인

정하는 의사규칙을 확립했다.
Ÿ 의정서는 위원회가 심각하거나 체계적인 여성권리 침해 상황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사 절차를 구성했다. 두 경우 모두 국가는 조약과 의정서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의정서는 '옵트 

아웃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사국들이 조사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준이나 가

입을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정서 제 17 조에는 명시적으로 조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는 2000년 1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104개 국가에서 이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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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6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에는 수 천명의 인권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들이 참석

했다. 회의 결과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은 일반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의 증진과 보

호,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은 보편적 인

권의 양도 할 수 없고 필요불가결하며, 불가분의 요소라고 선언했다. 또한, 이는 국가, 지역 및 국제

적 차원에서의 정치, 시민, 경제, 사회 및 문화생활에의 여성의 완전하고 평등한 참여와 성별을 근

거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 근절이 국제 사회의 우선순위 목표임을 선언했다.  
그 권한의 일환으로 여성 지위위원회(CSW)는 인권으로서의 여성권리 주류화를 목표로 멕시코 

(1975), 코펜하겐 (1980), 나이로비(1985)과 베이징(1995)에서 4개의 주요 세계 회의를 조직했다. 
행동 계획은 주요 회의가 끝난 후 실행되었으며, 이 계획에는 국가가 여성과 남성 사이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치와 일련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1995년 베이징 세

계 회의에서 선언된 책무에 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이후 매 5년 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베이징 

행동 선언 및 행동 강령(2010년 3월) 이행에 관한 15년간의 리뷰에서, 여성 지위위원회는 경험과 

모범 사례 공유 및 새천년발전목표에 대한 고려를 강조하였다. 
베이징 행동강령이 여성 인권에 대한 가장 완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

요하다. 베이징 행동강령에는 전 세계의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전략 및 조치의 검토와 전 세

계 여성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 담겨 있기도 하다. 다음 12가지 핵심 관심분야에 특별히 주의를 기

울이고 있다. 빈곤, 교육, 보건, 폭력, 무력 분쟁, 경제, 의사 결정,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 제도적·재정적 조정 등이다. 이 영역들 중 일부는 아래에 특별히 기술한다. 

여성과 빈곤
빈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각기 다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 노동 시장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젠더에 근거한 성별분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여성은 가정에서 일한다. 그들은 환

자와 노인, 아이를 돌보는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 그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집안일을 하고, 대부

분의 경우 자신명의의 보험도 없다. 여성들의 기여가 사회적, 경제적 필요하고 높게 평가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성별에 기반한 노동분업은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구조적 특징 중 하나다.  출산이라는 생

물학적 기능은 또 다른 구조적 특징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부모로서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으로 받아들여진다.
☞ 노동권,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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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및 통계 
Ÿ 여성의 노동 참여와 함께 경제 성장률 증가

Ÿ 평균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득은 17 % 낮음

Ÿ 여성이 세계 노동의 66 %를 수행하고 음식의 50 %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들은 소득의 10 %만

을 받고 있으며, 재산의 1 % 소유하고 있다.
Ÿ 일부 지역에서, 여성은 심지어 농업노동의 70 %를 제공하고 90 % 이상의 음식을 생산한다.

여성들은 동일 노동에 대한 불평등한 임금이나 교육, 공적·사회적 서비스, 상속권 및 토지 소유권에 

대한 차단된 혹은 제한된 접근으로 인해 빈곤해진다. 빈곤은 정치적 차원에서, 우리 사회구성원의 

불평등을 보여준다. 그리고 빈곤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인권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 된다. 또한 빈곤은 공공기관 및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가능성과 정보 접근

성을 감소시킨다. 이주(migration)에 있어서, 빈곤은 여성 인신매매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특히 라

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여성과 건강
건강은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 복지와 관련이 있다. 여성의 건강은 생물학적인 측면뿐 아니라 삶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사실은 생식 건강 및 

성 건강과 관계가 있다. 성관계 및 생식의 문제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는 상

호 존중과 동의, 그리고 공동의 책임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출산 과정을 거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건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함의되어 있

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성별에 근거를 둔 차별은 여성의 건강에 많은 위해를 가한다. 물리적 폭

력, 성폭력, 강간, 성병(STDs), HIV/AIDS , 말라리아, 후드가 설치되지 않은 불 위에서 조리함으로

써 생기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이 그 예다. WHO의 ‘global overview'에서 볼 수 있듯이, 남반구 

국가들에서 임신과 출산 중 사망률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UN과 별도로 이 문제는 국가 또

는 지역 내 기구에도 중요한 의제다. 예를 들어, 성적 권리 및 생식권에 관한 미주 협약의 채택을 

위한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기구들 간의 지역적 동맹이 이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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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을 때 나는 개인사를 설명했다. 

모두가 내 생일을 6월 13일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아직 나는 내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 모른다. 

내가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아서 부모님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생사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육 개월에서 일 년 정도는 기다려야 

했다. […]  그래서 내 생일은 훨씬 더 나중에 등록되었다. 

아버지는 기다렸다. […] 그래서 내 생일은 믿을 수 없다.”

반기문 2011. 

“일부 여성들은 사회복지사가 주변에 있을 때에는 자신의 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여성들은 사회복지사가 떠날 때까지 안심시킨 후, 사회복지사가 

일단 떠나면, 돌아와서 나에게 그들의 딸에게 할례를 해줄 수 있는지 묻는다. 

내가 딸에게 할례를 행하는 동안 그녀의 이모나 주변사람들이 딸을 붙든다.” 

마을 산파, Om Mohammed, 이집트, 2012

관습과 전통 역시 여아와 십대 소녀에게 있어 위험의 원인이 된다. 기본적인 여성인권 침해인 지속

적인 여성할례 전통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 행해지는 여러 방식의 뿌리 깊은 전통적 절단수술을 

의미한다. 여성할례(FGM)는 흔히 성인식의 한 부분으로, 이는 순결과 생식기의 “순수함”을 보장하

는 방법으로 정당화된다. 오늘날 1 억 3 천만명 이상의 소녀와 여성이 할례를 받았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주로 아프리카와 일부 중동 국가에서 행해진다. 또한 연 이백만 명 정도의 소녀들이 성기절단

의 위험에 처해있다. 여성할례의 사례는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등 아시아 국가들

에서도 보고되었다, 그리고 중미 및 남미 지역의 일부 토착민들 사이에서도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

다. 여성할례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유럽, 북미, 호주 이민자 공동체에서도 역시 여성할례가 이뤄지

고 있다.       
의료적 처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할례 피해 여성들과 여아들은 커다란 고통과 건강

상 위협을 받고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도 하다. 여러 국제적인 단체 (예: 국제 사면위원

회와 같은)와 지역 시민 단체(FGM에 반대하는 이집트 카이로 연합과 같은)와는 별개로 UN 역시 

이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 2005 년에는 유니세프가 여성할례에 대한 통계조사를 발표하였다. 
2008년에는 여성 성기 절단을 철폐하기 위한 기관 간 선언을 작성했다. 2010년에는 의료인들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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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여성할례를 중지시키기 위한 세계적 전략을 발전시켰다. 유니세프의 조사 결과는 여전히 유효

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할례의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여성들이 여성할례에 대

한 반대를 지속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여성할례에 대한 태도가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

서, 아랍의 봄 이후 여성할례에 대해 박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의회 및 정부

에 참여했다. 여성할례 반대자들은 아래의 권고를 지키고 있다.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여성할례 철폐

전략은 총체적이며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교육 및 인식 제고를 동반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국가별로 특화되어야 하며, 지역적·인종적·사회경제적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 경제적 변

수에 기반한 세부적인 데이터 구분은 국가 수준에서의 옹호활동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다.
이집트의 경우는 행동과정에서의 이러한 전략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집트에서는 1959년 초부터 

여성 성기 절단은 금지되었으며, 벌금 혹은 징역형으로 처벌되었다(여러 가지 법령들과 고등 법원

의 결정으로 인해 이 금지가 유지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법적 결정은 2008년에 이루어졌다.). 그
러나 2005년 유니세프 연구에 의하면 이집트는 여전히 세계에서 여성할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90%)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과 도시 여성들 대다수가 여성할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과 별개로, 무슬림 형제단과 Salafi 파벌 간의 정치적 논쟁의 증가, 사문화된 처벌 

등도 이집트에서의 여성할례 축소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들이다. “우리가 지역 경찰서에서 경찰관에

게 말한다면, 우리는 여성할례를 지지하는 경찰관에게 보고하는 셈이다.”라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여성할례 활동가는 설명한다. 
HIV / AIDS는 여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전염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감염자는 1997 년에 

정점을 찍었고 새로운 감염자 수는 그 이후로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HIV에 감염된 여성의 비율

은 지난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성은 HIV 감염자 중 절반의 비율

을 차지한다. 유럽에서의 여성 감염률이 약 27 %, 북미 지역에서의 여성 감염률이 21 %로 세계에

서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카리브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여성 감염률은 약 50 %, 사하라 사

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의 여성 감염률은 59 %.에 이른다.  
그러나, UNAIDS의 2011년 세계 에이즈의 날 보고서에서는 에이즈와의 싸움에서 고무적인 경향을 

보여 주었다. HIV에 감염된 여성의 비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자의 발생률은 사

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이즈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 33 개국 중 22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이 결과는 성적 행동의 변화, 최초 성적 접촉 연령의 상승과 임신여성에 대한 항 레트로 바

이러스 치료 증가에 기인한다. 이 보고서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영역에서 행동이 강화될 경

우, 2015년까지 아동에 대한 새로운 감염 근절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

망을 조심스럽게 제공한다. 성관계 및 약물을 통한 전염을 막고 산전 관리에서의 예방 노력을 통합

함으로써 가임기 여성의 HIV 감염 방지, 정기적인 HIV 검사 보장, 가족 계획 서비스에 여성의 접

근 확보, HIV에 감염된 임산부와 신생아를 위한 항 레트로 바이러스 약에 대한 접근 및 임산부를 



- 217 -

위한 상담 등이 그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는 좋은 실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는 아동의 HIV 감염 방지를 위해 해당 여성의 약 95 %
에게 항 레트로 바이러스 약물 치료를 제공했다. 이 치료의 제공률은 3년 만에 목표 예정치의 거의 

2배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정치적 의지, 강력한 시민 사회 참여, 간호사에 의한 분산

된 서비스 전달체계 및 여성 역량 강화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2011 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83에서는 여성과 소녀들이 특히 HIV에 의해 취약하

며, 여성에 대한 HIV와 AIDS의 과도한 부담이 양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 강화에 있어 장애가 된다

고 주장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유지의 의무의 일환으로 회원국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가 

국민 건강 시스템과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하도록 촉구한다. 이는 분쟁상황 하

에 있거나 분쟁 후 상황에서 HIV 감염 여성에게 지속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건강권

“국가는 출입국 관리와 권리자들을 보호하는 의무 사이에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때 권리자란 난민과 인신 매매 추정 피해자.[…] 등을 의미한다. 인권 침해 피해자 

보호 의무는 '제대로 된'이주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Maria Grazia Giammarinaro. 2012.  

여성과 폭력
많은 사회에서 여성과 소녀 모두 사적, 공적 영역 전반에서 그들의 문화나 계급, 소득과 상관없이 

신체적·성적·심리적 폭력의 대상이 된다. 여성은 종종 강간, 성적 학대, 성희롱 또는 성적 협박의 피

해자가 된다. 성 노예, 결혼 지참금 범죄, 명예 살인, 강제 임신, 강제 매춘, 강제 불임 시술과 강제 

낙태, 태아 성감별, 여성 영아 살해와 여성 할례는 여성을 향해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행위들이다.

수치 및 통계
Ÿ 전 세계적으로 최소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일생 중 어떠한 형태로든 학대를 경험한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성폭력은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다. 나아가 여성과 소녀들은 흔히 그 가해

자를 알고 있다.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은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인권침해다. 이러한 폭

력은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며, 발전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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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성폭력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매해 58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직접적인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위해 필

요한 비용이 41 억 달러, 생산성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거의 18억 달러로 추산된다. 여
성폭력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빈곤하게 만드는 원

인이 되는 것이다. 
Ÿ 유엔 인구 기금은 연간 약 5000명 이상의 여성이 "명예 살인" 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부 사회에서는 여성의 순결이 가족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강간 피해 여성, 혼전 관계자

로 의심되는 여성, 그리고 간통 혐의 여성은 친척에 의해 살해된다. 
Ÿ 이러한 폭력행위들은 여성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향유하는 것을 막고 이를 훼손시킨다. 따

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여성 폭력 철폐 선언이 1993년에 만장일치

로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선언 제2항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다음의 목록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Ÿ 가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구타를 포함, 가정 내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 

결혼 지참금 관련 폭력, 배우자 강간, 여성 성기 절단 및 기타 여성에게 유해한 전통적인 행위

들, 비배우자 폭력 및 폭력을 동반한 착취,
Ÿ 일반적인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강간, 성적 학대, 교육 기관이나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협박, 여성 인신 매매 그리고 성매매 강요;
Ÿ 물리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자행하거나 발생할 때마다, 국가가 묵인.
또한, 여성 폭력에 관한 특별 보고관 제도가 1994년에 만들어졌다.
유엔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일부 지역기구 또한 여성폭력 예방과 나아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주인권기구는 1994년 파라 할 벨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 처벌 및 근절에 

관한 미주 협약에서 채택한 방법으로 여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미국의 

35개 주 중 32개 주가 협약에 비준했다. 이는 여성 인권에 관한 역사적 사건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미주여성위원회에 의해 5년 계획으로 개발된 이 협약은 중요한 정치적·
법적 틀을 구성하고 있으며, 폭력 문제 해결에 관한 일관된 전략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협약은 폭

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전략에 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의 체계 내에서 아프리카 여성 인권 헌장 의정서(마푸토 의정서)는 2003년에 

아프리카 연합의 회원국(AU)에 의해 정교화되고 채택되었고, 이후 2005년에 발효되었다. 2012년 

5월 기준으로 아프리카 연합의 53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다. 
유럽 평의회 (CoE)의 주요 협약 내에는 여성의 권리 분야에 대한 두 가지 규약이 있다. 유럽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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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ECHR)과 유럽사회헌장, 그리고 관련 의정서들이다. 유럽인권조약에서 여성의 권리를 명시적으

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제14조에서는 성별(또는 다른 이유로)을 근거로 한 어떠한 차이도 금지

한다고 명시하였다. 규약의 추가 의정서 제 7조는 결혼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서 배우자간 

책임과 평등을 추가했다. 그리고 의정서 제 12조는 성별을 비롯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유럽 사회 헌장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성보호, 일하는 

여성 보호, 여성과 아동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보호와 같이 여성을 위한 특별한 권리를 정의하고 있

다. 취업과정에서 혹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1988년 추가 의정서에 정의되어 있

다. 

여성과 무력 분쟁
여성은 무력 분쟁과 전쟁 과정에서 첫 번째 폭력 피해자가 된다. Ruth Seifert는 에세이 "두 번째 

전면 : 성폭력의 논리"에서 적을 파괴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군사 전략을 펼치는 사례들을 서

술했다. 위에서 본대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범죄다. 그러나 연인 및 배우

자에 의한 폭력과는 달리, 전쟁 중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의 형태이다. 그리고 여성의 몸 

위에서 이루어지는 남성들 간의 일종의 소통인 셈이다. 여성이나 소녀들을 전쟁 중 작전의 대상으

로 삼아 모욕하고 지배함으로써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고 확산시킨다. 그리고 민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한다. Jean-Paul Akayesu에 관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결정에서 보듯이, 집단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려고 할 때 강간 및 기타 성폭력은 대량학살의 일

종이 될 수 있다. "인종 청소"는 전쟁 전략이며, 1990년대 초반에 보스니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강간은 하나의 전쟁 중 부작용이 아니라 전쟁 중 활용되는 작전 중 하나다. 르완다와 구 유고 슬라

비아의 법원을 시작으로, 이러한 범죄는 목표가 뚜렷하며, 더 이상 처벌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지 않

다.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 중 강간, 강제 임신 그리고 강제 성매매등의 

범죄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는 피해자에게는 정의를 실현하고, 가해자에게

는 정당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책임 시스템을 제공해준다.

“현대 분쟁에서 이제 여성은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있다.”

평화유지군 소장, Patrick Cammaert. 2008.

수치 및 통계
Ÿ 구 유고 슬라비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18개 유죄 판결은 성폭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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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엔 관계자들은 강간 피해자를 약 6만명으로 추정한다. 다른 법원의 유죄 판결의 수는 여전

히 낮다.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에서는 6건,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8건이다.
여성은 무력 분쟁에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일반적으

로 분쟁상황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분쟁 후 재건에 관한 국제여성연구센터 정보 공시에 따르면, “여성들은 전쟁 과정에서 불평등한 그

들의 부담을 종종 참아내야” 한다. 많은 여성들은 그들 자신은 전쟁이나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하

는 폭력, 특히 성폭력에 노출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을 떠맡

은 과부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평화유지 임무에 있어서는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요구들을 가능한 한 지원해야 한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1325(2000)는 분쟁 후 재건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갈등 

당사자가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평화 협상 및 분쟁 후 재건에 여성 참여를 지원하도록 한 이사회

의 첫 번째 법적 문서다. 이후에 결의안 1888, 1889 및 1894 (2009)이 채택되었다. 결의안은 무력 

충돌 시 뿐만 아니라 제도적 갈등 관리, 평화 유지 및 분쟁 후 재건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채

택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직원들에게 여성의 권리에 대해 훈련시키고 평화와 안보 유지 프로세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을 동등하게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몇몇 국가는 결의

안 이행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을 설립했으며, 시민 사회 역시 같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러나 실천과정에 있어서 UN은 그 목표에 발을 맞추고 있지 않다. 여성 중 누구도 아직 UN이 후원

하는 평화 회담에 중재자나 수석으로 임명 받지 못했다. 하지만 AU 또는 다른 기관의 후원을 받은 

일부 회담에서는 여성들이 중재자로서 합류했다. 최근 긍정적인 경우는 2008 년 '케냐의 위기' 과정

에서 Graça Machel이 중재자 세 명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평화 협상에 대한 여성의 참

여는 일시적이며 체계적이지 않다. 11개 평화 프로세스에서 평균적으로 8 % 미만이다. 평화 협정 

서명자 중 여성은 3% 미만이다. 이러한 부족함을 다루기 위해, 유엔 총회는 2011년에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132 개 중에서 66개를 추가적으로 지지했다.   

“서구기업들의 바이오파이러시(외국 토착품종인 식물·유전인자·기타 생물학적 제품에 

관한 특허 취득) 현상은 제 3세계 여성들의 수세기 동안의 집단지식과 혁신을 훔치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확산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바이오 파이러시”는 이제 농업 기업 및 제 3세계 여성 사이의 새로운 

"협력"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우리에게 있어, 도둑질은 협력의 기초가 될 수 없다.”

Vandana Shiva.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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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천연자원
Vandana Shiva가 "농업의 단일 재배, 독점, 신화와 남성화"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도 여성은 천

연 자원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성 농부는 수 천 년 동안 

씨앗을 지키고 키워왔다.  이는 인도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의 특성이다. 천연 자원을 관리하

고 사용하면서 여성들은 가족과 지역 사회 공동체를 유지시켜 왔다. 따라서, "토지 과점

“-2007-2008 년 세계 식량 가격 위기 이후 국내 및 다국적 기업, 정부 및 개인의 대규모 토지 취

득-과 같은 최근 경향은 남반구의 많은 지역에서 여성과 아동을 첫 번째 희생자로 만든다. 
천연 자원 파괴는 전체 국민의 건강과 복지,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여성에게 그러하다. 
나아가, 대부분 의사결정자인 남성들은 그들의 지식, 기술, 경험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

한 개발에 관한 리우 + 20 UN 회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이 기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성 평등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소위 녹

색경제에서의 여성의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UN 여성 이사 Michelle Bachelet 는 지속 가능 개발에 

관한 의제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를 통해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 오고, 지속가능발전

에서 여성의 중심적 역할을 반영하는 강력한 정책과 이행을 촉구했다.

여아
많은 국가들에서 소녀들은 삶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청소년을 거쳐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차별을 경

험한다. 태아 성감별, 여성 영아 살해, 여성 성기 절단, 남아 선호, 조기 결혼, 성착취, 그리고 식량 

분배와 같은 건강 관련 행태들과 같이 위해한 태도와 관행들로 인해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소녀들

은 소년에 비해 성인으로 자라기 전에 목숨을 잃는 비율이 높다.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에서, 태아 

성감별과 여성 영아 살해는 광범위한 관행이며, 이 때문에 남성이 인구통계학적으로 매우 높은 비

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호법 부족 또는 법률 집행 실패로 인해 소녀들은 모든 종류의 

폭력, 특히 성폭력에 더 취약하다. 많은 지역에서, 소녀들은 교육과 전문 교육에 대한 접근과정에서 

차별에 직면 한다. 
조혼풍습 역시 소녀들에게 건강문제를 일으킨다. 18세 이전 결혼은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현실이다. 
유니세프의 추정에 따르면, 20~24세 여성 6천 4백만 명 이상이 18세 이전에 결혼이나 동거를 하

고 있다. 아시아에서 매우 흔한 조혼은 필연적으로 조기 출산에 이르게 된다. 유니세프의 NGO 위
원회는 여아의 건강 문제에 대한 문서에서 “10~14세 소녀들이 20-24 세 여성보다 다섯 배 높은 

모성사망률" 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 교육권 /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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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보편성 개념은 인권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권리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문화 다

양성은 여성 인권의 완전한 이행에 있어 변명거리나 걸림돌로 사용된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

회에서 채택된 문서는 여성인권에 있어 기본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이는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분리 할 수 없으며 상호 의존적이다. 또한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국가적·지역적 특수성과 다

양한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중요성은 중요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체계와 상관없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

문이다. 
보편성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일상적인 삶 전체가 논쟁이 발생하는 영

역이다. 일부 종교와 전통 속에서 여성은 남성들과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평등한 교육기회

와 고용평등에 대한 거부, 그리고 정치적 의사 결정에서의 명백한 배제 등의 관행이 정상적으로 받

아들여진다. 일부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과 인식들이 심지어 여성 개인의 안전과 일상에서

의 권리를 위협하기도 한다. 
2002 년, 한 젊은 나이지리아 여성은 샤리아 법정에서 투석에 의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국제 앰네

스티 호주지부에 따르면, Amina Lawal의 범죄 혐의는 혼외 출산이었다. 이 판결은 국제적 항의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과 일부 문화적·종교적 행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의 사건으로는 사형을 선고받은 이란 여성 Sakineh Ashtiani 사건이 있

다. 그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형 집행이 미뤄지다가 2010, 2011, 2012년 국제 항의물결로 인해 

10년형으로 최종 감형되었다. 또한 2012년 혼외 출산으로 100대의 태형이 선고된 말리 커플의 경

우는 여성의 권리와 종교, 전통이 화해하는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고문방지, 종교의 자유

인도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종교 관행을 찾아 볼 수 있다. 죽은 

남편의 장례식 장작더미에 과부를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치는 사티( Sati)라는 힌두교 전통은 1829
년 초, 영국 정부에 의해 금지되었다. 하지만 2006, 2008 년 등 최근 문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관행이다. 사티는, 전통적으로 남편에 대한 여성의 헌신 행위로 여전히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 관행은 인도에서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대에 와서는 비교

적 줄어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에도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증가하

고 있다. 배우자의 친척들이 과거에 합의되었던 지참금을 신부 가족들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신부를 고문하고 괴롭힌 후에 "신부를 살해하는" 즉, “지참금 사망” 사건들이 자주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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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지참금 사망 사건에는 살해되는 여성뿐만 아니라,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 독살, 교살 등을 강

요당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NGO 및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들은 수십 년 동안 인도와 주변 국가

에서 결혼 지참금 관련 살해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지만, 인도 범죄 통계에 따르면 1990 년부터 매

년 수천 건이 보고되고 있으며,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여성의 정치참여는 자신의 관심사를 관철시키는 수준에서 보다 나아가 점차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50년 간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이를 행사해 왔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해왔다. 전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적 변환

을 추구하고 있고, 여성 단체는 여성의 정치적 책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의 투표권에 대한 노

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오늘날 정부에서의 여성참여가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 국가 차원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1998년부터 2008년간 10년 사이에 8%가 증가했다. 현재 전 세계의 여성의원 비율

의 평균은 18.4%이며, 1975년 이후 20여 년간 단 1%만 증가했던 것과 비교할만한 결과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에서의 성평등은 극히 제한적이다. 여성의 비율은 전 세계 입법부에서 

1/4이 넘지 않는다.
2009년 중반, 국가 및 정부 수장 중 단 17명만이 여성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에 비해 여성 대표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더라도 남성과 동등한 영역, 즉 “40~60%”의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너무 먼 

길이다. UN 여성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어떠한 종류의 할당제도 없이 ‘비교다수득표주의’ 선거제도

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20세기 말까지 공직에서의 여성의 참여율 40%이라는 최솟값에 도달할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거의 즉각적인 방해들과 함께 정치, 사회운동 및 혁명에 대한 여성의 강력한 참여도 

나타났다. 2009년과 2010년 이란의 녹색 혁명과 2011년 아랍의 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 전

면에 나서는 모습이 TV 방송을 통해 전면에 나타났다. 이 여성들은 민주화와 참여를 위해 선전하

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슬람 사회에서의 평등과 참여가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혁명은 계속되는 억압으로 끝났으며, 내전과 선거에서 이슬람근

본주의자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 참여는 다시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후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여성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동일노동을 수행함에

도 불구하고 남성 동료에 비해 임금을 1/3이나 적게 받는다. 유럽연합(EU)내에서 유럽 공동체 설립 

조약 제 141조는 동일한 자격을 가진 남성과 여성은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여성은 언제나 차별에서 독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분야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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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많은 유럽 사회에서 이주여성 또는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사회에서 무슬림 남성이나 그 사회

의 다수에 속한 여성에 비해 적절한 직업을 찾는 데에 있어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유럽연합 기

본권 기구는 다양한 차별이 하나 이상의 보호받는 기반 위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국내 입

법 및 평등기구의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날의 많은 여성 문제는 유럽의 반차별

법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 노동권

4. 이행과 모니터링
여성인권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제 인권기구들을 재해석하고, 성 평등을 보장하

는 새로운 메커니즘 개발하는 등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 인권의 구현과 관련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가 따라야 할 서로 다른 접근들이 있다.
Ÿ 일차적으로 비공식적 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 시스템 내 인권교육을 통해 여성인권교육 도구와 

메커니즘을 확산하기. 이러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여성들은 그들의 인권을 행사할 방

법을 알 수 없을 것이다. 
Ÿ 또 다른 단계는 그들이 비준한 인권 문서에 포함된 국가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

성들이 해당 국가의 실천을 감독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국가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 단체는 대안을 준비하거나 특정위원회에 ‘섀도우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다. 여성들

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대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장려 받아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각 국가가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나 다른 조약기구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를 준수하는지

에 대해 모니터링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섀도우 리포트’는 시민사회 구성원이 정부가 국

제적으로 약속한 의무를 행하도록 촉구하게 한다. 나아가, 섀도우 리포트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에의 보고과정에 대한 국내의 인식 제고에 기여한다. 
Ÿ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빠른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

인이 조직되어야 한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비준 국가가 각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개인 또는 집

단으로부터 항의를 접수하여 고려할 수 있는 여성차별 철폐협약의 권한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총체적인 위반의 경우, 위원회는 의정서를 비준할 때 (비준 가능성을 각 국가가 배제하

지 않는다면)조사를 개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Ÿ 여성인권기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여성활동가로 하여금 인권 메커

니즘을 활용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현재, 국제여성인권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여성은 매우 적으

며, 더구나 올바른 탄원절차를 알고 있는 여성은 더욱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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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는 1994년에 설립된 새로운 메커니즘인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제도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2009년 남아프리카 출신 라쉬다 만주는 터키 출신의 야킨 에터크로

부터 지위를 승계했다. 임무의 일환으로, 그녀는 각 국가를 방문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의 수준을 검

토한다. 또한 여성의 인권 분야에서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여성인권분야에서 지난 30여 년간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에서의 극단적으로 보수적

인 사고와 근본주의의 발흥은 여성인권의 거대한 후퇴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

도 모든 여성을 위한 모든 여성인권의 완벽한 이행에 대한 긴급한 요구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젠더 관점에서 본 인권
성인지적 감수성에 기반한 국제인권기구에 대한 해석이 시작되었다. 가장 좋은 사례 중 하나는 

2000년 5월 국제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일반 논평 28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남성과 여성

의 동등한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3조를 해석함으로써, 위원회는 성인지적 감수성 렌즈

를 통해 위원회는 규약의 모든 조약을 검토했다. 1992년 CLADEM(여성의 권리 수호를 위한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위원회)는 전 세계의 조직이 참여한 캠페인을 이미 시작한 상태였다. 결과적

으로, 이는 세계 인권 선언(UDHR)의 초안에 성인지적 관점을 포함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이제 

이 선언은 교육적 의도를 지닌 “shadow” 선언으로 사용된다. 목표는 여성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해 

배우도록 하고, 여성이 그들의 언어로 표현된 인권의 틀에 그들의 경험·필요·욕구들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 권리 증진훈련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PDHRE)는 선구적으로 "Passport to Dignity(존엄을 향한 여권)”와 비디오 

시리즈 "Women hold up the Sky(여성이 하늘을 떠받친다)"를 통해 여성의 권리 발전에 중요한 기

여를 했다. “Passport to dignity”는 많은 국가들 내에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의 12가지 주요 영

역에 걸친 법적인 의무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와 함께 전문가 보고 및 

해당 여성들의  직접 진술을 다루고 있다. 다른 매뉴얼 “Between their Stories and our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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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이야기와 현실들 사이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발 협력을 위한 

오스트리아 외무부와 개발협력을 위한 비엔나 연구소의 지원으로 1999년에 제작되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의 내용은 앞에 언급된 “Women hold up the Sky” 비디오 시리즈의 주요 부분이기도 하다.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PDHRE)은 미래 세대의 여성운동 활동가를 교육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를 제

공한 셈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Womens Caucus for Gender Justice의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들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많은 대표들로부터의 갈엵한 반대를 극복하고 전쟁 중 

여성들의 경험을 취합하고, 폭력적인 전략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강간·성 

노예·강제 임신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법령에 포함되었다.

Mary Robinson, 유엔인권최고대표. 2000.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매체
전 세계적인 정보 격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여성들, 특히 어리고 교육받은 여성들의 인터넷이나 

전자미디어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디지털 콘텐츠를 단순히 소비하는 소비자로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들은 웹 2.0 기술과 응용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참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하고 사회적 실천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한, 좋은 실천사례가 있

다. 세계 청소년상(World  youth  Award)은 UN 새천년 목표를 위한 행동을 위해 청년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도록 촉구한다. 모든 부문의 우승작 절반이 여성들이 실천하거나 시작한 프로젝트

였으며, 교육·정보·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1년, “Power 2 Women” 분야에서의 우승 작품 

셋 중 둘은 명백히 여성폭력을 드러내고 있다. 이집트의 “Harrassmap(성희롱 지도)” 는 성희롱 사

건 신고를 위한 SMS 시스템이다. 그리고 “Bell Bajao!(벨 바자오!)” 는 남성들에게 폭력의 맥락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남성들이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멀티미디어 캠

페인이다. 폭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과거 인도에서는 금기시되었던 일이다. 세 번째 우승작 

“Girls Only Radio Station(소녀들만의 라디오 방송국)”은 2008년 이집트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자

기방어와 성폭력 후 자활, 다양한 영역에서의 여성의 정치적 인식, 깊게 뿌리박힌 여성차별 문화에 

대한 저항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자 매거진이다. 

2.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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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시민단체들은 다수의 인권 및 인도주의 법적 이슈에 활발히 참여해왔다. 여성들은 여

성 문제들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조직화된 협력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998
년에 여러 여성들은 기안자가 여성 인권을 중요하게 병합하여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마에

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초안을 위한 회의에 참가했다. 그들은 2002년 7월 1일 발효된 로

마 규정 심의에서부터, 그들은 다음과 같은 성공을 거두었다. 국제 인도주의 법은 로마규정과 함께 

새로운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 특히 이는 성폭력을 범죄로 포괄하게 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구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영토 안에서 벌어진 잔학 행위는 여성과 인권의 보호가 국제형사재판소 임

무 중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로마규정은 역사상 처음으로 대부분 여성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을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7조 1호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강간, 성 노예, 강제 매춘, 강제 

임신, 강제 불임, 또는 유사한 비중의 성적 폭력의 다른 형태는 [...]” 반인권적 범죄가 된다. 나아가 

피해자와 증인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규정 68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 신체적, 정신적 안녕,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명령할 수 있다. “[...] 카메라를 통해 일부 절차를 수행하거나 전자장치 혹은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또는 증인

이 성폭력 피해자이거나 아이일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ICTY와 ICTR에서 열린 재

판 경험에 따른 결과이다. 
2012 년 5 월, 전 세계 121국은 로마 규정을 비준했다.
여성 운동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인권 증진에 성공했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  여성의원들은 여

성이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토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오
랫동안 이는 관행적으로 금지되어왔다. 결국, 그들은 성공했고,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은 우간다 여성들로 하여금 여성과 관

련된 더욱 중요한 문제들, 친족법 상 가정 폭력과 일부다처제 같은 전통을 불법화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도록 촉진했다. 
2015 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불평등을 없애려는 국제 사회의 약속은 새천년 개발목표

(MDGs) 중 일부였다. 새천년 개발목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더 나아지도록 하고자 한다. 그들은 초기 국제 개발목표에서 유래한다. 새천년 개발목표가 공식적으

로 만들어진 것은 2000년 새천년 정상회의 이후였다. 여기서는 참석한 세계지도자 모두가 유엔새천

년선언을 채택했다. 이로부터 8개의 목표가 만들어졌다. 모든 목표는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여성

과 남성 모두의 일상생활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 중 두 개, 목표 3과 목표 5가 오직 여성만이 관련

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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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목표 3: 성평등 증진과 여성의 역량 강화: 목표 달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식 데이터 소스인 

유네스코 통계 연구소(UIS)는 Global Education Digests(글로벌 교육 다이제스트)에서 가장 최

근 수치와 통계를 발표한다. 2010년판 다이제스트는 성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추이를 보여준다. 
세 나라 중 한 나라만이 초/중등교육 모두에서 남녀 학생이 동등한 비율에 도달했다는 추이를 

보여준다. 2015 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대부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

카, 라틴 아메리카, 아랍 국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Ÿ 목표 5: 모성건강 증진: 2012년 UN 부처간 산모사망률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모성사망률과 산모사망률 모두 1/3 하락하였다.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

다 하더라도, 평균 연간 하락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새천년개발목표의 목표에 미달하고 

있다.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의 연간 하락 비율은 1.7 %로 추정 되

며, 다른 어떤 지역보다 낮다. 
2008년에 시작된 UNiTE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여성에 대한 폭력종식을 위한 연대) 캠
페인은 전 세계 각 부문에서 다년간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UNiTE는 정부, 시민사회, 여성단체, 청년, 민간부문, 언론과 전체 유엔 체계가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전 세계에 걸쳐진 폭력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5년까지 UNiTE는 모든 국가에서 아래의 다섯 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Ÿ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율하고 처벌하는 국내법의 채택과 시행

Ÿ 다차원적인 국가적 행동 계획의 채택과 실천

Ÿ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확산에 대한 데이터 수집 강화

Ÿ 대중적 인식 및 사회적 동원력의 향상

Ÿ 분쟁상황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 노력

2010년 UN에서는 UN Women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유엔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여성 

문제와 젠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은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라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가속화함에 있어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 UN 
Women의 설립은 UN개혁 의제의 일부로, 이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자원과 명령을 

소집할 수 있게 되었다. 유엔은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에 주력하기 위해서 그 체계 내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네 가지 기관의 중요한 작업들을 병합하여 이를 설립하였다. 그 네 가지 기관은 여성지위

향상국(Division of the Advancement of Women: DAW), 국제여성연구훈련원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RAW), 유엔사무총장 여

성특별 보좌관실(Office of the Special Adviser to the Secretary General on Gender Issu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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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 여성의 권리와 여성 시민 선언 (Olympe de Gouges) 
1888 국제여성위원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Women) 설립

1921 여성과 어린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및 수정 의정서

1950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1951년 발효, 2012
년 5월 비준: 82),

1953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1954년 발효, 2012년 5월 비준: 122)  
1957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협약(1958 발효, 2012년 5월 비준: 74)
1962 혼인의 동의, 혼인을 위한 최소연령 및 혼인신고에 관한 협약(1964년 발효, 2012년 

5월 비준: 55) 
1967 여성차별철폐협약 

Advancement of Women:OSAGI) ,  유엔여성개발기금(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IFEM)이다.
UN Women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다.
Ÿ 여성지위위원회와 같은 정부 간 기구에 대해 정책, 글로벌 표준과 규범의 정립 등에 대해 지원;
Ÿ 이러한 기준을 실행하도록 회원국을 지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기술적·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준비, 시민사회와 효과적인 협력 관계 구성;
Ÿ UN은 UN이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
UN 안에서 뿐만 아니라 법률과 행정 안에서 젠더 이슈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강제하

는 가장 최근 문서 중 하나는 유엔총회결의안  66/132이다. 이 결의안은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합의된 베이징 선언 및 행동계획과 2011 년에 채택된 총회의 제 23번째 특별 세션의 결과로 도출

되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기존의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여성을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식한 유일한 문서로,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Shulamith Koenig. 2009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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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제1차 세계여성회의(멕시코)
1976 UN 여성의 위한 10년 시작: 평등, 발전, 평화

1979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 (1981년 발효, 2012년 5월 비준: 187)
1980 제2차 세계여성회의(코펜하겐)
1985 제3차 세계여성회의(나이로비): Adoption of the Nairobi Forward-Looking 

Strategies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to the Year 2000
1994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제도 설립

1994 Belém do Pará 의 여성폭력 예방, 처벌, 근절을 위한 미주 협약(발효: 1995) 
1995 4차 UN 세계여성대회(베이징) Fourth UN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1998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약(발효: 2002, 2012년 5월 비준: 121개 국가)
1999 여성차별철폐 협약 선택의정서(발효: 2000, 비준 2012년 5월 비준: 104개 국가) 
2000 여성평화와 안보에 대한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S/RES/1325
2000 특히 여성과 아동 초국가적 조직 범죄에 대항하는 UN 협약 보충을 위한 인신매매 예

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발효: 2003, 2012년 5월 비준: 147개 국가) 
2000 총회 내 23번째 특별 세션 “Women 2000: 성평등, 21세기를 향한 발전과 평화”
2003 아프리카에서 인민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프로토콜 (Maputo Protocol) 
2005 베이징+10  베이징 행동 선언에 대한 리뷰와 평가 그리고 총회 23번째 특별 세션에

서 결과문서 도출

2008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20(2008)
2009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88(2009)
2009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89(2009)
2009 전쟁 중 시민보호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94(2009)
2010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620(2010)
2010 베이징 +15: 베이징 행동 강령에 대한 리뷰 및 평가

2010 UN총회에 의한 UN Women(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설립

2011 UN 총회 결의안 66/132 4차 세계여성대회 그리고  베이징 행동 강령의 완전한 이행 

총회 23번째 특별 세션 결과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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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활동

활동 I: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해

Part I : 소개

이 활동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이며, 특히 법적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비-법률가들을 위한 것이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운동

목적과 목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법률용어에 대한 친밀도 높이기, 여성의 권리를 다른 관점

으로 보기, 여성의 권리를 다루는 법적 도구들에 대해 토론하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20-25 (소규모 모임 활동 및 전체 토론)
소요시간: 약 60 분
교구: 여성차별철폐협약 사본, 종이, 필기구

관련 기술: 법률용어 독해 및 이해, 언어 소통, 협력, 다른 관점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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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소개 후에 그룹을 대략 4~5개로 나눈다. 각 그룹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부분을 맡아서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번역한다. 각각의 집단에 같은 기사를 부과할 수

도 있다. 어떤 특정한 단어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는 것을 보면서 자세

한 토론을 진행하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것이다.
작업시간 30분을 준 뒤, 전체 그룹을 다시 소집한다.
각각의 작업그룹은 전체 모임에서 그들의 “번역본”을 발표한다. 토론과 질문을 명료화하는 시간을 

준다. 그 뒤 그룹들은 자신들의 국가나 지역에서의 상황을 들여다본다. 아래의 질문들 일부와 전체

는 무엇을 바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용할 것이다:
• 당신의 국가에서는 여성의 권리를 인권과 분리하고 있는가? 분리는 어떤 양상인가? 법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관습적인가? 
• 이러한 분리는 공공연한가? 실제로 말하지는 사람은 없지만 실생활에서 분명히 벌어지는 

일인가? 
•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 성별에 따른 분리에 대한 특정한 예를 기술하라. 
• 여성들은 이러한 분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당연하게 향유하는 인권을 여성들은 특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

을 알고 있는가?
• 삶의 영역에서 여성은 남성의 중계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여성의 자

율성에 장애물은 무엇인가?
• 당신의 나라에서 헌법은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현실과 헌법 사이에 괴리는? 
•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가? 어떠한 이슈인

가? 어떤 권리가 영향을 받는가?

실용적 힌트:
4~5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 활동은 좀 더 집중적인 토론을 가능하도록 한다. 조용하고 겁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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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지만 모든 참여자들의 지식수준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룹 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이 논의되어야 한다.
응용을 위한 팁:
그 과정의 주제와 참여자들의 흥미에 맞춘 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Part IV : 후속활동

적합한 후속활동으로 여성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조직할 수 있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일반적인 인권, 소수자 권리, 차별금지  

활동 II : 평등국(Equilia)로 가는 길

Part I : 소개

평등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구불구불하다... 참가자들은 훌륭한 지도를 그려줌으로써 여행자들이 다

양한 장애물들 사이에서 진정한 성평등이 존재하는 나라인 평등국(Equilia)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평등국은 단지 상상에만 존재하지만, 그들의 지도는 미래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모둠 활동, 상상하기, 그리기

목적과 목표: 평등과 성별 균형의 목표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발전시키기, 미래를 그리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전시키기, 정의와 존중을 증진하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0~30명, 소규모 모둠 활동 및 전체 토론

소요시간: 약 90 분
교구: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연필과 종이, 플립차트 종이, 다양한 색깔의 마커 펜, 산이나 계곡, 강, 
숲, 마을, 다리 등과 같이 물리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하이킹 지도 또는 다른 종류의 지도.
준비사항: 지도와 사용되는 기호에 익숙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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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 분석, 토론, 집단의사결정, 창의력 관련 기술/그림그리기.

Part III :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
Ÿ 활동참가자들에게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진 나라 평등국(Equalia)을 여행하는 방법에 대한 판

타지 맵을 그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Ÿ 참가자들에게 현재 윤리적 이상으로 향하는 여행하는 사람의 비유를 사용한 다른 이야기 또는 

동화를 기억하도록 요청한다. 흔한 비유를 사용하라. 예를 들어 악을 비유하기 위해 어두운 숲

길을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유혹을 상징하는 빨간 사과를 사용할 수 있다. 여행자는 빠르게 흐

르는 강을 헤엄침으로써 도덕적 강점을 보여주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겸손을 보

일 수도 있다.
Ÿ 지도가 어떤지 짧게 검토한다. 선이 그려진 방법, 산과 강에 대한 음영, 숲, 빌딩, 전원케이블 

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심볼을 지적한다.
Ÿ 사람들에게 3~5명 규모의 소그룹을 만들도록 요청한다. 종이와 펜을 주고 그들이 생각하는 평

등국이 어떨지, 평등국으로 가는 길에 만나게 될 장애물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

할 것인지에 대해 15분간 3개의 짧은 브레인 스토밍을 하도록 한다.
Ÿ 이제 플립차트와 마카를 건네준다. 각 그룹에게 자신들의 판타지 맵을 만들도록 한다. 그 지도

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길을 나타내야 한다. 이러한 경로상의 장

애물이나 시설, 지형을 나타내는 자신만의 상징을 사용하라.
Ÿ 그룹에게 40분을 주어 자신의 지도를 그리도록 그룹에게 한다. 그들이 사용했던 상징을 위한 

키를 만들도록 상기시켜라.
Ÿ 전체 그룹을 소집하여 그들의 지도를 발표하도록 요청하라.
피드백 :
어떻게 서로 다른 그룹들이 함께 작업하는 하였는지, 지도에 무엇을 그렸는지와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해 토론을 시작한다. 그 뒤, 현실에서 평등국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장애물은 무엇

인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Ÿ 사람들은 그 활동을 즐겼나? 무엇을 즐겼나?
Ÿ 브레인 스토밍 중 가장 쉬웠던 3가지 질문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왜?
Ÿ 평등국의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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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현재 사회가 이상적인 평등국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장애물은 무엇인가?
Ÿ 당신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자신의 나라를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면 1~10점 척도 중에서 당신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점은 매우 불평등, 10점
은 거의 이상적인 평등한 국가이다.

Ÿ 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Ÿ 인권과 자력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Ÿ 양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간의 도구로서 적극적 우대조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가?
Ÿ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다른 집단은 어떤 그룹인가? 어떠한 양태로 드러나는

가? 어떤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가?
Ÿ 어떻게 소외 계층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가?

Part IV : 후속활동

자신의 학교, 클럽, 또는 직장 내 정책을 젠더와 관련된 기회균등(equal apportunity)이라는 측면에

서 들여다보자. 그리고 당신이 속한 기관이 평등국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

을 실현할지, 어떠한 변화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일반적인 인권, 소수자들의 권리, 차별금지 

(출처: Rui Gomes et al.(eds.) 2002 COMPASS. 청소년 인권교육 매뉴얼에서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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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회에서의 법의 지배 
공정한 재판-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 

공정한 재판의 요소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RULE OF LAW 

AND FAIR TRIAL

>> “법의 지배는 단지 법 기준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상이다. 법의 지배란 곧 정의

의 지배이며, 과도한 정부의 권력으로부터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보호다.” <<
국제법률가위원회,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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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1년 2월, S씨는 1998년 7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한 이스탄불의 스파이스 시장에서 

발생한 폭발에 관여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실 폭탄은 없었고 폭발은 가스 누출로 

인한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그녀는 사상자를 발생시킨 폭탄을 운반하였다는 혐의로, 

이 날 세 번째 재판을 받게 되었다. 

1998년 27살이었던 S씨는 이스탄불에서 거리예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다가 체포되었다. 19살의 청년

이었던 Ӧ도 체포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폭탄이 폭발의 원인이었다는 주장과, S가 죄를 지었다

는 Ӧ의 심문에서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다. Ӧ는 이후 법원에서 경찰의 고문 때문에 그런 진술을 하

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S 또한 경찰에 구금된 동안 심각한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애초에 경찰보고서는 폭격은 배제하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발생가능성을 제기하였다. S와 Ӧ를 기

소한 검사가 폭발을 폭격으로 규정하였으나, 이후에 각기 다른 대학의 전문가들의 세 개의 보고서

는 이를 부인하였다. 부검보고서는 사망이 폭격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밝히지 않았다. 

Ӧ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로 풀려난 후, 이 결정은 파기법원에서도 유지되었고 원심 법원은 그의 

진술이 S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S와 폭발의 연계를 입증하는 다른 어떠한 진

술이나 과학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Ӧ의 이모는 그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서면진술서에서 S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였다고 확인하였

다. 그러나 재판에서 Ӧ의 이모가 터키어는 못하고 쿠르드어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내용

을 알지 못하는 종이에 경찰이 서명하도록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진술서는 조작된 것으로 판명

되었다. 재판에서 Ӧ와 그의 이모는 한번도 S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하였다. 

“S의 재판은 형사사법체계를 악용하고 적법절차를 남용한 것이다.” 재판에 참석한 국제인권감시

기구의 터키연구원인 Emma Sinclair-Webb은 말했다. “12년간 이 사건의 재판을 수행한 것은 공정

한 재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위반한 것이다. 이 증거 없는 기소는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

다.” 

국제인권감시기구에 따르면, 터키에서는 지속적으로 정치적 동기의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검사와 

판사는 계속해서 언론인과 편집인, 인권옹호자, 시위에 참여하는 개인, 합법적인 친-쿠르드 정치활

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재판을 하고 있다. 

S는 터키에서 젠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권리와 쿠르드 등 소수자 권리 등 인권 

이슈에 대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또 이러한 이슈에 관해 저술을 한 사회학자이다. 국제인

권감시기구는 그녀에 대한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지는 부당한 재판의 가장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하였다.

(출처: 국제인권감시기구. 2011. Turkey: Activist’s Trial a Travest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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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거리
1. S의 기소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3.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4. 이러한 사건에 있어 어떤 국제적 보호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는가?

알아야 하는 내용  K!?

1. 소개
당신이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재판정에 앉아있다고 상상하라. 당신은 판사가 혐의-이전에는 전

혀 불법적이지 않았고, 현행법에 명문 규정도 없는 그러한 범죄-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할 때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누구도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다고 생

각되는데도 변호사는 없다. 더 나쁜 것은, 증인에 대한 심리가 시작될 때 증인 중 적어도 한 사람은 

당신이 모르는 언어로 말하고 이를 통역해 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재판에서, 당신은 판

사로부터 이는 두 번째 심리이고 첫 번째 심리는 당신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말

을 듣는다. 재판이 계속될수록, 모든 사람이 당신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고 진짜 문제는 어떤 형벌이 

내려지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이 사례는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 침해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공정한 사법행정’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법의 지배’를 준수하는 민주사회의 초석 중 하나이

다. 

법의 지배 

법의 지배는 다양한 정책에 해당되는 요소이며, 정치적, 헌법적, 법적, 또 인권적 측면을 포함한다. 

모든 민주사회는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효과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

수적이다. 

☞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법의 지배가 민주사회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요소 전부에 대한 완전한 합의는 없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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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 공정한 재판과 인간안보 

나 시민들의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이들이 공적 권위의 자의적 행위로부터 보호된다는 것

은 널리 수용되는 사실이다. 이러한 법은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며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권력의 행사는 자유와 정의, 법적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는 법의 지배의 원칙과 인권의 보호 및 보장 간에 불가분의 연관성을 

재확인하였다. 법의 지배가 없다는 것은 인권을 이행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방해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법의 지배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공정히 운영하는 데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민

주적 절차의 근본적 기둥을 구성한다. 또한 법의 지배는 책임성을 확보하고, 권력자들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유엔에게 법의 지배란 모든 사람, 기관, 국가를 포함한 공적/사적 독립체가 법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 통치원칙이다. 이때의 법은 널리 공포되고, 평등하게 집행되며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국
제적 인권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법을 뜻한다. 또한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법의 우위, 법 앞에
서의 평등, 법에 대한 책임성, 법적용의 공정성, 권력분립, 결정과정에 참여, 법적 확실성, 자의
성 배제와 절차 및 법적 투명성 등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유엔. 2004. The rule of Law and Transna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 
-conflict Societies.) 

법의 지배 원칙의 역사적 발전 
법의 지배 원칙의 연원은 재량적 통치에 비해 법의 지배가 갖는 이점을 보여준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 철학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1066년 중세 영국에서 정복자 윌리엄이 설립한 중앙행정기구

는 이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왕이 중앙 행정·입법·사법부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왕이 법의 우위에 서지는 않았다. 즉, 그를 왕으로 만든 것은 법이었다. 결과적으로, 보통법

의 법원과 의회는 귀족과 함께 유럽 내 첫 번째 의회군주제를 수립하면서 국내 체제 내에서 그들의 

영향을 강화했다. 법의 지배 원칙의 발전에서 초석을 이룬 것은 특정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귀족에게 부여한 마그나 카르타(1215년)와 구금된 인민에게 그들의 자유가 제한되는 이유를 고지받

을, 부인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한 인신보호법(1679년)이었다. 

유럽에서, 법의 지배 원칙은 17세기와 18세기의 시민 혁명에서 그 중요성을 획득하였다. 오늘날, 법

의 지배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 또 지역적 기구에서 핵심적 원칙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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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는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에 근거하고, 이러한 근본적 원칙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

다.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은 개인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누구도 자의적으로 기소

되거나 체포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독립적이며 공평한 판사가 주재하는, 공정한 재판 심리를 

받을 것을 보장한다. 재판절차에서의 공정성은 정의를 이루는 요소이며, 시민들이 법에 근거한 

공정한 재판권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강력한 사법 시스템은 교정 기능 뿐 아니라 강력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범

죄율과 부패를 낮추어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기여한다. 분쟁 후 상황에서는 특히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재확립하여 법적 확실성, 공평한 사법행정과 선정을 통해 인간 안

보를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국가와 그 기관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회

복할 수 있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의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투자환경 또한 제대로 작동하는 행정적, 사법적 

체계에 달려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확보하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는 경

제적 성장과 사회복지 또한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에 달려 있다.  

“[...] 인권과 법의 지배에 대한 지지는 사실 인간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작동한다. 법의 

지배를 존중하는 사회는 행정부에게 예외적 상황에 대처할 때조차도 백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회는 행정부가 국가 이익이라는 복잡한 이슈에 균형 있고 합법적인 접근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의 사법부와 입법부의 역할을 받아들인다.” 
루이스 아버, 유엔인권최고대표. 2004. 

2. 정의와 설명

법의 지배의 핵심적 요소로서의 공정한 재판 

무엇보다도 법의 지배는 공개되고 차별적이지 않은 법이 존재하고, 이 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적을 위해, 국가는 법원, 검찰과 경찰 등 법적 체계를 보장하는 기구를 설립해

야만 한다. 이러한 기구는 그 자체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인권협약｣, ｢
미주인권협약｣, ｢아프리카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적, 지역적 인권 보호를 위한 조

약에 규정된 인권 보장에 구속된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민사적, 형사적 사건들의 사법 행정에 관련된다. 우선, 적절한 사법행정

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적(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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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권리에 관한 최저 기준 
1.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며, 공정한 재판의 최저한도의 보장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형사상의 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대해 그가 이해하는 언

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법정은 권한 있고 독립적이고 공평하여야 하며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한다. 
5.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공개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일반 대중은 특정한 경우에

만 배제된다. 
6.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7. 모든 사람은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피의자는 직접 또는 자신이 선

임한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진다.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야 한다.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충분한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

하는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져야 한다. 
8.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그 증인이 신문받도록 할 권리와 자기

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피의자는 자기에게 불

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9. 피의자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

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0.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

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죄형법정주의). 또한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

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11. 모든 사람은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법적 구제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처: 주요 유엔인권조약에서 발췌) 

절차적(심리의 공정성) 측면이다.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혐의를 둔 순간부터 판결의 집행에 이르기

까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는 일련의 개인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한 국제적 규정(예를 들어 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7년 일반논평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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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구체화하여 해석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은 통상법원이든 특

별법원이든 모든  법원이나 재판소에 적용된다. 많은 국가에는, 민간인을 재판하는 군사법원 또는 

특별법원이 있다. 이러한 법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종종 보통의 사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

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유권규약이 이러한 류의 법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약의 규정은 그러한 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하는 것은 예외적이어야 하며, 자유권규약의 

보장에 완전히 부합하는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원 앞에서의 평등 
평등에 대한 보장은 법의 지배의 가장 일반적 원칙 중 하나이다. 이 원칙은 차별적 법률을 금지하

고, 법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법원의 평등한 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에서 실제 가장 중

요한 요소는 무기대등의 원칙이다. 즉 양 당사자가 자기의 사건을 제시할 동등한 기회를 갖고, 어느 

한 당사자도 반대편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평등한 처우

에 있어 또 다른 요소는 모든 피의자는 어떠한 사유에 근거한 차별도 없이 다른 피의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평등한 처우란 동일한 처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객관적 사실이 유사하다면, 행정적·사법적 조직의 처우도 유사해야 하지

만, 사실이 다르다면 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처우가 요구된다.  ☞ 차별금지 

독립성과 공정성
제대로 기능하는 법의 지배에서 근본적인 요소 중 하나는 법적 체계 내의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

의 역할이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적 권력은 입법적, 행정적 권력과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는 기구로서의 사법부뿐만 아니라 개개의 판사 또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들의 직업

적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사의 독립은 독립적 사법부의 한 기둥이다. 판사가 정부나 다른 권력에 의해 언제라도 해임될 수 

있다면, 그들의 제도적 독립성은 확보될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이나 판사가 비사법적 주체의 통제나 

영향 하에 있다면 공정한 재판은 이루어질 수 없다.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반하는 통제에는 판사 

급여 지불에 대한 특별 조건, 법무부 장관의 법원에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리, 판사의 결정이 기대

나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겠다는 위협 등이 있다.

또한 법원의 결정은 통상 국가수반에게 부여되어 있는 헌법상 인정된 사면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사법적 기구가 번복할 수 없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의 규범은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어떠한 특정한 구조(직업적 판사만으로 구성되는 조

합, 직업적 판사와 참심원(lay judge)으로 구성되는 조합, 여타 다른 조합 등)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판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존재한다.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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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인권문서도 배심재판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배심재판을 제도화했다면, 

독립성과 공정성의 요건은 배심원들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부시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관타나모에 설치한 군사위원회는 공정성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

합하지 않으며 폐기되어야 한다. 군사위원회는 미국 당국이 피고인들에게 민간법원에서 누릴 

수 있는 보호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군사위원회가 다수의 법률적, 절차적 

개편을 거쳤다는 사실은 제네바협약 공통 3조에서 요구되는 “통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의 기준

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제 엠네스티는 오랫동안 미국이 기소하고자 하는 관타나모 수감자들이 미국 연방법원 등, 공
정한 재판의 기준을 적용하는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서 즉각 기소되어 재판받을 것을 요청

해왔다.” 
(출처: 국제 엠네스티. 2011. Military Commissions.)

 

공개 심리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를 발전시키고 당사자에 대해 공정한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정의는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야만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중(the public)은 어떻게 정의가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를 알 권

리가 있다. 공개 심리는 사건의 본안에 대한 구두 심리를 요구하며, 이는 공중과 언론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법원은 구두 심리의 시간과 장소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성의 원칙은 공중을 배제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온전히 존중되어야 한다.  

제한의 이유는 자유권규약 제14조 등 국제적 문서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주사회에

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해 필요

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법원이 엄격한 제한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공중이 재판으

로부터 배제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 및 기타 소송에서 선고되는 판결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절차가 혼인관계의 분쟁이나 아동의 후견 문제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무죄로 추정될 권리 
무죄로 추정될 권리란 형사 범죄의 피의자는 공정한 재판에서 법에 의해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

죄로 추정되고 그러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은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최종 

상소 후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 기소는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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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면 피의자는 유죄로 판단되지 않아야 한다. 

무죄로 추정될 권리는 판사와 배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을 갖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또

한 절차의 일부를 담당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전문가와 시민언론

인들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묵비권과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역시 무죄로 추정될 권

리의 원칙에 속한다. 묵비권은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의자가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고

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모든 형태의 압력 행사를 금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에 관련된 기간은 재판 시작까지 소요되는 시간 뿐 아니라 대법원

이나 여타 최종 사법기관에 이르는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포함한 절차에 소요되는 총 시간을 

포함한다. 합당한 시간은 분쟁이 된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이 부당한 지체로 간

주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사건의 복잡성, 당사자들의 행태, 청구인에게 문제되는 사안과 관계기관의 

사건 처리 등 사건의 상황에 달려 있다. 나아가, 형사법에서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받을 권리는 범

죄피해자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그 기저의 원칙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

니다”라는 경구에 잘 드러나 있다. 

적절한 변호를 받을 권리와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받을 권리 
모든 형사 피의자는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고,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

을 통하여 변호하며, 만약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통

지를 받고,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법적 조력이 그에게 주어지도록” 할 권리가 있다. (자유권규

약 제14조 제3항)

변호의 권리와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받을 권리의 내용
• 본인이 직접 자신을 변호할 권리

• 자신의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통지받을 권리

•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받을 권리

• 무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 
예상되는 형벌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국은 사건에 변호인을 배정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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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를 들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사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 모두에게 반드시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속도위반 피의자에게는 국가의 비용으로 지명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미주인권재판소에 따르면, 공정한 심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변호인을 배정할 때, 피의자는 경험 있고, 유능하며 효과적인 변호인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고

려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또한 자신의 변호인과 비밀이 보장되는 협의를 할 권리가 있다. 

본인의 출석 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고 변호를 받을 권리가 

엄격히 준수된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변호사는 재판절차로부터 결코 배제될 

수 없다. 

신문을 요청할 권리와 증인을 신문하거나 신문받도록 할 권리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는 절차적 평등성을 가져야 한다. 이 규정은 피고인에게 증

인출석과 기소에 이용된 모든 증인을 신문하거나 반대신문하는 동일한 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변호인측에게 증거를 제출한 증인을 신문하고 피고인에 반하는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다. 

검찰측의 증인을 신문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리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 증인이 합당하

게 보복을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이 증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행동에 따라 

이 권리가 강제적으로 시행된다.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서류의 번역을 포함하여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통역에 대한 권리는 법정의 언어에 충분히 능통하지 못한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혐의를 받는 사람과 피의자 모두 경찰의 조사 당시, 수사

판사의 조사 당시, 혹은 재판 중에도 통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모든 절차에 있어 통역인

은 피의자와 판사에게 구두로 통역해야 한다. 

효과적이며 공정한 사법적 구제에 대한 접근권 
공정한 재판의 규범은 공정한 사법행정을 구성하는 다수의 요소를 열거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는 사법적 기관의 일반적 특성을 묘사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궁극적으로 판단하는 개괄적 변수

를 그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를 내릴 지점에 다다르기 전에, 개인은 자신의 

사건을 판단받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법원에 대한 접근권의 침해와 관련된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요소는 국가가 어떤 특정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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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특정한 개인들에 대해 사법적 심사를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판결에 대한 상소가 가능해야 한다. 이는 1심 재판의 결정을 심사하고 번복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급 법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화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의성

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원칙 
라틴어구인 “법률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어느 누구도 이후 법률이 바뀔지라도, 행위 시의 법률

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단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중한 형벌은 부과할 수 없다. 소위 법률의 소급효금지는 법률을 준

수하며 살던 사람이 원래는 합법적이었던 행위로 인해 갑자기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라드부르흐 공식
소위 “장벽저격수 사건”(독일을 둘로 나누었던 장벽의 국경수비병)에서, 동독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에게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동독 국경수비병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 행위는 당시 동독의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아니었으

며 오히려 요구되는 행위였다.  독일연방대법원은 실정법과 실질적 정의 간에 충돌이 있을 때 

법적 안정성을 폐기해야 한다는 소위 ‘라드부르흐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이 역사적 판결에 있

어서 발포자의 처벌가능성을 인정하였으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이를 지지하였다. 
‘라드부르흐 공식’은 법의 지배 패러다임의 이동을 반영한다. 뉘렘버그 법률에서 가장 흉악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실정법이 활용되었다해도, 법의 지배 하에 있는 국가는 어떠한 경

우에라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늦더라도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석에 대한 권리 
대부분의 법체계는 보석에 대한 권리, 즉 법정 절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금전적 담보를 제

공하고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다. 한 국가의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 보통 판사가 보석에 

대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재량적 권한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권리가 자의적 방식으로 부인되거

나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 규정 
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와 복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미주인권협약 등 몇몇 국제

인권조약은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유권규약 제14조는 청소



- 252 -

1990년�이후� 아동범죄자의�사형집행�기록�

연도
기록된�아동범죄자�

사형집행
전�세계� 사형집행�건수�

아동사형집행�국가

(괄호� 안은�사형집행�건수)�

1990 2 2029 이란(1),� 미국(1)
1991 0 2086 -

1992 6 1708
이란(3),� 파키스탄(1),� 사우디아라비아(1),�

미국(1)
1993 5 1831 미국(4),� 예멘(1)
1994 0 2331 -
1995 1 3276 이란(1)
1996 0 4272 -
1997 2 2607 나이제리아(1),� 파키스탄(1)
1998 3 2258 미국(3)

년의 경우 그 절차가 연령과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

한다. 이는 당사국들이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소년의 최소 연령, 소년범으로 간주될 최고 연

령, 소년에 관한 특별 재판소나 절차의 존재, 소년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과 소년에 관한 모

든 특별 조치가 ‘그들의 갱생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에 관련된 사안

을 담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자유권규약 

제6조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동인권

1990년 이후 소년범의 사형집행  
“18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인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나, 몇몇 국가는 여전히 아동 범죄자를 처형하고 있다. 이러한 사형집행은 세계 사형집행

의 총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안의 중대성은 그 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아동

사형집행국가는 국제법을 존중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1990년 이후 국제 엠네스티는 9개국(중국, 콩고민주공화국, 이란,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사우

디아라비아, 수단, 미국, 예멘)에서 87명의 아동범죄자 사형이 집행된 것을 기록하였다. 이 국

가들 중 몇몇은 아동사형집행을 하지 않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다. 아동범죄자 사형집행은 국

제 엠네스티가 매년 기록한 세계의 사형집행 중 극히 일부이다. 미국과 이란은 다른 8개국을 

합한 수보다 많은 아동에 대해 사형집행을 하였으며, 이란은 이제 1990년 이후 19명의 아동을 

사형시킨 미국보다 많은 아동을 사형시켰다.“
(출처: 국제 엠네스티. Executions of Juveniles sinc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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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 1813 이란(1),� 미국(1)

2000 6 1457 콩고(민주공화국)(1),� 이란(1),� 미국(4)

2001 3 3048 이란(1),� 파키스탄(1),� 미국(1)
2002 3 1526 미국(3)
2003 2 1146 중국(1),� 미국(1)
2004 4 3797 중국(1),� 이란(3)
2005 10 2148 이란(8),� 수단(2)
2006 5 1591 이란(4),� 파키스탄(1)

2007 14 1252 이란(11),� 사우디아라비아(2),� 예멘(1)

2008 8 2390 이란(8)
2009 7 714� (중국� 제외) 이란(5),� 사우디아라비아(2)
2010 1 527� (중국� 제외) 이란(1)
2011 3 자료없음 이란(3)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법의 지배는 여전히 여성을 배제시킨다. 
“지난 세기에 모든 지역의 국가들은 여성의 법적 권한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여성의 법적 권리

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의 법률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있어 

항상 평등과 정의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상당한 경우에, 부국이나 빈국 모두, 사법적 하부구조

(출처: 국제 엠네스티. Executions of Juveniles since 1990.

 www.amnesty.org/en/death-penalty/executions-of-child-offenders-since-1990.)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국가의 법의 지배에 대한 내용

의 해석을 비교하면 상당한 문화적 차이가 발견된다. 가장 명백한 차이는 미국과 아시아 간에 법의 

지배에 대한 이해에서 나타난다. 미국법률가들은 그들의 법체계의 구체적 특성, 예를 들어 배심원에 

의한 재판, 피고인의 방대한 권리, 매우 분명한 권력 분립 등을 법의 지배의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

는 반면 아시아 법률가들은 법의 규칙적이며 효과적인 적용을 강조하며, 반드시 정부 권력이 법의 

지배에 종속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좁은 이해는 오히려 ‘법의 지배’라기보다는 ‘법에 

의한 지배’라고 더 잘 표현될 수 있을 듯한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아시아적 모델과 긴밀히 연

결되어 있다. ☞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자유권규약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성별에 근거한 구분은 

금지된다. 그러나 어떠한 지역에서는,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이 남성과 같은 조건의 법원 접근권을 여

성에게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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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찰, 법원, 사법부는 여성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는 그 자체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

야 할 의무를 지는 사람들의 적대적 태도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이 139개국의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지만, 부적합한 법과 법체계의 허점, 미집행과 심각한 

이행격차로 인해 평등의 보장은 공허한 약속이 되었다. 따라서 이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제대로 기능하는 법적·사법적 체계는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에 있어 결정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법과 사법체계는 책임성을 제공하고, 권력의 남

용을 방지하며 수용되는 사안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창출함으로써 사회를 형성한다. 법원은 개

개의 여성이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략적 소송을 통해 모든 여성을 위한 더 폭넓은 

변화를 가져오는 책임성을 가져오는 결정적 장소이다.” 
(출처: UN Women. 2011. 2011-2012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In pursuit of 
Justice.) 

 ☞ 여성인권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국가에서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일부는 만연한 부패가 특징인 정부 

및 법적 체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국내사법체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제 기능을 수행하

는 법의 지배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지만, 이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재정적 자

원이 필요하다. 나아가, 민주적 가치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전통이 없이 사법적 독립을 이루

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적 세계화 속에서, 법치를 존중하는 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안정, 책임

성,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요구는 계속 증대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침해가 항상 이행기 국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 인권보장

규범에 반해, 171명의 외국인(12명은 2002년 1월부터)이 공식적 기소 없이 쿠바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국 해군기지에 구금되어 있다. 2002년 이후, 779명의 피구금자 중 단 한 명만이 미국 민간 법정에

서 재판을 받았다. 국제 엠네스티는 2011년 관타나모구금시설에 관한 보고서에서, “첫 날부터 미국

은 관타나모 구금에 대해 국제인권법의 적용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가 2012년 1월 11일 이 

악명 높은 수용소 생활의 3,653일째에 접촉했을 때에도, 미국은 여전히 이 구금을 인권체계 속에서 

다루지 않았다. 오랫동안 얘기되었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여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이 수용소 

폐쇄는 위반행위를 이전시키고서야 가능할지 모른다. 미국 정부-3부 모두-가 이 구금을 미국의 국

제인권기준에 분명히 해당되는 문제로 다루지 않는다면 말이다. 

(출처: 국제 엠네스티. 2011. 미국. Guantanamo : A Decade of Damage to Human Rights)

☞ 고문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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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과 모니터링

이행
인권의 보호는 국내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법의 지배 원칙의 이행은 한 국가가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는 체계를 확립하려는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국가는 적절한 사법행정에 필요한 

제도적 하부구조를 수립·유지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법과 규제를 공포하고 이행

해야 한다. 

법의 지배라는 개념은 민주주의 사상과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그 이행은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행기 국가에 대해 이루어진 다수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정치적 지도자가 기본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부패와 범죄적 조직구조가 가능해

지면 법의 지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법의 지배에 대한 강화는 부패를 척결하고, 새로 선출된 국가원수가 권위적 행태를 하

지 못하도록 하며,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기능하는 체계를 통해 인권에 대한 존중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현실에서 어떻게 이행될 수 있을까?

“법의 지배 메커니즘이 완전한 권한과 효과를 갖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작동하여, 법의 

규정과 정의의 필요에 근거하여 (권리에 대한) 주장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 유엔인권최고대표. 2003.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째, 현행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법적 영역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사법행정을 보장하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법적 독립성을 보장

하고, 판사에 대한 정기적 훈련을 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강화될 수 있다. 셋

째, 법집행과 법에 대한 존중이 증대되어야 한다. 인권의 이행에 대한 존중을 확보하는 것은 전체 

이행단계를 관통하는 근본적 원칙이다. 

유럽평의회의 베니스위원회와 같은 특정한 자문 기구가 법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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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직업협회는 정부의 성과를 지원하거나 감시한다. 

모니터링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적 인권규정은 헌법에 구현되어 있다. 헌법은 통상 인권침해에 대한 주장을 

국내법원이 검토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조약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

결되었다. 한 국가가 어떤 조약의 당사국이 되면, 그 국가는 국내에서 조약의 규정을 보장하고 이행

할 의무를 진다. 

인권규정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인권조

약은 감독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 메커니즘은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국제감독기구에 조약상 권리

를 어떻게 이행하였는가에 대해 보고하는 국가보고체계로 구성된다. 자유권규약 상의 당사국의 의

무 이행에 관해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당사국 보고서에 관해 논하고 규약상 인권의무 이행

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과 권고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자유권규약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 논평을 발

표한다. 예를 들어 ‘법원 앞의 평등과 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 법원에 의해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4조)’에 관한 1984년 일반논평 제13호나 이를 대체한 2007년 일반논평 제

32호 ‘제14조: 법원과 재판에 있어 평등과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어떤 인권조약의 경우에는 진정절차를 제공한다. 국내 구제조치를 완료한 후, 개인은 해당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인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통보(진정)’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가

능성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 유럽인권협약(제34조), 

미주인권협약(제44조), 아프리카 인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제5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개인은 각기 자유권규약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위원회나 아프리카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조약기구는 진정을 검토하고, 개별인권조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 당사국에 관행이나 법률을 변경하거나 피해자에게 구제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 아프리카인권재판소의 당사국은 그 판

결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를 진다.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주제별 절차의 일부로, 탈사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1982년),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처벌(1985년), 법관과 법률가의 

독립(1994년),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1994년), 인권옹호자의 상황(2000년), 대테러조치에서

의 인권의 증진과 보호(2005년)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설치하였다. 1991년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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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민주제도인권사무소(ODIHR)-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민주제도인권사무소의 임무는 “법의 지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증진하기 위

해, 민주적 제도를 강화·보호하고 사회 전체에서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

한 완전한 존중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 영역에서, 민주제도인권사무소는 법의 지배를 발전

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또한 공정한 재판, 형사사법과 법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법률가, 판사, 검사, 공무원, 시민사회에 지원과 훈련을 제공한다. 법적 개혁과 

법률검토 프로젝트를 통해서, 민주제도인권사무소는 국가들이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서약과 여타 국

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을 도입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제도인권사무소는 주로 동

유럽과 동남유럽 및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존중
1996년 아프리카 인간과 인민의 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사법부의 독립 강화와 존중에 관한 결의’

에서, 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개발에 대한 인민의 신뢰를 향유하는 독

립적이고 강력한 사법부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위원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법부에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며, 판사들이 그들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업무 조건을 제공하고, 판사와 

재판관들의 독립과 안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삼갈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위원회는 아프리카 판사들에게 국내 및 지역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효율적

이며 독립적인 사법부를 이루기 위해 취한 노력을 평가할 것을 촉구하였다. 2011년, 아프리카인권위

원회는 ‘아프리카 공정한 재판과 법적 조력에 대한 권리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여, 

모든 법적 절차(즉, 공정한 공개 심리,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정 등), 사법적 훈련, 효과적인 구제에 

관한 권리, 법률가와 법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법률구조와 법적 조력, 민간인이 군사법정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체포와 구금에 적용되는 규정 등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을 다루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규정된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하고, 시민사회단체, 

판사, 변호사, 검사, 학자 및 그들의 직업협회가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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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생하든 불의는 세상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태사법개혁포럼 
아태사법개혁포럼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인권에 근거한 사

법개혁을 지원하며, 성공적 사법개혁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고안하며 국가단위의 이행을 지지함으

로써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지원하는 목적의 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는 아태사법개혁

포럼에 동참하는 국가의 최고 법원 또는 사법 기구 49개로 구성되어 있다. 

2. 트렌드

국제재판소 
대규모 분쟁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은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ICTR)와 같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를 다루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왔다. 특정 분쟁에서 특정시간 동안 행해진 범죄를 처벌하고자 수립된 특별재판소는 그 임무

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구유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는 최고 지도자들의 기소와 

재판에 중점을 두고, 다른 사건들은 구 유고슬라비아의 국내 재판소에 이송한다. 그리고 국내 재판

소가 전쟁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지원한다. 

1998년 국제사회가 채택한 로마규정은 2002년 발효되었고,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되었다. 이 재

판소는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심각한 범죄, 즉,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

략범죄를 행한 사람들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상설 재판소이다.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내 형사 관할권에 대해 보충적이다. 오늘까지 121개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되었다. 

ICTY와 ICTR처럼, 혼합 법원이나 재판소(혼합 기구, hybrid bodies)는 정해진 기간 동안 특별한 상황

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다. 이러한 기구의 임무는 개인의 심각한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위반행위

를 금지하고, 법의 지배를 재건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혼합 법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측면을 

결합한 법원이며, 법원 구성에 있어서도 두 측면이 혼합되어 있다. 이 모델은 시에라리온, 동티모르, 

코소보, 캄보디아, 레바논을 위한 법원을 설립하는데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시에라리온특별법정은 

시에라리온에서 국제인도법과 시에라리온법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책임있는 자를 처벌하는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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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받았는데, 이 법정은 시에라리온정부와 유엔이 함께 설립하였다. 

조정과 중재
국가들은 법원의 부담을 덜고 법원의 절차를 감소시키는 한편 상호간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냄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윈-윈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안적 분쟁 해결 절차(조정과 

중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법원소송절차가 법적 주장에 대한 공소를 목적으로 하는 

한편, 조정은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고려하여, 사업, 가족이나 이웃관계와 같은 사안에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한다. 

조정은 제 삼자의 지도와 촉진을 통해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는 중재자의 

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며, 이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많은 국가는 재판 전 단계에

서 의무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 재판은 조정이 결론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필요하게 된다. 예

를 들어, 미국과 호주에서 소위 “해결 주간”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이 기간 동안 모든 법원관련 

사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다. 사실 상당한 수의 사건이 성공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시간과 비

용이 집중되는 재판 절차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 당사자들에게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압력을 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법원에 대한 접근권이 부인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분쟁이나 위기 후 사회에서의 법치 (재)확립
근래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는 분쟁 후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재)확립하는데 더욱 관

심을 보여왔다. 법의 지배에 대해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후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수립하는데 

대한 원칙들이 발전되었다. 

• 관련 국가에 적절한 법의 지배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적 관행을 수립 

• 법의 지배 개혁을 기획할 시의 공공협의, 시민참여, 논의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 평화유지 임무에 적절한 정의와 법의 지배 요소를 포함

• 유엔이 평화 작전의 법치 요소를 계획함에 있어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

분쟁 후 전략에서 현재와 과거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안보위원회는 5개의 인간안보요소로 

구성된 종합적 인간안보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중 하나는 ‘공치(governance)와 권한 부여’로

서, 인민을 보호하고 법의 지배를 옹호하는 제도의 설립을 최우선과제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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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1948년 미주 인권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선언, 제1조, 제2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1949년 전쟁포로의 처우에 관한 제3 제네바 협약, 제3조 d항, 제17조, 제82조, 제83조, 제84
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1949년 전쟁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4 제네바 협약, 제3조(d), 제33조, 제64조, 제65조, 제
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1950년 유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5조, 제6조, 제7조, 
        제13조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a항, 제6조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10조, 제14조, 

“정의는 국내 화해의 과정에서 불가분의 요소이다. 정의는 공포의 지배 하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평화롭고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정의는 폭력, 증오와 탈법적 

보복의 사이클을 파괴한다. 따라서 평화와 정의는 함께 가는 것이다.” 
Antonio Cassess, 前 유고전범재판소장

“유엔에게 법의 지배란 모든 사람, 기관, 국가를 포함한 공적/사적 독립체가 법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 통치원칙이다. 이 때의 법은 널리 공포되고, 평등하게 집행되며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국제적 인권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는 법을 뜻한다. 또한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법의 우위, 법 

앞에서의 평등, 법에 대한 책임성, 법적용의 공정성, 권력분립, 결정과정에 참여, 법적 확실성, 
자의성 배제와 절차 및 법적 투명성 등에 관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출처: 유엔. 200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rule of Law and Transna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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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제16조, 제26조
1969년 인권에 관한 미주협약, 제8조, 제9조 

1977년 제네바협약에 관한 제1추가 의정서, 제44조 제4항, 제75조 

1977년 제네바협약에 관한 제2추가 의정서, 제6조 

1979년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5조 

1981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반줄 헌장), 제7조, 제26조
1981년 유엔 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1984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처우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15조 

1984년 유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7의정서,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1985년 유엔 소년사법행정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베이징 규칙)
1985년 유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 처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7조, 제40조
1990년 유엔 법률가의 역할에 관한 기본 원칙

1990년 유엔 검사의 역할에 관한 지침 

1991년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1993년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1994년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규정

1994년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1994년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특별보고관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2000년 유엔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2004년 아랍인권헌장,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2005년 유엔 대테러조치에서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

200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2007년 ‘제14조: 법원과 재판 앞의 평등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일반논평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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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활동 

활동 I: 심리를 받을 것인지 아닐지? 

PART I: 소개

재판의 규칙과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능력에 필수

적이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극

목표와 목적: 재판정의 상황을 경험하고,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의 개념을 파악하며, 분석적이며 민

주적인 기술을 개발한다.

대상그룹: 청년과 성인 

그룹크기: 15-20명

소요시간: 약 90분

준비사항: 강의실을 재판정처럼 정리한다. 앞면에 재판관을 위한 책상 하나를 두고, 서로 마주보는 

책상 두 개를 우편에 두고, 하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을 위해, 또 다른 하나는 기소팀이 사용하도록 

한다. 

관련기술: 비판적 사고와 분석기술, 소통, 의사형성, 공감 능력

PART III: 활동에 관한 구체적 정보 

지시사항: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법정의 상황을 재현할 것이라고 설명하라. 한 경우는 변호가 없는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변호 절차를 둔 경우이다. 역할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다음 경우 중 하

나를 선택하도록 하라. 

• 절도와 같은 혐의로 잘못 기소된 사람 1명

• 기소를 진행할 2-3명의 팀 

•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칠판이나 플립차트에 기재하는 3-4명

• 판사 1명

기소하는 사람과 혐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기소 문안을 준비할 10분의 시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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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극 수행:

첫 번째 시나리오에는 변호인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 다른 참석자들은 법정의 방

청객이 된다. 강의실 안의 다른 어느 누구도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 검사에게 사건을 판사에게 

진술하도록 요청하고, 판사는 그에 따라서만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이후에,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선고할 새로운 판사를 지명한다. 또한 2-3

인의 변호팀을 지명한다. 피고인이 진술하고 변호팀이 진술하도록 한다. 청중 또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후에만 새로운 판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피드백:

참석자들을 모두 모이게 한다. 

역할극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한다. 

l 당신이 판사의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상황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가?

다음으로 모든 참석자들이 두 가지 역할극의 과정과 목적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 두 가지 상황에서 무엇이 달랐는지, 왜 달랐는지?

• 참석자들은 첫 번째 상황에 대해 불편하게 느꼈는가?

• 첫 번째 상황과 같은 일이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실용적 힌트:

역할극을 시작하기 전에는 역할극의 전체적 목적에 대해 설명하지 않도록 하라. 역할극의 전체적 

목적에 대한 무지가 참석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러한 무지는 역할극 자체의 수

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역할극 수행에, 특히 첫 번째 역할극 수행에 유의하고, 피고인이 염려하거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면 중단하라. 이는 역할극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극

이 얼마나 사실적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응용을 위한 팁: 

두 번째 상황에서, 판사 대신에 3-4명의 공정한 배심원을 지명할 수 있다. 피드백 시간에 판사와 배

심원의 차이를 토론하라. 

PART IV: 후속활동

세계인권선언 제10조를 소리 내 읽어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결정과 자신에

게 불리한 모든 형사상의 책임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 재판소에서 공정

한 공개 심리를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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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당신이 재판받게 되면, 재판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다른 용어로 설명하라. 

  공개된 심리란 피고인이 출석하고 증거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에 제출되는 

  심리이다. 피고인을 재판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행한 역할극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주장을 진술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논의하라. 이는 형사사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민사 사건에도 적용된다. 

• 무엇이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을 구성하는지 유엔이 사용한 정의를 토론하라.: ‘독립적’이며 

  ‘공정하다’는 것은 재판정이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의 지배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하며, 

  정치적 이유로 사건의 한 당사자의 편을 들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무죄추정,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유능한 변호를 받을 권리, 민주주의의 요소 

(출처: Untied Nations Cyberschoolbus 각색. 2003. http://cyberschool-bus.un.org)

활동 II: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가?

PART I: 소개 

이 활동은 실생활에 근거하여 편견과 공정한 재판에서 그에 상응하는 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토론

목적과 목표: 편견과 중립적 관찰의 한계를 파악하기, 분석적·민주적 기술을 개발하기 

대상그룹: 청년과 성인 

그룹크기: 15-20명

소요시간: 약 60분

준비물: 유인물(아래 참조)

준비사항: 변호인 Gerry Spence의 성명 유인물을 준비한다(아래 참조)

관련기술: 비판적 사고와 분석적 기술, 의견 형성, 소통 기술,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표

현하기 

PART Ⅲ: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참석자들에게 자기가 아는 범죄자를 상상하라고 하면서 (또는 범죄자 한명에 관한 비디오를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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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제를 소개한다. 칠판이나 플립차트에 범죄자 명단을 적을 수도 있다. 

다음으로 참석자들에게 자기가 악명 높은 범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라고 상상하도록 

한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호할 수 있는가” 스스로 반문하는 변호인 Gerry Spence의 성명 

유인물을 나누어주라. 이제 이 변론에 근거하여 범죄자의 권리에 관해 토론을 시작하라. 

• 모든 사람은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되어야만 하는가?

• 당신이 범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당신은 항상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가지는가?

• 모든 사람은 법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지불능력이 없을 때는 법적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가?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가?

토론을 요약하기 위해 플립차트에 주장을 적어둘 수도 있다. 

유인물: 

Gerry Spence, 변호인 : 

“음. 당신은 피고인을 교수형에 처하기 전에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

은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합니까?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공받아야 합

니까? 만일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면, 그 변호인은 유능해야 합니까? 또, 변호인은 피고

인이 유죄라는 사실을 안다면, 변호인은 재판에서 지려고 노력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변호인은 검

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주장을 펼치게 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나요? 만일 

변호인이 자기 최선의 노력을 하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사건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심원

들이 유죄인 피고인을 석방하였다면, 당신은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변호인을 비난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검사를 비난하겠습니까?” 

(출처: Harper’s Magazine에서 각색. 1997.) 

피드백: 

피드백 시간에 참석자들에게 토론을 요약하도록 하라.

• 당신은 변호사가 범죄인을 왜 변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은 그런 변호사들이 변호하는 범죄자들과 똑같이 보인다고 생각하는가? 왜?

실용적 힌트: 

당신은 악명 높은 범죄자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러한 범죄자에 대한 기사를 읽어줌으로써 활

동을 소개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적 상황 혹은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여론

의 비난을 받아온 사람들에 관해 얘기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경우, 관련된 주제가 야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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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감정에 유의하라. 참석자들의 의견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인권은 모두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라. 

응용을 위한 팁: 

세계인권선언 제11조를 소리 내어 읽으라. 

“(1) 형사범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피보증인이 보장된 공개 

심리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를 했던 시점에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여부를 

이유로 형사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범죄 행위가 저질러진 시점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

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을 플립차트에 쓰고, 그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라. 당신은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된다. 당신이 형사상 범죄의 혐의를 받는다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누구도 당

신이 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당신을 비난하거나 처벌할 권리는 없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에 대

한 권리는 이 조항에서 명시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다. 이와 연계하여 “심리를 받을 것인지 받

지 않을 것인지”의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다.

PART IV: 후속활동 

세계인권선언 제6조와 제8조를 읽으라. 

제6조: 모든 사람에게는 법에 앞서 어느 곳에서나 자연인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당신이 어느 곳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라. 

정의: 법 앞에 인간이란 법적 체계가 제공하는 보호를 보장받는 한편 부여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누군가를 뜻한다. 

제8조: 모든 사람에게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리권을 가

진 자국의 사법 재판소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당신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 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무죄추정의 원칙,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 유능한 변호에 대한 권리, 민주주의 

(출처: Carleton College. Correspndence Bias in Everyday Life.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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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RELIGIOUS 
FREEDOM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종교나 믿음을 선택하고 바꿀 자유

이러한 권리들을 표현할 자유

>>모든 인간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교리, 전례, 예배, 의식에 있어서 혼자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유엔 인권 선언. 18조. 194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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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0년 1월 6일, 크리스마스 이후 이집트 나그함마디의 한 교회에서 6명의 콥트 교회 교인과 한 

명의 무슬림 경비원이 총에 맞았다. 지나가던 차에서 총이 발사된 것이다.
보고에 따르면 이틀 후인 1월 8일에 세 명의 남자가 체포되었고, 이들은 1월 9일에 “계획된 살인,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몰아넣음, 공적, 사적 안녕의 손상”이라는 명목으로 구속되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RW)가 바라보았을 때, 이 체포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진 것 같지만, 충분하지

는 않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이러한 경우에서 관련 가족들을 소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지만 이

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건을 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보통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중동 책임자인 Sara Leah Whitson은 이집트 정부에게 “종교적 다양성과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하는 중대한 캠페인”을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총격의 여파(총격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러 간 활동가들의 체포와, 무슬림들과 기독교인

들의 체포로 끝난 데모들)와 이 사건에 대한 당국의 처방은 이집트 내 콥트 교인들의 불안정한 상

황을 강조해주는 것이었다. 콥트는 종교적 혐오의 희생양이며, 그들의 종교적 소속과 관행은 공격의 

대상이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2010년 보고서는 이집트의 “이집트계 기독교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무슬림 이교 종파에 대한 공식적인 비관용”을 고발했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2010. Egypt: Free Activists Detained on Solidarity Visit; Human 
Rights Watch. 2011. World Report 2011)

토론할 질문들
1. 이집트의 콥트 교회 교인들의 처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2. 당신의 국가나 지역에서 이와 비교해볼만한 사건을 들은 적이 있는지?
3. 국제 인권 표준에서 어떠한 부분이 위반되었는가?
4. 어떻게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5. 이런 사건들을 제보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절차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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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하는 내용  K!?

1. 종교의 자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이끄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당신의 믿음을 부정하라고 강

요받을 수도 있고, 당신의 믿음 때문에 당신은 가족을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박해받거나, 감옥에 갇

히거나, 심지어 살해당할 수도 있다. 
기원전 3세기에 인도의 불교도들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받았다. 기원 후 9세
기 가량(유럽의 ‘암흑기’) 동안 무슬림 신자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박해받

았다. 그 후, 오스만 제국의 확장 전쟁과 이슬람은 유럽을 공포에 밀어 넣었다. 기독교인들 뿐만 아

니라 무슬림 신자들도 유대인들을 유대인 거주지역(게토)에 격리시켰다. 라틴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절멸 또한 기독교화의 과정 중에 이뤄졌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과 신념을 위협받고 있다. 무언가를 믿고 그 믿음을 드러

내는 일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이는 법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에

서도 그러하다. 종교적 믿음은 그들의 개인적인 양심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

람의 사적인 영역에서도 강하게 스며든다. 
신앙은 한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점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다

른 인권 문제보다 말하고 다루기 예민한 주제이다. 
또 다른 문제가 국제 인권법의 종교적 자유의 규정을 저해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종교와 믿음은 

정치의 중요 요소이다. 종교적 믿음과 자유는 정치적 요구와 권력에 대한 청구를 위해 자주 오용되

며, 이는 종교와 정치가 연결되었을 때에 잘못된 논쟁의 결과를 낳곤 한다. 

“어떤 사람도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나 교단에 얽매여있지 않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그는 그 사회에서 그가 직업을 얻고 

신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믿는다. 구원에 대한 희망은 종교단체로 그가 들어가는 

유일한 이유이며 그곳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 
그렇다면 교회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사회이다.”

존 로크.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869.

최근 종교적 비관용과 박해가 민족성, 인종주의나 집단 혐오 같은 많은 비극적 분쟁의 선두에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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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와 인간안보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인간의 안전에 있어서 중심 가치이다. 이 중심 가치는 종교의 자유에 대

때문에, 충분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압력이 있다.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는  신자와 비신자, 전
통 종교와 “새로운” 종교, 국교나 지배적인 종교를 지닌 국가와 그에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 

사이의 현재의 분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교 간의 자유가 없다면 국가 간의 평화는 없다. 
종교 간의 대화가 없다면 종교 간의 평화는 없다. 

종교의 근원을 찾지 않는다면 종교 간의 대화는 없다.” 
Hans Küng. Weltethos의 대표. (국제 윤리 재단)

현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믿음에 대한 구조적 억압이 현재 

다음과 같은 국가들에서 이뤄지고 있다. 버마에서는 모든 소수종교들이 박해받고 있다. 로힝기야족 

무슬림 뿐만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와 불교 승려들까지 말이다. 북한 정부는 주체사상이 아닌 종교적 

믿음과 의례가 김씨 일가에 대한 숭배에 대한 모욕이며 정부의 권위에 대한 위반이라 여긴다. 이집

트에서는 콥트교도, 그리스 정교회 교인, 바하이교, 이슬람 아하마디아 운동 교도, 쿠란주의자, 시아

파, 수피파 무슬림, 맹렬한 반유대주의자가 차별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에트레이아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복음주의 교인, 오순절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이 억압의 대상이다. 이란에서는 바하이교, 수피

교, 무슬림 반체제인사와 기독교인이 차별과 박해를 받는다. 이라크와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파키스탄은 아하마디아 주의자를 반대한다. 중국에서는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무슬림들, 
프로테스탄트들, 파륜공 추종자들과 티벳 불교도들이 특정 위해를 받고 있다. 수단에서는 기독교인

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시아파 무슬림들과 아스마일파가 차별받는다. 마지

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미등록 종교 집단들에 대한 심한 차별을 볼 수 있다.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서부터 다양한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유

대주의의 새로운 형태와 이슬람 극단주의(유대인과 유대교에 대한 혐오와 공포), 특히 2001년 워싱

턴과 뉴욕에 있었던 공격 이후 증가하는 미국과 유럽의 이슬람혐오(이슬람교와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와 공포)까지 다양히 나타난다. 
안타깝게도 종교의 자유로 긴급히 다뤄야할 경우들은 예를 들기에는 너무 많다. 이러한 사례들이 

극단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논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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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해로 인해 엄청나게 위협받고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신”이나 세계에 대한 개념을 마음

대로 믿고 믿지 않을 수 없다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은 달성 불가능할 것이다. 생각, 믿음, 양
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협은 개인과 집단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며, 개인의 온전함을 잃게 

한다. 
종교에 대한 차별과 박해가 구조화되거나 일상화될 때, 공동체의 긴장이 고조되고 심지어 국제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다. 불안의 동인은 개인, 집단, 심지어 국가가 될 수도 있다. 신념이나 

종교에 근거한 개인적인 안보에 대한 항시적이고 강한 위협은 특별한 방어 수단을 요청한다. 
인권교육과 학습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는 열쇠다. 존중과 관용, 인간 

존엄을 배우는 과정은 강제적으로 달성될 수 없다. 이는 개인적, 전 세계적 안보를 창조하겠다

는 장기간의 약속에 서로 그리고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2. 정의와 설명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는 철학적, 사회학적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반 요소

들이 정의들로 제안되고 있다. 
종교는 어원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라틴어의 religare와 관련되어 있다.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을 “절대성”에 결속시킨다. 이 절대성은 개인적·비개인적 용어로 개념화된다. 종
교는 일반적으로 의식과 의례, 규칙, 통제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나 공동체가 “신”이나 “신
들”에 그 자신의 존재를 연결시킨다. 밀턴 J. 예거에 따르면 종교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과 투

쟁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실천의 구조”라고 기술한다. 비교해본다면, Black's law dictionary은 종교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간이 초자연적이거나 우수한 삶의 형태의 통치와 계명에 신성함을 부

여하고 숭배, 예배, 복종, 항복하는 것이다. 이 중 광범위한 감각인 [종교]는 모든 형태의 더 높은 

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데, 인간을 넘어선 힘의 구현, 안내하는 규칙과 제제의 부과, 미
래의 보상과 처벌이 그것이다.”
이런 정의들과 유사한 정의들은 인격적이든 비인격적이든 최고의, 성스러우며 완전한, 초월의 존재

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최고/궁극”은 규범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신자들은 종교의 가르침과 안

내의 규칙을 절대적인 길로서 따르고자 한다. 신자들은 또한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다양한 형태의 

예배와 제례로 표출한다. 항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법적 실체인 교회나 다른 기관들은 집단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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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거나 예배를 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무엇이 믿음인가?
믿음은 종교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믿음은 종교를 포함하지만 그 전통적인 의미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Black's law dictionary은 믿음을 “마음에서 주관적으로 존재하며, 논쟁과 설득 혹은 판단할 

근거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의 진실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반영의 행위로서 좁은 지

적인 개념과 반대로, 믿음은 신뢰의 행위이거나 초월적인 무언가(인격적이든 아니든, 불교의 사성제

가 그 예다)에 기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ICCPR 18조에 대한 일반논평 22번에서 종교나 믿음에 대한 보호를 다음과 같

이 정의하고 있다. “18조는 일신론이든 일신론이 아니든, 무신론이든 그 믿음 뿐만 아니라 그 종교

나 믿음을 부정당하지 않을 권리 또한 보호한다.” 일반논평은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종교나 믿음

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18조는 전통적 종교, 특정 기관의 종교와 믿음, 전통적 

종교와 유사한 관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위원회는 그 어떤 종교나 믿음에 대한 어떠한 이유

의 차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견해를 띈다. 그 종교가 새롭게 건립된 것이든, 지배적인 종교적 공동체

의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종교적 소수성을 표방하는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출처: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1993. General Comment No. 22 (48) on Art. 
18 of the International Conve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과학적이든, 경제적이든 그 어떠한 믿음들도 이 보호를 받아야 하며, 다르

게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무엇인가?
종교적 자유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로서 국제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 세 가지 기본 자유는 일신론, 비일신론, 무신론, 불가지론을 포함한 모든 믿음 및 세계에 대한 

초월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시각, 행위에 대한 규범적인 관례 모두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종교와 믿음의 자유는 종교와 믿음‘의’ 자유와, 종교와 믿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며 이는 그 어떤 종교적 규범과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을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종교와 믿음의 자유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된다. 이 자유는 모든 문제에 대한 

사상의 자유 및 개인적 신념, 종교 또는 믿음에 대한 헌신을 포함한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표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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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나 믿음에 관해 예배를 하거나 이를 위해 모일 자유와 이런 목적으로 공간을 건립하고 

  유지할 자유

• 종교나 믿음의 문화나 의식과 연관된 적절한 규모의 필요 조항들과 재료(내용)들을 만들고 

  획득하고 사용할 자유

• 개인과 기관으로부터 자발적인 금전적 지원과 다른 기부를 간청하고 얻을 자유

• 어느 종교나 신념이든 필요와 규범에 따라 훈련, 임명, 선출, 지명을 통해 적절한 지도자를 

  승계할 자유

• 자신의 종교나 믿음의 계율에 인가되는 휴일과 성일을 기념하고 기릴 자유

• 기도하고 의복을 갖추고 식단 규율을 따를 권리를 포함한 노동 장소에서의 종교적 자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타인들과 함께 표현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전 세계의 수많은 “양심수” 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자주 위반된다. 이런 죄수들은 주

로 종교적 소수자에 속한다. 
생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나 믿음을 선택하고 바꿀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된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도록 강제되거나 종교 혹은 믿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국제 표준
인권법은 종교와 믿음을 정의하기 위한 논쟁을 회피하며 사상, 양심,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보호하

기 위한 권리의 목록들을 담으려한다. 종교적 자유의 복잡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단계의 분류

가 만들어질 수 있다. 
1. 특정한 개인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자유

2.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3. 특정 기관들의 자유

4. 종교로부터의 자유

1. 특정한 개인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세계인권선언(UDHR) 18조는 종교적 자유를 “모두의” 권리로서 정의한다. 이는 어린이와 어른, 국
민과 외부인을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것이며, 심지어 긴급상황이나 전쟁 중의 시기일 지라도 제한될 

수 없다. ICCPR 18조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목록은 국제적으로 승인된 최소

한의 표준을 언명한다. 



- 278 -

• 예배와 종교적 행사를 위한 집회와 연대의 자유

• 개인의 믿음을 선언할 자유

• 개인의 종교를 바꾸거나 거부할 권리

•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종교적 교육에 대한 권리  

(출처: United Nations. 1996. Art. 18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2.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
종교적 자유는 개인에게만 위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여하지 않았다. 종교나 믿음은 보통 동체와 공

공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집회와 연대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 또한 함축

하고 있다. 

3. 특정 기관들의 자유
종교적 배경에 기초를 둔 특정 기관들 또한 종교의 자유의 모든 보호를 받는다. 이런 기구들은 예

배를 드리는 건물이나, 종교적 요소들을 다루는 교육 기관이나, NGO들이다. 

그들의 권리가 포함하는 것들
• 자선적이거나 인도주의적인 기관들을 설립하고 유지할 자유

• 글을 쓰고, 발행하고, 적절한 간행물을 통해 퍼뜨릴 자유

• 종교나 믿음을 적절한 장소에서 가르칠 자유

(출처: United Nations. 1981.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4. 종교로부터의 자유
소극적인 종교의 자유, 혹은 종교적 중립성은 비종교적 시민들이 공적 영역에서 종교로부터 자유로

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십자가예수상 판결” 이후 소

극적인 종교의 자유나 종교적 중립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신앙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에 십자가나 십

자가예수상을 강제적으로 부착하는 것이 독일 연방법 4조 1호에 위배한다는 판결이다. 이 종교적 

중립성은 새로운 법과 가이드라인이 독일 연방 8개 주에 실행되면서 새로운 절정에 다다른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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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영역에서 두건을 쓰는 것 같은 종교적 상징 착용에 대한 강한 제한을 포함한다. 인권기구인 

국제인권감시기구는 독일의 종교적 중립성 표명에 대해 비판하였는데, 새로운 규제가 종교적 자유

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2011년 이후 프랑스와 벨기에 또한 공공장

소에서의 종교적 상징과 의상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었다. 

차별철폐의 원칙
종교와 믿음에 기반한 일체의 구분, 배제, 제한이나 선호같은 종교적 배경에서의 차별과 비관용은 

금지되어있다. 종교적 차별과 비관용의 금지는 공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종교나 다른 

본성에 근간을 둔 믿음들은 개인들의 사적 영역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비차별

교육
부모는 자녀를 그들의 신앙에 따라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 최우선” 조항은 종교적 관행이 아

이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상하게 할 때에만 부모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관행에 따라 

의학적 치료나 학교 교육을 거부할 수도 있다. 수혈 거부를 예로 들자면, 수혈이 교리 상 허락되지 

않는다고 믿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다. 
공적 영역에서 국가는 아이들을 종교적 비관용과 차별에서 보호하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상과 양심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야한다.  
☞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

토론해볼 질문들
• 당신의 국가에서 종교적 기관들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 당신의 국가에서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믿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 종교와 믿음의 자유를 다루

는가?
• 당신의 국가에서 종교적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안전망이 있는가? 

신앙의 표출(종교활동의 자유)
종교적 믿음을 나타낼 자유는 종교적 언어, 가르침, 실천, 예배, 의식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고, 혼자든 여럿이 함께 든 실천하고, 식사규정과 의복 요건

을 준수하고, 특정 언어를 사용하며, 우리의 신앙과 연관된 기념의식을 행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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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또한 신앙의 규율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행동들 중에는 선서, 병역, 종교적 행사 참여, 고해성사, 의학적 치료에 대한 거부 

등이 있다. 

종교의 자유의 한계
믿음 그 자체는 보호구역 없이 지켜지는 반면,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태

롭게 할 때 제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유럽인권보호조약(ECHR) 9조를 예를 들어보자면 종교적 믿음을 나타낼 권리에 대한 제한은 법에 

기초하고 비례해야 한다. 이는 공공 안보, 질서, 건강, 도덕, 근본적인 권리들, 타인의 자유를 지켜

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부과될 수 있다. 이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음과 같은 예시들에 허용된

다. 인신공양, 자기공양, 여성 할례, 노예제, 강제매춘, 체제전복적 활동이나 인간의 건강과 육체적 

온전함을 위협하는 다른 행동들이 그것이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국가와 신념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의견충돌은 국가와 그 시민들의 종교 혹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국가가 어떻게 신앙과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여러 규범적 패턴들이 있다. 이 

패턴들 중에는 국교, 교회의 설립, 신앙과 그 기관들에 대한 국가적 중립성, 공식적인 종교가 없는 

것, 교회와 국가의 분리, 그리고 법적으로 용인된 종교적 집단들에 대한 보호 등이 있다. 국제 표준

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으며 국가와 믿음 간의 관계에 대한 그 어떤 특정 모델도 규

정하지 않는다. 비록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이 근대 사회(서구)의 주요 특징이지만, 공적 업무

에서 종교를 추방하는 세속적 사회에 대한 전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단 하나의 국제적 요구는 국가와 교회간의 어떠한 관계도 공인되지 않은 신앙과 종교에 대해 차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종교가 국가 정체성의 구성요소인 곳에서는 국교와 다르

거나 소수 신앙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보증하기란 어렵다. 
서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종교와 국가 간의 중립적 관계가 개인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최대의 보호

를 보증하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와 신앙을 연결함으로써 체계가 공동체의 종교적 자유를 더 잘 보

호할 수 있다는 대조적 견해도 있다. 전통적 이슬람교의 샤리아 법이 그 예다. 논쟁적일 수 있으나, 
국가가 특정 종교와 유착된 곳에서는 소수파 종교 구성원들이 동등한 보호를 받기란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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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해볼 질문들
• 당신의 국가가 다른 믿음들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어떤가?
• 당신의 국가는 다른 신앙의 기관을 승인했는가?
• 당신의 한 가지 신앙이 특권을 취하는 동시에 모든 신앙이 평등한 구조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생각하는가?
• 당신은 종교적 정치 정당들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배교 – 신념을 선택하고 변경할 자유
한 종교를 떠나 다른 종교나 세속적 삶의 방식을 택하는 배교 행위는 분명한 국제 표준에도 불구하

고 다른 문화들 사이에서 논쟁적인 이슈이다. 
한 종교를 떠나거나 다른 종교를 택하거나 세속적 삶의 형태를 취한 사람은 배교자가 된다. 역사적

으로 이슬람, 기독교, 다른 종교들은 배교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다. 배교에 대한 벌은 주로 죽

음이었다. 
이슬람 국가 중 샤리아 법에 근간을 둔 국가들은 아직도 배교에 대해서 심각한 처벌을 가한다. 아
프가니스탄, 이란,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같은 국가에서는 이슬람 신

앙에 대해 공공연한 거부를 표하면 투옥될 수도 있고 사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다. 이는 사실상 이

런 곳에서는 스스로의 종교나 믿음을 선택하고 바꿀 자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에 대한 분명한 상충이다. 개인은 그 스스로의 믿음을 강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이슈에 대한 논쟁은 깊은 신념과 닿아있으며 종교적 자유에 대한 다른 이해를 포

괄하기에 매우 감정적이고 민감하다. 이는 “서구”와 “비서구”간의 종교에 대한 개념과 다른 자유들

에 대한 문화적 차이를 드러낸다. 

토론해볼 질문들
•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고 믿는지?
• 이것이 다른 인권과 충돌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권인가?

개종의 권유- 자신의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리
모든 사람은 그들의 믿음을 전파할 권리가 있으며 강제적이거나 무력이 사용되지 않는 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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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바꾸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행동을 개종 혹은 전도라고 한다. 
중부 유럽, 동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지역 교회들과 이방 종교들의 전도 촉진 프로그램 간에 분쟁이 

일어났었다. 특정한 경우에, 정부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금지시켰다. 인권법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지킬 것과, 신자들이 비강압적인 형태의 개종권유의 자유(“양심에의 호소에 불과한”, 
혹은 플래카드나 빌보드 전시 같은)를 누릴 수 있기를 요구한다.
누군가를 강제로 다른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분명히 인권에 대한 위반이다. 그러나 무엇이 강

제라고 여겨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법에 확실시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강제적 상황”은 개종 

권유에 있어서 제한을 부른다. : 특정인의 종교 전환 대가로 돈이나 선물 혹은 특권을 주는 것, 사
람들이 법의 강제력에 맞닥뜨린 장소에서 개종 권유하는 것(학교 교실, 군사 시설, 감옥 등).

종교적 혐오 조장과 표현의 자유
2006년 초 영국의 인권 단체는 “인종 및 종교적 혐오 방지법(Racial and Religious Hatred Bill)”을 

주장했다. 이것은 “종교적 혐오의 조장”의 새로운 공격을 소개하며,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종교적 

믿음과 실천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법은 그에 맞춰 개정되었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무엇을 강제적 징병제에 대한 양심적 거부라 볼 것인가에 대한 간문화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치
명적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믿음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들이 그의 병역 면제로 인해 불이익을 얻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병역에서 면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권리를 국가적 법률로 적용하는 추세는 대안적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예견된 국가들(예를 들

어, 오스트리아, 프랑스, 케나다, 미국)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벨로루시, 칠레,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르메니아, 이스라엘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양심

에 따른 병역거부가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기를 잡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

에 가게 될 수 있다.   

토론해볼 문제들
• 당신의 국가에 “양심수”가 있는가?
• 당신은 국제인권에 살인을 거부할 권리가 명쾌하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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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행과 감독

종교적 자유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 문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ICCPR 18조에 부재하다

는 점이다. 1981년 UN의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은 비관용, 부정적 

선입견, 종교의 낙인, 사람들의 종교와 믿음에 기초한 폭력에 맞서기 위해 헌정되었다. 이는 관례적

인 국제법처럼 특정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협
의회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으로 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능한 내용의 합의는 이뤄지

지 않았다. 
1986년 종교적 비관용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이 설립되어 1981년 선언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들의 권한은 주로 사건과 그 사건에서의 정부의 행위가 이 선언의 조항과 일관성이 있는지 

정의하고, 국가가 책임감 있게 받아들여야하는 개선 조치들을 권고하는 것이다. 종교적 동기의 박해

와 차별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신앙공동체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는 

종교적 비차별과 관용의 원칙에 대한 침해에서부터 살아갈 권리, 육체적 온전함, 개인의 인간안보에 

대한 공격에 까지 이른다.
지역 인권 기구들 또한 종교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ACHR)는 수단의 경우를 

고려하여 샤리아법의 적용이 국제적 의무와 일치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재판소(ECTHR)는 유럽 지역의 종교적 자유를 시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구 중 하나이다. 러
시아의 사이언톨로지에 대한 판결(참고: ECtHR. 2007. Case Church of Scientology Moscow v. 
Russia, 5 April, 2007)이나 오스트리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종교적 공동체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판결(참고: ECtHR. 2008. Case Jehova’s Witnesses et al v. Austria, 31 July, 2008) 등의 많은 

결정들이 이를 증명한다. 최근의 판결인 이탈리아 공립학교의 십자가상 논쟁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이뤄지고 있다(참고: ECtHR. 2011. Case Lautsi et al v. Italy, 18 March, 2011).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많은 위원회와 단체들 또한 생각, 양심,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

리를 처리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예방 수단과 전략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의 작동을 지속하기에 앞서, 1981년 유엔의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은 다종교간의 공동문화(culture of multi-religious 
cohabitation)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촉진되어야 한다. 교육에서는 종교적 비관용과 차별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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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용이 특히 강조가 되어야 한다.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 믿음과 관련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해야

하는 명확한 의무를 지닌다. 마찬가지로 NGO들과 종교적, 세속적 기구들도 명확한 역할이 있다. 국
가나 다른 이들에 의해 일어나는 위반을 밝히고, 박해받는 이들을 보호하고, 정보 캠페인, 의식향상, 
교육 프로그램과 가르침을 통해 관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차별과 종교적 박해에 대한 예방을 시작할 수 있다. 종교적 관

용은 우리는 타인의 믿음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든 그렇지 않든 타인의 신앙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

다. 관용과 존중의 문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종교적 타자에 대한 차별, 폄하, 비방하기를 거

부해야하고, 차이에 대한 기본적 권리가 종교적 문제에도 적용됨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이는 다른 

이들을 신앙적 배경 때문에 취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접근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을 거부해야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더 나아가서,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공통의 지평에서 

만나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신앙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사례

종교의 다원성을 위한 종교 간 대화
지난 20년 동안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다원주의에 관한 질문들은 교회들과 종교 공동체들의 흥미

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다른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창의적 관계를 건설해야한다는 위기감이 

존재했던 것이다. 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실제적인 실천이 있어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종

교 공동체들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교육, 분쟁해결, 공동체적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

로 협동했다. 국제적인 NGO들은 많은 이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대화와 평화를 촉진하고 있다.
• 세계교회협의회

• 세계종교인평화회의와 그 정규실무그룹 “종교와 인권”
• 세계종교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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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윤리재단

여러 지역적, 종교적 발의는 전세계간의 대화를 통해 분쟁해결과 분쟁방지를 증진하고 있다.
• 중앙아시아에서 평화를 위한 성직자(Clergy for Peace)는 공동행동을 위해 랍비들, 신부들, 
  목사들 그리고 이슬람 사제(이맘)들을 모아 평화와 정의를 증언했다.
• 인도의 남쪽에서 은총의 협의회(Council of Grace)는 힌두교도와 기독교도, 회교도, 불교도, 
  자이나교도, 조로아스터교도, 이슬람교도, 시크교도들을 공동체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았다. 
  (공동체주의)
• 태평양 연안에서, 간신앙적 탐색(Interfaith Search)은 다수의 종교들의 대표들을 피지에 모아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적 존중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했다.
• 유럽에서, “프로젝트 : 간신앙적 유럽(interfaith Europe)”은 그라츠에서 사라에보까지 전 유럽의

  도심 정치인들과 서로 다른 종교들의 대표들을 초대한 첫 프로젝트이다. 
• 오스트리아의 도시 그라츠에서 종교간 문제들을 위한 협회가 설립됐다. 이 협회는 믿음 간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그라츠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언했다. 

토론해볼 문제들
“대화 안에서는 신념과 개방성은 서로의 균형을 잡는다” (Worldwide Ministries - 종교 간 대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 www.pcusa.org/pcusa/wmd/eir/dialog.htm)
•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교육을 통한 “평화를 위한 종교”
간종교적 교육은 다른 믿음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중을 북돋고, 학생들이 편견과 편협의 장벽

들을 넘어설 준비를 하게한다.
• 이스라엘에서, 프로젝트 “공통 가치들/다른 근원들”은 유대교도들, 이슬람교도들 그리고 기독교도

들을 한데 모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서로 공유된 가치들을 탐색하기 위해 종교적인 텍스트들

을 함께 공부했다. 그 결과는 획일화된 학교 교과서로 나올 것이다.
• 태국과 일본에서, 최근 ‘청년리더십 윤리캠프’에 각국 종교적 공동체의 젊은 대표들이 함께 모여 

리더십 비전, 도덕적 윤리적 가치, 공동체 서비스를 훈련하고 화해를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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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2005년 6월 16일): 부통령 Yusuf Kalla는 천 여명의 무슬림들의 이슬람 종파에 대

한 공격을 비난했다. 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종파는 전 세계의 주류 무슬림 집단에 의해 이단

이라 비난받았다. 군중은 몽둥이와 돌로 무장하고 자카르타의 남쪽 보골 마을에 위치한 아마디

야 종파 교단의 본부를 공격했다. 그리고 사무실과 민간생활구역을 훼손했다. 경찰이 공격을 막

고자했으나 수적으로 열세였다. 
(출처: 자카르타 포스트. 2005년 6월 16일. VP condemns mob attack on Islamic sect.)

• 독일, 영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교육자들은 학교 교과서가 종교적 전통들을 다루는 방법이 독자들

에게 이질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2. 동향
      
이단, 소수종파 그리고 새로운 종교 운동

종교의 자유는 전통적 세계 종교들만을 가리키는 것처럼 좁게 해석되지 않는다. 새로운 종교적 운

동들이나 종교적 소수자들도 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이 원칙은 새로운 종교적 운동들이 

계속해서 차별과 탄압의 대상이 되는 현 상황을 비추어볼 때 특히 중요하다. 이런 새로운 운동들은 

여러 다른 용어로 알려져 있고 더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단과 종파라는 용어는 주류 종교들과 신념과 관행이 다르다는 점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어왔다. 
이 표현들은 매우 애매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종파는 하나의 주류 종교에 반대하며 갈라져 나온 

것을 가리키며, 이단은 주로 특이한 의례를 동반한 정통적이지 않거나 거짓된 구조의 종교적 믿음

을 가리킨다. 

두 용어가 “주류와 비교해 다름”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무엇이 종파나 이단으로 여겨지는지에 대해

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다르다. 불교나 힌두교는 이 용어들을 중립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서
구세계에서 “종파”나 “이단”은 주로 부정적인 함축과 함께 사용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주류에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 뿐 만 아니라 이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헌신이나 경제적 문제들의 남용도 주

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배경보다는 영리적으로 설립된 집단들은 종교적 자유의 권리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하고 논란이 많은 예로는 몇몇 국가-특히 가장 유명한 예로는 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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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회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이언톨로지’가 있다. 사이언톨로지 교회는 마치 기업처럼 보이기 때

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다.

토론해볼 질문들
- 소수 종교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보호를 받는지? 받는다면 어떻게 보호 받는지?
- 이들이 주류 종교들과 같은 정도의 권리와 지원을 가지는지?

여성과 신앙
역사 전반에서 여성들은 모든 신앙에 의해 차별받아왔으며, 이들의 종교적 자유의 권리는 최근에야 

다루어졌다. 종교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들은 그들의 신앙을 드러낼 

자유가 부족했다. 그들은 예배공간에 접근할 수 없었고, 설교할 수 없었고, 남성들처럼 그들의 공동

체를 이끌어갈 수도 없었다. 또한, 그들은 종교적 법률과 관행들, 관습들의 희생자가 되어 처벌받거

나 심지어 목숨조차 위협받았다. 
• 이집트 시골 지역 소녀의 95퍼센트가 신체를 훼손당했다. FGM(여성할례)는 많은 나라에서 문화

적 전통이고, 또한 국제 인권 보호 표준에 강하게 비판받는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할례 뒤에 일어

날 수 있고, 죽음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발전이 있었다. 2003년 여성할례의 제거를 위한 카

이로 선언이 “여성 할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아랍 아프리카 전문가 회담을 통해 승

인되었으며, 이는 여성할례 관습에 영향 받았던 아랍과 아프리카의 28개 국가의 대표들에 의해 이

루어졌다.   
• 강제결혼은 많은 경우 노예제를 만들며 나이지리아, 수단, 파키스탄 외 여러 국가에서 그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결혼에 있어서 여성의 동의 필요성은 존중받지 못한다. 때로 “아내들”은 9살 정도

로 어리기도 하다. 강제결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특정 집단에서도 이뤄지며, 이는 이들 국가에서 

일반적인 금지사항임에도 문화와 전통 그리고 종교의 이름으로 방어, 용인되고 있다. 
• “인종청소”의 특정 형태로서의 강간: 희생자들의 종교적 소속은 많은 경우 옛 유고슬라비아, 조지

아, 수단, 르완다, 체첸에서 대규모 강간의 동기였다. 강간당한 여성들의 강제된 임신은 그들이 강간

으로 수치를 당했고 불명예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공연한 낙인이었고, 정신적인 피해를 연장시

켰다. 그 아이들에게도 차별은 이어졌다. 희생당한 소녀들은 7세에서 14세 사이였다. 

종교적 극단주의와 영향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와 백악관을 향한 공격과 2005년 7월 7일 런던지하철에 대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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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테러리즘을 정당화하는데 잘못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정부의 ‘반 테러리즘’ 행동은 

인권과 종교나 믿음의 자유를 악화시키는데 잘못 사용될 수 있다.” 
(출처: OSCE. 2002. Conference on religious freedom and fight against terrorism. Freedom 
of Religion and Belief)

의 여파 이후, 테러리즘은 종교적 믿음을 그 어느 때보다 악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비극

적인 사건들은 신앙과 테러리즘의 연쇄의 기저에 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비행기 납치, 이슬람

주의 국가들에서의 서구 대사관에 대한 폭탄 폭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의 다양한 “낮은 강도”의 분쟁들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가 동원된다. 
그러나 이 결합은 매우 위험하다. 이는 세계를 “선”과 “악”으로 분리하며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으로 

낙인찍는 행위이다. 모든 신자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것처럼, 모든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이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이 신앙과 결합할 때, 범죄자들이 그들이 “신의 이름으

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주장할 때, 정치적 동기를 가진 행위와 요구가 종교와 그에 대한 자유로 

위장, 오용된다. 신앙의 이름으로 이뤄지는 테러리즘은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다른 문화 간

의 충돌을 보여주지 않는다. 극단주의는 단순히 특정 사회나 신앙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적 위협이며, 무지와 비관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주의와 효과적으로 싸울 유일한 방법은 더 큰 폭력을 낳는 폭력의 악랄한 연쇄를 끊을 방법을 

찾는 것이다. 

종교에 대한 비방
1999년부터 유엔은 종교에 대한 비방을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로 규정하기 위해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슬람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에 이슬람제국회의기구(OIC)는 이를 장려하였다. 
2001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종교에 대한 비방과 싸울 것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이슬람만이 명기되었다. 더 나아가 이 결의안은 종교에 대한 비방이 인권에 대한 위반이며 전 세계

에 사회적 불안정을 낳는 이유라고 서술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인권이사회 중 유럽연합, 스위스와 

다른 서구 국가들(예를 들자면 미국, 케나다)은 종교에 대한 비방의 개념이 인권법과 상반된다는 

이유로 기권하였다. 
이 결의안은 개인들을 위한 권리라기보다는 종교를 위한 권리로 만들어졌기에 모순되어 보인다. 인
권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을 보호하지, 종교와 같은 개념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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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버지니아 권리장전 (1789 권리장전 1차 개정)
1948 세계교회협의회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선언

1948 세계인권선언, 2조, 18조
1948 인종학살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 조약, 2조
1950 유럽인권보호조약(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ECHR), 9조
1965 바티칸 공의회의 종교적 자유 선언

196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8, 20, 24, 26 27조
1969 미주인권협약. 12, 13, 16, 17, 23조
1981 아프리카인권헌장. 2, 8, 12조
1981 종교와 신념에 대한 비관용과 차별의 철폐에 관한 UN 선언

1989 아동권리협약 (CRC). 14조
1990 이슬람 인권에 대한 카이로 선언

의 명예훼손에 반대하는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한 규제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 2009년 

180개 이상의 NGO 연합이 이 결의안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은 인권이사회에 의해 통과되었다. 
2011년에야 이슬람제국회의기구는 인권이사회 전체 국가에 의해 받아들여진 수정된 결의안을 제안

했는데, 종교와 믿음을 근거로 한 비관용과 폭력에 직면한 개인들을 보호할 의도를 담고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2011. Combating intolerance, negative 
stereotyping and stigmatization of, and discrimination, incitement to violence, and violence 
against persons based on religion or belief.)

토론해볼 질문들
• 종교 공동체간의 분쟁의 주요 이유들은 무엇인가? 당신의 경험에서 예를 들 수 있는가?
• 평화와 분쟁해결을 찾는데 있어서 신앙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종교가 화해의 중개인

으로 봉사하는 곳의 예시를 생각해보시오. 

3. 연혁

종교적 자유의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정들에 대한 역사:



- 290 -

1992 인종, 종교, 언어적 소수자들에 대한 UN 권리 선언. 2조
1993 세계윤리를 향한 선언 (시카고 세계 종교회의)
1994 아랍 인권헌장(Arab Charter for Human Rights,). 26, 27조
1998 아시아 인권헌장. 6조
2001 종교와 믿음의 자유와 관용과 비차별과 관련된 학교 교육에 대한 UN국제자문회의(마드

리드)
2001 종교적 다양성 보호를 위한 국제회의(뉴델리)
2004 아랍 인권헌장(Arab Charter on Human Rights)
2007 무슬림에 반대하는 비관용과 차별에 대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선언

추천 활동

추천활동 1: 상처주는 말들

파트1 : 소개

이 활동은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이들의 종교적 믿음이나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충돌할 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파트2 :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활동의 종류 : 토론

목표와 목적

•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감정을 밝혀내고 받아들이기

•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 배우기

대상 집단: 청소년과 성인

집단 규모: 8-25
시간: 최소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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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플립차트와 마카

준비물: 플립차트와 마카 준비

연관된 기술: 타인의 말 듣기, 섬세할 것과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파트3: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참여자들은 자유연상법을 통해 마음 상하게 하는 코멘트들과 타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믿음과 연관

된 선입견들(고통을 불러일으킬 거라 생각되는 것들로)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 참여자들은 이 중 

가장 괴로운 것들을 정하고 기록한다. 
참여자들을 4-6명의 집단으로 나눈다. 각 집단 당 한명씩 첫 번째 문장을 읽는다. 이 시점에서 그 

집단은 이 코멘트들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받아들이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이들은 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했는지, 또 사람들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허락되어야 할지, 또 이

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토론할 것이다. 
각 문장에 대해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피드백:
참여자들이 토론 과정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 것인가? 코멘트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침묵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생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때, 어떤 제한이 있어야 할 것인가?우리는 

언제든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할까?
방법론적 힌트:
당신은 이 활동 중에 그 문구들을 따져보거나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존경심을 표해야 한다. 
변형을 위한 팁:
끝나는 활동으로: 모두에게 쓰는 한 장의 편지. 
작은 종이에 참여자들의 이름을 쓰고, 모두에게 한 장씩 뽑게 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한 말이 담긴 

편지를 쓰게 한다. - 논쟁점과 감정들을 상기시키는 많은 활동들에 적합한 끝맺기이다.    

파트4: 후속 활동

만약 참여자들이 계속 함께 작업하기 원한다면, 그 그룹이 토론/소통에 관한 규칙을 찾고 만드는 것

을 허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심이 일거나 논쟁적인 상황인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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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벽에 고정할 수 있다. 
관련된 권리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출처: United Nations. 2004. ABC Teaching Human Rights.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추천활동 2 :
내 이웃의 신앙과 나의 신앙

파트1: 소개

이 활동의 주제는 종교적 배경에 대한 비차별과 비관용의 금지 원칙이다.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참여자들과 함께할 때 가장 효과가 있다. 

파트2 :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활동의 종류 : 다중작업 활동

목표와 목적 :
-관용의 개념에 대한 탐색과 이해

-종교적 자유의 양상에 대한 분석

-상상력과 창의적 생각 기술의 개발

-다른 관습과 문화를 배우기

대상 집단: 청소년과 성인

이 활동은 약간의 수정을 통해 모든 연령의 학생들에게 사용될 수 있다.
집단 규모: 5-30
시간: 120-240분
도구: 플립차트, 플립차트 종이와 마카, 다양한 종교적 운동을 나타내는 사진들, 펜, 종이, 찰흙, 목
제, 와이어, 등등

준비물: 다양한 종교적 운동을 나타내는 사진들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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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된 기술: 
사회적 기술: 타인의 말 듣기, 분석하기, 소통하기

비판적 생각 기술: 의견 내기, 반영적 생각하기

창의적 기술: 은유를 이해하고 응답하기, 심볼 묘사 개발하기

파트3: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첫 번째 파트 : 테이블 위나 바닥에 서로 다른 종교적 운동, 의식, 상징 등이 담긴 사진들을 펼쳐놓

는다. 참여자들은 속한 집단에 따라 사진들을 선택한다. 어떤 경우라도 사진들은 그 나라의 모든 종

교들을 보여줘야 한다(한 눈에 보았을 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종교 개수보다 많이). 
집단에 따라, 그 국가에서 그 종교적 운동이 (아직)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고려하여 사진들을 포함

시킨다. 각 참여자들은 그 자신이 관용할 수 없는 어떤 점이 담긴 사진을 고른다. 집단을 원으로 모

은다. 각 참여자들은 그들이 고른 사진을 보여주고 왜 관용할 수 없는지 설명한다. 
짧은 피드백 시간을 가지고, 참여자들에게 전체 과정을 되돌아보라고 요청한다. 왜 어떤 사람은 사

진에서 보여주는 무언가를 거북하게 느꼈는가? 같은 사진을 선택한 참여자들이 여럿 있었는가? 만
약 그렇다면 왜 그런가? 어떤 사진이 아무도 거북하게 하지 않았다면 왜 그런가? 서로 다른 종교 

간의 분쟁지점은 어디인가?
요컨대, 어떤 종교들이 참여자들의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설명하라.
두 번째 파트 : 짧은 자유연상 시간에, 참여자들이 그들이 고른 종교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표현한

다. 집단의 리더가 종교적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준다. 참여자들을 집단별로 모이게 한다. 각
각은 종교를 하나씩 선택한다. 최종적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집단조차 선택되도록 하라.
다문화적 모임을 구성한다. 참여자들의 집단 각각이 서로 다른 종교적 혹은 정신적 집단에  대해 

묘사하게 하라. 참여자들이 그 종교의 관습과 신념을 그림, 판토마임, 노래, 만화, 역할극 등을 통해 

보여주게 하라. 참여자들에게 준비시간 40분을 준다. 전체 세션으로 돌아와, 각 그룹이 그들의 창의

적 의견을 표현하게 하라. 
두 번째 파트를 짧은 피드백 세션으로 마무리한다. 발표를 통해 참여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가? 서로 다른 참여자들 간에 어떤 공통점은 없었는가? 그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오해 없이 표현할 수 있겠는가? 참여자들이 다른 믿음들과 종교들을 배운 이후에 관용이 더 쉬운가? 

방법론적 힌트 : 이 활동은 집단이 다른 참여자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존중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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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 방법을 “너를 알아가기” 활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해야 

할 다른 것으로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발표가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이에 대한 차별

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에게 이 활동을 소개하면서 발표가 예배나 의례에 초점을 

둬야하며 그들의 의례만이 “옳은” 것이거나 “선한” 것이라고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만
약 당신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참여자들이 차별을 느낀다면, 어느 때라도 발표가 즉각 중단되

어야 한다. 만약 모든 참여자들이 공격적인 발표를 멈출 한 가지 사인(예를 들어, 신호등 불같은 빨

간 종이라든가)에 동의한다면 유용하다.(단순히 오해나 잘못된 정보 때문이어도 상관없다) 발표가 

중단된 후에는 양측의 동기를 토론하는 것이 이어져야 한다. 
변형을 위한 팁:
만약 이 활동이 학교에서 이뤄진다면, 활동의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술 선생님과 협업할 수 있다. 발
표는 공작용 점토나 다른 재료로도 이뤄질 수 있다. 

파트4: 후속활동

경험과 창의성에 기반한 이 활동이 끝난 후, 당신은 지적인 조언을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용/
비관용에 대한 몇몇 요소들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관련된 권리들/ 더 나아갈 탐구의 영역:
인종, 피부색, 성별(젠더) 같은 다른 차별의 배경들. 표현의 자유.
(출처: Adapted from United Nations. Global Teaching and Learning Project Cyberschool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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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RIGHT TO 

EDUCATION

교육의 이용가능성과 기회균등
교육권을 통한 자력화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

다.[중략]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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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마야 이야기

“제 이름은 마야예요. 저는 14년 전 가난한 소작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있었

기에 아무도 제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언니들의 집안일을 도왔어요. 
저는 바닥을 쓸고, 빨래도 하고, 물도 길고, 장작도 날랐지요. 제 친구들 중 몇몇은 밖에서 뛰어놀고 

있었지만 저는 그 아이들 틈에 낄 수 없었어요.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저는 학교에서 새 친구들도 사귀었고, 읽고 쓰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는 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께

서는 수업료를 낼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남자로 태어날 거예요.”
(출처: United Nations. 2000. UN Millennium Report.)

토론할 거리
1. 이 사례에 나타난 주요 문제들은 무엇인가? 마야에게 공감하는가? 더불어 마야가 가난에서 벗어

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문맹 중 대다수가 여성인 이유가 무엇일까?
3. 지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슨 종류의 지식이 중요한가? 인권

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식에는 무엇이 있는가?
4. 교육권은 현재 국제 사회가 보장해야 할 우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가?
5. 무지와 문맹을 제거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6. 다른 인권을 누리는데 있어 교육이 중요한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7. 교육은 인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하다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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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하는 내용  K!?

1. 소개

왜 교육권이 필요한가?
거의 십억 명의 인구가 책을 읽을 줄 모르거나 서명도 할 줄 모르는 채로 21세기를 맞이하였다. 이
는 전세계 인구의 6분의 1 정도로 인도 전체 인구수에 필적하는 수치이다.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은 

“자력화를 위한 권리(empowerment right)”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이 자신의 삶

에 대해 보다 더 큰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특히 국가행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지배력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서, 자력화를 위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른 권

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누리도록 한다. 
다양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의 향유는, 예를 들면 정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투표권과 피선거권과 

그 밖의 여러 권리들로 적어도 최소한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경제 · 사회 · 문화

적인 권리들, 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 과학적 기술적 진보로부터

의 이익을 향유하고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도 최소한의 교육이 이루어진 후

에야 의미있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인종적 · 언어적 소수민들에게 교육을 받을 권

리는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교육은 또한 (비록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민족,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존중, 친선

을 증진할 수 있으며, 세계적 차원의 인권 문화를 창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은 단지 읽고 쓰거나 계산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상이다. ‘education'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단

어는 “이끌어내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개인의 교육권은 교육의 기회, 예를 들면 초등 교육, 중
등 교육, 제3차 교육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다. 교육권에 대한 보다 넓은 개념이 있지만, 이 장에

서는 초등 교육과 기초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일생 동안에 배움에 대한 토대마저 제공받지 

못하는 이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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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발전
유럽에서의 계몽 시대 이전에, 교육은 주로 부모와 교회의 책임이었다. 근대국가가 출현하면서 

교육은 공적 관심사 및 국가의 책임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 16~17세기 걸출한 철학자 존 로

크와 장-자크 루소가 그들의 저술에서 개인의 교육권에 대한 근대적인 개념을 시사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전적인 시민권 문서인 영국의 권리장전(1689),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미국독립선언문(1776)이나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에는 교육권과 관련된 어떠한 

구체적 권리도 포함되지 않았다.

19세기에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출현으로 교육이 인권의 영역에 공고히 자리매김하였다. 19

세기의 자유주의 사상과 반교권주의적 사상 역시 교육권의 정의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사상

들은 교회와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여 과학, 연구, 교수의 자유라는 신념을 옹호하고 발전시키

면서 만들어졌다.

19세기 후반부에는 교육권에 대한 명시적인 인식이 생겨났다. 1871년 독일 제국 헌법에는 “독

일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표제 하에 교육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도 “교육과 학교”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무상 의무 교육을 통하여 교육 

교육과 인간안보
교육권에 대한 침해뿐 아니라 거부 역시 개인이 자신의 개성을 개발하고, 스스로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보호하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에 피해를 준다. 사회적

으로, 교육의 거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진보를 해치고, 더 나아가 국제평화와 인간안보에까지 

악영향을 준다. 인간안보의 결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막는다. 이는 무력 분쟁 상황에 

처한 아이들, 특히 소년병의 경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인간안보에 위협이 되는 가난

도 교육권의 거부를 일으킬 수 있다. 인권교육과 학습을 통한 자신의 인권에 대해 알 권리는 

인간안보에 매우 중요한 공헌을 한다. 인권과 인권법에 대한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침해가 방지될 수 있고 분쟁 이후의 사회 복원도 용이해질 수 있다.

☞ 아동인권 /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UN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규정하면서, 최소한 초등기초교육은 무상 · 의무교

육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러한 요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

고 있다. 유럽, 북미, 호주, 그리고 남아시아의 일부에서는 "초등" 교육이 중등교육으로까지 이어진

다. 하지만 세계의 20여 국가에서는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연령 자체가 설정되어 있

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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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체결된 평화조약의 말미에는 소수자의 교육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1924년에 선포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국제적 인

식을 유도하였다.

20세기 동안 교육권은 국가의 헌법과 국제 권리 장전에 명문화되거나 헌법외 조항 또는 국내

법 조항들에 나타났다. 교육권은 50여 개 이상의 국가 헌법에서, 예를 들면 니카라과, 키프로

스, 스페인, 베트남, 아일랜드, 이집트, 일본, 파라과외, 폴란드 등의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되어오고 있다.

영국과 페루는 헌법이 아닌 법률에서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로코, 일본은 헌법

과 법률 모두에서 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 헌법에는 교육권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미국 연방과 주 차원의 법률에서 특히 교육 

기회의 균등 등으로 교육권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출처: Douglas Hodgson, 1998. The Human Right to Education.)

2. 정의와 설명

교육권의 내용과 국가의 의무
교육권은 인권에 대한 국제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몇 몇 세계적, 지역적 인권 문서에 

규정되어 왔다. 그 예로 세계 인권 선언 제26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3조와 제14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 그리고 유엔아동권리협

약 제28조와 제29조를 들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제1 의정서의 2조, 경제적, 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제13조, 그리고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

프리카 헌장 제17조 등이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인권 성문화 작업 중 하나인 EU 기본권 헌장의 

제14조에 교육권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개인에게 부여되는 교육을 받을 기본권은 해당 정부의 특정한 정책 행위를 규정하며, 국가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육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는 국가가 이미 인정된 권리와 자유를 위배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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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권리와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고 제약하는 것을 방지한다. 그 중에서도, 국가는 부모들이 사립 또

는 공립 교육 기관을 선택할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부모들의 신념에 따른 종교적, 도덕적 자녀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종교, 민족, 언어 집단, 그리고 성별 등을 불문하고 남녀 청소년들을 교

육해야 할 필요는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

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

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

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제1호. 1966.

교육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국가로 하여금 입법이나 그 외의 수단들을 통하여 제3자에 의한 개인

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국가는 반드시 공립

학교나 사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하거나 체벌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이행 의무는 교육권의 점진적인 실현 의
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행위 의무와 결과 의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행위의무는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나 수단을 의미한다. 가장 좋은 예인 동 규약의 제14조에서는, 아직 무상으

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 이내에 모든 사람

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하도록 하고 있다.

달성되어야 할 기준들
• 무상의무 초등교육

•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중등교육(10-14세)
• 역량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 고등교육

• 적절한 연구 · 장학 제도의 수립과 교직원 처우의 지속적인 개선

(출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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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 학교 선택과 교육 내용 선택의 자유를 기초로 한 모든 사람들이 교

육받을 수 있는 기회의 증진이 곧 교육권의 정신이자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의미한다.
UN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13호에서 교육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4가지 요소를 들

었다.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이 그것이다.

가용성
무상의무 초등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교육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모든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재정적 투입이 요구된다. 
국가만이 교육 제공자는 아니지만 국제인권법은 모든 학령기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에 교육 제공자로서의 최종 의무를 지우고 있다. 초등학교의 구조적 수용력이 초

등학교  학령기인 아동들의 수를 밑돌 경우, 의무교육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의무는 실현되지 못하

게 된다.
중등교육과 제3차 교육의 제공 역시 교육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의 이라는 

조항은 국가가 교육 책무로부터 면책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접근성
최소한, 정부는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 및 성인 등 모두의 현존하는 교육 기관에의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교육권을 향유하는 것을 차별금지와 평등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보장할 의무

가 있다.
교육 기관에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적극적 의무는 물리적, 구조적 접근 모두를 포함한다. 교육기

관에의 물리적 접근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특히 중요하다. 구조적 접근이란 여성에 대한 모든 형

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0조에도 나와 있듯이 교과서와 교육 제도에서의 성 역할에 대한 스

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등 배제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차별금지 / 여성 인권

“여성을 교육시키는 것은 가족, 공동체, 국가를 교육시키는 것이다.”
아프리카 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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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전 UN교육권특별보고관 카타리나 토마세브스키는 보고서에서 “국가는 모든 학교가 국가가 개발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도록 해야 하며, 교육이 부모와 아동 모두가 수용할 만한 것인지 확인할 의무

가 있다.”고 하였다. 수용성은 자신이 받을 교육의 형식을 선택할 권리, 사설 교육 기관을 설립, 유
지, 관리, 통제할 권리를 포함한다. 교육은 문화적으로 적절하여야 하고 질적으로 우수하여야 한다. 
학생과 부모는 학생의 종교적 또는 여타 신념들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맹목적인 주입과 의무적

인 학습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교육 

체제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개종으로 볼 수 있다.
☞ 종교의 자유

적응성
통상적으로, 아동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적응성은 교육 시스템이 국내, 국제 사회 개발과 진보뿐만 아니라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

함으로써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이 존중, 보호, 실현되도록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는 단지 국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또한 교육권의 전면적인 시행을 고취하고 지원해야 할 시민 사회의 임무이기도 하다.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오늘날, 국제비교관점에서 보면 대체로 교육권의 시행에서의 상당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실로 교육

권의 실현 정도는 지역별로 다르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이 대부분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 분포해 있다. 오
늘날 모잠비크에서 태어난 아동은 평균적으로 4년의 정규 교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

서 태어난 아동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15년 동안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아시아의 평균 학교 교

육 기간은 8년으로 고소득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초등학교 입학률의 격차는 좁혀질 것인 

반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평균 교육 기간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 질의 차이

를 고려하기 이전의 문제이다: 잠비아 아동의 4분의 1 이하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본적인 읽

기와 쓰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한편, 고등교육으로의 접근 기회는 대개 고소득 국가 국민들의 

특권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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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전 대통령, 2003년 노벨 평화상

오늘날의 이러한 교육 불평등은 미래의 전 지구적인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직결된다.

우간다의 사례: 1990년대 후반, 빈곤 감소에 대한 우선권이 교육으로 옮겨갔다. 무상 초등교육이 

도입되었고 공공 지출이 증가하였다. 1997년과 2003년 사이 초등학교 등록 학생의 수는 530만 명

에서 760만 명으로 늘어났다. 초등학교 등록률은 하위 소득 인구 20%와 상위 소득 인구 20%가 같

으며, 초등학교 학생의 성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 전원의 초등학교 입학이

라는 목표는 머지않은 듯 보이지만, 중퇴율로 인하여 2015년까지는 전원 등록의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의 2010년 보고서 ‘소외계층 보듬기’는 지난 10년 동안 교육에서의 두드러진 발전을 기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가들은 2015년까지는 보편적 초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약 7200만 명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과 7100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

지 않고 있고, 현재의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5600만 명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은 2015년에

도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성인 문맹률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목표 달성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데 문맹인 이들은 7억 5900만여 명에 달하고 이들 중 3분의 2은 여성이다.
(출처: UNESCO. 2010.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0.)

UN 문해 10개년 2003-2012 사업은 여전히 세계 성인 인구의 20퍼센트가 기초 교육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인간의 능력 및 오늘날의 지식 사회에

서의 경제, 사회,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지극히 결정적이다.
문맹은 대개 극빈의 결과물이다. 여성의 문맹률이 남성보다 높다. 2008년에 문맹인 성인은 7억 

9600만 명이었고 이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7%였다. 이 중에서 여성은 5억 9백만 명 이상을 

차지했다.
(출처: UNESCO. 2011.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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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세계의 가난한 지역에서의 문해 수준이 낮다는 점은 주요 관심사이다. UN 총회 결의 

56/116에 따르면 문해는 평생 학습 및 모두에게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요건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의 핵심이다. 평생 학습 또는 모두를 위한 평생 교육은 미래의 세계 지식 사회의 일부

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 지향적인 직업 및 기술 교육 역시 충분한 관심을 받을 필요

가 있다.
많은 수의 빈곤층 국가들은 기초 교육보다는 무기에 상당한 지출을 하고 있다 - 1999년부터 2008
년까지 35개국이 무력 분쟁에 휘말렸다. 초등학교 학령기임에도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전 세계 아

동들 중 42%인 2800만 명은 무력 분쟁을 겪고 있는 빈곤국 어린이들이다.
(출처: UNESCO. 2011.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2004년에 열린 교육권과 교육에서의 권리에 대한 세계 컨퍼런스는 “암스테르담 선언”에서 차별금지 

원칙에 기반하여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적 요구를 옹호함과 동시에 교육에의 접근권을 보장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암스테르담 선언은 정부와 국제기구에, 그 중에서도 이민자, 소수자 

등의 취약 집단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장시킬 것과 교육의 질 및 교사의 지위를 신장하고 학교 폭력

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증가하고 있는 평생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모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도 논란거리를 낳았다. 언어적 소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

의 모국어를 배울 권리에 대한 보편적인 국제 인권이 규정되지 않았다. ICESCR 제27조에서는 단지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않아야 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모국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1995년에 채택된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에서 유럽 평의회는 모국어를 학습할 권리를 인

정하고는 있지만 모국어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1992년에 공표된 유럽 연합의 유럽 지역어 및 소수 언어 헌장은 이에 조인하고 비준한 국가들에 

모국어로 교육권을 선택 사항으로 제시하고 이를 촉진시키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러한 조치

의 목표는 국가가 소수 언어 집단의 이중언어사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헌장이 

제시하는 방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고 심지어 학교에서 그들의 모국어를 배울 권리조차 가지지 못

하는 유럽의 롬18) 민족이나 호주의 원주민 집단 등 소수 언어 집단들이 존재한다. 
외국어에 의한 초등 교육을 다룬 학술 분석에서는, 예를 들면 프랑스어에 기초한 서아프리카 학생 

교육은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도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The African Academy 
18)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집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차별적 언어다. 본 매뉴얼에서는 롬이나 로마니 등으

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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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anguages in Bamako, Mali는 모국어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 소수자 권리

아동이 그들의 교육권을 완전히 행사토록 하기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목

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여전히 특정 집단의 소녀들, 성인 여성 그리고 소수자

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차별, 불평등, 방치, 착취 등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Excluded and Invisible’이라는 제목으로 2006년에 유니세프에서 발간한 세계아동현황보고서

와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 ‘Failing our children: Barriers to the Right to Education'은 배

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수많은 예시에 대해 기술하였다. 따라서 사회는 아동과 그 외 다른 집단들

이 그들의 교육권을 완전히 향유하는 것을 막는 사회적 문화적 관행의 문제를 다루려는 노력을 반

드시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들의 안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인 키쇼어 싱은 교육 기회의 균등을 촉구하는 2011년 보

고서에서 국가적 차원의 규제 체계를 강화하고, 또한 소외와 배제로 피해를 받은 이들이 정확히 원

하는 바를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자원분배를 보장해야 함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Kishore Singh.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promotion of equality of opportunity in education.)
☞ 차별금지 / 여성 인권

취약 집단과 교육권에의 접근
유네스코외 몇 몇 기구들 덕분에, 평등에 기초한 교육에의 완전한 접근에 대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

는 몇몇 집단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집단에는 성인 여성과 소녀들,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 
난민과 이주자들, 토착민들, 장애인, 제대 군인과 소외 계층 청소년 등의 사회적 또는 경제적 취약 

집단들이 포함된다. 이들 집단은 국가의 신고 의무 등에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관심사와 

조치의 중심이 되어 왔다. 교육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은 이주자, 난민, 망명 신청자들의 교육

권에 관한 2010년 보고서에서 차별의 제거, 성공적인 통합,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교육과 교육 수준

에서의 사회 정의와 사회 통합을 권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출처: Vernor Munoz. 2010.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of migrants, refugees and asylum-see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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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교육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994년의 살라망카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The Framework for Action은 통합교육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학교는 아동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감정적, 언어적 또는 그 외의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 아동들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권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호와는 반대로 학교에서의 인권은 종종 실현되지 않고 있다. 아동들은 여

전히 체벌이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 아동들은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UN가입국들이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권리에 대해 교육받지도 듣지도 못하고 있다.
☞ 아동 인권

그리하여 학교에서의 인권교육과 학교 민주주의는 증진되어야 한다. 교사들 역시 유네스코 협약과 

권고에서도 대두된 것과 같이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거나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보

호받아야 한다. 학교 폭력은 또다른 문제로, 이는 최근 몇 년 간 증가하여 왔으며 역시 주목할 만한 

문제이다.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유네스코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ASPnet)에 속

한 180여개 국의 9000개 교육 기관에서 좋은 관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ASPnet은 2013년에 60
주년을 맞이한다.

4. 이행과 모니터링

1945년 출범 이래로 국제 연합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또는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를 해결하

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고 장려함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유엔 헌장 제1조 제3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왔다.
정보, 지식, 기술의 교환을 통한 국제 협력은 교육권의 효과적인 실현에 필수적인데, 특히 저개발국 

아동에게 더욱 그러하다. 교육권은 또한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이다. 교육의 제공은 모든 국가가 장

기적이고 높은 우선순위를 지닌 투자로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발

전 과정에서의 자산으로서 각 개인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 금융 기구는 인적 자본 개발에의 투자로서의 교육의 중요성

을 강조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기구들이 해당 정부로 하여금 공공지출을 줄이도록 요구하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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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교육과 관련된 지출도 포함된다. 또는 이 기구는 긴박한 경제 상황에 따른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심지어 초등교육에도 무상이 아닌 비용 지출할 것을 요구한다.

1990년 태국의 좀티엔에서 개최된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대한 세계회의는 모든 사람에게 기초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고 지원적인 재정, 경제, 무역, 노동, 고용, 보건 정책에 의

하여 뒷받침된 정치적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고 선포하였다. 9개 국가에 대해 유니세프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보편적 초등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보다 나은 결과물을 낳기 위한 여섯 가지

의 광범위한 테마들을 발견하였다. 이들 여섯 가지는 바로 정치적, 재정적 노력, 공공 부문의 중심

적인 역할, 공공부문의 형평성, 가계 지출 교육비의 감소, 보다 광범위한 인적 자원 개발 전략 수립

을 위한 교육 개혁의 통합 등이다.

다카르에서 2000년에 열린 세계 교육 포럼은 교육 현장에서 착수된 가장 큰 평가 활동이었다. 150
개 시민 사회 단체(주로 비정부기구) 이외에도 총 164개국이 참가하였다. 포럼이 낳은 획기적인 결

과물이 바로 다카르 행동계획이다. ☞ 알면 좋은 내용, 트렌드

다카르 세계 교육 포럼 이후 9개의 EFA Flagship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HIV 및 에이즈 교육

을 위한 사업; 영유아 보육과 교육; 장애인의 교육권; 통합을 향하여; 농촌 지역민들을 위한 교

육; 응급상황과 위기상황에서의 교육; 효과적인 보건 중점 학교; 교사와 교육의 질; UN 여자 

어린이 교육 사업; UN 문해 10개년 사업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UN 전문 기구인 유네스코는 이러한 

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1946년 설립 이래 교육은 유네스코의 주된 기능 중 하나

이다. 유니세프나 국제노동기구 등의 다른 기구들과 협력하면서, 유네스코는 교육 개혁의 착수와 교

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주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유네스코의 이러한 활동은 유네스코

가 연 수많은 포럼, 회의, 실무단, 국가 및 정부 간 국제 기구, 비정부기구들과의 협력 작업들뿐 아

니라 유네스코가 집적해온 광범위한 규범들의 집합, 다양한 문서들과 보고서들로도 증명된다. 유네

스코는 이와 같이 교육 현장에서 국제적 협조를 선도하는 기관이다. 유네스코 국가위원회는 유네스

코의 활동이 193개 회원국에 잘 뿌리내렸다고 장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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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에서의 유네스코의 활동은 3가지의 전략적 목표 아래 확립되어 있다:

• 교육 기본권의 확대

• 교육의 질의 향상

• 교육 정책의 대화, 실험, 혁신, 확산의 촉구 및 정보와 성공 사례의 공유

“교육은 나라의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길이 아니다. 
가난과 맞서 싸우기 위한 길이다.”

Julius Nyerere

유네스코는 협약의 규정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의무에 더 나은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메커니즘들을 개발해왔다. 유네스코가 국가들로 하여금 제출토록 요

구하는 정기 보고서들은 당사국으로 속해 있는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조

치에 대해 알리는 효과가 있다.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1960)의 당사국들, 그리고 같은 해 제정된 

교육상 차별금지에 관한 권고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5년에서 7년마다 그들 국가가 채택한 입법 규

정과 행정 규정 및 협약의 적용을 위해 착수에 나선 조치들을 보고해야 한다. 협약 및 권고에 대한 

위원회가 각기 다른 보고 의무 하에 회원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또한 교육권을 감시하

기 위한 유네스코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회권위원회) 전문가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이에 더하여 1978년에는 집행 이사국이 유네스코의 권한 내에서 회원국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혐의 주장에 대해 비밀리에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절차의 목적은 협력, 대화, 화해의 정

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의 채택과 사용, 국가 간 비교를 하여 순위를 매기는 등의 방법 등은 교육권의 

점진적인 실현 감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육 부문에서 신뢰할 만한 시교차적 지표에는 문맹률, 
등록 비율, 학업 완수율과 중퇴율, 학생과 교사의 비율, 그리고 전체 공공 지출 중 교육 부문 지출

의 퍼센티지나 국방 부문 등 다른 부문에의 지출과의 비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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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있어서 2002년부터 유네스코가 매년 발간해 온 EFA 세계 감시 보고서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을 가지고 ‘세계 아동 현황’에 관한 유니세프의 연례 보고서를 보완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

였다.
2002년 12월,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14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DESD)’으로 선포하였다. 
유엔의 선도 기관으로서, 유네스코는 기초 교육의 확대와 향상, 공공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유엔 인권 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 위원회는 1998년에 교육권 특별 보고관 자리를 만들었다. 그
리고 그에게 교육권의 실현에 있어 직면하는 난점과 함께 초등교육에의 접근성 등을 포함한 전 세

계교육권의 점진적인 실현의 실태를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유엔으로부터 임명된 최초의 교육

권 특별 보고관은 Katarina Tomasevski로, 그는 교육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

다. Tomasevski는 보고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에 환멸을 느끼고 6년 후에 보고관 

자리를 떠났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Venor Munoz Villalobos가 교육권 특별 보고관으로서의 임

무를 수행하였다. 그의 후임자는 Kishore Singh이다.
Villalobos가 2005년 보고서에서 지적한대로 교육권에 대한 국내 법원과 국제 법원에서의 사법심사

가능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교육권의 사법심사가능성에서 중요한 이슈는 교육에서의 차별로 특

히 균등한 교육 기회와 관련된 것이다.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의 협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제출한 정부 보고서를 심

사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의 가장 효과적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화를 추진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 위원회는 유네스코와 긴밀히 협력한다.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은 여

러 수단의 동원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즉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하에 신고 의무를 다

하도록 하기 위한 NGO의 이면보고서(Shadow reports)19), 전문가 협회의 로비 등이 있다. 

이행의 문제점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는 보통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상당한 자본을 지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확실히, 많은 국가들이 경험한 바에 따르면 교육은 주된 정부 지출 항목 중 하나이다.
19) 정부 보고서와 달리, NGO들이 해당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따로 제출하며, 이를 새도우 리포트 또는 이면 

보고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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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아동이 교육권을 실현하는 것을 방해하는 주된 장애물은 빈곤이다. 아동들이 다닐 학교

가 없는 문제는 이점에서 문제가 적은 편이다. 실로, 개발도상국 아동의 90% 이상이 초등교육을 받

기 시작한다. 진짜 문제는 학생들의 중퇴율이나 유급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빈곤은 가족으로 하

여금 수업료를 지불하거나 책값과 학교 교재비를 대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지

더라도 빈곤은 궁핍한 가계에 아동의 노동이 보탬이 되는 상황에서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것을 어

렵게 만든다.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여아에 대한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개발 방법은 없다.”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 2004.

자금 부족은 정부로 하여금 학교의 설립과 유지, 교사 양성 학교의 운영, 유능한 교사와 행정 직원

의 채용, 교수 자료와 그 외의 용품들의 제공 및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제공 등

을 하는 것을 막는다. 이 모든 것은 직접적으로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에 달

려 있다. 세이브 더 칠드런 기금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채무의 부

담으로 인하여 수업료를 부과하거나 인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정이 부담해야 할 

교육비가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학교를 다닌 적이 없거나 

또는 기초 교육 과정을 마치지 못하게 되었다.
또 다른 요인은 아동 노동의 광범위한 활용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가정들은 겨우 먹고 살기 위하여 

아동 노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 노동 기구의 활동에서 다루

어지고 있는데, 그 예로 1999년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과 아동 노동 철폐에 

관한 국제 프로그램 등의 몇몇 프로그램들이 있다. 2010년 헤이그 세계아동 노동 컨퍼런스는 2016
년까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해 동의하였다.
5-14세의 아동들의 노동 철폐에 가장 큰 진전이 있었는데 노동에 종사하는 아동들의 수가 10%까

지 떨어졌다. 노동에 종사하는 여자 어린이의 비율도 15%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자 어린이들의 경

우 8백만 명 또는 7% 증가하였다. 15-17세 사이에서는 20% 증가하였는데 이는 5200만 명에서 

62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ILO). 2010. Accelerating Action against Child Labour. 



- 319 -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빈곤과 아동 노동은 특히 여아 교육에 중요한 장애가 된다. 많은 여성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다소 

어린 나이에서부터 중노동을 해야만 한다. 그들은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고 힘든 가사를 떠맡도록 

요구받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엄마로서의 역할과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따른 사회적 기대로 인

한 문제에도 직면한다. 여아 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전통적인 관점은 비록 근시안적이고 편향적이

지만 여전히 지배적이며 결과적으로 부모가 여자 어린이를 학교에 보낼 동기를 결여시킨다. 토착민

이나 유목민 공동체에 속하거나 소수 민족인 여성, 버림받은 여성, 장애를 가진 여자 어린이들과 같

은 경우, 심각한 차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여자 어린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하여 인간으로서 지닌 잠재력을 실현

하는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00년에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

육 포럼에서 ‘10개년 유엔 여자 어린이 교육 사업’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과 성 차별 철폐에 대한 인식 제고에 목표를 둔 것이다.
☞ 여성 인권 / 아동 인권 / 차별금지

HIV 및 AIDS는 2004년에 3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교육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특

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타격이 컸다. 케냐, 탄자니아, 잠비아의 경우 2005년에 최소 600
명의 교사를 잃었다. AIDS로 인한 교사 결원은 아프리카 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출처: UNESCO. 2005.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HIV 및 AIDS에 관한 유엔 합동 계획(UNAIDS)는 국가가 HIV 예방, 치료, 관리, 지원에의 보편적

인 접근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는 데 세계적인 진전을 촉진하고 HIV의 확산을 방지하고 반전시키는 

데 목표를 둔 새로운 2011-2015년 전략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2015년까지의 AIDS 등 질병 퇴

치를 목표로 출범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기여할 것이다.
분쟁 지역 국가에 사는 2800만여 명의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들은 현재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는 보호구역이자 평화지대로서 존중받고 보호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분쟁 지

역에서 학교는 전쟁 타깃이 된다- 이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다. 유엔은 아동의 인

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감시하는 광범위한 시스템을 실행하여 왔다. 분쟁 상황에 처한 부모, 교
사, 아동은 그들이 분쟁 지역에 있건 본국 내 또는 외에서 난민 신분에 있건 적어도 한 가지의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교육의 기회를 유지하려는 노력에 있어 그들이 보이고 있는 놀라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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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혁신과 용기이다. 부모들은 교육이 아이들에게 정상 상태의 느낌을 제공하고 그들이 전쟁 등으

로 인해 근거지를 잃게 되더라도 지녀나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임을 이해하고 있다.
유니세프 진상 조사 보고서는 교육이 분쟁의 모든 국면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평화 구축을 위한 지배적인 접근법이 여전히 교육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

을 밝혀냈다.
(출처: UNESCO. 2011.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UNICEF. 2011. The Role of 
Education in Peacebuilding.)

“새로운 국가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만약 

평화와 정의를 원한다면, 직업과 번영을 원한다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공정하고 

관용적이길 원한다면, 학교에서 이를 시작해야 한다.”
JOSE Ramos-Horta, 노벨 문학상 수상자. 1996.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 Kishore Singh은 그의 2011년 잠정 보고서에서 긴급 상황에서 교육을 위

한 적절한 자금 지원을 보장하고 공격으로부터의 학교 보호를 증진하며 여자 어린이들과 소외 집단

의 배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Kishore Singh. 2011. Interim-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education (Domestic financing of basic education).) 
☞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알고 있었나요:

10년 내 모든 개발도상국에서의 보편초등교육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70-80억 달러가 들 것이

다. 이 비용은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의 7일분, 세계 외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환투기 비용 7일

분, 북미 지역 부모들이 매년 자녀에게 사 준 장난감 비용의 절반 미만, 유럽인들이 매년 컴퓨

터 게임이나 미네랄 워터에 지출하는 비용의 절반 미만에 해당한다.

(출처: Kevin Watkins. 1999. Education Now. Break the Cycle of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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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 이집트 정부는 정규 교육 시스템에 여성 친화적 커뮤니티 스쿨 개념을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고 있

으며, 학교 보건을 조성하고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개혁에 착수하였다.
• 말라위, 우간다, 탄자니아, 케냐는 각각 1994년, 1997년, 2002년, 2003년에 학교 수업료를 무료

로 함으로써 부모들의 교육비 지출을 줄였다. 몇몇 국가에서는 또한 교복을 폐지하였다.
• 카라치를 기반으로 한 비정부기구와 유니세프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파키스탄의 부스티 프로그램

은 아동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

그램이다. 대상 연령은 5세에서 10세이고, 학생들의 약 4분의 3은 여자 어린이들이다. 이 사업은 

가정에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통상적인 성 편견을 반전시키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이 프

로그램은 200개 이상의 홈 스쿨을 설립하였으며 등록 학생들을 6000명이 넘고 수업료는 국영 초등

학교의 평균 수업료보다 훨씬 싼 6달러이다.
• 모리타니는 조혼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하였고 기초교육을 의무화하였고 근로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모리타니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동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모든 주요 도시에 소년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 중국의 마산 현에서는 여자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마을과 가정에 

대출금이나 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소수 민족 지역의 여자 어린이들이 양질의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

도록 하는 양성 평등 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이 계획의 장기적인 목적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여성들을 사회-경제적 발전의 주류에 편입시키기 위함이다.
• 인도의 뭄바이에서는 교육자, 공동체 그룹, 기업 후원자와 정부 공무원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프라

탐 뭄바이 교육 사업을 통해 1600개의 학교가 설립되었고 1200개의 초등학교를 현대화하였다. 
•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여자 어린이들이 배제되어왔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유니세프는 1999년부터 

여자 어린이와 남자 어린이 모두를 위한 홈 스쿨을 지원하는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중고 컴퓨터의 기부로 시작된 태국의 CHILD 프로젝트는 아동 학습과 건강 사이의 연관성을 관찰

하고 있다.
• 말리는 2015년까지 보편 초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Fast Track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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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에 관한 프로젝트는 당시 유엔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권에 관한 교

육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당시 특별보고관이었던 토마세브스키에 의해 설립되

었다. 유일하게 공공 접근이 가능한, 오직 교육권 문제만을 다루는 인권 자료 사이트로, 이 프

로젝트는 교육을 통한 모든 인권의 증진을 촉진하고 교육권의 세계적인 실현에 대한 평가를 수

행하며 교육 계획을 위한 지식의 제공과 더불어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하고 인권 침해에 반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www.right-to-education.org)

1. 영유아, 특히 가장 취약하고 혜택 받지 못한 아동들을 위한 종합적인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확대와 향상

2. 모든 아동, 특히 여아, 어려운 환경의 아동, 소수 민족 아동들이 양질의 무상 의무 

을 채택하였다.
• 세계은행은 2005년에는 43.2%였던 초등학교 학업 완수율이 2010년에는 55.7%로 증가하였고 그 

중 남자 어린이의 비율은 64.4%, 여자 어린이의 경우는 47.6%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런데 이

러한 사실은 교육 부분에서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도달하기에는 특히 여자 어린이의 경우 여

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World Bank. 2011. Mali-Education Sector 
Investment Program II: P093991 - Implementation Status Results Report: Sequence 10.) 
•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로 인해 교육 부문 지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4년에 스페인은 아르헨티

나의 교육 스왑 협정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1억 달러를 스페인에 상환하는 

대신 특별 교육 기금에 이체하였다. 이 새로운 기금은 아르헨티나의 가장 빈곤한 3개 지역의 21만 

5000명의 학생들을 지원할 것이다. (출처: UNESCO. 2005.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06; 
Kevin Watkins. 1999. Education Now. Break the Cycle of Poverty.)

2. 동향

2000년 4월 28일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에서 채택된 다카르 행동 계획 - 모두

를 위한 교육은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전 국제 공동체의 헌신을 보여준다. 다카르 행동 계

획은 2015년까지 모두를 위한 기초 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6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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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육을 제공받고 이수할 수 있도록 보장

3. 적절한 학습과 생활 기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청소년과 

   성인의 학습 요구 충족

4. 2015년까지 성인, 특히 여성 문해율을 50% 향상시키고 모든 성인에게 기초교육과 

   평생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5.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질의 기초교육에서 여아와 

   완전하고 평등한 기회와 성취도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2015년까지 교육의 양성평등을 달성

6.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수월성을 확보하여 문해, 수리력, 필수 생활 기술 등의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학업 성과 달성 

모두를 위한 교육을 향한 진전: 엇갈린 결과들

1999년 이래의 긍정적인 추세

• 1999년부터 2008년까지, 5200만 명의 아동들이 추가로 초등학교에 등록했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남 아시아의 등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학교 등록에 관하여 성비 균형을 향해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인다.

• 저소득 국가들은 교육에 관한 국가의 재정적 노력을 상당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2005년까지 초중등 교육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무상 의무 초등교육과 양

성 평등 및 여성의 자력화를 달성하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을 남아와 여아에게 모두 제공

한다는 목표의 달성은 2000년 9월에 8번의 밀레니엄 개발 계획들 중 2번째와 3번째에 인정되었다.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약속은 2005년 9월에 있었던 유엔 정상 회의에서 재확인되었다. 
또한 아동 사망률 감소와 모성 보건의 향상 또는 HIV 및 AIDS 퇴치 등의 다른 밀레니엄 개발 계

획들 역시 적절한 교육 정책 없이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에 HIV와 AIDS가 주는 영향에 대

한 사업과 같은 ‘EFA 간판 사업’은 EFA 목표를 지지하는 다자 파트너 협력 메커니즘인데 이 사업

들은 예시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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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아 있는 도전 과제들

• 만약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5년에는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의 수가 

  56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 2008년의 재정 위기에 뒤이어 빈곤국의 다수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실현 목표를 달성할 

  전망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정규 학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는 있지만, 아동이 학교를 중퇴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중요한 요인은 부모가 아동들의 학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임이 여러 조사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 학교 중퇴 인구 간 성별 격차가 좁혀져왔지만 여전히 여자 어린이의 비율은 2008년에 

  53%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서남 아시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서남 아시아의 

  여자 어린이들 중 59%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출처: UNESCO. 2011. EFA Global Monitoring Report 2011.)

과거에는 무상 초등 교육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세계은행은 2002
년에 무상 의무 초등 교육을 향한 보다 빠른 진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자와 개발도상국 간의 글

로벌 파트너십으로서 EFA Fast Track Initiative를 시작하였다. 두 번째 밀레니엄 개발 계획을 달성

하기 위한 진지한 공약을 보여주는 저소득 국가들은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의 주재 하

에 기부 커뮤니티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말까지 EFA FTI는 약 30000개의 교

실 건설을 지원하였고 20억 권 이상의 교과서를 제공하였으며 개발도상국에 20억 달러 이상을 재

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게다가 FTI는 교육 원조가 보다 잘 편성되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기부자와 개발도상국 파트너가 협업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 사업은 1900만 명 이상의 아동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2011년에는 ‘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교육의 상업화
세계화는 교육의 상업화를 증가시켰는데, 이는 교육이 인간의 권리로부터 나오는 공익이 되기보다

는 돈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체로서 설립되는 사설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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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유네스코 설립: 교육 기회 균등의 이념

1948 세계인권 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선언되다.

1959 아동권리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다. 교육은 모든 아동의 권리로 선포되다.

1960 유네스코 교육에서의 차별 방지에 관한 협약

1965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 피부색 또는 인종에 관계없이 교육을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로 선포하다.

1966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1973 국제노동기구 취업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와 교육의 

      평등권을 요구하다.

1985 제3차 여성회의에서 교육이 여성의 지위 향상의 기반으로 선포되다.

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0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이 태국의 좀티엔에서 발표되다. UNDP, UNESCO, 

      UNICEF, 세계은행, 이후 UNFPA가 공동주최한 컨퍼런스는 기초 교육에 관한 확장된 

     시야에 대한 글로벌 합의를 보여주었다.

1993 인도의 뉴 델리에서 인구조밀 9개국 교육장관회의가 개최되다. 각 정부의 대표자들은 

      2000년까지 의무초등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계획이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 채택되다.

1994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이들의 교육을 위한 국제회의: 접근과 기회 균등이 스페인의 

      살라망카에서 개최되다. 회의 참석자들은 모든 국가는 국내 교육 계획에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이들을 위한 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통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1997 아동 노동에 관한 국제 회의

기관은 공교육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항하고 전문가 협회가 표명한 우려에 응하여 

유럽 연합은 도하 라운드에서 교육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아 왔다.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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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교육권 특별 보고관 임명

1999 교육권에 관한 일반 논평 13번

1999 국제노동기구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협약

2000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교육 포럼에서 다카르 행동 계획이 채택되다.

2000 천년 총회: 2015년까지 모든 아동들의 초등 교육 보편화 목표 수립

2003 유엔 문해 10개년(2003-2012)

2004 교육권과 교육에 관한 권리에 대한 암스테르담 세계 회의

2005 유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개년 2005-2014

2005 인권 교육을 위한 세계 프로그램: 제1단계 (2005-2009) -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서의 

      인권 교육; 제2단계 (2010-2015)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과 교사, 교육자, 공무원, 

      법집행 공무원, 군인 트레이닝 프로그램

2006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교육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이를 증진, 보호, 보장하자고 약속하였다.

2009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에 관한 유네스코 세계 회의

추천 활동

활동 I : 이용 가능한가? 접근 가능한가? 수용 가능한가? 적응 가능한가?

PART I: 소개

이 활동은 교육권에 관한 내용에 등장한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활동이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극, 팬터마임

목적과 목표: 역할극 기법은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기법이다. 역할극의 목적은 참가자가 익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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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을 경험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공감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약 20명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플립 차트, 마커, 교육권에 대한 국가의 4가지 의무(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 내용

에 해당하는 이 책의 복사본 

관련기술: 연기력과 언어적 능력, 공감 능력, 창의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지시사항:
이 활동의 목적이 이 교육 책자에 담긴 내용을 극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임을 설명하라. 먼저 국가

의 4가지 의무의 정확한 의미를 소리내어 읽도록 하고, 모든 참가자들이 내용을 이해하였는지 확인

한다. 그 후 4-6명의 소그룹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각 그룹에 커다란 종이와 마커를 배부한다. 각각

의 그룹은 역할극을 위해 앞서 설명한 4가지 의무 중 하나를 택한다. 교수자는 각 그룹에 10분의 

시간을 주어 교육 내용에 관한 생각을 브레인스토밍하고 역할극에서 가장 초점을 맞출 2-3개 정도

의 핵심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록 한다. 이제 그룹별로 30분의 시간을 더 주고 극을 디자인하고 연

습할 시간을 준다. 교수자는 이 활동이 반드시 그룹의 모든 일원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조원이 역할극을 만드는 데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30분의 시간이 지나면 교수자는 그룹을 불러 모아 원으로 빙 둘러 앉도록 해 서로의 역할극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역할극이 끝날 때마다 극을 마친 그룹이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해 다른 이들이 피드

백을 하고 토론할 시간을 준다. 역할극을 한 참가자에게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극을 관찰한 참

가자가 자신의 주장을 펴도록 한다.
피드백 : 실행한 역할극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 활동에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참가자들

이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더 또는 덜 어려웠나? 무엇이 가장 어려운 측면이었나, 또는 역할극을 

통해 제시하기 가장 어려운 점들을 무엇이었나? 이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나? 각 그룹 간

의 유사점 또는 차이점은 무엇이었나?
방법론적 힌트 : 역할극은 다양한 형태로 실행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형태들에서 참가자들이 

연기자뿐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보통 강렬한 감정을 환기시키는 내용을 연기한다. 따라서, 조장은 무

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도록 독려해야 하고 그 후 그 내용과 인권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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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을 위한 팁 :
• 격렬한 행동이 나타날 때 “잠깐”을 외치고 연기자들에게 그 순간 그들이 느낀 감정에 대해 설명하

게 하거나 또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른 이들로 하여금 분석하게 한다.
• 경고하지 않고 행동을 멈추게 한 다음 연기자들에게 역할을 바꾸도록 하고 그 시점부터 활동을 

지속시킨다.
• 각각의 연기자 뒤에 누군가가 서 있게 한다. 중간에 활동을 정지시키고 연기자 뒤에 서 있던 ‘그
림자’에게 자신 앞에 있는 연기자가 연기하는 극중 인물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와 그 이유가 무엇인

지 질문한다.

PART IV : 후속활동

인권에 관련된 희곡이나 그 외의 문학 장르에 속하는 작품을 읽고 당신의 지역 공동체 멤버들과 위 

작품을 토대로 한 연극 상연을 계획한다.
관련된 권리들: 모든 인권들, 사회 · 문화적 권리들

활동 II : 모두를 위한 교육?

PART I : 소개

‘모두를 위한 교육’은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개최된 세계 교육 포럼의 목적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교육권의 실현은 많은 다른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고 또 영향을 받는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성찰, 창의적 전달

목적과 목표: 교육이 인간의 권리임을 이해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의 난점을 

이해하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최대 25명
소요시간: 120-18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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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UDHR과 관련된 글의 사본; 인권으로서의 교육권의 복잡성, 교육과 다른 주제들에 대한 간

섭에 관한 기사, 보고서, 자료들; 가로 세로 8cm 정도의 카드보드 카드; 가위; 펜과 마커

준비사항: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라

관련기술: 창의적 기량, 토론을 좋아하고 복잡한 상호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지시사항 :
참가자들은 함께 ‘기억 게임’을 만든다. 이 기억 게임에는 여러 쌍의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들의 반

수에는 ‘여자 어린이’, ‘돈’, ‘기아’ 등의 핵심 단어들만 적혀 있으며 나머지 반에는 카드에 적힌 핵심 

단어들이 교육의 분야에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되어 있다. 참가자들에게 3-4명으

로 구성되는 그룹을 만들도록 하고, 각 그룹에 카드를 배부한 다음 모든 자료들을 테이블에 늘어놓

는다. 기억 카드의 기반이 될 텍스트를 선택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몇 개의 개념들이 카드의 각 쌍을 구성한다: 여자 어린이/여성 - 교육 기회의 제한; 소수집단 - 교
육 기회의 제한, 모국어 교육 부재; 군대 - 국가의 교육 예산과 국방 예산의 비교; 세계화 -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결과; 인터넷 - 교육에 대한 결과; 돈 - 돈 없으면 학교도 못 간다?; 음식/기아 - 
기본적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육의 어려움; 인권 교육 -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모든 카드의 짝이 맞춰졌으면 교수자는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만약 그룹이 많으면 2개의 라운드로 

나누어서) 기억 게임을 실시한다. 기억 규칙: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카드의 면이 위로 향하도록 

카드들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두 장의 카

드를 뒤집는다. 만약 그 두 장의 카드가 짝을 이루면 카드를 뒤집은 사람은 그 카드들을 가질 수 

있다; 만약 카드들이 짝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카드들을 다시 뒤집고 나서 다음 사람이 다음 카드 

두 장을 뒤집는다. 
피드백 :
참가자들로 하여금 활동을 하면서 그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카드의 짝을 맞추

는 것이 어려웠나? 그들이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통찰을 얻었거나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 각각의 그룹으로 하여금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그러고 나서 참가자들이 이 활동을 어떻게 즐

겼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검토한다.
•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만든다: 각 그룹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왜 우리는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

지고 있는가?; 어떤 주장이 가장 설득적이었으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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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힌트 : 게임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최소한 20쌍의 카드를 만들도록 

한다.

PART IV : 후속활동

참가자들이 속한 나라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의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하여 토론해보자. 
만약 매우 활발하고 창의적인 그룹이라면 참가자들은 아마도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한 활동 캠페

인을 시작할 것이다.
관련된 권리들 : 세계화, 정치적 참여

(출처: 유럽 평의회가 발간한 2002년 책자의 응용.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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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HUMAN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자력화와 보호
참여와 제공

아동에 대한 비(非)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

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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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아동에 대한 체벌
“어린이들이 매맞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아동 자신들의 답변

- “우리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다툴 때 엄마, 아빠로부터 맞곤 해요.” (6세 남자아이)
- “다른 사람이랑 싸우게 되거나 돌 같은 걸 막 던질 때 [맞을 수 있어]요.” (7세 남자아이)
-“아마 카펫에다가 물감을 칠하거나, 소파에 그림을 그리거나, 방을 정리하지 않을 때요. 아니

면 물감 같은 걸 가지고 놀다가 어디에 묻히면요. 그리고 엄마가 아끼는 유리잔을 가지고 놀

다가 깨뜨리면요.” (5세 여자아이)
-“방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고 정리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없는데도 책만 본다든지 하면서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맞을 수도 있어요.” (6세 여자아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할 때요.” (7살 여자아이)

(출처: Carolyne Willow, Tina Hyder. 1998. It Hurts You Inside – Children Talking about 
Smacking.)

“매 맞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에 관한 아동 자신들의 답변
- “누군가 망치로 쾅 내려치는 기분이 들어요.” (5세 여자아이)
- “하늘에 막 떠 있다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다치는 기분이에요.” (7세 남자아이)
- “많이 아프고, 불행한 느낌이 들어요.” (6세 여자아이)
- “다치고, 울음이 터지고, 눈에서는 막 눈물이 나요.” (5세 여자아이)
- “엄마 아빠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7세 여자아이)
- “뭐랄까, 막 도망가야 할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냉정해서 마음이 아주 

아프거든요.” (7세 여자아이)
- “엄마나 아빠가 때릴 때는 기분이 좋지 않고 아주 슬퍼요. 이모들한테 얘기해도 아무도 도와

주지도 않죠.” (5세 여자아이)
- “슬프지는 않지만. 엄마가 나를 때리면……나는 그저 눈물이 날 뿐이에요.” (4세 여자아이)

(출처: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and Save the Children UK (eds.). 2004. It h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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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inside. Young children talk about smacking.; Elinor Milner. 2009. “I don’t get sad, only 
when my mum smacks me.” Young Children Give Advice about Family Discipline.)
토론할 내용
1. 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에게 매를 드는가?
2. 아동을 때리는 것은 합법적인 훈육의 형태인가?
3.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4. 왜 현재 전 세계 29개국만이 형벌제도 및 학교·가정에서의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을까?
5.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력 분쟁 상황에 놓인 아동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갔었는데 [신의 저항군 (the Lord’s Resistance Army)에 의해] 저는 그만 유

괴되고 말았어요. 납치된 다른 여자아이 중에 한 명은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잡히고 말

았죠. 그때 저항군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아이는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어

요. 그리고 새로 온 아이들이 그 아이를 죽이도록 시켰죠. 그 사람들은 만약 도망치면 우리 가족들

도 죽여 버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일주일 동안 걷도록 시켰어요. […] 우리는 쉬지도 않고 아주 오래 걸어야했어요. 그
런데 우리 중에 아주 어린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었죠. 그러면 또 죽임을 당했어요. 
[…] 굶어 죽는 아이들도 있었죠.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거나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며 저는 삶이 의

미 없게 느껴졌어요. 저도 곧 죽게 될 것 같았죠.”
열 세 살 여자아이인 샤론(Sharon)은 신의 저항군(the Lord’s Resistance Army)에 의해 납치되었

다. 신의 저항군은 우간다 북부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우간다 정부에 대항하고 있는 반체제 집단인

데, 특히 아이들을 납치해서 그들 군대의 군인으로 삼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1997. The Scars of Death: Children Abducted by the Lord’s 
Resistance Army in Uganda)

“그들[군대]은 우리를 막사로 데려갔어요. 그 다음에는 총과 군화로 우리를 폭행했고, 그래서 제 친

구는 15일 후에 죽기도 했어요. 폭행은 반복되곤 했어요. 한번은 맞다가 의식을 잃은 적도 있는데, 
그러자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막상 정신을 차리면 다시 막사로 데려와 때리는 일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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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됐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죠. 그들이 대체 왜 저를 때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04년, 열 네 살의 나이로 마오이스트(the Maoists)에 입대했던 램(Ram, 남자)이 1년 후 로열네

팔군부(the Royal Nepal Army)에 의해 포로로 억류되었던 때 겪었던 이야기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2007. Children in the Ranks: The Maoists Use of Child Soldiers in Nepal.)

토론할 내용
1. 성인들이 그들의 분쟁에 아이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소년병을 둘러싼 이런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가?
3. 아이들에게 있어, 또는 사회에 있어 아동을 전쟁에 이용하는 행위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아동 노동
“아이들은 마치 성인들처럼 일한다. 우리는 대개 오전 7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7시나 8시경에 끝

내곤 한다. 이는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에 걸친 노동이다. 어떤 때는 새벽 4시에 일터에 나갈 

때도 있다.”
카자흐스탄 Malybai 지역의 담배농장에서 그의 아들(15세)·딸(13세)과 함께 일하고 있는 Sabir S.
는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아이들은 오랜 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쉴 수 없었고, 필요

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조차 없었다. 이 곳에는 위생시설 마저 부족했다. 아이들은 마스크나 보호복 

없이 고온의 열기와 태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은 담뱃잎과의 접촉 때문에 생긴 

피부병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출처: Human Rights Watch. 2010. Hellish Work: Exploitation of Migrant Tobacco Workers in 
Kazakhstan.)

토론할 내용
1. 아동 노동의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2. 왜 정부들은 그들의 국제적 책무에 따라 법을 제정하거나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는가?
3. 왜 기업들은 아동을 고용하는가?
4. 아동 노동은 아동의 다른 인권을 위협하기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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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꿈과 창의성은 어느 국가에 있어서든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반기문. 2010년.

알아야 하는 내용  K!?

1.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투쟁

아동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경우에 따라 낯설고 이율배반적이기도 하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이 

주거에 대한 권리 ·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할 권리 · 각자에 맞는 개성과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권리 · 보호받고 존중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동의하고 또 진지하

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양육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모의 책임을 실제화하는 단

계로 넘어가면 이내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어 버린다. 당장 UN아동권리협약만 봐

도 마찬가지다. 지난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이 국제조약은 국제사회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

는데 있어 기초를 마련했다. 소말리아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UN 회원국 정부를 포함하여 총 193개
국 정부가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에 의해 비준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 

아동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의 이행수준은 

초기에 성공적으로 토대를 마련했던 이런 과정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수많은 아동이 여전히 영양

결핍 · 가난 · 소외 · 노동착취 ·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학대 · 방임 · 착취 · 폭력으

로부터 고통 받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02년, 150개국 600명이 넘는 청(소)년(18세 이하)과 정부 

및 비정부기구들의 대표 수 천명이 함께 뉴욕에 모였던 아동에 관한 UN특별총회(the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에 대한 기대감이란 더욱 엄중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무려 2년의 협의 기간을 통해 완성된 국제적 행동 계획 “아동에 적합한 세상”(the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A World Fit for Children”)은 고작 엇갈린 성패를 가져왔을 뿐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논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 중 하나가 아동권리협약 결의안의 

권위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아동 권리에 기초한 결의안을 전적

으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아동 약 1억 2,700만 명이 체중 미달상태에 있다. 이는 개

발도상국 아동 중 무려 22%에 달하는 수치다. 개발도상국 아동 중 9%는 체중 미달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수세기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800만 

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기초교육에 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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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와 인간/아동의 안보 (Human/Child Security)
인간안보란 인간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안보는 공

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인간이 공평한 기회를 통해 그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안보는 빈곤과 폭력에서 기인하고 차별과 사회

적 배제로 인해 악화된 불안정한 사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간의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에 대해 우선적으로, 또 긴급하게 대응하는 일은 아동 권리의 개념을 적절히 보완하는 일이다. 
이는 아동 이익 최우선 고려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인간안보의 개

념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먼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는 

포괄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간안보는 아직 이런 규범적 기초를 마련하지 못했다. 다음

으로, 인간/아동안보적 접근은 아동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능력을 도외시하면서 아동의 취약성과 

의존성만을 강조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따라서 아동

안보 개념은 어떻게 인권 담론의 핵심인 자력화(empowerment)/자기유능화(self-enabling)의 측면

들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당면해 있다고 하겠다.
바로 여기서부터 아동 인권적 접근과 아동안보적 접근(child rights and child security approaches)
의 상호간 시너지효과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분쟁 후 재건과 평화 정착 과정에 있어 아동의 참

여에 관한 최근 담론의 맥락이 그 예다.
인간안보네트워크(the Human Security Network)는 특히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아동안보에 관련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분쟁은 영양 · 깨끗한 물 · 위생 · 교육  · 건강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위

협한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특히 취약하다. 무력 분쟁 상황에서 아동은 무장 단체 

및 무장 세력에 의한 유괴 · 납치 · 비자발적 군대 차출과 성폭력(전쟁에 있어 강간을 일종의 무기

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882호(2009년)와 

1998호(2011년)를 통해 관련 국제법의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 이 위반사항에는 

무장분쟁 당사자가 아동을 모병하여 이용하는 일, 아동을 재모병(re-recruitment)하는 일, 아동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일, 강간과 여타의 성폭력, 납치, 학교나 병원에 대한 공격, 무력 분쟁 당사

자의 인도적 지원 거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안 1612호(2005년)를 통해 분쟁 중 발생하는 아동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

에 관한 감시와 보고의 메커니즘을 강화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국제법을 위반한 당사국이 위반사

항을 직접 조사해 보고하고, 해당 사항에 관해 대응을 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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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와 설명

아동 인권의 본질과 내용
지난 20년 동안 아동 권리의 개념은 폭넓은 인권 운동으로부터 진화해온 동시에 여타의 사회 · 교
육 · 심리학적 영역의 발전으로부터 역시 영향을 받으며 발달해왔다. 이 영향에는 학교에서 이루어

지는 국가 주도의 일반적 의무교육의 효과 · 산업화가 아동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공장이나 광산에

서 이루어지는 아동착취 등) · 전쟁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포함한다. 1970년대에는 새로운 교

수 개념과 아동 양육의 모델부터 “아동해방운동” (children liberation movements)까지, 아동발달에 

대한 새로운 접근들이 발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 관련 담론의 초점이 아동의 취약성과 아동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아동의 독립성 · 권한 · 자기결정권 등으로 이동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

한 새로운 담론은 부모나 성인의 통제가 필요한 대상으로만 아동을 보던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관

점을 거부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모든 복합적 발전은 1978/79년에 아동의 인권에 관해 새로울 뿐 아니라 첫 번째

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문서-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의 

구성과 관련하여 UN 내부의 정치적 과정이 시작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협약의 채택

일-1989년 11월 20일-은 현재 국제 아동 인권의 날(International Child Rights Day)로 기념되고 

있다.
2002년에는 두 개의 아동인권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아동의 무장분쟁 관여에 관한 아동권

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는 당사국들이 자국의 군대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직접적으로 교전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하고, 18세 미만 아동의 징병 금지를 위해 모든 실현 

가능한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정서는 18세라는 최소 연령을 자원입대에까지 적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원입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안전보장조치를 포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들은 그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무장단체가 18세 미만 아동을 무장

분쟁에 차출하고 이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12년 4월 기준, 이 선택

의정서에는 146개국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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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나 그 밖의 어떤 집단에게 타 집단의 공공 자산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사회는 

그것이 어떤 사회라 할지도 이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를 증명해야 할 

책임은 온전히 타인을 참여로부터 배제시키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다. 다른 모든 이들이 지니고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 아동이 그들의 주장을 내세워야 하는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
Bob Franklin. 1995.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는 각국 정부들에게 성적 착취와 학대 · 유괴와 매매 · 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

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보완하고 있다. 
이 의정서는 당사국들에게 아동의 매매(또한 다른 형태의 강제 노동, 불법적 입양과 장기기증) · 아
동 매춘 · 포르노그라피를 금지할 것과 이런 범죄들을 적절한 형벌을 통해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피해 아동들에게 반드시 법적 서비스 및 기타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2012년 4월 기준, 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한 국가는 154개국이다. 
2011년 12월, UN총회는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 아동권리위원

회에 개별 청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를 채택하고 서명 절차에 들어갔다. 2012년 4월까지 20개국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나 아

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아동권리협약의 주요 개념

자력화와 해방, 세대적 · 젠더적 측면들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을 고유한 인권을 가진 주

체로 공인하고 있다. 이런 권리는 부모나 다른 어떤 성인의 권리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며, 그 권

리에 의존적인 것도 아니다. 이 사실은 아동 해방과 자력화 개념의 근간이며, 한 사회의 시민이자 

존중 받는 주체로서 아동이 자신을 향한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인식과 기대에 도전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이끌도록 한다. 
사실 아동은 성인 (아동의 육체적 · 감정적 · 사회적 발달 및 물질적 자원과 수입 등과 긴밀히 연결

되어 있는) 혹은 다른 양육자의 경제적 · 사회적 환경에 (ex. 실업, 부모와의 분리) 여전히 의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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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아동의 생활수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 인권의 보

호는 그들의 법적 · 사회적 지위를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가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아동 (그리고 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

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아동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특권”을 가진 별도의 사회적 집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

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동의 사회적 지위를 견인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

인 것이다. 그제야 비로소 양육과 관련된 법적 사건에서 아동의 목소리가 수용될 수 있고, 아동이 

자신이 겪은 성적 학대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데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자력

화가 갖고 있는 예방적 · 인식제고적 측면 역시 강조될 수 있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이 명확히 구분

되는 사회적 집단으로서 아동의 이익이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지구촌 북반구의 사회가 

“고령화” 되는 반면, 남반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때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하는 현재의 인구통

계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수많은 아동과 또 수많은 개인들은 미래의 인격체- 즉, 언젠가 인격체로 성장할 누군가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 이미 인격체이다.”
Janusz Korczak. How to Love a Child. 1919년

이런 세대적 특성에 더해, 아동의 자력화에 있어 젠더적 측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성적 학대를 목

적으로 하는 아동의 인신매매 · “가족의 명예”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여아(女兒) 살인 · 교
육과 고용에서 배제와 불이익, 미디어 및 연예산업에서의 목격되는 비하적 고정관념 등은 여아에 

대한 이중적 차별-‘여성’으로서와 ‘아동’으로서-을 명백히 드러낸다.

아동에 대한 총체적 관점
아동권리협약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뿐 아니라 시민적 · 정치적 권리까지 하나의 문서에

서 모두 아우르고 있는 첫 번째 보편적인 인권 조약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 바로 이 점에서 아동

권리협약은 아동의 상황을 다루는 포괄적인(“총체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정체성

과 자기결정권 및 참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발달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이전 아동 권리 선언들을 뛰어 넘는다.

아동-부모-국가의 관계
동시에, 보호권과 자주권이라는 이런 이중의 측면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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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때때로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인권을 인정함으로써 가족

체제의 파괴와 반가족적 정서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동권리협약이 보

호권을 뛰어넘는 자주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권리협약은 명확히 아동에게 “적절한 관리와 

지도”를 제공할 부모(양측 모두)의 “책임 · 권리 · 의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책임은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일치”해야 한다. 즉, 이 책임이란 아동을 압도하는 어떤 절대적 권위가 아니

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듯 부모는 아동의 기초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만약 그들이 그 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나 사

회의 관여가 적법하다.

아동에 대한 비(非)차별
아동권리협약은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긴 목록의 용납할 수 없는 차별 범주를 언급하며 아동에 대

한 차별의 분명한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동의 부모/보호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당사국은 자

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

야 한다.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UN아동권리위원회는 또한 HIV/AIDS 감염인 아

동 · 거리의 아동 · 먼 시골 지역의 아동 · 피난 아동 등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이 항목들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다.

“나는 나의 네 자녀가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 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Jr. 1963년

“어느 국가라도 그들이 가진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면 그 국가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가를 들여보면 된다.”
존 F. 케네디. 1963년



- 347 -

아동 최상의 이익
아동권리협약의 3조 1항은 협약 전체의 전반적 원칙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곧 “아
동 최상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으로 요약된다. 이 조항은 아동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행동(교
육, 양육권 소송 사례 등)에 한정되지 않고, 아동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동(고
용정책, 예산할당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이는 모든 행위자(공적 · 사적)가 “아동 영향 평가”
를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 평가는 어떤 조치나 대안의 결과를 고려하고 그러한 조치의 

이행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은 협약의 세부조항들을 적용하기 모호한 경우에 기능하는 포

괄적 조항으로써, 협약의 권리들이 충돌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한 지침으로 역할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에 대한 정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있다: 아동권리협약에서 특정하고 있는 아동이란 정확히 누

구인가? 먼저 법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인간으로 정의(각 

국가에서 미성년자를 더 어린 나이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제1항)함으로써, 성인과 비성인을 구분하고 

있다. 분명히,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과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은 갓 태어난 아기들의 필요 및 

문제들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광범위하고 균일하지 않은 사회적 구분이

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에 있어 주어진 맥락 속에서 어떤 조치와 관련된 대상 집단을 명확

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는 별개로, 아동권리협약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이 또한 일관성 및 지

속적인 정당성의 측면에서 협약당사국들에게 나이 제한에 관한 자국의 조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

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협약 상의 권리들: 참여-보호-제공
협약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는 바로 “3P” – 참여(participation), 
보호 (protection), 제공 (provision)이다: 
l 가장 먼저, 참여란 아동권리협약의 12조 1항에서 밝히고 있듯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

치는 모든 문제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권을 명확히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추(due weight)”를 아동의 입장에 두는 것이야말로 이 조항

의 핵심 요소이다. 이는 아동이 일정 수준의 관여(성인의 적절한 지원을 동반한)를 통해 

결정 과정과 그 결과에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동의 목소

리가 들려질 권리(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위원회의 일반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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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제 22호(The CRC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 12, 2009년)는 참여의 진정한 

의미와 더불어, 목소리가 들려질 권리란 그 자체만으로도 권리일 뿐 아니라 다른 권리의 

이해 및 이행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더불어 아동권리협

약은 그 맥락 속에서 종교 · 양심 · 집회 · 시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과 같은 

여타의 기본적 정치적 · 시민적 권리 역시 아동의 권리로 수용하고 있다. 
l 보호의 문제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연관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방임이나 착

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것을 규정한다.
l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는 제공의 권리들은 건강 · 교육 · 사회적 안전망 · 안정적 생활수준

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더욱이 아동권리협약은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및 다른 사회적 관계(가족과의 재결합을 포함하

는)를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공식화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발전시켜왔다. 
다시 말해, 아동권리협약은 대안적인 가족 환경 및 입양, 휴식·여가생활·놀이·문화적 활동에 대한 아

동의 권리, 모든 형태의 폭력이나 착취에 대한 아동 피해자의 회복과 재활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요약: 왜 아동 권리에 기초한 접근방식을 취하는가?
l 아동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인권- 즉,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다.
l 아동 권리는 아동에 대한 관심이 아동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속에서 특정 집단으로서의 아

동을 견지하도록 그 초점을 견인해왔다.
l 아동 권리는 포괄적인 동시에 각 권리들이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 폭력의 금지 없이 표

현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고, 안정적 생활 수준 없이는 교육의 권리 또한 불가능하다.
l 아동 권리는 법적 권리다. 아동 권리는 권리의 책임과 그 책임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밝히고 있다.
l 아동 권리는 아동을 자력화한다. 권리의 주체자이자 보유자로서의 아동 스스로의 인식을 

기반으로 아동과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지속적인 평화를 창조하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여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193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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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아동 권리의 보호는 사회에서의 아동의 지위, 아동기에 대한 통념, 아동에게 부여된 롤모델, 생활 

여건 및 아동 관련 사회 기반 시설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아동 권리의 보호는 그 사회

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가족의 개념 역시 잘 드러내준다. 
아동의 체벌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모호한 문제들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다. 세계 어디서든 형사

법은 성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를 명백히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원칙

이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에 학교에서 체벌이 가해지는 동안 의사의 동석에 대한 요구, 
매의 종류나 크기에 관한 규정, 체벌 횟수가 “타당한”지에 관한 담론들만을 겨우 발견할 수 있을 뿐

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30개국만이 체벌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히 눈에 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과 2001년 두 차례의 주제토론을 통해 국가에 의해 혹은 가족이나 

학교 내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이는 이후 2006년 UN 총회에서 아

동 폭력에 관한 사무총장 연구를 위한 독립 전문관(Independent Expert for the 
Secretary-General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이 보고한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에 관한 

UN 연구(United Nations Study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를 이끌어냈다. 이 연구는 집, 가정, 
학교 및 여타 교육 시설과 사법기관 및 양육기관, 직장과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

을 분석하고 있으며, 후속 조치를 위한 포괄적 틀을 제시하는 12건의 주요 권고사항 및 상당량의 

세부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연구 과정은 또한 좀 더 상세한 세계아동폭력보고서(World 
Report on Violence against Children)와 아동 친화적 출판물(child-friendly publications)로 이어졌

다. 2007년에는 연구의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해 조사한 독립 전문관

(Independent Expert)의 중간 보고서(progress report)가 제출됐다. 또 다른 후속조치로서 총회 결

의안 A/RES/62/141에 기초해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 대표부(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Violence against Children)도 설치됐다. 이 결의안은 UN 인권최고대

표사무소 (OHCHR), 국제아동구호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로 하여

금 특별 대표부에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게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들의 책무보다 더 막중한 의무가 있을 수 있는가?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의 

자유를 예외 없이 수호해야 하는 책무보다 더 위대한 리더십의 시험이 있을 수 있는가?”
코피 아난.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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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반드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고, 
식량 위기나 일상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른 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심지어 수세기 동안의 참담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그 방법은 바로 우리 손에 있어왔다. 
기회를 잡아 아동을 위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반기문. 2009년.

또 다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분야는 여아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가정 내 “남아선호”, 교
육, 고용, 종교법의 제한적 해석, 여성할례나 강제적 조혼과 같은 해악적 전통 관습, 생식에 관한 의

료 서비스에의 접근 등). 또한 아동 노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또한 논쟁적이다. 아
동 노동의 문제는 각각의 국가들이 처한 다양한 경제적 · 사회적 요인 및 조건들과 관련이 있기 때

문이다.

4. 이행과 모니터링

일반적으로 인권 분야에서 원칙과 실천의 사이, 책무와 책무의 실질적 이행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

해왔다. 그러나 아마도 누군가는 이러한 차이가 아동 권리의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아동 권리는 종종 “가족의 

가치”, 문화적 · 종교적 전통 등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아동 기

반의 인프라 및 아동 주도적 기획에 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 한 가지 중대한 

원인은 바로 아동권리협약 조약들의 관리 · 감독 체제가 취약하다는 데에 있다. 2011년 말까지 조

항들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됐던 건 고작 국가(주도의) 보고 메커니즘뿐이었다. 이런 

과정 아래에서, 당사국들은 협약(선택의정서를 포함하여)의 이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해 아

동권리협약의 감독기구인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책임(매 5년마다)을 지게 된다. 이를 

기초로 당사국 정부와 위원회 간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가 시작되고, 이 대화는 위원

회의 “최종 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로 이어진다. 이 때 최종 견해란, 정부에 대한 권고안과 

함께 주어지는, 각 정부의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비판적 평가다.
비정부기구들은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례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아동 권리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법적 담론을 강력히 북돋울 수 있는 개인 제소 메커니즘(individual complaint mechanism)
을 위해 그 동안 로비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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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이행은 선택이나 복지,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Child Rights Caucus. 2002년

2009년 인권이사회는 협약 내 보고 과정을 보완하는 청원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정교화 가능성을 분석하는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을 만들었

다. 실무그룹의 임무는 2010년 연장되었는데 이는 선택의정서 초안을 위한 제안서를 마련하기 위함

이었다. 마침내 2011년 12월 UN총회는 아동권리협약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를 채택

하고 서명단계에 들어갔는데, 이 의정서로 인해 아동권리위원회에의 개인 제소 절차가 개방되었다.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동의 직접 제소가 가능해진 것이다. 2012년 4월까지 20개
국이 서명한 이 의정서의 발효는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위대한 도약이 될 전망이다.

최근의 상황을 다루면서, 아동권리위원회는 전통적 메커니즘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혁신을 이루고 있다. 먼저, 위원회는 협약당사국의 아동 권리 실태에 관해 논란이 되는 문제

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비정부기구들로 하여금 이면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는 비정부기구 참여에 대해 상당히 열려있는 자세이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청소년 재판(Juvenile 
Justice)”, “장애아동”, “HIV/AIDS”, “가정과 학교 내 아동폭력”, “긴급 상황에서의 아동의 교육권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in Emergency Situations)” 등 특정 이슈에 관해 “일반 토론

의 날(Days of General Discussion)”과 같은 연간 공공 포럼(annual public forums)을 개최하기 시

작했는데, 이는 관련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직접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또한 2001년 이

래로 위원회는 “교육의 목적(2001)”, “모국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처우(2005)”, “장애아동의 권리

(2006)”, “원주민 아동과 협약 내 그들의 권리(2009)”, “아동의 들려질 권리(2009)”, “모든 폭력으

로부터 자유로울 아동의 권리(2011)” 등과 같이 아동권리협약의 해석에 있어 큰 권위를 갖고 있는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방면적 기준과 방법 · 제도의 증가는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

려움을 가져오기도 했다.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나 해당국 내에서나 관계

자들 간 좀 더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래를 생각할 때, 2002년 UN 특
별 세션의 결의안인 “아동에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 WFFC)”을 다시 한 번 상기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결의안이 4가지 우선순위(건강한 삶의 증진, 모두를 위한 양

질의 교육 제공, 학대와 착취 ·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보호, HIV/AIDS 퇴치)를 기초로 한 목표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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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들을 의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정상들은 2010년 말까지 “아동에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유니세프는 지난 

2007년 “아동을 위한 진보: 아동에 적합한 세상(A World Fit for Children)의 통계적 검토”를 통해 

앞서 언급한 결의안 내용의 진행 상황에 관해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주로 다루었는데, 이 목표가 현재 국제 사회의 개발을 위한 노력의 구심점

이기 때문이다. “아동에 적합한 세상” 목표의 상당부분은 2015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징검다리이

며, 각국 정부들은 이후로도 새천년개발목표를 위한 책무에 주로 집중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 및 입법 기관의 모든 수준에 있어서 아동 권리 관점의 도입은 여전히 어려운 일

이다. 규정들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기적 평가, 아동을 고려한 예산편성, 빈곤 극복을 위

한 전략에 있어 아동의 참여, 아동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의 수립과 강화는 여전히 원칙이라기보다

는 예외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아동 권리 옹호는 대개 여전히 성인들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주도하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많
은 국가들이 이미 관련 협의를 시작하였다. 협약의 기준들을 이미 자국의 기본법에 받아들임으로써 

자국의 법과 절차에 있어 아동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 권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노력들은 아동·청소년·성인 모두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아동 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실효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보, 교육과 훈

련 전략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 2001년 “교육의 목적”에 관한 첫 번째 일반 논평에서 아동권리협

약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동들은 세계화, 새로운 기술과 현상에 의해 촉발된 본질적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모든 아동이 그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이런 도전에 대해 균형 있게, 인권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 29조 1항의 가치를 기반으

로 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 교육권

알면 좋은 내용  K!?

1. 모범 사례
다음의 프로젝트와 활동 예시들은 지금껏 성공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강화해왔다.

“인간 잇기(Connecting People)”
“인간 잇기”는 오스트리아 내의 난민을 후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Asylkoordination Österreich”
(호주 난민 및 이주인 기관들의 협의체)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유니세프 오스트리아 위원회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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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꺼이 시간을 내 교육 및 언어 프로그램, 일자리, 
정부기관과의 미팅, 스포츠 활동 등 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려하는 보호자가 없는 오스

트리아의 난민 아동들을 모으는 것이다. 이를 통한 아이와 후원자 간 확고한 신뢰관계의 구축은 난

민들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후원자에게도 의미 깊은 경험을 

선사한다. 모든 후원자들은 매우 신중하게 선발되고, 이렇게 선발된 이들은 법적 문제, 정서적 및 

사회적 문제, 정부와의 업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2001년에 시작된 이래로 이 

프로젝트는 공적 영역은 물론 정부 및 미디어와 참여 당사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다.

자국 내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비정부기구들의 “이면보고서(Shadow Reports)”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정기적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다. 이러한 국가보고서를 좀 더 포괄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비정부

기구나 비정부기구협의체가 당사국의 아동과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이면 보고

서”/“대안 보고서”의 제출을 환영하고 있다. 약 100여 개 국가에서 이런 국내 연합체들이 이미 구성

되어 협약의 이행을 장려하고 감시하는 중이다. 게다가,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을 위

한 국제적 비영리기구 단체들은 여타 비영리기구 및 그 연합체들의 감시와 보고 활동을 돕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비정부기구그룹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권리협약을 위한 비정부기구그룹은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79개의 국제적 · 국내적 비정

부기구네트워크다. 이 그룹의 주요한 활동으로는 협약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의 인지를 높이는 옹호

활동,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행동을 통한 협약의 이행 증진 및 촉구활동, 협약의 감시 및 이행과 관

련된 모든 측면에서의 아동의 적극적 참여 증진활동, 아동권리위원회와 시민사회 간 연결고리 제공

활동 등이 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비정부기구그룹은 아동권리협약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행한 바 있다. 비정부기구그룹은 또한 아동 권리를 위해 힘쓰

는 각국 비정부기구들간의 자국 내 연대 구성과 발전을 독려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폭력 중단
유네스코의 “학교에서의 폭력 중단: 교사를 위한 가이드 (Stopping Violence in Schools: A Guide 
for Teachers)”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폭력을 고찰하고, 이의 중단을 위해 교사들이 어떤 활

동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질적 제안들을 제공해준다. 이 가이드에는 폭력을 방지하는 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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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10개의 활동 영역들이 소개되어 있다. 관련된 국제

적 규범 체계에서 발췌된 내용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 자료들의 목록 

역시 수록되었다. 이 가이드는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과 UN 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

의 문화 및 비폭력의 10년(the UN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Children of the World: 2001-2010)에 기여했다.
(출처: UNESCO (ed.). 2009. Stopping Violence in Schools: A Guide for Teachers.)

2. 동향

아동 권리의 보호를 위한 뼈대로서 아동권리협약은 “고정된” 문서로 존재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발

전해 왔다. 이런 발전은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권리협약 해석 혹은 2002년 발효된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나 아울러 아동 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

서와 같은 아동 권리의 새로운 기준들이 채택됨으로써 가능했다. 아동권리위원회에게 개인 청원을 

받아들이고 고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선택의정서를 마련함으로써 청원 절차를 정비

한 일은, 협약의 감시 메커니즘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 권리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다.
지난 2009년, 아동권리협약 채택 20주년에, 위원회는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 및 다른 파트너들과 

함께 이틀간의 기념일을 통해 협약이 당면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도전들: 1. 아동의 존엄성의 보

장, 2. 아동의 발달을 위한 모든 가능성의 제공, 3. 협약에서 규정한 참여적 접근에 부합하도록 아

동과 성인 간 대화의 증진을 강조했다. 기념일 동안의 회의에서는 이행 성과, 모범적 실행 사례와 

미래를 위한 도전 및 제약의 사례들을 밝히고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최우선 권고들을 구상하는 데

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0년에는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10주년에는,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사무총

장 특별대표부(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아동 폭력에 관한 특별 대표부(Special Representative on Violence against Children), 
유니세프와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함께 2012년까지 선택의정서의 전 세계적 비준을 목표로 하

는 “Zero-Under-18”이라는 2년 간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 고용의 나이를 

최소 18세로 끌어 올리도록 모든 국가들을 독려하고, 관련된 국내법의 입법 및 이러한 법의 효과적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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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경향과 논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l 구조적 측면: 아동/청소년 주도의 계획과 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옴부즈

맨 기관의 설립, 아동 권리 모니터링

l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투표권 및 정치적 참여 등

l 아동과 가정환경: 부모와 분리되어 살고 있는 아동, “재혼에 의해 구성된 가정(patchwork 
families)”의 아동, 한부모 가정의 아동, 부모의 보호나 대안적 환경이 결핍된 아동

l 여아의 권리: 사회적 역할 모델, 미디어의 고정관념, 종교적/문화적 배경, 생식과 관련된 건

강

l 일반적 측면: 성인 대비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나이에서 비롯된 차별”), 인구통계학적 변

동, 부의 재분배, 자원에 대한 접근, 정치적 영향, 아동과 청소년 이익의 보호

l 정보에 대한 권리: 인터넷 접근, 정보 보호, 미디어/TV/컴퓨터 게임 등의 폭력적 내용, 인
터넷 상의 아동 포르노

l 아동에 대한 폭력과 성 착취: 체벌의 전 세계적 금지,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제거, 
정서적 지원과 부모 교육, 아동 간/또래 간 폭력

l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과 직업교육

l 아동과 경제: 빈곤퇴치 프로그램에서 아동 권리 문제 고려, 사회 서비스의 규정, 아동 노동

/최악의 형태의 노동 척결, 경제적 세계화에 따른 공공 서비스 사유화로 인한 영향 (의료, 
교육 – GATS), 청소년 문화에 있어 연예 산업과 스포츠 산업, 광고와 매스미디어의 영향

l HIV/AIDS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차별, 부모의 상실 등

l 아동과 무력분쟁, 위급상황 속 아동 (자연재해): 비상시의 교육, 소년병 재활, 분쟁 후 재

건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비정부 주체 및 기업들의 책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국
제형사재판소의 역할, 평화유지군의 행동강령과 아동 권리 교육

아동 권리에 관한 통계적 정보 - 사실과 수치들:
l 출생등록: 개발도상국 5세 미만 아동의 절반만이 출생등록이 이루어진다. 출생신고는 아동

을 위한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아동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매우 중대한 기초이며, 이는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그 자체이다.
l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개발도상국 유아들의 사망률은 산업화된 국가들 영아 사망률의 10

배에 가깝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4,000명의 5세 미만 아동들이 예방 가능한 이유로 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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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망하고 있다. 이는 매 3초에 한 명꼴이다. 아동 사망의 대부분은 여섯 가지 원인(설
사, 말라리아, 신생아 감염, 폐렴, 조기분만, 분만 시의 산소결핍)으로부터 기인한다. 이 중

에서 설사와 폐렴이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다.
l 산모의 출산 시 사망: 매년 50만 명의 여성이 임신 중 합병증에 의해, 혹은 분만 중에 사

망한다. 이는 대략 매 1분당 한 명 꼴이다. 산모 사망 사례 중 약 99%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 여성의 경우 4,000명 당 한 명 꼴로 임신이나 분만 때문에 사망하

는 반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여성의 경우에는 16명 중 한 명 꼴이다. 어머니가 

없는 영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영아에 비해 사망 확률이 3배에서 10배에 이른다. 출산 

시 전문의의 동석이나 합병증을 유발 중인 여성에 대한 긴급 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많은 여성들을 살릴 수 있다.
l 청소년 임신: 전 세계적으로 매년 1,400만 명의 아이들이 19세 미만의 산모로부터 태어난

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중 합병증이 15세에서 19세 사이 여성들의 주요 사인

이다.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줘야 할 빚이 있다”
UN 아동인권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1959년

l HIV/AIDS: 2009년을 기준으로 약 2,500만 명의 15세 미만 아동과 500만 명의 15-24세 

아동들이 HIV에 감염되어 있다. UNAIDS는 전 세계적으로 1,200명의 아이들이 매일 HIV
에 감염되고 있으며, 영아 감염의 대다수는 모자감염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HIV 양성 

아동의 90%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이 지역에서 AIDS로 인해 부모 

중 한 명이나 양 부모 모두를 잃은 아동의 수는 2007년 기준 1,410만 명에 이른다. 전 세

계적으로는 그러한 아동의 수가 1,750만 명으로 추산된다.
l 음식: 오늘날 개발도상국에는 1억 2,700만 명의 저체중 아동들이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 

전체 아동의 22%에 이르는 수치이고, 개발도상국 아동의 9%는 표준 체중에 매우 심각히 

미달되어 있다.
l 빈곤: 2010년 기준, 109개국 5억 5,0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1억 7,000만 명의 사람들이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고 UNDP는 분석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빈곤은 UNDP 다
차원 빈곤 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를 통해 측정됐는데, 이 지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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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서비스나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등과 같은 항목을 수치로 측정함으로써 경제적 수입

만으로 빈곤을 다루는 것보다 빈곤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차

원적 빈곤에 놓여있는 1억 7,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하루 1.25$로 생계를 유지하는 1억 

3,000만 명과 비교할 수 있다.
l 아동 노동: 5세부터 14세까지의 아동 1억 5,000만 명이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 수많은 아

이들이 위험한 조건(ex. 광산에서의 일, 화학약품과 농약 및 위험한 기계 등에 노출되는 

일 등)에서 일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모든 아동 노동의 2/3 이상이 농업 부문에서 발

생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골지역의 아동, 특히 여아는 5세에서 7세 사

이에 농사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l 거리의 아동: 세계에는 약 1억 명에서 1억 5,000만 명 정도의 거리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l 교육: 초등교육 대상 나이의 아동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아이들의 수치는 2002년 

기준 1억 1,500만 명에서 2007년에는 1억 100만 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을 기준으로 

6,800만 명의 초등교육 대상 나이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53%는 여

아이다.
l 사회적 서비스와 정치적 우선순위: 평균적으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 기초 교육이나 기초 

의료 서비스보다는 국방예산에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국제개

발원조 보다는 방위비에 10배나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l 무장분쟁: 지난 1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아동이 무장분쟁으로 인해 사망했고, 600만 

명의 아동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었다. 100만 명의 아동은 부모를 잃

거나 가족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30만 명의 소년병이 분쟁에 직접 연루되어있는 것으

로 추산된다.
l 아동 난민과 이탈 아동:  전 세계적으로 무장분쟁으로 인한 유랑민은 2억 7,100만 명에 이

른다. 이 중 적어도 1,350만 명은 아동이다. 
l 장애아동: 대략 6억 5,00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 세계보건기

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과 청소년들 중 10%(약 2억 명)가 신경적, 지적,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고, 이들 중 80%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사람들의 20%
와 거리 청소년의 30%가 장애를 지니고 있다. 개발도상국 장애 아동의 90%는 학교에 가

지 못하고 있다.
l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중 대부분은 비밀리에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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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어린이권리선언/국제연맹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glantyne 
Jebb/League of Nations)

1959  UN아동권리선언 (UN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  UN아동권리협약 (채택 1989년 11월 20일; 발효 1990년 9월 2일; 2012년 1월 기준 

193개국 비준)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0  UN인권위원회의 아동매매·아동매춘 및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특별 보고관 임명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니세프는 1억 5,000만 명에서 5억 명 사이의 아동들이 매년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이들 중 2/3는 체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

타난다. 아동에 대한 폭력은 대개 아동이 알고 믿는 가족이나 보호자, 교사 등의 사람들에 

의해 행해진다. 특히 폭력에 취약한 아동 집단에는 장애아동, 소수자 집단의 아동, 거리의 

아동, 법률 밖의 아동, 난민 아동, 이탈이나 이주 아동 등이 포함된다. 남아가 신체적 폭력

에 훨씬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아는 방임과 성적 학대 및 착취에 훨씬 취약

하다. 유니세프는 아프리카 28개국과 예멘에서 7,000만 명의 여아와 15-40세 여성이 여

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cutting: FGFGM/C)로 고통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l 아동 인신매매: 범죄의 은밀한 특성 때문에 인신매매의 희생 아동 수에 대한 추측은 엇갈

린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만연한 인신매매의 형태는 성 착취(79%)이며, 아동 노동

(18%)이 그 다음이다. 인류에 있어 인신매매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범죄이며, 
성적 및 경제적 착취를 목적으로 납치된 희생자들을 착취하는 범죄는 연간 32억 달러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l 자살: 자살은 15-35세 사람들의 세 가지 주요 사망 요인 중 하나이다. 세계적으로 연간 7

만 1,000 여명의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이의 

40배에 육박한다.
(출처: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ww.unicef.org; UNICEF Childinfo – 

Monitoring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http://www.childinfo.org;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www.undp.org;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for Children and Armed Conflict, 
www.un.org/children/conflict.)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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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1990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 회담 (뉴욕, 9월 29-30일);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행

동계획 세계선언 채택 (World Summit for Children in New York / the World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for the Surviv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Children)

1990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발효: 1999년 11월 29일)
(African Charter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1993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에 있어 아동 권리에  특별한 강조를 

둠.
1996  UN 사무총장에 의해 지명된 독립적 전문가 Graça Machel에 의한 전향적 연구인 “아동

에 있어 무력분쟁의 영향”의 UN 총회 제출. 아동과 무력 분쟁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 

대표부 설치의 기반이 됨.
1996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에 관한 세계 회의 (스톡홀름), (2001년 요코하마 후속조치)

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Stockholm 
(2001: Yokohama follow-up)

1998  전쟁과 무력분쟁에서 아동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로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6개 국

제 비정부기구들 설립

1999  인간안보네트워크(The Human Security Network)가 무장분쟁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아

동들의 상황에 대해 조하며, 이에 공감하는 국가들간 단체를 발전시킴.
1999  국제노동기구는 최악의 아동 노동에 관한 협정 182조를 채택함 (발효: 2000년 11월 

19일; 2012년 1월까지 174개국 비준)
Convention No. 182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entry into force: 19 November 2000;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 174)

2000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2개 선택의정서 채택: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발효: 2002년 2월 12일; 2012년 1월까지 143개국 비준), 아동 매매 · 아동 성 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발효: 2002년 1월 18일; 2012년 1월까지 

152개국 비준)
Adoption of two Optional Protocols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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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entry into force: 12 
February 2002;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143) and OP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entry into force: 18 January 2002;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 152)

2002  아동 포럼 (5월 5-7일)과 아동에 관한 UN 총회 특별세션 (뉴욕, 5월 8-10일); 아동 

포럼 행동 계획, 선언 및 문서 채택

Children’s Forum (5-7 May) and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Children in New York (8-10 May); adoption of the Children’s Forum Document 
and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 (“A World Fit for Children”)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612호 채택, 이 결의안은 아동과 무력분쟁에 관한 감시와 

보고 메커니즘 제공.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12, providing for a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 제7조: 장애아동 (발효 2008년 5월 3일; 2012년 1월까지 

109개국 비준)
Adop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7: 
Children with Disabilities (entry into force: 3 May 2008;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 109)

2007  성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협약 채택 (발효 2010년 7월 

1일; 2012년 1월까지 17개국 비준) 
Adop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entry into force: 1 July 2010; ratifications 
by January 2012: 17)

2010  아동의 무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비준을 전 세계적으로 촉구하는 UN 
“Zero-Under-18” 캠페인의 시작 (Launch of the UN “Zero-Under-18” Campaign to 
achieve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RC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2011  아동권리협약 청원절차에 관한 선택 의정서 채택 (Adop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a Communication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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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활동

활동 I: 아동의 필요와 권리

PART I: 소개

인권에 관해 소개할 때는 먼저 필요와 권리를 명확히 구분해서 전달해야 한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아동의 필요와 권리에 관해 묘사하고 토론하기

목적과 목표: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류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원칙들 깨닫기

대상그룹: 아동과 청(소)년
그룹규모: 10-20명
소요시간: 60-120분
준비사항: 공간/교실 준비, 아동권리협약 복사(요약본)
준비물: 종이나 카드, 테이프나 압정, 이를 붙일 수 있는 벽이나 보드판

관련기술: 분석력과 창의성에 연관된 기술들

PART III: 구체적인 정보

참가자들은 서로 짝을 짓거나 작은 모둠을 이뤄 활동하게 된다. 우선, 각 짝이나 모둠은 아동이 살

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적은 10장의 카드를 만든다. 이때 참가자들이 물질적인 것(물, 음식, 옷 

등)뿐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것(사랑, 평화 등) 및 관계적인 것(부모님, 친구들 등)도 떠올릴 수 있

도록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각각의 짝이나 모둠은 이 카드들을 벽이나 보드판에 붙이고, 왜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생

각했는지를 설명한다. 그 후 이것들을 묶어준다. 모든 모둠이 발표를 마친 후에는 벽이나 보드판 위

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표기한다.
이어서, 우리나라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아래의 질문들에 관해 토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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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어떤 것이 꼭 필요하다고 선택했는가? 물질적인 것들, 감정적이거나 관계적인 것들을 생각

했는가?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생각했는가?
Ÿ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것

들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인가?
Ÿ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

은 채 살고 있는 아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이렇게 필요한 것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에 접근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집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상황

을 변화시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제는 “이 ‘필요한 것들’ 중 전 세계의 모든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전 세계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본다. 보편적인 필요라고 여겨지지 않는 카드들은 제거하고, 반
면 카드 중 없는 것들은 추가한다. 
이 때의 결과는 반드시 참가자들이 이해한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된 기준들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관련 권리의 분석:
참가자들과 함께 필요한 것들(needs)의 단계를 권리(rights)의 단계로 바꾸어나간다. 먼저 참가자들

에게 UN 인권시스템을 간단히 설명하고, 아동권리협약 조항들을 나눠준다(요약본, 1장의 인쇄물에

는 한 가지 조항씩). 참가자들이 아까 작성한 카드에 권리들을 추가함으로써 보드판을 완성하도록 

한다. 물론, 어떤 필요(needs)카드에는 정확히 맞는 권리들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맞춰진 짝들

과 맞춰지지 못한 짝들에 대해 참가자들과 함께 논의해본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곳들은 어디인지 물어본다. 우리나라나 지역사회에서 어떤 메커니즘/제도들/기관들을 통해이런 권리

들이 지켜지는지 참가자들에게 알려준다.
응용을 위한 제안:
카드들을 선택해서 그림으로 그려보거나 색칠해보고, 잡지에서 사진을 선택해서 오려보도록 할 수 

있다. 아니면 간단히 다시 써봐도 좋다.
PART IV: 후속활동

좀 더 알아볼 것들: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행동들

(출처: Gerald Kador Folkvord. 2004. Ideen für den Unterricht. In: Teaching Human Rights 
1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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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2: 아동 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 원탁회의

PART I: 소개

전 세계 아주 많은 곳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아동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사회적 · 경제적 종속성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동노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동들은 

긍정적인 영향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결과도 낳게 된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아동 인권에 관한 역할극

목적과 목표: 아동노동에 연관된 다양한 동기와 관심 및 전략이나 가능한 대안을 발전시킴에 있어

서 이의 예상되는 결과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이런 역할극 이전에 참가자들로 하여금 아동 노동 

문제의 배경에 관해 좀 더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한 논의과정이 있어야 한다.
대상그룹: 청(소)년과 성인들

소요시간: 최대 2시간 (행동 계획의 범위에 달려있음)
준비사항: 공간/교실 준비, 참가자들의 역할과 이름을 적은 카드; 다양한 역할과 지위의 배경정보를 

위해 아동노동에 관한 최근의 신문보도, 유니세프/국제노동기구/비영리기구 보고서 등을 활용

준비물: 나중에 문서화를 하기 위한 종이와 플립 차트(강연 등에서 뒤로 한 장씩 넘겨 가며 보여주

는 큰 차트) 등 

관련기술: 소통 능력과 분석력

PART III: 구체적인 정보

주제에 관한 소개:
먼저 임의의 국가 X에서의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와 지역의 아동인권단체로부터의 비

난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표한다. 이에 정부는 아동노동을 막는 방법들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원탁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참가자들은 이 원탁회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게 된다

(모둠별로도 가능). 이 때 이해관계자란 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아동, 학교에 있는 아동, 부모, 교
사, 고용주 기관, 노동조합, 정부 관료, 아동 권리 관련 비영리기구, 유니세프/국제노동기구 등이다



- 364 -

(이때 모든 참가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님). 이 논의의 최종 목표는 추후 필요한 조치의 

기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대안적으로: 행동계획의 정교화를 고려할 수 있음).
역할극 진행:
먼저 원탁회의 참가자들을 선택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토론을 위한 전략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 20분 정도 준다(대안적으로, 그들에게 읽을거리를 먼저 나눠줄 수도 있음). 유니세프/
국제노동기구나 비정부기구 대표들은 이 토론의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참가자들을 소개한다. 아울

러 그들 각각의 “기능들”도 설명한다.
토론은 먼저 아동이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간단한 보고부터 시작한다. “의류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

들”이나 아동의 처우에 관해 항의하는 관련 부모 등이 그 상황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이 

토론에서 그들이 맡은 기본 역할을 대변해야만 한다. 이 토론의 끝에는, 정교화된 전략이나 별도의 

학습 모임에서 발전시킨 실천 계획이 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
피드백, 방법론적 힌트:
참가자들에게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들었던 그들의 느낌과 생각, 반응에 관해 질문한다. 특히 토론

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역할의 맡았던 사람들의 의견에 집중한다.

PART IV: 후속활동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들: 아동권리협약의 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제 6조 (생존과 발

달), 제 32조 (경제적 착취), 제 24조 (건강), 제 26조와 27조 (사회적 안전망, 적정한 생계보장), 
제 28조와 29조 (교육), 제31조 (여가생활과 놀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규약(ILO Convention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방과 후에, 혹
은 학교에 가는 대신에 일을 하고 있는 아동들을 살펴볼 수도 있다.
원탁회의를 위한 다른 주제 제안: 가정 내/교내 체벌 금지, 소년병의 범죄행위에 관한 책임 및 재활 

방법, 아동 성 매매 및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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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HUMAN RIGHTS IN 
ARMED CONFLICT

국제인도주의법 : 

전쟁터에서조차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

>> [...]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한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

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인질로 잡는 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행하는 사전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문명인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수

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 <<
1949년 선포된 4개의 제네바 협약에 공통으로 채택된 3조 1,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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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내가 베트남에 갔을 때 19살이었어요. 나는 4급 소총 특기병이었지요. 사람 죽이는 훈련을 받았지

만 막상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현실은 훈련이나 방아쇠를 당기는 일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러 간다고는 짐작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다는 것은 알았죠. 하지

만 그들을 죽이러 간다는 말이 내가 그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날 때까지 몰랐던 것이지요. 누군가를 죽이러 간 것인지는 몰랐어요. 나는 누구도 죽이는 걸 바

란 게 아니에요. 살인을 하려고 입대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는 수목 한계선을 등지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그게 무기인지 

무엇인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게 여자라는 건 알고 있었고, 여자를 쏘고 싶지는 않았지만 쏘라는 명

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무기를 들고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쐈어요. 그 여자를 

뒤집어 보니, 그건 아기였어요. 나는 그 여자에게 네 발을 쐈고 총알이 그 여자 몸을 관통해서 아기

도 맞힌 거지요. 그 여자를 뒤집었을 때, 아기 얼굴이 절반이 사라져 있었어요. 내가 받은 훈련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고, 나는 살인을 이제 막 시작한 것 뿐이지요.
베트남전 참전 퇴역군인인 미국인 Vernado Simpson이 1968년에 발생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출처: Donovan, David. 2001. Once A Warrior King : Memories of an Officer in Viet Nam에서 

인용함)

토론할 거리

1. 이 군인은 왜 여성과 아이들을 쏘는 것이 비합법인줄 알면서 발사하기로 결정했을까?
2. 여성과 아이들을 무력 분쟁 과정의 보호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3. 복종이 전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군인은 명령에 언제나 복종해야 하는가?
4. 누가 전시중의 합법과 비합법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가?
5. 무엇이 비합법인가를 배우는 것이 군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규칙을 정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6. 위 사례에서 묘사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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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주의법과 인간안보
무력 분쟁이라는 예외적이고 무정부적이고 폭력적인 현실 상황에서 법이 행위를 규제할 수 있

다는 진술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하였다.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하는 이들도 많았다. 개인이나 사회의 생존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법률적 고려가 인간의 행

위를 제한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얼핏 볼 때 의아한 일로 보이기

는 하지만, 공격자와 방어자 모두 국제인도주의법에 의해 제정된 행동규칙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많은 이유가 있다. 비록 폭력의 발발이 안보에 대한 개념 자체를 부정해버리기는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이 전쟁에도 제한이 있다는 개념을 지킴으로써 인간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 분쟁의 현실을 인식하고, 개인에 초

점을 맞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칙을 만들어 이에 대해 실용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 조항은 

정부군 혹은 반군이 무력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우선적이며 중대한 목표로 두고 있다. 국제인

도주의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화해의 가능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궁극적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알아야 하는 내용  K!?

1. 전쟁터에서조차 넘어선 안 될 선이 있다.

전쟁보다 인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거의 없다. 무력 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하에서 정부가 사

회적 욕구와 개인의 욕구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인권은 체계적, 조직적 폭력의 

발발 상황 하에서는 보장될 수 없다. 그러한 폭력은 무력 분쟁의 주요한 특징이며, 인권의 개념을 

지탱하는 근본원리에 도전하는 것이다. 

무력 분쟁 상황 그 자체는 상호 보완적이나 각각 독자적인 몇 가지의 단순한 규칙이 요구된다. 즉, 
전쟁에서도 선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칙들이 통상 국제인도주의법 혹은 무력 분쟁법으로 표현

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아래의 것들을 위해 무력 분쟁 상황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폭력에 관한 몇 

가지 원리와 규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시민들”) 보호

• (“전투원”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이상의 폭력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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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언제나 평화를 목적으로만 일어나야 한다.”

Hugo de Groot(Grotius).

국제인도주의법의 기원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1차 제네바 협약이 채택된 1864년에 국제인도주의법이 탄생한 것으로 간주

하지만, 그 협약에 담은 규칙들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명백한 일이다. 실제로 1
차 제네바 협약의 대부분은 현존하는 국제 관습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실상 무력 분쟁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특정 범주의 대상들을 정하는 규칙이 있었고, BC1000 경에 전쟁 중에 전투에서 

사용되는 허용된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에 관한 관습이 있었다.
19세기 중반까지 국제인도주의법으로 구현된 협정과 관습은 지리적 제약이 있었고 보편적 합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었다.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뒤낭은 인도주의법과 관련한 첫 번째 보편 조약이 

맺어지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1859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군대가 북부이탈리아에서 대치하던 

전투 중에 Solferino에서 발생한 살육을 목격하고, 뒤낭은 전쟁의 공포를 묘사하는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전쟁 희생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알리려 했다.
1864년 “전쟁터에서의 부상자 처우 개선”에 관한 제네바 협약의 채택으로 인해 당사국들이 개개인

을 위해 자발적으로 군사력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는 국제 조약의 보편적 비준이 가능하게 되었다.

“1859년 6월 25일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장면이 드러났다. 
남자들과 말들의 시체가 전장을 뒤덮었다: 송장들이 길, 도랑, 골짜기, 덤불 그리고 들판에 

흩어져있었다. [...] 하루 종일을 보낸 가엾은 부상자들은 유령처럼 창백해진 채 탈진해 있었다.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어떤 이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 다른 이들은 발작적인 경련에 의한 긴장과 충격으로 흥분한 채 

불안해하고 있었다. 극심한 부상으로 인한 감염 증상을 이미 보이는 다른 이들은 고통으로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제발 고통을 끝내 달라 부탁을 하기도 하면서, 죽음과 

싸우느라 얼굴이 온통 일그러져 있었다.”
앙리 뒤낭. A Memory of Solferino, 1862.

국제법으로서의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칙과 원리들은 도덕적 철학적 지침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습으로서 전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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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분쟁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인도주의법상의 몇 가지 방법
• 전쟁 희생자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

• 인도주의법은 삶, 특히 시민과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보호다. 
  인도주의법은 또한 사형제도를 제한하고 있다.
• 국제인도주의법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을 보호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범주화된 권리를 인권법의 하위에 둔다는 점에서 전통적 시민권보다 진보한 것이다.
• 국제인도주의법은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한다.
• 국제인도주의법은 노예제를 금지한다. 전쟁포로가 포로를 사로잡은 사람의 재산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재판권은 제네바 협약과 부가의정서에 포함되어 있다.
• 아동과 가족의 삶에 대한 보호는 국제인도주의법에 명백히 강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수용조건에 대한 규칙과 가족구성원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그것이다.
• 신앙에 대한 존중은 전쟁 범죄자 뿐 아니라 매장관습에 관한 규칙에도 고려되어 있다.

으로 인정되는 법규이다. 이들 규칙의 법률적 본성은 당연하게도, 무력 분쟁시 서로 다른 당사자들

에게 부과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체제의 존재로 이어진다.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지 

않는 측은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보다 포괄적인 구조의 별개의 부분으로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협조와 협력을 규정하는 규칙과 원리들로, 즉 국제 공법으로 말이다.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
무력 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제인도주의법은 갈등 상황

에서 인권의 핵심을 보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생명권, 노예금지, 고문과 비인간적 취급 

금지, 어떠한 형태든 법의 소급 적용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위기 시에 훼손될 수도 있는 

다른 권리(언론, 이동, 집회의 자유와 같은)와 달리 국제인도주의법이 보장하는 핵심적 보호는 유예

될 수 없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 분쟁을 만드는 예외적인 상황에 정확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

에, 인권의 “핵심” 내용은 인도주의법이 제공한 기본적이고 법률적 보장과 합치된다. 국제인도주의

법은 “lex specialis(특별법)”으로서 무력 분쟁 상황을 규율한다. 인권은 평화로운 시기를 위한 것인 

반면, 국제인권법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은 

무력 분쟁 상황에서 체포된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상호 보완적으로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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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주의법 인권

- 인질극 금지

- 재판권 존중                      - 생명권

- 질병과 상처 치료; - 고문, 잔혹행위,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혹은 적대     모욕이나 비하 

행위를 중지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   금지

대우                             - 차별금지(민족,

- 적대행위를 통제하는              피부색, 성별,

규칙                             종교에 따른)

- 노예 금지

- 처벌규정의 소급 적용 금지

- 법 앞에 인간임을 인정받을 권리

-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권리

- 계약상 의무 이행 능력 부족 

을 근거로 한 구금 금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 . .

언제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는가?
국제인도주의법은 국가 간 무력 분쟁과 비 국가 간 무력 분쟁 뿐 아니라 점령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무력 분쟁”은 1949년 이후부터 전통적 “전쟁”의 개념을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다.
국가 간 무력 분쟁은 둘 이상의 국가가 적대행위를 하는 경우, 국민들이 식민권력, 외국의 점령, 인
종 범죄 등에 대항하여 일어난(봉기한?) 경우, 통상 말하는 민족해방 전쟁 등에 해당한다.(등을 지

칭한다?) 적용 가능한 인권법 체제 그 이상으로 이러한 상황들은 4개의 제네바 협약과 제1 부속의

정서를 포함한 국제인도주의법에 보다 포괄적으로 종속된다. 
내부적 무력 분쟁(내전///)에는 보다 제한적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있다. (그것들은) 4개의 협약과 

제2 부속의정서에 공통된 3장이 포함된다. 3장은 인간성의 최저선을 표현하며, 무력 분쟁의 모든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부가적으로 원래는 국가 간 갈등에 적용하도록 설계된 몇 가지 규칙들과 관

습적 규칙들은 비국가간 갈등에도 적용한다. 무력 분쟁이라고 할 만한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폭력

의 상황에서는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인권법의 조항과 국내법의 관

련조항이 폭력 행위에 가담한 이들의 운명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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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투력을 잃은 사람과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과 도덕

적·신체적 완전함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아야하며 어

떤 불리한 차이 없이 인간적으로 대우받아야한다.

Ÿ 항복한 사람과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부상 입히는 것은 금지된다.

Ÿ 부상자와 환자는 이들을 자신의 군사력 범위 안에 두고 있는 갈등 당사자에 의해 수용

되어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의료진들, 건설자들, 수송자들, 기술자들 역시 보호한다. 적

십자사, 적신월사, 적수정사의 상징은 그러한 보호의 표시이며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

다.

Ÿ 적군 관할 지역에 포로가 된 전투원과 시민들은 생명, 존엄성, 개인적 권리와 신념을 

존중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와 보복행위로부터 보호받아

야 한다.

Ÿ 누구나 기본적 재판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행동에 대한 책

임을 져서는 안 된다. 물리적 혹은 정신적 고문, 체벌 혹은 비하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Ÿ 갈등 당사자들과 무장세력 구성원들은 전투수행상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데 제한이 

있다. 전투 과정에 불필요한 손실과 과도한 고통을 야기하는 특성을 가진 무기 혹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차이

“오늘날은 갈등의 희생자들이 익명으로 남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다 [...].

끔찍한 진실은 오늘날의 시민들은 단지 ‘두 적대하는 군대 사이에 끼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사고의 부상자 혹은 요즘 유행하는 완곡어법상의 

우연한 사상자나 ‘부수적 희생자’가 아니다.

아주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의도적인 목표물이 된다.“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1999

2. 정의와 설명

무력 분쟁에서의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 378 -

Ÿ 갈등 당사자는 시민 일반과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나 시민 일반과 전투원을  

구분해야 한다. 시민 일반도 시민 개인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격은 오

로지 군사적 목표물만을 향해져야 한다.

(부기: ICRC(국제적십자위원회)가 정리한 이러한 규칙들은 국제인도주의법의 핵심을 요약

한 것이다. 이 규칙들은 법적 기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강제로 조약을 대체

하려 하는 것도 절대 아니다. 이 규칙들은 국제인도주의법 증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국제인도주의법은 민간인, 환자, 전쟁포로, 난파자, 의료진과 종료인 등 전투원이 아니거나 더 이상 

전투원이 아닌 개인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개인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을 항상 부정적

인 차별 없이 인간적으로 대우할 의무를 갈등 당사자들에게 강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가 보

장될 수 있다. 
병원과 앰뷸러스 같은 특정한 장소와 대상 역시 보호받으며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국제인도주의법

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과 장소들을 인식하기 위해 몇 가지 상징물과 표식-특히 적십자사, 적신월

사, 적수정사의 상징-을 정의하고 있다. 유적지, 예술작품 혹은 (종교적)숭배 장소 역시 보호된다. 
그러한 대상에 대하여 군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또한 환경 또한 국제인도주

의법의 관심 영역이어서 전투가 시도되거나 예상될 때, 자연환경에 광범위한, 장기간의 그리고 심각

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적대행위를 지휘할 때 전투원과 민간인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데, 민간인의 사물과 군사적 목표

물도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간인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처럼 민간인들의 생존과 최저 생활에 

필요한 재화(식량, 가축, 식수원, 기타)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치명적 상처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확산탄(exploding bullets) 등처럼 군사적 

기대효과보다 과도한 영향을 주는 무기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한다. 인간

성, 군사적 필요, 균형성(proportionality)의 원칙은 시민들이 우연한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

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투원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표를 이루는 핵

심이다. 군사적 필요는 상대를 제압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행위들로 정의되는데, 그 법은 이를 충분

히 헤아리도록 작성되었다. 그 정도를 특정한 인도주의법은 인권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인도주의적”
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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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제조약의 당사자는 국가이다. 따라서 1949년 제네바 협약과 1977년의 2개의 부속의정서의 당사

자는 국가이다. 그리하여 무장 세력의 모든 당사자들은 - 정부의 무장 세력이든 반대진영의 무장 

세력이든 - 국제인도주의법의 구속을 받는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정부는 1949년 제네바 협약

의 당사국인데, 이는 이 협약의 보편성을 잘 보여준다. 현재, 170개 국가가 국제적인 무력 분쟁의 

희생자 보호와 관련 있는 제1 부속의정서의 당사국인데, 비국제적 무력 분쟁의 희생자 보호와 관련 

있는 제2 부속의정서의 당사국들은 165개 국가이다.

인간성

“무력 분쟁의 한 가운데에서의 인간성 보존을 통해, 국제인도주의법은 

화해를 향한 길을 열고 교전당사국간의 평화재건 뿐 아니라 인민들 간의 

조화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국제 의원연맹(Inter-Parliamentarty Union). 1993.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문화적 인식의 중요성
인간의 전쟁의 잔인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편적이다. 전 역사를 통틀어 많은 문화권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력사용을 제한하는 노력을 해왔다. 비록 초기의 

제네바 협약 혹은 헤이그 협약이 시작부터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법률가와 외교관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채택한 것이기에, 그 기저의 가치는 보편적인 것이었다. 국제

인도주의법의 이러한 보편성은 결코 평가 절하되거나 잊혀 져서는 안 된다: 사실상 이 규칙의 준수

와 이행은 적용될 조약과 지역적 전통이나 관습 사이의 분명한 유사성 확립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국제인도주의법 적용과 관련된 상반된 시각들
국제인도주의법의 원리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폭력의 징후가 무력 분쟁이 되는 

지점에 대한 대립적인 생각 때문에 이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력 분쟁이라 정의되는 것은 

국제인도주의법이 적용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국가는 자국의 영

토 안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이 사건들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심지어 다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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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 무력 분쟁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폭력을 가한 이들이 인권법이 제공하는 기본적 보호를 넘어 국제인도주의법의 규칙 

하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놀라울 것 없이 정부 권력자들은 이들 가해자들

을 전투원이 아닌 죄인, 범죄자 혹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려 하며,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을 기피하

려는 경향을 갖는다. 

“우리는 인간이, 국적과 무관하게,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쉽게 공격적 심리에 

빠질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그러한 공격성은 인종차별주의적 행동에서 명백하게 

설명되는 것처럼 종종 상대(타자)에 대한 증오에 기인한다.

전쟁범죄를 다룰 때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군인들이 경험하는 죽음에 대한 

대단한 공포이다. 전쟁 중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폭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역으로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잔인한 행위 

그 자체로 표현될 뿐이다.“

Yuki Tanaka, 일본 학자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수용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그 규칙의 적용이 적대

행위에 참여한 집단에게는 어떠한 정당성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제인도주

의법의 현실적이고 원칙적 접근은 갈등의 어느 편인가 구분 없이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대립적인 개념-군사적 필요와 상대방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에 균형적이

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4. 이행과 모니터링

무력 분쟁 상황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 초안을 작성한 

정부 대표들은 특별한 이행 체제를 고안해야 했고, 무력 분쟁 희생자들의 특정한 욕구를 다룬 일반

적인 국제법 체제를 채택했다. 불운하게도, 일반적인 체제와 특정한 체제의 결합은 무력 분쟁 하의 

개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도 담보할 수 없었다. 이러한 존중은 훈련과 교육이 무력 분쟁 상

황에 처한 모든 이가 적조차도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국제인도주의법의 이행을 위해 채택된 세 가지 유형의 전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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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적 수단

• 무력 분쟁 중에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수단

• 억제 수단

예방적 수단
제네바 협약의 정부 당사자는 - 이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 국제인도주의법에 대

한 지식을 가급적 널리 확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정부의 무장 세력에게 국제인도주의법

을 교육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민사회와 젊은이들 역시 무력 분쟁과 관련한 인도주의적 

관점에 대해 교육받아야 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 중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 국제인도주의법은 또한 우리의 모든 경험의 그러한 가치를 지

켜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인도주의법 교육은 인권교육과 함께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

원의 시민교육에 특별히 기여할 수 있다. 교육과 훈련은 진정한 인도주의적 유연성을 습득할 수 있

도록 평화로운 시기에 시작해야 한다.

준수 감시 수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정부에 자신들이 인도주의적 조항이 알려지도록 하는 일에 착수하였음

과 그 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충분히 존중되도록 하기 위한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

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억제 수단
국제인도주의법은 정부로 하여금 모든 위반을 억제하도록 의무를 지운다. 국제인도주의법은 전쟁범

죄로 불리는 특정한 심각한 인권 위반을 범죄화한다. 실제로 정부가 전쟁범죄를 처벌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수사하고, 그들을 국내 법정에 세우거나 기소를 위해 다른 국

가로 소환하도록 하는 국내 법안을 발효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억압수단들은 인권범죄가 재발하

는 것을 억제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개인을 전쟁범죄,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인종학살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 임시재판소가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갈등을 위해 수립된 것과 달리 ICC는 상설적 사

법권을 가진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케냐, 다르푸르/수단, 리비아와 관련된 사례들은 최근까지 

법정에 소송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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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내용

국제적십자운동과 국제적신월운동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186개 국가의 적십자협회와 적신월

협회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의 협회들은 자국의 인도주의 현장에서 공공당국을 보조하고 

재난구조, 건강 프로그램, 사회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은 국가협회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이다.
국제인도주의법의 수호자, 촉진자로서의 국제적십자위원회는 무력 분쟁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의 인

간성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1. 모범 사례

민간인 보호
인도주의법은 민간인 면책의 원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

떠한 상황에서도 공격받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예외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갈

등에서 시민들은 종종 끔찍한 폭력을 견디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 공격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
량학살, 인질, 성폭력, 희롱, 폭발, 강제이주와 약탈, 고의적인 식수, 식량, 의료에 대한 접근 거부 

등은 시민들 사이에 공포와 고통을 퍼뜨리는 행위들이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시민들이 특히 위험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제인도주

의법이 여성과 아동들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주어진다.

여성들은 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방식으로 무력 분쟁을 경험한다. 전투원으로 활동하는 

여성부터 민간인으로서 하나로 목표물이 되는 여성까지 그 범위는 다양하다.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은 다면적이다 - 가족 구성원들과의 분리, 가족 구성원들과 생계수단의 상실, 그리고 성폭력, 
부상, 박탈 혹은 죽음의 위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한다는 것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 무기소지자에게 여성의 권리에 대하여 교육하기 

• 적대행위의 희생자들에게 의료설비와 건강검진센터를 제공하여 산부인과와 출산건강을 위한 

   지원을 준비하기

• 여성포로들은 여성 감독관하에 두어야 하고 여성포로의 잠자리와 위생시설은 남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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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수감기관 당국자에게 상기시키기

• 무력 분쟁으로 인해 분리되어 있던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접촉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기

• 실종된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준비하기

☞ 여성인권

아동들은 곧잘 자신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저질러지는 잔혹행위를 직접적으로 목격하는 

사람이 된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투옥되거나 혹은 다른 가족들과 분리되기도 

한다. 도망에 성공한 아이들조차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분리되어, 그들 자신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들은 종종 도망자가 되도록 강요당하거나, 그들이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버려지거나, 정체성을 거부당한다. 게다가 가족들과 함께 살든 혹은 분쟁지역에 남

겨지든 아동들은 잠재적으로 충원 군인의 후보자이다. 가족을 빼앗긴 이들 아동 신병은 전쟁이 없

는 삶을 상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무장 집단에 합류하는 것이 한 개인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은 다음과 관련이 있다.
• 무기 소지자 사이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 증진

• 무력 분쟁에 아동의 신병모집과 참여 금지

• 분쟁에서의 아동 희생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 준비

“전쟁 시기에 이루어지는 가족의 붕괴는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폭력에 취약해지도록 

만든다. 전쟁에 의해 근거지를 잃은 5,300만명의 80%가 여성과 아동이다.

아버지, 남편, 남자형제, 아들이 전투를 하러 보내지면, 여성이나 아동 혹은 

노년층은 스스로를 부양해야 한다.

난민 가족들은 강간이나 강간의 공포를 피난을 결정한 핵심적 요소로 언급한다.“

유니세프.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96.

•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실종자 추적을 통한 가족연계 복구 작업

• 아동 구금 상태를 감시하고 아동의 석방을 위해 활동하기 - 가족 구성원이 아닌 한 성인과의 

   분리를 보장할 것.
☞ 아동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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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자발적 이유로 합류하였다는 아동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합류하였다는 아동들의 거의 대다수는 생필품 때문이거나 

희생되지 않으려는 혹은 안전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는 점에서 자발적 

합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을 보호해줄 부모가 없는 아동들과 굶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건강상의 문제를 자신 사람들도 군사 활동을 선택할 수 있다.“

Mike Wessells 박사. 2006.

포로 보호
무력 분쟁 중 포로가 포획되어 수감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그들을 구

금하고 있는 권위와 감옥의 환경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 취약성은 특히 무력의 과도하고 

불법적 사용이 만연하고 구조적 결함이 악화되는, 갈등과 내부적 폭력의 시기에 심각하다. 국제인도

주의법은 특별히 포로 보호를 위한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 포로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간수들이 규칙에 대한 훈련을 받고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하기

• 당국자들이 포로들을 위한 적절한 재정과 수단을 준비하도록 하기

•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중립적 인도주의적 조직이 포로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처우를 

   감시하도록 허락하기

• 붕괴된 가족관계를 복구하기

• 국제 엠네스티와 인권감시기구와 같은 인권 단체나 지역 인권 단체들이 포로의 학대에 대해 

   조사한 것을 공표하도록 하기.

가족관계 회복
거의 대부분의 긴급한 상황 - 무력 분쟁, 인구의 대량 이주, 그 외의 위기 상황 - 에서 아동들은 

그들의 부모, 가족이나 다른 책임져줄 어른과 분리된다. 그들의 상황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고아”라기 보다는 “보호자와 헤어진 혹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들”로 간주된다. 노
령자나 장애를 가진 사람 같은 이들은 분쟁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들은 친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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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풀어보는 엠블럼

제네바 협약은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2006년) 세 가지 상징물을 언급하고 있다. 국제인도

주의법은 엠블럼의 사용법, 규격, 목적과 부착위치 그리고 그것이 보호하는 사람들과 자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사용 자격), 엠블럼을 부착했을 때 보장해야 하는 것과 오용했을 때

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력 분쟁 시기에, 엠블럼은 다음의 보호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무장세력의 의료지원

2. 국가의 적십자사와 적신월사는 자국의 정부로부터 무장세력의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정당하게 인정되고 권위를 부여받아야 한다.

3. 민간병원과 기타 의료 기구는 정부 의료 기구와 같이 간주되어야 한다.

4. 기타 자발적 구호 단체도 국가 기구와 같은 조건을 부여받아야 한다.

엠블럼 오용의 세 가지 유형:

1. 모조: 인도주의적 조직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비슷한 적십자를 혼란스럽게 사용하는 것

2. 불법사용: 약사가 적십자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것

3. 배신: 무장세력이 적십자를 이용해 무기를 운반하는 것

정부는 엠블럼의 오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가장 심각

한 오용의 경우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로부터 버려지거나, 고립되거나 분리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들의 특수한 취약

성 때문에, 국제적십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들을 보호하고 가족과 만나게 하기 위한 특별한 방

법을 가동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다음의 방법을 포함한다.
•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를 통한 적십자 메시지, 라디오 방송, 전화, 인터넷 등으로 가족들 

   소식 전달하기

• 본국송환, 가족 상봉 조직하기

• 억류된 가족이나 전선으로 갈라진 친척들을 위한 가족 방문 진행하기

• 분쟁으로 인해 신분증을 잃어버려 억류될 상황이거나 제3국으로 보내질(이주될) 사람들을 위한 

   ICRC 여행 서류 발급하기

• 가족들에게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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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행동의 활동원칙
어떤 조직이 인도주의 조직으로서의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

다. 이 원리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립성과 공평성이다. 중립성은 편을 들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원리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쟁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

고 유지하게 해준다. 공평성은 필요에 기반을 두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인
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국적, 민족, 종교적 신념, 사회적 계급 혹은 정치적 견해 등을 기반

으로 하는 어떠한 구별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로지 개인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가장 긴급

한 경우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적십자와 적신월의 근본원리

• 인류애 - 생명, 건강 보호하기와 인간에 대한 존중 보장하기

• 공평성 -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혹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금지: 오로지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기.

• 중립성 - 분쟁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기

• 독립성 - 외부의 어떠한 유형의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율

• 자원봉사 - 비영리 조직

• 단결 - 모든 나라에 오직 하나의 적십자 혹은 적신월

• 보편성 - 전 세계적 조직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행하는 활동의 민감한 정치적 성격 때문에, 위원회가 포로를 방문하거나 분

쟁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때, 비밀유지의무가 이 기구의 작업에서 중요하

다. 분쟁 당사자들이 최소한 위원회를 용인해주기 위해서는 말이다. 중립성과 공평성을 따르는 이 

원리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학대를 고발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윤리적 딜레마를 낳기도 

한다. 학대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희생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혹은 그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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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향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and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99.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가기반(State-Based) 무력 분쟁 유형의 동향: 1946-2008
인간안보 보고프로젝트는 국가기반 무력 분쟁을 “당사자들 중 최소한 한 당사자가 정부이고, 연 25
명 이상의 전투 중 사망자가 발생한 분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국가기반 무력 

분쟁은 국가 사이의 분쟁, 국가 내 혹은 시민간의 분쟁, 국제화된 국가 간 분쟁과 국가 외 분쟁을 

포함하게 된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기반 분쟁이 가시화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무력 분쟁이 국가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1940년대 후반, 국가 내에서 발생한 갈등이 모든 분쟁 중 절반의 비율을 차

지한 반면, 19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분쟁이 거의 90%에 다다른다. 국가 간의 분쟁에서 언제나 

발생하던 가장 끔찍한 유형의 갈등은 드물어졌다. 2007년에는 1957년 이래로 최저의 분쟁 수치를 

기록하였다. 실제 전쟁의 수도 줄었지만 그러한 갈등에서의 사망자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인간안보

보고프로젝트에 따르면 전쟁사망자가 1950년대에는 연간 2만명이었는데, 21세기에는 4,000명이다. 
2차 대전 이후 전쟁 양상이 점점 덜 치명적이 되어갔기 때문이다. (출처: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비정부 무력 분쟁 지역 동향: 2002-2008
2009/10년 인간안보 보고서에 따르면, 비국가간의 무력 분쟁은 “두개의 조직화된 집단 -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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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국가의 정부가 아닌 - 사이의 무기를 사용하여 한 해에 최소 25명의 전사자를 만드는 분쟁”
으로 정의될 수 있다. 비정부간의 갈등에는 두 개의 구별되는 집단이 있다: 첫 번째 범주는 서로 다

른 반란 집단 간의 분쟁이며, 두 번째 범주는 종족 간, 종교 간 분쟁 및 기타 집단 간 분쟁을 포함

한다. 정부기반 무력 분쟁과 달리 비정부간의 무력 분쟁은 기간이 짧으나 잔혹성에서는 뒤지지 않

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분쟁의 수치는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52% 정도 줄었으나, 분쟁

의 전반적인 수치는 2008년에 최고점에 다다랐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

나는 곳인 반면, 유일하게 유럽이 비정부간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다.
(출처: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테러리즘
국제인도주의법에 관해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기되는 토론 이슈는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테러리즘이 야기하는 안보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 제기되는 어려움의 예는 무력 분쟁과 “테러리즘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미국에 의한 억류자의 상

황이다. 무력 분쟁의 원칙은 둘 이상의 국가 간에 무기가 동원된 갈등이거나 혹은 국가와 비국가인 

무장집단 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무기가 동원되는 갈등은 무력 분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전제한

다. 이러한 원칙의 해석은 국가별로 다르며, 특히 테러리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경우 그러하다.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이 무력 분쟁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며, 매우 단호하게 의견을 

표명한다. 이 전쟁은 테러리즘이 진압된 뒤에야 끝날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은 전 세계적 문제이

기 때문에 전투의 원칙은 전 세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의견에는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특정인에 대한 제한적 살해에 대한 시각도 포함되어 있다.
관타나모 캠프에 억류중인 구금자들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전쟁에서 포로가 된 구금자와 그렇

지 않은 구금자에 대한 구별이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포로가 된 시점에 무력 분쟁이 존재하였는

가 아닌가도 판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반격을 정당방

위로 규정하면서 테러행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2001년 행위에 책

임은 없지만 아프가니스탄이 테러리스트 훈련 캠프를 위한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했다고 간주한다. 
아프가니스탄 내의 분쟁은 미국 지방법원에서 공인된 것처럼 국제적인 무력 분쟁으로 자격을 얻었

다. 아프가니스탄의 전장에서 포로가 된 포로들이 국제인도주의법이 규정한 “전쟁포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제인도주의법은 무력 분쟁의 전장이 아닌 소위 “테러와의 전쟁”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에 관해 적용되지 않는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로서의 억류자의 지위에 대한 판

단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인도주의법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구분하며 오직 전투원만 “전쟁



- 389 -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지원(2010년의 세계적 현황)
포로 방문 500.928

이행된 방문 숫자 5.027

수용소 방문 1.783

2010년 신규등록 포로 14.738

수집된 적십자 메시지(가족 연계를 위한) 160.338

전달된 적십자 메시지(가족 연계를 위한) 145.114

가족 구성원 간에 진행된 전화통화 12.795

포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비전투원이 전투에 참여할시 전쟁범죄로 간주되어 기소될 수 있는 반

면, 전투원은 무장 세력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제3 제네바 협약 제5호는 적의 편에 서서 공격적 행

위를 저질렀는지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그러한 사람은 관할법원에 의해 그들의 상황이 판단될 때

까지 현존 협약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칙을 관타나모의 상황에 적용하면 

포로가 되는 순간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구금자는 전쟁포로의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가정에 이르

게 된다. (출처: ICRC. 2012. Persons detained by the US in relation to armed conflict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 the role of the ICRC.; ICRC. 2011. The relevance of IHL in the 
context of terrorism.; ICRC. 2010. Challenges for IHL - terrorism: overview.)

대인지뢰 및 집속탄 금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국제적십자사와 적신월사운동, 국제조직과 대부분의 NGO 연대는 대인지뢰 

금지 달성과 지뢰희생자 및 지뢰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를 구호하기 위해 활동했다. 이 활동은 1997
년 오타와 조약의 채택으로 마무리 되었는데,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동 금지와 파괴에 

관한 협약은 1999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이는 국제인권법 산하에 널리 사용되던 무기를 금지하는 

첫 번째 협약이며, 이전의 그 어떤 무기관련 다자간 협정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법이 되었다. 
2012년 1월에는 156개 국가가 1997년의 지뢰금지협약을 비준하였다.
2008년에 집속탄을 금지하는 캠페인이 집속탄 협약의 채택으로 대인지뢰 금지 성공의 뒤를 이었다. 
집속탄은 공중에 떨어지거나 혹은 지상의 화기에 던져질 때 각기 폭발력을 가지는  수백 개의 작은 

조각(클러스터)을 내장하고 있는 무기이다. 그것들의 무차별적인 특성과 장기간의 폭발 잔여물의 

위험성은 시민을 거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며 수세기에 걸쳐 공동체의 삶을 공격한다. 협약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한 탄약의 사용, 개발, 생산, 구입, 축적 혹은 운반 등에 대한 금지할 의무와 집속탄의 

파기, 공격 영역에서의 제거 및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의무를 국가에 강제 부과하고 있다. 
2012년 1월, 59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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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록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2.031

신규 등록된 제대 소년병 627

생필품 배달(인도주의적 지원) 4.735.328

식품 배달 4.937.114

식수와 주거 활동 9.928.247

(출처: ICRC. 2011. Annual Report 2010. Main Figures and Indicators.)

국제인도주의법의 조치 및 관련 조치들

1864 전장의 부상 군인의 상황 개선을 위한 제네바협약

1868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전시에 특정 조명탄 사용금지를 위한)

1899 지상전에서의 법률과 관습을 존중하고 1864년의 제네바협약을 해전에 적용하는 

헤이그협약

1906 1864년의 제네바협약의 검토와 발전

3. 연혁

인도주의법 발달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무력 분쟁이 있다.
1차 세계대전(1914-1918)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전쟁 방법을 목격하였다. 여기에는 유독

가스, 첫 번째 공습, 수십만의 포로들이 포함된다. 특정 종류의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1925년 협약

과 전쟁포로에 관해 다루고 있는 1929년 협약은 이러한 전쟁 방법 발전에 대해 대응한 결과다.
1차 세계대전에서는 시민과 군인의 사망자가 1:10의 비율이었던 반면, 2차 세계대전(1939-1945)
에서는 그 비율이 같았다. 1949년에 국제사회는 그러한 비극적 현상, 특히 시민에 대한 그러한 끔

찍한 결과에 대응하여 조항을 수정하고 강제하며,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는 등 협약을 개정하였다. 
시민 보호를 위한 즉 제4차 제네바 협약이 그것이다.
1977년의 추가의정서는 반식민 전쟁 관련 보호 뿐 아니라 신군사기술에 대한 조응의 결과이다. 특
히 제2 추가의정서는 무장한 반체제 세력 혹은 지휘 세력의 통솔 하에서 일부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화된 무장집단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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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1899년의 헤이그협약의 검토와 새로운 협약의 채택

1925 질식가스, 독성가스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가스와 세균을 전시 전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

1929 2개의 제네바협약

• 1906년 제네바협약 개괄과 발전

• 전쟁포로(신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1949 제네바협약:

I. 전장에서 부상자와 환자의 여건의 개선

II. 해상에서의 무장세력 구성원의 부상자, 환자와 조난당한 자의 여건의 개선

III. 전쟁포로에 대한 대우

IV. 전시 시민의 보호(신규)

1954 무력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문화재산의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1972 세균생물학(생물학)적 무기와 유독성 무기의 개발, 생산 및 이송 금지와 이들에 대한 

폐기에 관한 협약

1977 국제적 무력 분쟁에서의 희생자(의정서 I)와 비국제적 무력 분쟁에서의 희생자

(의정서II)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에 관한 2개의 추가의정서

1980 치명적 상해를 입히거나 무차별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간주되는 특정한 전통적 

무기의 사용 금지 혹은 제한하는 조치(CCW), 즉

• 감지 불가한 파편에 관한 의정서(I)

• 지뢰, 은폐폭탄 및 기타 장치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의정서(II)

• 소이탄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의정서(III)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이송 및 사용의 금지 및 제한, 폐기에 관한 협약

1995 blinding laster 무기와 관련된 의정서 (1980년 협약에 대한 제IV의정서[신규])

1996 지뢰, 은폐폭탄 및 기타 장치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수정의정서(1980년 협약에 대한 

[수정]의정서II)

1997 대인지뢰의 사용, 이송, 생산과 전달 및 폐기에 관한 협약

1998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법령

1999 문화자산에 관한 1954년 협약의 의정서

2000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2001 비국제적 갈등에 확대적용하기 위한 CCW 제1조 수정안

2002 로마법령을 강제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집

2002 무력 분쟁에 참여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를 강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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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전쟁 폭발잔여물에 관한 의정서(1980 협약의 제V의정서)

2008 집속탄 협약

(출처: ICRC, www.icrd.org/ihl)

추천 활동

활동 I: 왜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해야 하는가?

PART I: 소개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쟁에도 규칙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전쟁 그 자체가 

법률과 인권의 기준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인

도주의법의 규칙을 수용하고 집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시된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무

력 분쟁의 시기에 국가가 준수해야 하는 인도주의적 의무들의 주된 이유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토론

목적 및 목표: 무력 분쟁에서 규칙이 필요한 이유 이해하기, 국제인도주의법의 생각으로 발생한 까

다로운 질문을 인지하기, 국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하는 이유들과 친숙해지기, 인권법과 국제인

도주의법의 보완관계에 관한 설명 이해하기,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 규칙 습득하기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2-20
소요시간: 90분
준비사항과 준비물:
• 국제인도주의법의 기본규칙을 포함하여 국제인도주의법과 인권법(앞에 제시한)의 보완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자료를 복사하여 배포하기.
•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핵심적 아이디어를 판서할 칠판 준비하기.
• 참여자들이 토론질문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들 상호간 혹은 친구나 가족들과 스스로 토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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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 1주일 정도 이전에 토론 질문 배포하기.
관련기술: 논쟁을 이어가는 능력,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대립된 의견을 다루는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이 토론은 그 답이 쉽지 않은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참여자들이 정답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창의적·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냉소적인 답도 

무시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활동은 참여자들이 도덕적 법률적 근거를 뛰어넘어 

국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존중해야 하는 동기를 발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냉소

적 언사도 이러한 동기를 이끌어내고 국제인도주의법의 원론적 본질을 보여주는데 활용될 수 있다.
토론과정:
참여자들을 4개의 소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소그룹은 4개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한다. 30분정도를 

소그룹 토론에 배당하고 그 동안 강사는 각각을 돌며 토론을 지원하면서 제기되는 주제들을 적어 

둔다. 각각의 소그룹에서는 보고자를 정하여 두고 30분정도 나머지 다른 그룹에 상호 보고하게 한

다. 남은 시간은 전 그룹이 플로어에 모여 보고자가 말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이어간다.

질문 1: 내가 만일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면, 내 행동을 제약하는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가?
• 국가의 장기간의 이익에 대하여 생각하라.
• 만일 당신이 패한 편이라면 어떠하겠는가?
• 여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질문 2: 이러한 규칙들이 언제나 깨져버리곤 하는데, 우리는 왜 이것들을 필요로 하는가?
•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 될 것인가?
• 규칙이 항상 위반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 규칙의 불완전한 준수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호를 제공해줄 수 있다.
• 만일 규칙을 어기는 것에 대한 처벌이 보다 지속적으로 적용된다면 어떠할까?
질문 3: 인권에 관한 모든 현존하는 조치가 이행된다면 국제인도주의법이 필요할 것인가? 왜 국가

는 인권준수의무를 전시로 확장하는 것을 보다 까다롭게 규정하지 않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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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 분쟁 시기에 특정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 국제인도주의법은 인권을 보장하는가?
• 군인에게 전쟁 중에 생명권을 존중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 인권보호조치는 전투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 최소한의 언급을 하는가?
질문 4: 국제인도주의법이 전쟁의 현실을 수용한다면 어떻게 평화와 인권에 대한 전망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 무력 분쟁이 끝났을 때, 분쟁 당사자들이 적대행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일들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대규모의 파괴를 예방하는 것이 평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까?
• 분쟁 이후에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억압수단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평화에 기여하는가? 혹은 전혀 그렇지 않은가?

피드백:
이 세션 말미의 10분은 토론 과정에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한 참여자들의 견해를 나누

는 것에 사용한다. 만일 토론 과정에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었다면, 그것들을 칠판에 판서해 두고, 
가능하다면, 다음 토론에 활용하라.
방법론적 힌트:
참여자들이 잘잘못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에 머무는 것을 넘어서도록 격려하고 국제인도주의법을 

준수하는 것이 왜 국가의 이익인가에 대하여 탐색하도록 이끌어라.
응용을 위한 팁:
소그룹 토론이 끝난 뒤, 각 그룹이 생각해낸 답을 정부가 국제인도주의법을 비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10분 간의 역할극을 하라. 한 사람은 국제인도주의법의 핵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는 정부의 수장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PART IV: 후속활동

최근 신문에서 세계의 뉴스를 검토하고 다양한 분쟁에서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하라. 언론, 국가 혹은 UN이 이것들을 전쟁에서 어쩔 수 없는 일로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비난을 발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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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탐색할 영역:
인권과 국제인도주의법의 보완관계

(출처: ICRC. 2002. Exploring Humanitarian Law, Education modules for young people.)

활동 II: 인도주의 활동에서의 윤리

PART I: 소개

윤리적 딜레마는 어떤 가치 있는 목표의 추구가 다른 가치 있는 목표와 충돌하는 상황 혹은 어떤 

가치 있는 목표의 추구가 이득만큼 해가 되는 상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그

들의 활동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자주 경험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많은 비

판이 더욱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유형의 딜레마가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활

용되는지 이해하는 것과 지속가능한 대안이 존재하는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활동에서, 
참여자들은 윤리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비판을 물리칠 수 있는 논거를 발전시킬 수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사례연구

목적: 인도주의 활동을 인도하는 중립성, 형평성과 같은 것들의 원리 이해하기; 인도주의적 활동가

들이 그들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모순 이해하기; 승자 없는 상황까지 이해하기;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선택을 피할 수 없음을 이해하기: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것만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

는 것도 선택이 될 수 있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12-20
소요시간: 90분
준비사항 및 준비물: 아래에서 언급하는 4가지 사례 복사하여 배포하기; 플립차트나 칠판에 각각의 

상황을 묘사한 질문을 적기

관련기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 개인적 견해를 개발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강조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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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자신의 직업적 활동을 수행하는 동안 사람들의 행위에 따르는 특정 관행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

하라. 이 때 대답은 의료인이 따라야 할 규칙과 의무, 정보원과 그의 사생활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

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이의 이름을 비공개로 하는 언론인의 윤리규범 등이 혹은 포함될 수 있다. 
“인도주의적 활동의 활동원리”(상기한 바)로 명명한 단락을 검토하고 참여자들이 중립성과 형평성

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이 도움을 줄 때 필요한 주요한 고려사항을 판서

한다: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사례연구 과정:
사례를 배포하고 참여자들이 소리 내어 읽는다. 윤리적 딜레마는 참여자들이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노력이 선언된 딜레마 하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A. 긴급지원단이 전운이 감도는 지역의 절망적인 시민들을 구호하러 도착하였다. 지원단은 시민들

의 생존을 위한 외부의 지원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집단들은 그들 자신의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의 지원은 자국 군인들의 보급을 위한 지역의 자원으로 모두 사용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것을 미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을 연장하는 것

인가?
B. 시민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인종청소” 희생자를 위해 마련된 보호구역으로 도망쳐 왔다. 인도주

의적 활동가들이 이 구역으로부터 나라 밖의 난민센터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인

도주의적 활동은 그래서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희생자들을 이동시킴으로써  “인종청소”에 기여하

였다. 우리는 인종분리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가?
C. 두 나라가 전쟁 중이고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희생자들의 곤경

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두 나라가 싸움을 멈추게 하는데 끼어들거나 시민을 보호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외국은 없다. “외국의 정치적 압력이나 군사적 개입이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도하는 것은 바다에 물 한 방울 첨가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황에

서, 우리가 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이 고작 세계를 위한 양심적 행동이라는 것 이외에 무슨 의미

가 있는가?”라고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은 한탄한다. 인도주의적 활동은 정치가들의 비참여의 구

실을 제공한 것인가?
D. 반란군이 보호소로 사용하던 전투지역의 마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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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캠프를 만들어 정착하도록 강제되었다.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들

은 그 캠프에서 식량과 의료지원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어쨌든 시민들의 강제

된 이주를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의 강제된 이주를 인정하는 것인가? 참여자들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강사는 이러한 사례에 적절한 대안이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드백:
이 세션 말미의 10분을 이 활동 중에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그룹이 토의하도록 배

치한다. 토론 작업 중에 특정 조직의 활동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다면 이 질문들을 기록하고 과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방법론적 힌트:
이 활동은 어떠한 명백한 답을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중요

한 것은 인도주의적 활동가들의 관점에 분석이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참여자들이  중립성과 형평

성의 원리만큼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는 것

이다. 토론이 이러한 점에서 벗어나면, 강사는 무력 분쟁에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보완하는 많은 다

른 활동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도 좋다.
응용을 위한 팁:
토론이 끝난 후, 몇몇 참여자에게 다음 상황에 대하여 연기하도록 요청한다.
구호 활동가가 난민캠프 문 앞에 서있다. 그는 이 캠프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캠프 안에 있는 적

들이 무서워 주저하는 가족을 만난다. 아버지는 아픈 아내와 아기를 위해 총을 가지고 있겠다고 고

집한다. 이 가족 역시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들이 시나리오를 연기하고 난 후, 참여자들이 구호활동가가 고려해야 했던 원칙과 이 상황에서 

모순된 원칙은 없는지 토론한다.

PART IV: 후속활동

더욱 탐색할 영역:
인권 활동가는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동안 딜레마에 부딪히는가?
(출처: ICRC. 2002. Exploring Humanitarian Law, Education modules for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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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권리
RIGHT TO 

WORK

노동 분야에서의 인권
일할 권리와 노동 관련 인권

>> ［...］ 세계의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만 확립될 수 있으며 ［...］ <<

국제노동기구헌장.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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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유무역지대에서의 끔찍한 노동조건

중국 중부 지역에 있는 Zhongyuan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Xiao Shen이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

다. 그녀의 삶은 매우 혹독했는데, 그곳에는 먹을 수 있는 식량이 거의 없었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없었다. 날마다 그녀는 아버지가 벼를 수확하는 것을 도우며 깊은 물에 무릎을 담그고 있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저 으스스한 산 뒤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에 더 나은 터전이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해가 뜨기 전 어느 날 아침, 마침내 그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다. 걱정과 긴장 속에 셀 수 없이 많은 눈물을 

흘린 끝없는 나날을 뒤로 하고 그들은 고향으로부터 2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 

목적지는 홍콩의 국경선 옆에 있는 중국 남쪽 지방의 자유무역지대인 선전(Shenzhen)이다. 그곳에

서 그들은 일을 찾아 돈을 벌며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Xiao Shen은 Huang Guoguang과 Lao Zhaoquan이라는 두 명의 사업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장난

감을 생산하는 자신들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그 공장에

서 472명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향에서의 삶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해질 때부터 새벽까지 겨우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기계적으로 일을 해야 했다. 두 명의 사업가는 자신들의 재산을 노동자

들이 훔쳐갈 것을 두려워했고, 이에 따라 공장을 하루 24시간 내내 묶여 있는 감옥처럼 만들었다. 
창문에는 빗장이 걸렸고, 모든 비상구는 막혔다. 뇌물을 받은 선전 주의 감독관은 이러한 상태를 보

고도 눈감아 주었다. 매일 샤오 선은 빗장 뒤에 살면서 공장을 떠날 수 없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으며, 그녀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1993년 11월 19일 오후, 갑자기 불이 나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장 전체에 퍼졌다. 건물 전체에 불에 잘 타는 화학물질들이 보관되어 있

었고, 이는 악몽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큰 화재를 일으켰다. Xiao Shen과 동료들은 필사적으

로 탈출하려 했다. 하지만 어떻게? 창문에는 빗장이 걸려 있었고 문은 닫혀 있었다. 2백여 명의 사

람들이 불길에 휩싸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대부분 채 16살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었다. 샤오 선은 2층에 빗장이 걸려있는 창문을 가까스로 부수고 열 수 있었고, 뛰어내릴지 혹은 산 

채로 타 죽을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는 뛰어내리기로 결심했고 두 발목이 모두 부러졌지만 살

아남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8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47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다쳤다. (출처 : Kl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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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ner, Hans Weiss. 2001. Schwarzbuch Markenfirmen.)
토론할 거리
1. Xiao Shen이 일하기를 강요받았던 상황 속에서 어떤 (노동 관련) 인권이 위반되었는가?
2. Xiao Shen 같은 노동자들의 전망을 향상시키거나 최소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취해질 수 있을까?
3. 왜 국가들은 수출 자유 지역(EPZ)을 설정하여 사회 및 노동 기준을 없애거나 축소하려고 할까?
4. 자유무역지대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에는 무엇이 있을까?
5. 서술된 위와 같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알아야 하는 내용  K!?

1. 21세기 노동의 현황

새로운 기술과 세계적인 데이터 통신망은 산업혁명보다 더욱 크게 노동의 세계를 변화시킬 가능성

을 갖고 있다. 우리는 계속 진행 중인 산업화로 인해 20세기에 농업 분야가 더 감소하는 것을 봐왔

고,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것을 봐왔다. 또한 세계 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세계 경제에서

의 “사이버 혁명”의 기회는 더욱 커져갔다.
이 새로운 세계 경제는 현재 시장의 요구에 자동으로 적응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잘 훈련되고 유연

하며 동기가 충만한 숙련된 노동자들을 원한다. 노동자들은 늘어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해야 하며, 
가속화된 기술적, 구조적 변화로 인해 시시각각 변해가는 노동조건에도 역시 잘 대처해야 한다. 시
간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 자영업을 하거나 매우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화는 통합된 세계 경제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교육, 기술, 이동

성을 갖고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사회적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새로

운 불평등과 불안정은 사회 각계각층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무역의 자유화로 인해 고조된 경쟁과 금융 제도는 회사가 생산 비용을 낮추도록 높은 압력을 가한

다. 회사들은 노동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자동화를 통해 생산비용요소를 줄이거나 생산시설을 사회

적 기준이 훨씬 낮은 저임금 국가로 이동시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국가 역시 해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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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인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낮추기를 강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

면 수출지향형 성장 정책은 종종 경제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방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무역은 기회를 만들고 생계를 뒷받침할 힘을 갖고 있다. 
그리고 무역은 그 모두를 파괴할 힘도 가지고 있다. 

수출을 위한 생산은 수입, 고용, 그리고 가난한 국가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화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은 또한 환경을 파괴하기도 하며 생계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또 무역으로 인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 

무역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상품들이 생산되고, 누가 생산과 마케팅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생산된 부가 분배되며, 국가들이 무역하는 조건이 어떤지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무역질서가 관리되는 방식은 이 모든 영역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제무역은 ｢...｣ 본질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Kevin Watkins. 1995.

이로 인해 너무나도 자주 노동착취와 강제아동노동이 나타난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유무역지대

(FTZ)나 수출가공지역(EPZ)을 설립하는데, 그곳에서는 세금과 관세로 인한 무역장벽이 줄어들거

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준과 국제사회기준 역시 악화되거나 무용지물이 된다. 세계은행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135개국에 3,000여개의 자유무역지대와 수출가공지역이 존재하며,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대략 6천8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용한다.
“세계화” 현상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세계화의 긍정적인 결과는 불공평하게 돌아

간다. 새로운 “세계의 주역”으로 떠오른 초국적 기업으로 인해 규제 완화와 자유 무역의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는 국가의 힘은 약해지고 있다. 세계 100대 경제 주체의 절반이 넘는 수가 초국적 

기업이며, 이 새로운 주역들의 경제적인 힘은 현재 많은 국가들의 경제적인 힘을 넘어섰다.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이 국제 정책의 맨 앞에 설 수 있도록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 세계 경제를 마

주봄과 동시에 사회 안정, 평화,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준과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

에 대한 옹호가 필수적이다. 200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독립체로서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

한 세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2004년 2월 ‘공정한 세계화: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

(A Fair Globalization: Creating Opportunities for All)’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추가 정

보 및 관련 활동: http://www.ilo.org/fairglobalization/lang—en/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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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기준으로써 노동할 권리는 단순히 생존을 옹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다. 
기본적 욕구에 대한 충족만으로는 인간안보를 향상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권은 

생존과 건강 보장 뿐 아니라 개인의 사회 통합 및 참여와도 관련이 있다. 노동권은 또한 자기 

결정, 자기 존중, 자아실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업과 노동조합

에 대한 부인은 개인적인 불안 및 위험하고 건강에 해롭거나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동요 및 위험을 만들어내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착취 없는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을 높이는 것은 인간안보 강화의 전제조건이자 촉진제라고 할 수 있다.

“역사 되돌아보기”
노동 분야에서의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필수적

이다. 사회 정의와 공정한 노동조건은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 재정

적인 어려움 및 고용에 있어서의 궁핍뿐만 아니라 노동과 관련된 정의롭지 못함은 역사 속 여러 지

점에서 직접적으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거대한 규모의 무산 노동자 계급을 출현시키는 것으로 고

려되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인식은 대부분 교환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던 권리들을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들이 투쟁함으로써 얻어

낸 결과였다. 국제적 수준에서 노동자의 권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의 기준 설정뿐만 아니라 

1919년 이래로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관계 법령에도 구체화되어 왔다.
18세기 : 노동은 사회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격이라는 생각은 프랑스 혁명 때 처음 제기되었던 

주장이었다. 유토피아 사회 철학자인 샤를 푸리에(Charles Fourier)는 “노동할 권리”라는 용어를 처

음 사용한 사람이자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건강을 포함하여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었다. 
그는 국가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권리의 실현은 사회의 완전한 

재편성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할 권리라는 개념은 사회주의 이론에서 다시 출현했다; 공산주의 정부 역시 후에 노동할 권리

를 옹호했다. 그러므로 노동할 권리는 사회주의적 배경으로부터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19세기 : 산업혁명은 생산수단의 부족으로 인해 임금노동에 의존하는 노동계급의 출현을 이끌었다. 
노동자들은 착취당했고 공장, 섬유 공장, 광산에서 위험한 노동 환경을 견뎠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궁핍함과 착취로 인해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연대감이 형성되었고, 그들은 스스로를 조직화하기 시

작했다. (칼 마르크스의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들의 상황은 점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최초의 노동

조합의 압력으로 인해 노동 시간 및 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법률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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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속된 노동 불안정은 경영주와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압박했다.
20세기 : 일부 경영주들은 노동 기준을 무시하는 나라들이 상대적인 이점을 취하기 못하게 하기 위

해 공통의 국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05년과 1906년에 처음으로 두 개의 국제 노

동협약이 채택되었지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추가협약을 작성하고 채택하려던 계획은 중단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 환경과 사회 정의, 보편적 평화가 

상호 의존적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노동 분야에서의 국제 기준 설정의 기구로서 국제노동기구

를 만들었다.
1919년과 1933년 사이에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과 관련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는 40개의 협약을 

작성했다.
그러나 “검은 금요일”이라 알려져 있는 1929년의 주식 시장 붕괴는 심각한 후퇴를 낳았다. 거대한 

규모의 실업과 함께 서구 경제의 금융 대학살이 동반되었고, 실업자들의 시위와 폭동이 뒤를 따랐

다. 독일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에 이어 히틀러의 등장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초

래한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이어졌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 유엔은 그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세상을 향한 

목표와 계획에 경제적, 사회적 의제들을 포함시켰다.
노동과 인간의 존엄성 사이의 관계는 1994년 필라델피아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목표와 목적

과 관련된 선언에서 강조되었다. (“필라델피아 선언”으로 알려져 있는; 1946년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내용과 “모든 인간은 물질적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자유롭고 존엄하며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동등한 기회가 갖추어진 상황 

속에서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교황의 회칙인 “노동하는 인간(Laborem Exercens)”에 더 강조되어 있다. 회칙은 철학적이

고 종교적인 관점을 통해 노동자의 위상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높였다.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도 전 세계 노동자들의 비운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것들을 행해 왔

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의 세계화에 비추어 새로운 도전과 위험들은 혁신적이고 복잡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정의와 설명

노동 관련 인권 침해의 예들은 탄광에서의 아동 노동, 노조 활동가 감금에서부터 현대판 노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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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부채속박노동 혹은 상업적인 아동 성 착취에까지 걸쳐 나타난다. 노동 관련 인권의 실질적

인 이행은 건강을 해치거나 위험한 노동환경 혹은 비정상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뒤바꿈과 동시에 여

성 혹은 이주민과 같이 특별히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
동 관련 인권은 인간 존엄성 및 인간 안보와 괜찮은 노동 조건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항에서는 노동할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2개의 주요한 국제적 장치를 분

석할 예정이다. 하나는 국제노동기구(ILO) 시스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UDHR, ICCPR, ICESCR))이다.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는 1919년에 창설되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사회개혁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에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난은 도처의 안전

과 번영을 위협한다는 강한 믿음에 기초하여 국제노동기구는 인종, 성별 혹은 사회적 출신에 대한 

차별 없이 전 세계 노동자들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947년에 국제노동기구는 유엔의 전문기관이 되었고, 1969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사정 구조로 이루어진 유엔 내의 유일한 기구이며, 내부 기관들에 의해 도출된 

결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노동자의 견해를 대표한다.

국제노동기구
• 기본적인 인권을 증진하고, 노동 및 생활 조건을 개선시키며,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

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 이러한 분야들의 국제적인 기준(협약과 권고)을 세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행을 감시한

다.
• 각 나라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광범위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조건, 산업 안전 및 건강, 사회 보장, 고용정책 및 직업훈련, 여성, 이주민 및 

토착민들을 위한 보호 제공과 같은 분야에서 규범을 정하며, 190개의 협약을 작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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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원칙 협약
비준한 숫자
(2012년 1월 기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협약 87 (1948)
협약 98 (1949)

150
160

노동최저연령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협약 138 (1973)
협약 182 (1999)

161
174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협약 29 (1930)
협약 105 (1957)

175
169

동일보수 및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협약 100 (1951)
협약 111 (1958)

168
169

(출처: 국제노동기구, www.ilo.org)

그러나 소수의 협약만이 기본적인 인권 협약으로 고려되고 있다. 8개의 협약과 이 협약들의 비준 

상태는 아래와 같다.

  
세계화로 인한 새로운 난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제노동기구는 1998년 6월 18일, ‘노동에서의 기

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및 이행과 점검’을 채택했다. 선언은 어떤 원칙과 노동자들의 권리가 기

본적인지에 대해 저 위에 열거된 8개의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에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 선언은 

노동 관련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제노동기구 협

약에 관한 올바르고도 실질적인 이행 및 준수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또한 “사회적 최저수준”
이라 여겨지는 저 규칙들에 표시된 공통의 가치 집합에 대한 국가의 의지를 나타낸다.

“괜찮은 일자리는 정치 및 기업 대표자가 직면한 전 세계적 요구사항이다. 우리 미래의 많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난제를 풀어내느냐에 달려있다.”
국제노동사무국. 1999.

선언은 모든 국제노동기구 회원들이 협약의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들

을 존중하고, 증진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핵심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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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선언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는 원칙들을 이행함으로써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매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의 결과로써 선언은 기본적인 인권협약의 비준에 있어 상당한 증가

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2012년 1월 3일자로 183개국의 국제노동기구 구성원들 중 135개국이 

모든 8개의 협약을 비준했다; 오직 세 국가만이 (몰디브 공화국, 마샬 군도 공화국, 투발루) 어떠한 

기본 협약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국제노동기구는 또한 4년을 주기로 모든 구성원 국가들이 기본원칙을 이행함으로써 얻어낸 진전에 

집중하여 매년 세계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러한 것들은 앞선 기간에 행해졌던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

는 기초로서 활용된다.

세계인권선언 (UDHR)
세계인권선언은 노동 관련 인권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 모든 권리들은 당사국들에게 구속

력이 있는 유엔 규약에 의해 더 발전되었다. 아래는 문제의 권리들을 나열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으로부터 발췌한 것들이다.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 모든 사람은 평

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

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

가 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

다.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

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필요하다면 다른 사회적 보호 수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것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포

함하여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다 ｢...｣.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

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실업 상태에 놓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당한 경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그 밖에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도 보호를 받을 권리

가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5
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이하 자유권규약)
노예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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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 
어느 누구도 강요되거나 강제적인 노동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

자유권규약 제8조

비록 일반적으로 노예제에 대해 비난하거나 노예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지만 노예와 강제 노동

의 관행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서 존재한다. 가끔 노예제도는 이데올로기적 사고나 전통 문화의 

유산으로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예제는 비민주적인 구조와 명백한 

관련이 있다. 전 세계 도처의 수백만의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기를 강요받고 있다. 비록 이러한 착

취가 노예제로 불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처한 상황은 노예 상태에 놓인 것과 같다. 노예

란:
• 강제 노동 –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통해

• “고용주”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것, 보통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학대 혹은 협박을 통해

• 비인간화되는 것, 상품처럼 취급되거나 사고 팔리는 “재산”처럼 취급되는 것

• 신체적으로 속박되어 있거나 이동함에 있어 구속되어 있는 것.
(출처: Anti-Slavery International. What is Modern Slavery?)

오늘날 어떤 형태의 노예제가 존재할까?
• 속박 노동은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아픈 아이를 위한 약값만큼 

적은 양의 돈을 빌리거나 사기를 당해 돈을 빌림으로써 속박노동자가 된다. 빚을 갚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장시간 동안 노동을 강요받는다. 그들은 노동에 대한 “대가”
로서 기본적인 음식과 주거지를 제공받지만, 절대 빚을 못 갚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까

지 이어진다.
• 강제조혼은 여성들과 소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결혼을 하며, 종종 

  신체적이고 성적인 학대와 폭력이 수반되는 노예 상태의 삶을 강요받는다.
• 강제 노동은 개인, 정부 혹은 정당에 의해 불법적으로 고용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일하도록 강제된다. - 보통 폭력이나 다른 처벌의 위협 아래 놓여있다.
• 상속에 의한 노예제는 “노예 계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나 사회가 노예 노동자로 사용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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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집단에서 나타난다.
• 인신매매는 인간, 특히 여성과 아이들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폭력이나 사기를 통해 운송하고

  (거나)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종 이주 여성은 사기를 당해 가정부 일이나 성매매를 

  강요받는다.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은 착취하거나 위험한 조건에서 일하는 아동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 

  수백만의 아이들은 전일제로 일을 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교육과 취미 생활을 

  박탈당한다.
(출처: Anti-Slavery International. What is Modern Slavery?)

국제노동기구의 2005년 세계보고서인 “강제노동반대연합”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1230만 

명의 사람들이 강제노동의 희생자라고 한다.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는 2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비롯하여, 980만 명의 사람들이 민간 행위자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 나머지 250만 

명의 사람들은 국가나 반역 군사 조직에 의해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가 2009년 발

간한 “강제노동비용‘이라는 보고서는 10년 동안 보고된 강제노동의 실제 사례로부터 추정한 것에 

기초한 이러한 수치들을 갱신하지 않았다. 대신 체불 임금, 초과노동수당 미지급, 임금 공제 및 수

수료 면에서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해 조사하였고, 대략 20억 달러에 이르

는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노동기구는 현재 더 신뢰할만한 국가 추정 근거 자료를 모으는 것에 주의

를 기울이고 있다. 여러 차이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보고서는 몇 가지 긍정적인 동향을 나

타낸다. 국가적 실천계획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동 및 성 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법이 많은 나라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일부 나라들은 강제노동의 사례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구제

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만들고 이 부대를 훈련시키기까지 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이하 사회권규약)

노동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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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협약의 당사국들은 노동할 권리를 확인한다. 노동할 권리란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할 

수 있는 일에 의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다 ｢...｣. 취해야 할 조처는 ｢...｣ 
기술 및 직업 지도와 훈련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
사회권규약 제6조

노동: 권리 혹은 의무?
노동을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긴장을 요구하는 책임으로서 보는 개념과 노동을 권리로서 보는 개념

의 상관관계는 종종 그러한 권리의 실용성에 대해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나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 

및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반면에 실업은 큰 좌절과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 노동은 

또한 자아실현의 수단이며, 개인의 발전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노동할 권리는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로 일에 대한 접근성을 해결함

으로써 어느 누구도 노동의 세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노동할 

권리는 모든 개인이 고용될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는 않는다. 사실; 실업은 모든 나라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로 국가 고용 정책의 채택 및 실행을 통해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조처를 취해야 한다 (사회권규약 제2조).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당사국들은 ｢...｣ 모두의 권리를 확인한다 ｢...｣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

급하는 ｢...｣; 적절한 생활비 ｢...｣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 조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증진되

어야 한다 ｢...｣; 휴식, 여가, 그리고 노동 시간의 합리적 제한 ｢...｣.”
사회권규약 제7조

이 조항은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특히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규정한

다. 이 조항은 국제노동기구에 의해 채택된 수많은 협약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조항으로부

터 생겨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의해 활용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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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들은 ｢...｣ 자신의 선택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보장

해야 하며 ｢...｣,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 파업할 권리 ｢...｣.” 
사회권규약 제8조

무리를 이루어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작업장이나 지역 공동체 혹은 국가를 가릴 것 없이 항상 사람

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이었다. 사회권규약 제8조는 결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체교

섭권은 노동 분야에서 결사의 자유를 효과적이게 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노동에서의 다른 기본적 

권리들과 자격들을 실현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권리들은 항

상 아동 노동 반대를 향한 투쟁과 같은 양의 대중적 관심사나 합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및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 관련 인권을 논의할 때 차별금지원칙과 평등대우 조항은 빠질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는 “직장

에서의 평등: 지속적인 과제”라는 제목의 2011년 국제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수많은 흐름에 대해서 

논의했다. 직장에서의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입법과 제도적 계획이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세계 경제 위기와 함

께 새로운 난제가 등장했다. 보고서는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반차별 정책과 노동자의 권리를 소외시

키는 추세에 대해 경고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들은 사업들이 빚

으로 인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면 그 실효성이 덜 할지도 모른다. 이 기간 동안 일상화된 차별은 

악화된다. 게다가 보고서는 작업장에서의 차별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으며, 여러 영역에서의 차별이 

일상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경제적 기회의 접근에 대하여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은 유

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이다. 이 협약은 여성의 생식에 대한 권리를 다루는 국제법 문서

이기도 하다. 결혼이나 출산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여성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서, 당사국들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와 결혼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

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더욱이, 당사국들은 유급출산휴가나 실직하지 않고도 비슷한 사회적 혜택을 

받는 출산휴가를 도입할 것을 요구받는다.
작업장에서의 성 평등은 수십 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성 평등과 동등한 대우는 결코 성

취되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직업에 대한 접근과 혜택, 노동조건과 고위의사결정지위에의 접근의 

면에서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의 임금은 대체로 남성임금의 70-90% 정도이며,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출처: ILO. 2011. Equality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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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The continuing challenge. Global Report under the follow-up to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ciples and Rights at Work.) ☞ 여성인권

국제노동기구의 직장에서의 평등에 관한 국제 보고서(2011)에 언급된 것처럼 민족(그리고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거의 모든 직장에서의 반(反)차별 법안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직장에서 인종주

의는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직장에서

의 집단 괴롭힘, 차별적인 취업 광고, 외국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으로 말이다. 가장 취약한 집

단은 아프리카계와 아시아계, 토착민과 소수민족, 그리고 특히 이러한 그룹들에 속해 있는 모든 여

성들이다. 이러한 여성들은 교차차별(intersectional discrimination)을 경험한다.

2009년, 벨기에에 위치한 동등한 기회와 인종주의 근절을 위한 센터(CEOOR)가 받은 고용에

서의 차별과 관련된 모든 불만의 45%는 인종주의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비슷하게, 호주 인권 

위원회는 고용 분야에서 인종주의와 관련된 불만이 44%에 달한다고 보고했고, 뉴질랜드 인권 

위원회 역시 40%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실업률은 고용 분야에서의 인종주의와 인종 차별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로써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흑인 실업률은 여전히 백인 실업

률의 2배에 달하며, 경제 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의 자료도 비

슷하다. 
게다가 유럽집시권리센터(ERRC)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집시를 향한 인종 차별은 여전히 일상

적이며 모든 유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점이다. ｢...｣ 많은 집시들은 교육받지 못하고 실

업인 상태에 놓여 있으며, ｢...｣.
☞ 차별금지, 소수자 권리

1980년대는 유엔 총회에 의해 유엔 “장애인 10년”으로 선포되었다. 장애인과 관련된 세계행동계획

은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전 세계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

작되었다. 2006년에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제27조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기반 위에

서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열려 있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접근 가능한 노동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일에 의해 삶을 영위할 기회의 권리”를 다루고 

있다. 당사국들에 의한 협약의 이행은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의해 감시·관리된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낮은 취업률이 나타내는 것처럼 일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향해 가해지는 차별은 

여전히 6억 5천의 장애인(세계 인구의 약 10%) 중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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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수준
국제법 문서의 궁극적인 실효성은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정부가 취한 조치에 달려있다.
앞서 언급한 권리와 관련된 당사국들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존중할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국가는 노예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또 다른 

  중요한 의무는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들은 

  다른 중요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이행하도록 국가에게 압력을 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위반된다.
• 보호할 의무:
  당사국들은 최저기준을 규정할 의무가 있다. 어느 노동자도 최저기준 이하의 노동조건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노동할 권리는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어떠한 경우  

  에도 국가는 일의 접근과 관련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증진할 의무:
  노동에 관해서 이 의무는 취업 지도와 훈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의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 실현할 의무

  비록 노동할 권리가 국가에게 모두의 직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구할 것을 요구한다. (예시. 완전 고용 정책)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국제법적 틀 내에서, 문화 및 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노동 분야에 접근하고 경험하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실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잘 알려진 가난한 어부의 우화는 노동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다른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노동 형태의 그러한 가능성이 문화적 기대 및 

친밀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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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 어부 이야기
어느 늦은 아침, 어부는 그물을 모래 위에 펼쳐 놓은 채로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있었다. 어부

는 이따금 반짝이는 푸른 파도를 바라보며, 햇살의 따뜻함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 여행객이 해변을 따라 걸어 내려왔다. 그는 해변에 앉아있는 어부를 발견했고, 어부가 자신

과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이유를 알아내기로 결

심했다.
“그런 식으로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여행객은 말했다. “당신은 해변에 누워있는 

대신 열심히 일을 해야 해요!”
어부는 올려다보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글쎄요, 당신은 더 큰 그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죠!” 여행객

은 답했다.
여전히 웃으며 어부는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여행객은 답했다. “당신은 돈을 벌 것이고, 배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배로 더 많은 양의 고

기를 잡을 수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어부는 다시 물었다.
여행객은 어부의 질문에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당신은 큰 배를 살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겠죠!” 그는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여행객은 화가 났다.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은 수많은 어선을 장만할 수 있고, 전 세계를 항해

할 수 있으며, 직원이 당신을 위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니까요!”
다시 한 번 어부가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얻는 게 뭐죠?”
여행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어부를 향해 소리쳤다. “부자가 돼서 다시는 생계를 위

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정녕 모르겠어요? 당신은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하루 온

종일을 해변에 앉아 보낼 수 있다고요. 세상의 온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어부는 올려다보더니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

하나요?”

4. 이행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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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해 비준된 협약들은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제협약의 실효성은 감시기관의 조사결과

에 순응하고 국내법을 통해 협약을 집행하려는 국가의 의지에 달려있다. 만일 국가가 의무를 위반

했을 경우,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종종 협약의 이행은 “수치심의 동

원”에만 의존한다. 이러한 약한 처분은 인권, 특히 노동권을 무역과 연결하도록 하는 요청으로 이어

져 왔다. 이것은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한 무역 제재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다. 무역 제재는 국가로 하여금 특정 관행에 대해 법률(예를 

들어 아동 노동의 금지)을 제정할 것을 강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문제는 더 복잡한 해결

책을 요구한다.

국제기준의 집행을 위해 국제노동기구와 유엔은 다양한 감독 및 청원 절차를 개발해 왔다.
국제노동기구 협약의 당사국들은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관해 전문위원회가 분석하고 논평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들은 매년 국제 노동 회의에 지속적으로 제출된다. 매
해마다 회의는 다른 회원국에 의한 검토 작업을 거치고, 많은 회원국의 협약 적용에 관한 결론을 

발행한다. 비록 이러한 절차가 다소 강제력이 없는 국제적 장치로 보일지 모르지만, 1967년 이래로 

130개 이상의 국가에서 2천개가 넘는 노동 및 사회 입법의 변화가 관찰되어 왔다.
이 감독 체계와 더불어 국제노동기구는 노동 기준의 이행을 위해 두 개의 분리된 청원 절차를 제공

한다. 하나는 고용주 단체나 노동자 조직이 회원국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과 국제노동회의의 대리인(정부, 노동자 대리인 또는 고용주 대리인)으로 하여

금 다른 회원국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후에 조사위원회가 임명될 수 있

다.
이러한 체계와 별도로,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 불만은 정부가 관련된 협약들을 비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정부를 상대로도 제

기될 수 있다. 1950년에 설립된 이래로 위원회는 법률의 개정과 해고노동자의 복직에서 투옥된 조

합원의 석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공을 경험해왔다.
사회권규약(ICESCR)의 적절한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의 기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다. 다른 인권조약 기구들과 달리 이 위원회는 해당하는 규약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

라, 1985년에 규약의 감시와 함께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위탁되었다. 현재 해당 위

원회는 18명의 독립적인 전문가의 지도 아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년 11월, 위원회는 노동

할 권리의 내용과 이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가 취해야 하는 조치들을 상술한 일반 논평을 발

행하였다. 노동할 권리는 차별하지 않을 권리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논평들

도 노동 관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향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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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일반 논평은 동등한 임금을 실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협약

의 당사국들은 5년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행된 각종 입법, 정책 및 

다른 조치들을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의 보고서 평가와 관련된 국가 대표들의 토

론을 거친 후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입장을 밝힌다. 대부분의 경우 위원회는 협약의 위반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권리 침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게 촉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개인 혹은 집단이 위원회에 권리 침해에 대한 공식 제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는 200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나 2012년 1월 기준 오

직 5개국만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으므로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 (IPEC)
1992년 국제노동위원회(ILO)는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 (IPEC)에 대한 논의를 발전

시켰다. 시민 단체(NGO)뿐만 아니라 각 국의 정부, 사회적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IPEC는 문제의 복

잡성과 사려 깊고도 지속적인 문제해결방법을 고려한 특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운영되었다. 예
를 들어 아동 노동의 대안으로 IPEC는 아동들이 일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들에게 교육적 대안을 

제공하며 해당 아동의 가족들에게 수입과 안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착수했다. 
IPEC는 처음 IPEC에 가입했던 6개 국가에서 88개국으로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것의 

가장 큰 요인은 2008년 6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기술 협력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이었다. 이는 

IPEC를 세계에서 가장 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게 했다.
2006년 “아동 노동의 끝은 멀지 않았다 (The End of Child Labour: Within Reach)”라는 제목의 연

구에서 나타났던 긍정적인 추세와는 정반대로 2010년 ILO의 보고서인 “아동 노동 방지 가속화를 

위한 행동”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 노력에 염려를 표한 바 있다. 이 ILO의 보고서는 

2004년과 2008년 사이에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가 2억2천2백만에서 2억1천5백만으로 줄어들면

서 지속해서 하향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하향세는 걱정스러운 정도로 그 속도가 느려졌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한 국제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2006년 보고서(아동노동에 대한 보고서: 2016년까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철폐를 목표로)에 제시됐던 목표 달성 속도를 저하할 수도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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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었나요?
• 전 세계적으로 5세에서 17세 사이의 3억6백만의 아동이 노동을 하고 있다.
• (노동최저연령 미만 혹은 건강, 안전, 도덕에 위협이 되는 노동을 하거나 강제 노동에 동원되

는) 아동 노동의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 노동을 하는 

아동 중 약 70% (위 참조), 즉 2억1천5백만 명이 아동 노동자에 속한다.
• 모든 아동 노동자 중 절반 이상, 즉 1억1천5백만 명이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노동을 하는 아동의 수도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15세 미만의 아동 노동자의 

수 감소가 도드라져 보인다.
• 약 8백4십만 명의 아동이 강요 및 속박 노동 (5백7십만 명), 매춘과 음란물 (1백8십만 명), 
무장 분쟁 (3십만 명) 그리고 범죄행위 (6십만 명) 등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 시달리

고 있다.
• 5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 노동자 대부분은 60%가 농업, 26%가 서비스 그리고 7%가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지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2010년 6월에 열렸던 국제 노동 회의에서 ILO와 IPEC가 2006년 합의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적 의제와 실천 계획을 제공하는 국제 행동 계획을 도입했다. 이 행

동 계획에는 2010년 5월 헤이그에서 열렸던 국제 아동 노동 회의에서 80개국 450명 이상의 대표

들에 의해 채택되었던 “2016년까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폐지 달성을 위한 로드맵” 역시 포함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은 위험한 아동 노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켰으

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촉구했다.
아프리카축구연맹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주최자와의 협력을 통해 IPEC는 말리에서의 2002 
챔피언십 행사에서 아동 노동의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큰 규모의 캠페인을 실시했다. 축구 

경기에서 사용되는 빨간 퇴장 카드에서 착안한 “아동 노동 퇴장 (Red Card to Child Labour)"이라

는 간단하고도 직접적인 메시지와 함께 캠페인은 비디오, 대중 음악, 라디오, 두 곳의 국제 항공사 

및 축구 경기 등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이용하여 전개되었고,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아프

리카 대륙 너머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캠페인 활동은 아프리카의 21개국에서 

진행되었고 외국의 미디어들도 캠페인을 널리 보도했다. 케냐에서 1천 2백만, 잠비아에서 5백만에 

다다르는 사람들이 캠페인을 접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집트와 가나 같은 몇몇 아프리카 국

가들에서의 관심은 매우 높아 이후 국내 혹은 지역의 축구 경기나 공적인 행사 등에서 계속 캠페인

을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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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중 1명의 아동만이 임금을 받으며 대다수의 아동들은 무급으로 가족을 도와 일을 하고 

있다.
• 여아의 노동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아의 노동은 약간 증가했다.
• 아동 노동이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1억1천3백 6십만 명)이
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6천5백십만 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1천4백
십만 명), 기타 지역 (2천2백4십만 명)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아동 노동은 개발도상국에

서 역시 일상화되어있다. 
(출처: ILO. 2010. 아동 노동 방지 가속화를 위한 행동)          ☞ 아동인권

노동과 인권에 관한 기업 행동 강령
다국적 기업은 더 이상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경제력은 국가

에 걸맞거나 혹은 그 이상의 수준이 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국가는 유일한 인권의 잠재적 침해자

가 아니게 되었다. 인권을 존중할 사기업의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 뿐 아니라 

NGO와 같은 국제단체들은 국제적 규모의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특정한 상품을 보이콧함으로써 

그동안 묵인되어왔던 기업들의 행태를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되었다. 점점 이러한 압력은 환경문제뿐

만 아니라 인권, 노동 기준을 포함한 기업 행위 규범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예로는 “갭(Gap)사의 공급업체 행위 규범 (Code of Vendor Conduct)" 혹은 ”리바

이스(Levi Strauss & Co)사의 “글로벌 소싱 및 운영 가이드라인(Global Sourcing and Operating 
Guidelines)”이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도입한 기업 규범은 사원들이나 기업의 하청업체 및 공급

업체에 지시되는데, 이 규범은 산업 안전, 건강, 결사의 자유, 임금과 각종 혜택, 노동 시간, 아동 

노동, 비(非)차별 고용 등의 기준 역시 포함하고 있다. 더 많은 예는 http://www1.umn.edu/ 
humanrts/links/sicc.html 에서 참조할 수 있다.
회사 자체의 행위 규범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

한 행위 규범에서 드러나는 기준들은 국제인권협약들에서 권고하는 높은 수준보다는 최소한의 국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규범을 감독하는 효과적인 감시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기업 행위 규범을 위한 외부 감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말할 것

도 없다. 따라서 기업에서 내놓은 기준은 단순히 겉치레인 경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는 

국제 인권위원회가 “자발성을 넘어서: 인권과 기업의 늘어나는 국제법적 의무(Beyond Voluntarism: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Companies)”에서 다룬 것처

럼 "단어의 정의에 따라 자발적 계획은 수용하는 이들에게만 적용“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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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아동인구 고용된  아동 취업률(%)

2004 2008 2004 2008 2004 2008

아태지역 650,000 651,815 122,300 96,397 18.8 14.8 

중남미 111,000 110,566 11,047 10,002 10.0 9.0 

사하라남부아프리카 186,800 205,319 49,300 58,212 26.4 28.4 

다른 지역 258,800 249,154 13,400 10,700 5.2 4.3 

세계 1,206,500  1,216,854  196,047 176,452 16.2 14.5 

아동들의 경제활동의 전세계적 지역별 추이, 2004, 2008 (5~14세)
(참고: ILO 2010, Accelerating Action against Child Labour.) 

자체적인 행위 규범은 증가된 사회적 책임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 (Multi-stakeholder initiatives)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은 국제개발의 사회적, 생태학적 문제점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

은 정부 대표, 노동조합, 기업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는 깨끗한 옷 캠페인 (Clean Clothes Campaign; CCC)이 있

다. 유럽 국가 15개의 단체들이 연합한 이 캠페인은 세계적 의류와 스포츠웨어 사업의 근무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CCC는 의류생산국가의 노조와 NGO를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협력 기관들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며 현지 협력 기관들은 지역 내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만약 각각의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긍정적 개입이나 문제 해결이 실패할 경우, 보도자료 배포, 항의서 발송, 시위, 전 

세계적 소비자와 활동가들을 움직이기 위한 공공 캠페인 등으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전략 추진을 돕는다. 평가 및 감독,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공공 캠페인을 통해 

CCC는 기업 행위 규범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다. CCC는 노조원에 대한 

차별, 위험한 노동 환경, 노동자에 대한 폭력, 임금 체불 등을 포함한 250건 이상의 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건들을 다루었다.
잘 알려진 다중 이해관계자 운동의 다른 예로는 도덕적 무역 운동(Ethical Trading Initiative: ETI)
을 들 수 있다. ETI는 CCC와 달리 노동조합과 노동권 단체뿐 아니라 몇몇 사기업 (2010년에 70개 

기업을 돌파함)을 연대체로 두고 있다. 회원 기업들은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기초한 노동행위 모범

규범인 ETI 규범을 채택하고 ETI의 이행 원칙에 서명하는 것 이외에도 노동조합과 NGO들과 함께 

각종 ETI 프로젝트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연례 보고서가 ETI 이사회로 제출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서의 20%는 무작위 현지검증방문을 기반으로 작성된다. 독립적인 기구

가 각 기업을 감시하고 만일 기업의 행태가 기준 미달이라면 ETI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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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서 2006년에 행해진 종합적인 평가는 ETI 회원들의 활동이 보다 안전한 근무지를 만들고, 
아동 노동을 근절하며, 노동자들이 적합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했

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시장의 힘과 보편적인 원칙의 권위를 결합하도록 합시다.”
코피 아난.

항목표시제도 (Labelling of Items)
좋은 사회적 실천에 따라 생산된 물품들을 표시하는 것은 인권 보호와 보다 나은 사회적 관행을 위

해 최근에 도입된 제도이다.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자신들의 구매력을 이용하여 좋은 관행을 지지함

으로써 생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오늘날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

러한 표시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며 표시제도가 적용되는 항목으로는 커피, 코코아, 초콜릿, 오렌지 

주스, 차, 꿀, 설탕과 바나나 등이 있다. 러그 마크(RugMark)에서 굿 위브(Good Weave)라는 새 이

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 남아시아 카펫 산업에서의 아동 노

동을 철폐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굿 위브는 카펫 판매와 기부모금을 통해 착취당했던 아동들의 교육과 지원을 돕고 있다. 1995년 러

그마크 인터네셔널(RugMark International: RMI)의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카펫 산업에서의 아동 

노동자의 수는 1백만 명에서 2십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국제 공정무역 표시 단체 (Fairtrade Labell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 FLO)는 개발도상국의 소

외되고 빈곤한 생산자들이 보다 나은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FLO는 국제적으

로 인정되는 공정 무역 조건을 엄수한 상품들에게 공정무역 마크 (FAIRTRADE Mark) 라벨표시를 

제공한다. 이 표시는 유럽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국가별로 따로 존재했던 

표시제를 대체했다. 미국의 한 FLO회원만이 기존의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공정무

역 인증 표시(Fair Trade Certified label)가 공정 무역 기준을 준수했다는 의미로 통한다. 공정무역

은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에 힘입어 상당한 성장을 이룩했다. 공정무역 상품은 70개 국가에서 판매

되며 몇몇 영역에서는 공정무역상품의 시장 비율이 전체의 20~50%를 차지하기도 한다.

유엔 글로벌 콤팩트 (UN Global 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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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글로벌 콤팩트는 코피 아난 (Kofi Annan) 전 UN 사무총장이 1999년 1월 31일 세계경제포럼

에서 했던 연설에서 착안되어 시행되었다. 1999년 1월에 열렸던 포럼에서 전 아난 사무총장은 기업

들이 보편적으로 지지되는 가치들을 지키고 유엔 기구들뿐 아니라 노동 단체들 및 시민 사회와 조

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새로운 추세는 가

치에 기반한 경영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 체계가 부

족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콤팩트는 이러한 간극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도 했다.
글로벌 콤팩트는 다음과 같은 10개의 명시된 원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분야는 인권, 노동, 환
경과 반부패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 기준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l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l 모든 형태의 강요된 노동 또는 강제 노동의 철폐

l 아동 노동의 실질적 폐지

l 고용과 업무에서의 차별 철폐

국제노동기구는 이러한 기준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
http://www.unglobalcompact.org 웹사이트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하는 기관 역시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콤팩트는 그 도입부터 많은 기업들과 

UN 기관들, 기업 협회, 노동 기관, 시민 사회 단체 뿐 아니라 학계와 도시(市) 들이 참여해 오고 있다.
글로벌 콤팩트는 자발적인 원칙이기에 기업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

고 있으면서도 그 이행이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콤팩트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는 기준들이며 독립적인 감시와 강제 체계 역시 

부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기준 자체에 대한 모호성 역시 글로벌 콤팩트의 효과적인 

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다.

2. 동향

수출가공지역 (Export Processing Zones: EPZs)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유 무역 지대를 설립하여 단순 면세뿐 아

니라 국제 노동, 환경 기준의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다국적 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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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이득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무역 지대 외부에서보다 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 지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과 건강 문제를 비롯한 노동 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화재예방 수칙 무시, 응급처치 장치 설치 미비와 안전하지 않은 기계는 

EPZ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노동 환경은 다양한 대외적 관심으로 

인해 확실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존재한다. 세계은행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135개
국에 3천개의 수출가공지역이 존재하며 6천8백만 노동자가 이러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쇠퇴
몇몇 선진국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1.4%(2010년 기

준)의 노동자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게다가 다국적 기업들의 강력해진 정치권력으로 인해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은 가지고 있던 힘의 대부분을 잃어가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에

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자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에 다양한 방해물이 

존재하며 몇몇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단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

력, 고문, 무분별한 살인이나 체포가 나타나기도 한다.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의 2011년 연간 조사(Annual Survey)에 따르면 2010년에만 90명의 노

동자가 노동조합 관련 활동으로 살해당했으며, 75명의 노조원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고, 2천5백 명

이 체포됐으며, 5천명이 해고되었다. 보고되지 않은 경우의 수까지 고려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

을 것이다.

국제유동성의 증가 : 
노동자들의 이주
오늘날 빈곤과 폭력은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집을 떠나게 하는 비극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격차는 이러한 이민을 더욱 더 증가시키고 있다. 
2010년에는 총 2억1천4백만 명의 국제 이주민이 있었고,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수

치였다. 그리고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었다. 본국을 떠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

해 이민을 선택하며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총 국제 이민의 90%를 차지한다. 2010년 국제노동

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조사에 따르면 약 1억5백만 명의 이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

한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이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엄청나지만 많은 이주민들은 매우 끔찍

한 조건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각종 차별과 착취에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취약한 

집단 중에서도 경기 침체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집단이다. 그들은 종종 건설업이나 관광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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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을 하는데, 이러한 분야는 업종의 특성상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빨리 불안정해지

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국제노동기구 이주 노동자 협약(협약 제97조와 제143조)은 안타깝게도 널리 비준되지 

못하였다. 이는 각 국가들이 자국의 이민정책에 대한 국제 조사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3년 7월 1일에 발효된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위원회(CMW)가 이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며 위 협

약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이주 노동에 대한 다자간 체계(Multilateral Framework on Labour 
Migration)가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행동 계획의 일부로서 2004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채택되기도 

했다.
청년 실업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들이 마주하게 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늘어만 가는 청년 

실업이다. 현재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젊은이들의 불안은 높은 상태다. 2010년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인 “국제 청년 취업 현황: 세계 경제 위기가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특

별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제 위기는 노동 시장에서 청년들이 갖는 취약함을 드러내왔기 때문

이다. 2011년 발행된 위 보고서의 최신호는 현재와 같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청년 실업 문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는 암울한 결론을 내기도 했다. 보고

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l 전 세계적으로 7천5백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실업자인 상태이며, 이는 2007년 4백6십만 보다 많

은 수치이다.
l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청년 실업은 4백5십만 명 늘어났다. (경제 위기 이

전인 1997년~2007년 사이에 평균 실업자 수는 매해 10만 명 미만이었다)
l 청년 실업률은 경제 위기로 인해 11.6%에서 12.7%로 대폭 증가했다.
l 그 예로 2011년 말 EU의 청년 실업률은 21%에 다다랐고, 스페인에서는 심지어 50%에 다다랐

다.
l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12개월 이상 구직을 하는 실업자의 비중은 성인보다는 청년이 훨씬 높다. 

그리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및 영국에서 청년은 성인에 비해 장기실업자로 될 가능성이 2~3
배 사이 정도 된다.

l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청년들의 시간제 노동은 독일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 증가했다.
전 인구 중 특정 계층에서의 장기 실업은 경제적, 사회적 간극을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통합 및 안

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 실업은 종종 폭력, 범죄, 자살, 약물 및 술의 남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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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각한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업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게 한다.

“청년 실업은 전 세계 실업의 40%를 차지합니다. 오늘날 약 6천6백만 명의 청년들이 

실업상태에 놓여있고, 이는 1965년의 실업률보다 천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불완전한 

취업 역시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새로운 직종들은 임금이 낮고 불안정합니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고용 보장이나 혜택 혹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위해 비공식 부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피 아난. 2001.

효과적으로 청년 실업을 타개하려는 각종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문제의 사회적, 문화적 및 경제적 

원인을 다뤄야 하며 청년 실업자들의 욕구와 능력의 차이에 집중해야 한다. 유엔,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은 청년 고용 네트워크를 만들어 국제적인 수준에서 청년 실업문제를 논의하고자 했다.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청년 고용 네트워크(The Youth Employment Network),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yen/)

HIV/AIDS와 노동계
HIV/AIDS 문제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특별히 노동 분야에 큰 영

향을 미쳤다.
유엔 산하 에이즈 전담기구(UNAIDS)에 따르면 1990년대 말부터 새로운 HIV 감염의 수가 꾸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계 에이즈 확산의 성장세가 안정되고 있다. 사망률 역시 상당히 줄

었으며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HIV를 보유하고도 살아가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의학적 치료의 

접근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2010년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3천4백만 명의 사람들이 HIV
를 보유한 채 살아가고 있었고, 이들 대다수인 90%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통계를 살펴보면 직장에서의 HIV/AIDS 문제는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직업 수행 능력, 출결 혹

은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 진다. 오히려 직장생활은 질병의 확산과 질병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노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HIV/AIDS는 많은 노동자와 그들에 의존하는 가족, 공동체, 기업의 생계를 위협한다. HIV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은 기본적인 원칙과 노동 관련 권리를 위협하고, 결과적으로는 질병의 예방과 치

료에 대한 노력을 좌절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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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국제노동기구는 HIV/AIDS와 노동 분야에 관한 행동규범을 채택했다. 이 규범은 직장에서 

HIV/AIDS가 미치는 영향을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 완화하고 질병 확산의 예방을 돕는 체계를 제공

한다. 국제노동기구 행동규범의 주요한 원칙은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 성 평등, 건강한 노동 환경, 
고용을 이유로 한 HIV 검사 금지, 기밀성 그리고 고용관계의 유지이다.
2010년에 국제노동회의는 HIV와 AIDS 및 노동 분야에 관한 권고사항(No.200)이라는 제목의 

HIV/AIDS 관련 첫 국제 노동 기준을 채택했다. 이 권고사항은 특히 채용과 고용조건에서의 차별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HIV 감염 혹은 해당자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인식을 이유로 한 해

고를 금지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출처: 국제노동기구(ILO). HIV/AIDS와 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프로그램(ILO Programme 
on HIV/AIDS and the world of work), http://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trav/aids)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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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한 베르사유 조약의 일부로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1930 ILO 강제 노동 협약

1948 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49 ILO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

1951 ILO 동일보수협약

1957 ILO 강제노동 폐지 협약

1958 ILO 차별 (고용과 직업) 협약

196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6,7,8조
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8조
1969 ILO 노벨 평화상 수상

1973 ILO 최저 연령 협약

1979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CEDAW)
1989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9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2003년 발효)
1992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 (IPEC) 신설

1998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1999 ILO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

2001 ILO 이사회 강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행동 프로그램(SAP-FL) 신설

2008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선택의정서 (발효 예정)
2010 헤이그국제아동노동회담에서 “2016년까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 폐지 달성을 위한 

      로드맵” 채택

추천 활동

활동 I
아이인지 일인지 !
PART I : 소개

본 활동은 직장에서의 여성 생식권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역할극을 포함한다. 생식권은 아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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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지 말지를 선택할 권리도 포함한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 유형 : 역할극

목표와 목적 : 여성의 생식권에 대한 지식을 쌓고, 차별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알게 하며, 
평등과 정의 및 책임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대상그룹 : 청, 장년

그룹크기 : ·15~25명
소요시간 : 90분
관련기술 : 비판적 사고, 의사 형성, 언어 및 공감 능력

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
“M씨는 거의 1년간 실업 상태에 있는 중이며, 열심히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다. 10일 전, 그녀는 

그녀가 원하던 직장에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은 잘 이루어졌고 M씨는 취업 제안을 받았다. 사측에

서는 M씨에게 계약서 서명을 위해 인사담당자인 W씨와 만나 볼 것을 요청하였다. 그녀는 이미 면

접에서 자신이 맡을 일과 업무와 관련된 논의를 끝낸 상태였지만 그저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했고, 
인사담당자인 W씨는 2년 안에 아이를 갖기 않겠다는 선언에 서명하는 것이 일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역할극 수행 :
l 전체 인원을 작은 그룹으로 나눈다. (각 4~6명)
l 시나리오를 읽어주고, 각 소그룹이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하고 역할극화 할 수 있도록 20분을 

준다. 역할극은 M씨가 W씨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하며 5분을 넘기면 안 된다.
l 각 그룹이 역할극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역할극을 수행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l 역할 전환 : 사전 안내 없이 극을 중단시키고 배우들에게 역할을 서로 바꿀 것을 요청한다. 그

리고 중단된 시점부터 이야기를 진행한다.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다.
l 다시 보기 : 역할극이 끝나면 상황을 변경하고 (예. M씨는 불임이다, M씨는 이미 임신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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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등) 이러한 변화를 적용하여 같은 장면을 다시 연기할 것을 요청한다.
l 최종 평가에서 참가자들에게 해줄만한 이야기를 메모해 놓는다.
피드백 :
l 각 소그룹에서 피드백을 진행한 다음 (예. 어떻게 역할극을 만들었는지; 어렵지는 않았는지?) 

사건의 의미, 이러한 종류의 차별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l 이 상황에 대해서 놀란 사람이 있었는가?
l 어떠한 결말을 내리기로 결정했는가? (현실적인 결말? 장점과 약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혹은 

순응적 태도 중 어떤 것이 더 나은가?)
l 당신의 나라에서 여성은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특히 임신한 경우)
l 회사는 왜 저런 식의 반응을 하였는가? 공정한 처사인가?
l 침해된 인권이 있나?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인권인가?
l M씨가 남자였다면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l 남성은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보는가? 여성이 바라보는 방식과 다른가?
l 여성의 생식권을 고취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론적 힌트 : 역할극을 시작하기 전에 각 그룹이 생식권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하
나의 성별로 이루어진 그룹을 만들어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그룹이 결성될 경우 보다 도발적인 결

말을 얻을 수도 있다.
응용을 위한 팁 :
l 두 명의 지원자로 역할극을 시작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관찰자로 참여하게 한다.
l 중간 중간 발표를 중단하고 의견을 묻는다.
l 관찰자들과 배우의 역할을 교대한다.
l 저 상황에 다른 인물들을 추가한다. (예. 남편, 노조 대표 등)

PART IV: 후속활동

그룹에게 각자의 나라에서의 생식권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인터뷰, 관찰자들이 참여하는 

인권 역할극을 공공장소에서 진행한다.)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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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성 평등, 차별 (출처: 유럽평의회, 2002. 컴퍼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인권교육 매뉴얼)

활동 II 공정하게 차려입었는가?

파트 I: 소개

한 사회 안에서 부와 권력의 분배는 보통 한 개인이 자신의 완전한 인권을 획득하고 존엄한 삶을 누

릴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례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공정함”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

고 각자의 상황에 반영해 본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옷과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본다.

파트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사례 연구

목표와 목적: 이 활동은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옷과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도록 돕는

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 경제 하에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대상그룹: 청, 장년

그룹크기: ·약 25명
소요시간: 90분
준비물: 플립차트 용지 혹은 칠판, 마커 펜 혹은 분필, 토론 질문들

핸드아웃: Math 티셔츠

관련기술: 분석, 반영, 언어 및 비판적 사고 능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핸드아웃 : Math 티셔츠

미국에서 한 벌에 $20 하는 티셔츠는 한 국제기업의 엘 살바도르에 있는 공장 중 한 곳에서 만들

어진다. 이 공장은 마킬라도라(maquiladora)의 한 예이다. 마킬라도라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공장으

로 수출을 위해 상품을 생산하는 곳이다. 셔츠를 만들어내는 살바도르인 노동자는 한 시간에 $0.56
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한 시간에 약 4.7장의 셔츠를 만들어낸다.
1994년, 살바도르 정부는 겨우 연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현재 마킬라

도라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4배가 필요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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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 티셔츠를 나누어 주고 참가자들에게 다음을 계산하라고 요청한다 (혼자 혹은 짝을 지어):
l 티셔츠 한 장당 노동자는 얼마를 받는가?
l 만일 노동자의 임금이 4배가 된다면 한 시간당 얼마나 버는가?
l 임금이 4배가 된다면 티셔츠 한 장당 얼마를 버는 것인가?
l 만일 회사가 늘어난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티셔츠는 한 장당 얼마에 판매될 것인가?
    이제 노동자의 임금이 10배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l 노동자들은 한 시간당 얼마를 받는가?
l 티셔츠 한 장에 얼마를 버는가?
l 만일 회사가 늘어난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당신은 티셔츠에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사례 연구에 대한 지시사항 : 참가자들이 각자의 옷에 있는 라벨을 확인하도록 요청한다. 그리고 

(차트 용지와 칠판에) 목록을 만들고 라벨에 있는 모든 정보와 옷이 생산된 나라를 기록한다. 목록 

작성이 마무리 되면 참가자들에게 결과를 분석하도록 요청한다. 대부분의 옷이 가난한 나라에서 만

들어졌다는 점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참가자들과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l 누가 당신의 옷, 선글라스, 신발, 버튼, 지퍼 등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가?
l 당신의 옷을 만든 사람이 남성, 여성, 아동 중 누구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l 이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l 그들이 어떠한 노동 조건에 놓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사례 평가 : 우리의 옷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임금을 요구할 때 의류 판매업자들은 종종 

소비자가 값 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임금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룹 내의 사람들과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하라.
l 티셔츠를 구매하기 위해 기꺼이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가?
l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는가? 구체적인 조항을 인용하라.
l 왜 판매자들은 서구 국가에 상품을 팔면서 엘 살바도르나 방글라데시,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생

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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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노동자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피드백 : 마무리 질문을 하고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답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l 오늘 나눴던 이야기 중 특별히 기억에 남을 내용은 무엇입니까?
l 당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을 생각해보십시오.
방법론적 힌트 : 사례 연구는 효율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는 데에 좋은 방법이다. 특히 이러한 사례

의 경우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와 존중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토론의 몇 가지 원칙을 그룹 전체가 함께 생각해보아야 한

다. 모든 제안을 기록해두고 모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전시하도록 한다.
응용을 위한 팁 : 노동자의 성별, 나이, 임금 등이 기록된 라벨을 나눠주는 활동으로 어색함을 없앤

다. (예. 5분에 사탕 10개, 10분에 사탕2개 등) 모든 그룹이 종이 한 장에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는 

등의 (의미 없는) 활동을 하도록 한다. 활동이 끝나면 각 사람들에게 라벨에 기록된 나이, 성별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돈” (사탕)을 큰 소리로 세어 그들이 모두 했던 같은 일에 각자 얼마의 임금을 

지급받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이후 느낀 점을 나눈다.

PART IV: 후속활동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
사회, 정치, 경제권

(출처: David A. Chiman의 경제와 사회 정의. 인권의 시각.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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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
 RIGHT TO

PRIVACY

민주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인터넷상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대테러작전과 프라이버시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

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

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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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08년 8월,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는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였다. 
진정인의 설명에 의하면, 2008년 6월 항공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은 후, 진정인과 그 남편의 여

행일정을 남편의 고용주에게 이메일로 유출하였고, 그로 인해 남편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고용주 측은 항공사가 의문의 메일로 유출한 것은 남편의 성(姓) 밖에 없었다는 내용

의 진술서를 진정인에게 작성해주었고 이 진술서의 사본은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항공사는 의문의 이메일이 발송되기에 앞서 제 3자에게 보안질문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위원회 측에 밝혔다. 항공사가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항공사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통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지도 않았고 자체 보안질문 시스템의 

작동내용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적절한 보안질문이 제시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 
정보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의 예약 과정이 남편의 이메일 주소가 아닌, 진정인의 이메일 주소와 진

정인의 개인 컴퓨터로 이루어졌음도 참고하였다. 
위원회는 항공사가 적절한 보안수단을 실제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재한다는 사실과 제출된 기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항공사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항공사는 진정인과 그 남편의 

개인정보에 손을 대었고, 이메일을 통해 그 부부의 여행일정을 고용주에게 유출하였다는 것이 그 

위법행위의 내용이다.
(출처 : 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09. Case Study 1: Disclosure of 
personal data due to inappropriate security measures.)

토론할 거리
1.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권리들은 무엇인가?
2. 민감한 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시오.
3. 이러한 사례들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보호시스템은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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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알아야 하는 내용  K!?

1. 소개

프라이버시권의 역사적 발전과정

프라이버시(영단어 privacy는 ‘나머지 사람들과 분리된다’는 의미인 라틴어 ‘priavates’에서 유래

함)이라는 단어는 한 인간이 자신을 나머지 사람들과 분리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드

러낼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문화권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각 문화권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890년에 Warren과 Brandeis가 쓴 글이 프라이버시에 관한 가장 첫 번째 기록으

로 남아있다. 프라이버시권에는 자유에 관한 자유주의적 개념의 핵심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데, 이
는 18세기 후기와 19세기 전반에 걸쳐 발전되어온 것이다. ‘분리된 영역’이라는 의미였던 프라이

버시의 개념은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가정과 주거의 보호, 통신의 비밀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되

었다. 여기에 뉴미디어가 자리 잡음에 따라 전기통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도 추가되었다.
그 이후로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은 기술적 발전들과 함께 어마어마하게 변화해왔고, 
특히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로 그 변화는 더 커졌다. 그 중에서도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프라이버시

에 대한 이해는 지난 10년간 급격히 변했는데 그 중심에는 웹 2.0과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가 있다.

프라이버시와 인간안보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받는 인간은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인간안보가 실현된 삶을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권의 기본적인 보장이 필수적이다.   

2. 정의와 설명

프라이버시는 국제적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요한 협약들이 보호하고 있다. 세계인권선

언(UDH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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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

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사생활에 관한 주요한 국제 조항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1.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

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사생활(Privacy):
좁은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세계인권선언 제 12조를 차용하자면-다른 이들의 사생활

을 침해하지 않는 개인존재의 특정한 영역을 보호한다. 여기서의 사생활은 다음에 열거되는 

다른 카테고리들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 정체성(Identity):
정체성은 이름, 외모, 옷차림, 머리모양, 성별, 유전 정보 뿐 아니라 고백이나 신념과 같은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거기에 더해 

인권위는 협약에 관한 특정 이슈들에 관한 ‘일반논평’을 발표한다. 특히 1988년의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 보호, 명예와 신용에 대한 권리(제17조)를 다룬 일반논평 16번과, 1990년의 가족의 

보호, 결혼권과 배우자 평등권(제23조)에 관한 일반논평 19번은 사생활 보장 영역과 밀접히 관

련되어 있다.
일반논평 16번에서 언급되었듯이, 제 17조는 누구든지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권리들은 국가에 의한 

간섭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인(natural persons)과 법인(legal persons)의 간섭으로부터도 보

호받아야 한다. 인권위는 ‘가족’이라는 용어를 넓은 범주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정은 

결혼한 부부와 자녀들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가족들 또한 포함한

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한정짓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7조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 정체성, 온
전성, 은밀성, 자율성, 소통, 그리고 성적지향과 같은 하위그룹으로 나뉠 수 있다.



- 443 -

개인적인 ‘특징’들을 포함한다.
• 온전성(Integrity):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개인의 온전성 또한 보호하고 있다. 예
를 들면, 환자의 뜻에 반하거나 환자의 동의가 없는 의료행위는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해당된

다.
• 신상(Intimacy):
정보 보호와 가정 및 통신의 보호는 은밀성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조

처다. 개인은 자신의 신상관련 내용이 자신의 동의 없이 출판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다.
• 자기결정(Autonomy):
이것은 인간의 자기실현 영역을 다루고 있다. 자신의 몸에 관한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살’과 

같이 자신의 몸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 소통(Communication):
이 영역은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다. 가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는 별개로, 이 

영역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성적지향(Sexuality):
성적 자율성은 프라이버시권에서 특수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성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어떠한 규범도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간섭이 허용되는 유일할 경우는 그것에 영

향 받는 사람들(예를 들어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뿐이다. 
(출처: Manfred Nowak. 2005. CCPR Commentary, Art. 17 CCPR.)

특별히 취약한 집단들
• 장애인

격리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경우처럼,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은 프라

이버시권의 침해로 고통 받는 처지에 놓이기가 쉽다.
• 환자와 노약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나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취

약지대에 놓여있다.
• 아동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아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셜 네트워크나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받기가 쉽다.
☞ 아동인권



- 444 -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프라이버시권을 침식해오는 대테러 정책
근래 국가는 대테러 정책들을 다룰 때, 프라이버시권의 보호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두 가지의 

새로운 역학에 강조점을 둔다. 첫째로 국가는 테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능력은 감시권력의 강화

와 전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2001년 911 테러 이후 대부분의 대테러 

관련 법안은 정부의 감시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왔다. 두 번째로, 테러는 전 세계적 

이슈이기 때문에 테러리스트 수색임무는 국경에 의해 제한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가의 관점이다. 
개인들에 관한 막대한 정보력이 있는 제 3자의 도움은 테러 용의자들을 찾아내고 감시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자원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들로 인해, 헌법 상 혹은 법적으로 명시된 보호 장치

가 부재한 국가들이 급진적으로 변화하여, 감시와 관련된 법들을 확대시키고 이러한 법에 대한 규

제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부실한 법적·헌법적 보호 장치들을 갖춘 이런 나라들의 경우, 정부가 

제 3국이나 민간 영역과 협력하거나 국내 감시 시스템을 해외 시스템으로 교체하면서 기존의 보

호 장치들을 적용하지 않고 변화시킨다. 이러한 조치는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태롭게 만든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법적 감시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개연성 있는 이유나 합리

적인 근거와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특정 사건에 대한 한정적인 개입일 경우이

다. 법적 원칙은 개인의 행동이 범죄행위에 관련되었다는 의심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실적 근거가 

반드시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변화과정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에 의한 통신감청이 비정상적

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기술들(예를 들어, ‘도청’과 휴대폰의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추적 기술들, 인터넷 전화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내용을 정부에 보고하는 

기술, 혹은 용의자의 컴퓨터에 원격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스파이웨어를 설치하는 기술)에 대한 초

점이 맞춰져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 일부 국가에서는 통화내용의 보안을 강화하고 감청을 방지

하는 암호화 기술들이 사용금지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출처: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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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관할
감 청 설 치 
법 원 명 령
건수

도청(이동
통신과 유
선전화 등 
모든 종류
의 전화 
포함)

구두(마이
크 포함)

전 자 장 비
(무선호출
기, 팩스, 
컴퓨터 포
함)

혼합형태 체포건수
유죄 판결 
받은 수

합계 2189 2092 6 4 87 3547 465
연방정부 367 358 0 1 8 1006 47

미국에서 2011년 한 해 동안 사용된 감시 유형들과 감청으로 인해 체포,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수 

(출처: US Courts Statistics 2011,
www.uscourts.gov/uscourts/Statistics/WiretapReports/2011/Table6.pdf.)

검문하고, 수색할 수 있는 확장된 권력
‘대테러작전의 수단’이라는 명분아래, 정부는 일반 대중의 신원을 파악하고 스캔하며 꼬리표를 다

는 일을 확대해왔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한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사

용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장소에서 대규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감시 수단들은 정당성 및 사법적 감시가 부족한 체제들의 도구로 흔히 사용된다. 검문과 수색으로 

인해, 금융거래·통신 및 여행 기록에 대한 감시의 증가로 인해, 잠재적 용의자를 찾기 위한 프로

파일링 과정으로 인해, 수상한 활동들의 개연성을 계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개인들을 색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목록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 인해, 기존의 인권 기준들은 훼손되어 왔다.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지난 수년간 더욱 더 발달된 기술들이 적용되었는데, 생체인식장치들이나 

의복을 투시하는 바디스캐너의 사용 등이 그것이다.
근래의 주된 흐름을 볼 때, 국가는 개인을 검문 수색할 수 있는 권력을 확대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우려스러울 정도의 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국가가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

하고 방지할 수 있는 국내적 법적 장치들은 축소시켰다. 이 권력들은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

는 민족 프로파일링과 차별정책에 대한 우려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새로이 확대된 이 권력들로 

인한 시민들과 정부 간의 심각한 긴장관계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출처: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 인종차별금지 및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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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식장치의 사용과 중앙집중화된 신원확인시스템의 위험성
얼굴이나 지문인식,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인식장치의 사용은 새로운 신원확인 정책의 핵심요소다. 
생체정보의 수집이 늘어남에 따라, 오작동 비율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배척 현상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둔갑시킬 있는 위험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다른 신원확인장

치와는 다르게 생체정보시스템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일단 정보가 저장되고 오용되게 되면, 한 인

간에게 새로운 생체정보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이슈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 DNA 정보의 과학적 객관성과는 상반되게 DNA 정보 또한 변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음의 실례는 생체정보수집시스템의 중앙집중화가 오심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음을 보여

준다.
“2004년 3월 11일 마드리드 폭탄테러가 발생한 후, 스페인 경찰은 불발탄에서 어렵사리 지문을 

채취해냈다. 미국 FBI의 지문감식 전문가들은 한 변호사의 지문이 현장의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

로 나왔다고 발표 했다. 그 변호사는 전직 미군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문 정보는 미국 지문정보 시

스템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 지문은 그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2주 동안 독방에 수감되었

다. 조사관들은 일치 여부를 충분히 재조사하는 데에 실패했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변호사로 일하

면서 유죄 판결 받은 테러리스트를 변호했었고 이집트 이민자와 결혼했으며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는 것이 알려졌을 때 그의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출처: UN 2009.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감시대상 리스트의 유통
감시대상 모니터링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는 1999년 UN 안보리가 아프가니스탄

의 상황과 관련하여 기존의 1189(1998), 1193(1998), 1214(1998) 안보리 결의안을 언급

하며 1267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시작되었다. 안보리는 알카에다와 오사마 빈라덴, 탈
레반과 관련되거나 그들을 숨겨주는 개인과 조직을 제재하기 위한 체제를 설립하였다. “알카에다

와 탈레반 제재 위원회”(일명 대테러위원회 : 역자 주)로 잘 알려진 이 위원회가 바로 그 조치다. 
이 체제는 그 이후 열두 차례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안 채택(결의안 1333(2000), 
1390(2002), 1455(2003), 1526(2004), 1617(2005), 1735(2006), 1822(2008), 
1904(2009))을 통해 재확인과 수정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알카에다나 오사마 빈라덴, 탈레반과 

관련된 개인, 조직에 제재조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이

후로는 이러한 제재조처가 전 세계 모든 곳의 개인과 조직에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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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unter Terrorism Committee, 
http://www.un.org/en/sc/ctc/rights.html.)

2006년 12월 19일, 안보리는 1730(2006)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리스트 삭제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리스트에 들어간 당사자들이 위원회에 자신의 케이스를 숙고해달라고 요구하

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2006년 12월 22일 안보리가 1735(2006)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

서야 리스트 작성과정도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 결의안은 탈레반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나 

조직을 리스트에 넣기 위해서 국가가 작성해야 하는 일련의 서식들을 마련했다.
거기에 더해, 안보리는 1904(2009) 결의안을 통해 고충처리국을 설립하여 안보리의 리스트 삭

제 요청처리 업무를 돕도록 했다.
(출처:Tessa Van Lieshout. 2006. The Unit\-ed Nations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mmittee pursuant to Resolutions 
1267 (1999) and 1989 (2011) concerning Al-Qaida and associ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자료수집
어떤 상황에서는 새로운 생체정보처리 기술들이 용의자의 신원확인에 적법한 도구가 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생체정보를 여권과 같은 하나의 신분증이 아닌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은 

우려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침은 정부에 비해 개인을 무력한 위치에 놓이게 함으로써 정보 보

안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때문에, 2009년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위원회의 위원들 일부는 UN에 ‘인권으로서의 정보보호권

과 프라이버시권을 명확히 세부적으로 정리한 법적구속력이 있는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와 동시에 미국정부도 이에 부응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받았고 유럽평의회(CoE) 
또한 현재 심리중인 유럽평의회 정보보호 조약 23조에 적합한 법적 장치 마련을 요청받았다. 그
러나 이 작업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작업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뿐 아니라 국가 간 정

보흐름의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사생활 보호의 보편적 기준을 국제적 수준에서 높여야 한다.
반면에,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가장 자유로운 사회에서조차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상원 헌법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영국에서 감시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하고, 심지어 시내중심가를 걸어갈 때도, 우리의 움직임은 감시를 받고 기록된다. 범죄에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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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테러 위협에 맞서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

고도 기술적으로 발전된 감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오고 있다. 동시에, 민간영역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유사한 변화들은 영국인의 삶을 크게 바꾸어놓고 있다. 전자감시 시스템의 발전과 개

인정보의 수집과 가공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일상적이며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감시 관행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그 잠재적인 결과들 

또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3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mmissioners. 
2009. Standards on Privacy and Personal Data)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소셜 네트워크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국제적 통신망(하나의 예로, 페이스북은 2012년 4월, 9억이 넘는 회

원수를 기록했다) 확장으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의 흐름을 국제적으로 적합하게 규제하

고 개개의 국내법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앞으로 수년간 입법에 있어서의 주요한 이슈로 남을 것이

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과 관련된 여러 법적인 이슈들 중 하나는, 개인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Friendster 등) 사용자들에게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들은 자신이 친구들끼리만 공유하

려고 올렸던 정보들이 정부당국을 비롯해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언론, 다수의 대중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음을 곧 깨닫는다. 그 예로, 인사담당자들은 지원자들을 뽑기 전에 배경조사를 위해 

이러한 사이트들을 체크하기도 한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을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에 

관한 광범위한 개인식별정보들을 얻을 수도 있다. 일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이 고집하고 있는 

실명사용 의무화정책은 문제를 더 가중시킨다. 한 사용자와 ‘친구’를 맺은 수백 명 중 누구나 자신

이 원할 때 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 정보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예를 들어 사진) 또한 이 이슈와 밀접히 관련된 문제다.
친구나 해당 사이트 회원 외에도 누구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들은 

자신이 올린 사진들과 남겨진 댓글들 그리고 프로필 정보에 누구든 접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고용주가 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법당국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보가 네

트워크 바깥의 세상으로 나가 어떤 이미지로 묘사될지 알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지인들에게만 

공개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퍼지는지를 알고 놀라곤 한

다. 온라인에서 한번 정보가 공개되면 그 후엔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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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계정의 경우, 프라이버시 관련 초기 설정은 자신의 프로필을 보는 누구에게나 방대한 정보열

람을 허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충분히 하기위해선 사이트 설계부터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한다(예를 들어, 초기기본설정이 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수준으로 설정되거나 웹사이트

와 프로그램 설계 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프로필을 보는 누구나 블로그와 댓글과 같은 개인적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사

이트의 관리자가 초기설정을 높게 설정해놓는다면,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 자료들에 대한 더 많

은 통제권을 즉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약관과 같은, 프라이버시 정책들은 명확하고 따르기 쉬워

야 한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행하

게도, 웹사이트들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약관들은 불필요하게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것들

을 읽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이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2012년 4월, 유럽평의회의 장관위원회는 검색엔진의 인권보호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 권

고안은 회원국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정보가 수집되는 방법에 관해 투명성을 감독, 제고하도록 하

고 있다. (출처:Council of Europe. 2012. 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regard to search engines.; 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아동 포르노
1990년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인권에 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문서다. 제16조는 

세계인권선언과 맥을 같이 하여, 아동에게 프라이버시권을 부여한다.
협약에 의해 정부는 아동들을 모든 종류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그들이 납치되

어 매매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협약에 더해서, 아동 매매와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정부가 아동매매(강제노동, 불법입양, 장기 기

부 등의 모든 형태의 비성적(非性的)인 목적의 아동매매 또한 포함),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그

라피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1년 5월 기준으로 

143개 국가들이 이 선택의정서에 서명하였다. ☞ 아동인권

4. 이행과 모니터링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본인권조항들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은 또한 이러한 인권조항에 대

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국내법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권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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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에 따른 개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련 제정법은 반드시 이러한 개입이 허용되는 특

정한 상황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해야만 한다. 이러한 공인된 개입의 사용여부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당국만이 할 수 있고 개개의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7조의 준수를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서신왕래의 완전성과 기밀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 모든 형태를 막론하고 감시와 감청은 금지되어야 한다. 가택 수색은 필요한 

증거수색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괴롭힘에 해당하는 정도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컴퓨터나 

자료 저장소, 기타 기기에서 개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것은, 그것이 공공 당국에 의

해 이루어지든 개인이든 사설 단체에 의해서든 간에, 반드시 법에 정한대로 행해져야 한다. 
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가 그 정보를 소유, 가공, 사용할 법적 권한 없는 개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조약이 마련되어 있다. 국가가 한번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그 국가는 조

약을 지키고 실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국제법은 각 나라가 이 조항들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그 국가의 사법체제에 달려있다.

유엔
인권조항들이 실행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과 같은 조약들은 감시 메커니즘에 대한 근거가 된다. 이 감시 메커니즘이란 보고 시스템을 의미

한다.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국제 감시기구에 협약조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고해야 하

는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독립적 전문가들의 단체로 당사국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행을 감시한다. 모든 당사국은 위원회에 권리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들은 조약에 가입한 후 일 년 후에 초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

며 그 후에는 위원회가 요구할 때마다 제출해야 한다(대개 4년마다). 위원회는 모든 보고서를 검

토하고 각 보고서에 대한 우려사항들과 권고사항들을 담아 ‘최종견해’의 형식으로 국가로 송부한다.  
보고체계에 더하여, 위원회는 협약 제41조에 의해 소위 국가 간 분쟁에 관여할 수 있다. 게다가, 
협약에 대한 첫 번째 선택의정서는 위원회가 개인통보 또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정
부의 협약위반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는 특정한 주제의 이슈에 대해 인권조항의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 일반 논평의 

형식으로 출간한다. 예를 들어, 일반논평 16번: 사생활과 가족, 주거, 통신의 권리와 명예, 신용의 

보호(17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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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조약에 반하는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못하도록 정부는 효과

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자신의 정보 파일을 통제하거나 통제가능성이 있는 공공 기관 

혹은 사설 개인이나 단체가 무엇인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런 정보 파일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집 경로와 절차가 위법한 경우에는, 누구나 수정과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테러 작전 속에서의 인권, 기본적 자유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911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달라진 인권상황의 흐름은 기록으로 잘 남아있다. 911 공
격이 일어난 후,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과 아랍인들은 그들의 외모만을 이유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수많은 공격을 받았다. 정부 또한 광범위한 입법 조치로 대응했다. 많은 주들이 새로운 범죄를 규

정하고, 특정 조직들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시민적 자유를 억제하고, 인권위반에 대한 보호 

장치를 축소시키는 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테러와의 싸움을 구실로 인권침해를 합법화하는 위험한 

경향을 초래했다. 테러위협에 과잉 대응한 정부당국으로 인해, 테러리스트로 몰린 이들의 인권뿐

만 아니라, 자국 시민들의 인권까지 침해당할 위험에 처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는 

축소되었다.

안보리 결의안 1535(2004)으로 대테러사무국이 설립되었고 사무국은 인권에 관련하여 좀 더 

주도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테러사무국은 대테러 관련 문제들과 관련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을 비롯한 다른 인권기관들과 협력하도록 의무가 지워졌고, 인권 전문가가 사무국의 직원의 일원

으로 임명됐다. 그리고 2005년 4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 2005/80에서 대테러 속에서의 인권, 
기본적 자유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UN 특별보고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보고관의 2009년 

보고서는 대테러 조치들로 인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누군

가가 일단 정보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사받거나 검열 받게 되면, 그의 개인정보는 대테러 작전

이라는 명분으로 정보기관들에 공유되고, 대개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자동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국제인권법 아래에서 정부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력을 지닌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러나 대테러리즘이 모든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간섭을 자동적으로 합

법화할 수 있는 만능 카드는 아니다. 어떤 간섭이든 비판적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는 국제적 수준에서 프라이버시권에 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진 가장 중요한 조약 규정이다. (출처: OHCHR. 2007. Human Rights,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Tessa van Lieshout. 2006. The United Nations and the fight 
against terrorism.;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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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지역별 협약들과 감시기구들
유럽연합의 노력들
1995년에 이미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연합의회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보호 그리고 개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지침(정보보호지침, 95/46/EC)’을 채택했고, 이 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보보호지침은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를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

다. 정보보호지침은 수동기입식 파일 뿐만 아니라 전자 파일에서의 개인정보의 처리에도 적용된다.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포함한다.
•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할 권리

• 불법적인 처리를 막을 권리

• 직접마케팅 광고를 무료로 거부할 권리

건강이나 성생활, 혹은 종교적이거나 철학적 신념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나 공적

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 지침은 유럽연합 밖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엄격한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만들도록 더 큰 압력을 가하고, 유럽 내에서 정

보흐름이 계속되도록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7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의회는 개인정보처리와 통신 분야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보충 

지침(통신프라이버시지침, 97/66/EC)을 채택하였는데, 이 지침은 전화, 디지털 텔레비전, 이동 

통신망 및 여타 통신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 지침은 통신회사와 서비스제공자들이 

사용자들의 인터넷 통신, 활동과 관련한 통신 프라이버시를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통
신프라이버시지침은 청구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마케팅 활동에 한계를 지어, 통화가 

일단 끝나면 통신 전달 중 수집된 정보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02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회의는 개인정보처리와 전자통신분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지침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 2002/58/EC)을 채택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동전화, SMS, 유선전화, 
팩스, 전자우편, 채팅방, 인터넷, 혹은 기타 전자통신장비를 통해 일어나는 모든 통신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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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데이터와 위치 데이터 보유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국가 보안이나 

범죄 예방 그리고 법집행 등 다양한 이유로 실행될 수 있다.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은 통화와 통

신, 트래픽 데이터와 위치데이터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포함함으로써, 사생활을 더욱 광범위

하게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모든 정보(트래픽)는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동의 없이 보내지는 상업적 광고인 스팸메일은 금지된다. 그리고 이동전화 사

용자들은 정보기관의 정확한 위치추적이나 감시로부터 보호받는다.
2006년 유럽연합은 ‘공개적으로 가능한 전자통신서비스 혹은 공공 통신망과 관련되어 생성되거나 

처리된 정보의 보유에 관한 지침(2006/24/EC)’을 추가적으로 채택하여 전자통신프라이버시지침

에 수정을 가하였다. 매우 논쟁적인 이 지침은 서비스공급자들이 6개월에서 2년 동안 정보를 저

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유럽연합과 미국은 합의에 도달하여, 브뤼셀 기반의 은행집합체인 SWIFT에서 미 재무

부로 개인금융정보가 전송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SWIFT는 safe harbour 조항(미국과 유럽 

연합(EU) 간에 맺은 개인 신상 정보(PII)의 전송에 관한 협정)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추가적

으로 유럽연합과 미국은 탑승자명단 기록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에 동의하였다(항공회사로부터 미 

국토안전부로의 탑승자명단기록 전송과 처리에 관한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합의). 2006년에 동

일한 사안에 대한 비슷한 합의가 유럽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었다(유럽의회 대(對) 유럽연합회

의와 유럽공동위원회의 소송, 2006년 5월 30일).
2012년,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개의 초안이 만들어졌다. 첫째는, 개인정보 처리와 

이동과 관련한 개인 보호 법률에 관한 초안이고, 두 번째는 범죄 예방과 조사, 적발, 기소, 형 집

행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주무관청의 개인정보처리를 비롯, 이러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한 

개인보호에 관한 지침에 관한 초안이다. 지침 16조는 정보처리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루어졌을 

경우,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2.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유럽인권협약(ECHR)
1950년 제정된 인권보호와 기본적 자유권에 관한 유럽인권협약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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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

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협약에 의해, 협약이행을 감시할 유럽인권위원회와 유럽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두 조직은 프라

이버시권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또한 이 두 조직은 제8조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는 지속

적으로 광의의 관점을, 제한에 대해서는 협의의 관점을 유지해왔다. 갑 대 아이슬란드의 소송(5 
Eur. Comm’n H.R. 86.879)을 보면 1976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다수의 앵글로 색슨인들과 프랑스 작가들에게 있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라는 것은 프라이

버시권과 생존권 그리고 더 나아가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

나 위원회는 이보다 더 넓은 관점을 갖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을 존중받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 존재와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권리, 특히 한 인간의 인격 발달과 실현을 위한 감성

적인 영역의 권리까지를 어느 정도 포함한다.”
(출처: Magdalena Sepulveda, Theo van Banning et al. 2009. Human Rights 
References Handbook.)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관한 유럽평의회조약과 추가의정서
1981년에 제정되어 1985년 발효된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관련한 개인보호에 관한 조약은 전 

세계 어느 국가나 가입할 수 있다. 조약은 2012년 6월, 44개국에 의해 비준되었고, 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초의 국제법으로서, 국제적 의의를 가진다. 이 조약의 당사국들은 국

내법 내에서 조약의 원칙들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이 조약의 원칙들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모든 개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유럽평의회는 협약의 현대화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동의나 고지 없이 개인정보가 

끊임없이 기록되고 소통되고 분석되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프라이버시와 자유 사이의 경계선이 흐려지는 때가 되면 조약의 개정

이 필요할 것이나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일 것이다. 
국가 간 개인정보의 교환이 증가함에 따라,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 그 중에서도 특히 프라이버시

권 보호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추가의정서-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있어 감독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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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국제 간 데이터 유통과 관련한 개인보호’-가 2004년 발효되었고 2012년 6월 현재 32개국

이 참여하고 있다. 추가의정서는 당사국들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립하도록 

한다. 이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 있어 개인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미주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제11조의 프라이버시권 해석은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1965년 미주

기구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을 발표하고 프라이버시권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 보

호를 요구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소송에서 사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예로써, 
Rivas Quintilla 대 El Salvador, Oscar Elias Biscet 대 쿠바)
(출처: Magdalena Sepulveda, Theo van Banning et al. 2009. Human Rights 
References Handbook.)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제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제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1980년 9월 23일에 

채택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담긴 종합적인 안내

서이다. 핵심적인 원칙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 대표들에게 프

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자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비구속적 원칙들을 서술하고 있다. 그 원칙

들이란 개인정보는 수집에서 저장과 삭제까지, 모든 단계에서 보호되어야 함을 말한다. 정보 보호

에 대한 원칙과 표현은 여러 선언들과 법률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개인정보는 반드시 다음

과 같이 처리되어야 함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취득될 것

• 본래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 목적에 충분하고 밀접히 관련 있으면서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

• 정확하고 최근의 것이어야 할 것

• 정보의 주체에 접근 가능할 것

• 안전히 보관되어야 하며, 목적을 다한 후에는 폐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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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헌장은 10조에서 사생활의 보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그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아동들의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감독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는 상황 

하에서, 어떤 아동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

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항하여 아동은 법

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Privacy.Org
이 사이트에서는 사생활에 관한 매일의 뉴스와 정보, 계획들을 알 수 있다. 사생활과 관련된 활동

들, 단체들과 출판물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사이트는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

(EPIC)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의 합동 프로젝트로 탄생했다.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re)
EPIC는 공공이익연구센터로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다. 1994년 설립된 이 단체는, 당시 대

두되고 있던 시민권에 관한 이슈에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프라이버시와 수정헌법 제 1조, 헌
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
1990년에 설립된 인권단체로, 정부와 기업의 감시를 감시하는 단체이다. 이 단체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PI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캠페인을 펼

쳐오고 있다. 캠페인의 주제가 되는 이슈는 도청과 국가정보기관활동에서부터 신분증 카드, 비디

오 감시, 데이터 매칭, 경찰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의료 프라이버시 등에 걸쳐있다. 
(출처: 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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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sfian Abdelazik씨의 경우가 하나의 예다.
“Abousfian Abdelazik씨는 범죄로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는 몬트리올 출신의 남자다. 
2006년 유엔의 테러 감시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그는 현재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례

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03년 그는 병환 중에 있는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수단에 

2. 트렌드

감시 리스트, “비행금지 승객” 명단
가장 흔한 형태의 감시리스트는 비행금지 승객명단이다. 대개, 이러한 명단들은 항공사와 보안 당

국에 유통되며, 명단에 속한 승객은 억류하거나 심문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단들이 어느 

범위까지 사용되는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들이 공적 감독을 받는 곳

에서는 다수의 오류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가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명단들이 아무리 지속적으로 오류확인과정을 거친다하더라도 데이터의 완전성 문제

는 남기 때문에 신원확인 과정은 반드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명단들은 대개 비밀에 부쳐지는데, 테러 용의자에게 명단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

유라는 게 공식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비밀주의로 인해 개개인은 자신이 어떤 명단

에 올라있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관리감독도 없이, 끊임없이 철

저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비밀 감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제17조 하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만약 이러한 반 테러리스트 명단

이 공개된다면, 17조는 또 다른 형태로 작동된다. 인권위원회는 “UN 1267 위원회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그 통합명단에 사람들을 등재시킨 것은 17조의 위반이다. 금지명단의 타이틀에 이

름이 올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 개인의 명예와 평판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

을 내렸다.
공적 비밀 감시명단들은 정보 보호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위반하는 경우가 잦다. 처음 목적을 갖고 

생성된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재사용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엔 타 기관들과 공유되면서도 그 당사

자들의 동의나 사전고지를 거치지도 않는다. 잘못된 정보가 사람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사

용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제시받지 못한 채 비자가 

거절되고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어 여행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출처: United Nations. 2009.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le countering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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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가 혐의도 없이 체포되었다. 그는 결국 6년만인 작년 여름에야 수단에서 캐나다로 돌아

올 수 있었고, 그 6년의 시간 속에는 두 번의 옥살이와 캐나다 대사관 로비에서 보낸 14개
월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제재조치로 인해 일을 구할 수도 없는 그는 고국으로 들어온 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잘못할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내가 아무런 혐의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오타와 시당국은 Abdelazik씨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사람

은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가 어찌하여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그것을 꺼내 쓸 수도 없다. 법정 다툼을 통해, 그는 자신의 계좌

에서 일정 한도액 내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는 명령을 받아냈다. 
CSIS와 RCMP는 모두 Abdelazik씨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2005
년 수단 법무부는 알카에다와 그의 연관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테러 감시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려는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연방 정부와 다른 관

계당국은 계속해서 그에게 제재 조처를 가하고 있다. 그는 수단 감옥에 있으면서 고문을 당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수단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오타와 시당국은 그 명단을 거론하며 그

에게 여행허가 서류발부를 거부했다. 그는 칼툼에 위치한 캐나다 대사관에서 법적으로 불안

정한 상태로 수개월을 보냈다.
Abdelazik씨의 전국 순회강연에 동반한 메리 포스터는, Abdelazik씨가 겪고 있는 이 고초

는 이슬람공포증과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독단적인 정부 권력’에 저항하는 거대한 싸움의 일

부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인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수의 개인들과 이

러한 개인들로 이루어져있는 전체 국가들의 이야기”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Abdelazik씨의 변호사들은 유엔의 1267 리스트라고 알려진 

감시 명단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Abdelazik씨는 그에 앞서 외무부 장관 로

렌스 캐논과 연방정부에 27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정부가 수단 당국에 의한 구금과 고문을 방조, 격려하고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귀환을 

수 년 동안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캐논 장관의 대변인인 Melissa Lantsman은 이 사건이 아직 소송 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Abdelazik 씨가 감시명단에서 이름을 내

리려면 적합한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2007년에 그의 이름을 유엔의 

명단에서 빼기 위해 노력 했지만 거부당했다. 명단 제명 요청에 대해 안보리 회원국 중 누구

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출처: CBC News. 2010. Montreal man on watch list rallies 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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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
구글이 2007년 스트리트뷰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구글 스트리트뷰 디지털 카메라에 의해 모아진 이미지 정보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차량에 숨겨진 와이파이 

수신기로부터 방대한 양의 와이파이 데이터를 얻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적인 조사들이 시작됐

고, 구글은 자신들이 개인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위치정보가 결합된 MAC 주소들과 네트워크 

SSID들(사용자에게 할당된 네트워크 ID 식별명)을 수집했음을 인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항의로 인해 구글은 와이파이 데이터전송의 불법 수집을 중단했다. 
결국, 구글은 계속된 조사 끝에 자신들이 이메일 비밀번호와 이메일 내용 또한 엿보고 저장했음을 

인정했다. “...일부 경우에서는 이메일과 URL들뿐만 아니라 이메일 비밀번호까지 통째로 캡쳐되

어 있었다.”   
2011년 1월, 적어도 12개 국가에서 조사가 행해졌고, 9개 국가에서는 구글의 위법행위가 인정

돼 유죄가 선고되었다. 스위스 법원은 구글 스트리트뷰가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스위스 최고법원은 구글 스트리트뷰 지도 서비스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구글이 인터넷에 이미

지를 올리기 전에 얼굴과 차량번호 정보를 모두 흐리게 만들도록 강제했다. 스위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영상 기록의 획득으로 인한 대중의 이익과 피고측의 상업적 이익은 결코 개개인

의 초상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없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 또한 구글 스

트리트뷰 차량이 개인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와이파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프라이버시법을 위반

했다고 판결했다.
프랑스의 컴퓨터와 시민권 위원회는 구글이 스트리트뷰 차량을 통해 사람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

를 몰래 수집한 것에 대해 프라이버시법 위반을 인정하고 십만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원회

는 벌금형 선고 배경에 대해 ‘구글이 얻은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밝혀진 위법행위와 사안의 중대

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벌금이 부과된 후, CNIL은 구글이 조사 기간 중에 보인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CNIL의 얀 파도바 사무총장은 “구글이 우리에게 늘 협조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가 요구한 정보-구글 차량에 탑재된 모든 기기들에 대한 소스 코드같은-를 제출하는 일에 

불성실했다”며, “그들이 언제나 매우 투명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영국과 캐나다, 독일, 스페인을 포함한 몇몇 다른 국가들 또한 유사한 조사를 진행하여 구글이 프

라이버시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했다.
(출처:　BBC. 2011. France fines Google over Street View data bl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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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네트워크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들(페이스북, 마이 스페이스, 트위터, 구글 버즈 등)은 친구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이동통신능력을 구축하는 데에 용

이하도록 만들어진 포럼이다. 이러한 사이트들이 정보교환에 유용한 도구인 반면에 동시에 이런 

사이트들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사용자들의 세세한 

개인정보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까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서비스 제공자들은 회원가입에 제한을 둠으로써 사용자정보 접근성에 제약을 두고 있다. 많
은 웹 사이트들이 약관에 나이 제한을 둔다(예를 들면 Friendster는 16세 이상, 페이스북과 마

이스페이스는 13살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보의 교환을 허용한 그룹 내에

서 디지털 정보는 쉽게 복사 유통될 수 있다. 게다가 웹 사이트들은 광고 목적으로 회원 정보를 

제 3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
(출처: BBC. 2008. Facebook ‘violates pri\-vacy laws’.; EPIC, Social Networking 
Privacy, http://epic.org/privacy/socialnet/default.html; Irish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11. Facebook Ireland Ltd – Report of Audit.)

국립 DNA 데이터베이스 - 영국
지난 수년간 영국 상원 헌법특별위원회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및 개발, 민간과 공적 영역 모두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의 증가, 국립 DNA 데
이터베이스(NDNAD)의 규모의 팽창 발견했다. 지난 수십 년간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공유, 전자 통신의 감시와 전자신원확인, 그리고 공적영역에서의 CCTV 감시와 같은 것들은 상대

적으로 드물었다. 오늘날 이러한 기술들은 어디에나 있고, 우리 매일의 삶에 다양한 방면으로 영

향을 끼치고 있다. 게다가 감시는 개인과 정부와의 관계 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또한 강

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종종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위협이 되기도 한다. 
(출처:　 Peter Malanczuk. 2009. Data, Transboundary Flow, International 
Protection.)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서의 자유에 관한 공동선언
2012년 6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기관 네 곳(유엔, OSCE, OAS, ACHPR)의 특별 조

사관들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에서의 자유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

유에 관한 핵심원칙들을 역설했다. 예를 들어, 이 선언서는 타 소통수단들을 규제하는 데에 사용

되는 접근법이 단순히 인터넷에 적용될 수 없고, 그보다는 인터넷에의 적용을 위한 접근법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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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고안될 필요가 있다고 선언했다.
(출처: OAS. 2012. Press release - Freedom of expression rapporteurs issue joint 
declara\-tion concerning the internet. Matthias C. Kettemann. 2012. 5 punchy 
principles for regulating the internet.)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인권보호
2012년 7월, 마침내 유엔 인권위원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인권보호가 전혀 다름이 없음

을 확인했다(UN Doc. A/HRC/20/L.13). 이 결의안은 인터넷의 보편성과 개방성의 의미를 명

확히 하고 있으며, 유엔인권선언과 ICCPR을 언급하고 있다.

3. 연혁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7조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와 국제간 개인정보 유통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1981년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관련한 개인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조약

1988년 사생활과 가족, 주거, 통신의 권리와 명예, 신용의 보호(17조)에 관한 UN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6번
1989년 UN 아동권리협약

1996년 EU 개인정보보호지침(95/46/EC)
2001년 EU 개인정보보호규정(45/2001/EC)
2002년 아동 매매와 아동 매춘, 아동 음란물과 관련한 협약 선택의정서

2002년 EU 통신프라이버시 지침(2002/58/EC)
2003-2005년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2004년 ‘개인정보처리 자동화에 있어 감독 당국과 국제간데이터 유통과 관련한 개인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조약의 추가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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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활동
활동 I. 개인 정보, 공공 정보

PART I: 소개 이 활동은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목

적이 있다.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 유형: 집단 활동

목적과 목표: 공공 정보와 개인 정보를 구분해내기,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개인 정보 사용과 공유

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기 등

대상그룹: 청소년과 20대 초반 성인

그룹크기: 6명 이상

소요시간: 30-60분
준비물: 수업자료 복사본 여러 부

관련기술: 사고력과 분석력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1. 참가자들에게 개인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다. 후에 참가자들을 2-3인의 그룹으로 

나눈 후 수업자료를 작성하게 한다. 어떤 정보가 절대적으로 사적인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지 적고 이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이 때 논쟁거리들이 제기되어야 한다. 
2. 각각의 그룹들이 자신들의 결론을 다른 이들에게 발표하고, 진행자는 하나의 공통 목록을 만든

다.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그룹 안에서 다른 접근방법들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한다. 마지막에는 

공통 목록의 결과물에 대해 숙고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수업자료:
1. 다음의 리스트를 주의 깊게 읽는다.
나의 나이, 집 주소, 내가 집을 비우는 시간, 내 신발 사이즈, 내가 다니는 학교/일터, 나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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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개인적인 정보
친구들과 
공유 가능한 정보

애매한 정보
누구에게나 
공개 가능한 정보

기록(알러지, 질병 등), 나의 전화번호, 나의 취미 활동, 내 몸무게, 내가 사용하는 화장품, 내가 

좋아하는 요리, 내가 즐겨보는 드라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름, 내 속옷 색깔, 내가 좋아하는 뮤

지션, 나의 이성 친구/배우자/약혼자, 내가 믿는 종교, 욕조에 있는 내 사진, 나의 이메일 주소, 
내 얼굴이 나오는 사진, 나의 월급/용돈, 반려동물의 이름, 나의 별명, 내 생일.
2. 1번의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 표를 채우시오.

후속 활동:
개인 정보와 공공 정보의 구분에 대해 토의하고 이 둘에 대한 구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

야기 해본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관련 권리들: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 밖의 모든 인권들.

활동 II. 마리안느 K의 이야기

PART I: 소개

우리는 공공장소에서의 비디오 감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더 이상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만약 모든 이들의 움직임이 경찰이나 보안 요원, 심지어 개인들에 의해 추적된다

면 우리의 프라이버시권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연습문제와 집단 토의

목적과 목표: 프라이버시권의 가능한 위협들에 대해서 참가자들의 민감성을 높이기, 공공장소에서

의 비디오 감시에 대한 장단점 토론하기 

대상그룹: 청소년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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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크기: 10명 이상

소요시간: 30-60분
준비물: 마리안느 이야기 복사본, K 마을의 그림(복사본이나 그림), 감시 카메라 사진, 후속 연습

문제를 위한 두 가지 다른 색깔 카드

관련기술: 사고력과 분석력, 주장 펼치기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K마을의 그림을 큰 종이에 그리거나 아래 그림을 복사하여 교실에 붙여놓아 참가자들이 다음 이

야기를 크게 읽으며 볼 수 있도록 한다.
마리안느 K는 마을 중심 광장에 있는 카페에서 한 남자와 나온다. 그녀는 얼굴의 눈물을 닦는다. 
그리고 자신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는 그 남자를 포옹한다. 남자는 떠나고 그가 가다가 뒤돌아보

았을 때 그녀는 그에게 작별인사로 손을 흔들고 있다. 그 다음 그녀는 약국에 들어간다. 약국을 

나와서 상자 몇 개를 조심스레 핸드백에 넣는다. 그런 다음 마리안느는 ‘변호사’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로 들어간다. 얼마동안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건물을 나왔을 때, 그녀는 폴더 하나를 들고 

마을 교회로 간다. 또다시 시간이 얼마간 지나고 목사의 사무실을 떠나 공동묘지 쪽으로 걸어간

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카페 옆 슈퍼마켓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두 병씩을 

손에 들고 있다.

청중들에게 마리안느의 동선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몇 분 준다. 그들에게 그녀의 행동들에 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짐작해보도록 한다. 그런 다음 자신들의 생각을 전체 그룹 안에서 교환하게 

하고 칠판에 추정되는 사항들을 적는다.

전체 이야기를 크게 읽으며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마리안느 K는 남편 마틴, 두 아이들 메리, 마커스와 함께 K 마을에 살고 있다. 그녀는 인생 대부

분을 그 마을에서 살았고 그 마을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몇몇 친척들도 역시 같은 마을에 살고 있

다. 그녀의 남편 마틴은 L 도시에서 자랐다. 그는 국제적 회사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어서 매일 I 
도시와 K 마을을 통근하고 있다. 최근 그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해외 출장으로 보내야만 했고, 
거기에 더해 주말에는 회사 직원들과 수습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 세미나에 참가해야 한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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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마리안느는 이것에 대해 매우 불행

하게 여기고 있다. 게다가 그녀는 자녀양육을 비롯해, 얼마 전 아버지와 사별한 어머니를 돌보느

라 수년간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꽤 오랜 시간 애써오고 있다. 마리안느는 

사회 복지사인데 K 마을이나 이웃 마을들에서는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불합격 통지서 몇 장을 더 받은 후 마리안느는 그녀의 동창이자 친한 친구를 마을 카페에서 만난

다. 그들은 그녀의 고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는 감정에 북받친다. 친구가 떠나야 했을 

때 그들은 카페를 함께 나섰고 마리안느는 얼굴의 눈물을 닦는다. 그들은 작별 포옹을 나누고 그 

친구는 마리안느를 위로해주기 위해 결국 다 잘될 거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가 떠날 때 마리안

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뒤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다. 
그 다음 그녀는 어머니를 위한 약을 처방받기 위해 약국으로 간다. 약국을 나와서 핸드백에 약 상

자들을 넣은 다음,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마틴 앞으로 나올 유산에 대해 상담한다. 그 곳에서 나

온 그녀에겐 마틴의 법률 정보가 담긴 파일이 들려 있다. 마을 교회로 간 그녀는 자신의 딸 메리

를 첫 성찬식 수업에 등록시킨다. 목사 사무실을 떠난 후, 그녀는 아버지의 무덤을 살피기 위해 

공동묘지로 발길을 향한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카페 옆 슈퍼마켓에 가서 친구들과의 저녁식사를 

위한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몇 병을 산다.

이제 일어서서 마을 그림의 중심 광장 위치에 감시 카메라 사진들을 핀으로 고정한 후 마지막 문

장을 읽는다. 
마을 광장 가운데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마리안느가 마지막으로 신경 썼던 것이 참 오래전 일

이다...
청중들에게 그들이 마리안느의 행동을 해석해서 유추해낸 가정들을 가리켜 보인다. K 마을의 주

민들은 마리안느의 상황에 대해서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모니터 앞에 있던 경찰관

은 무슨 생각을 할까? 마리안느의 행동에 대한 해석과 추측들이 그녀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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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

후속 활동:
그룹 안에서 공공장소의 감시 카메라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열거해보고 논의해보자. 참가자들을 3
명에서 5명 규모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 각 그룹에게 다른 색깔 카드를 한 세트씩 준다(예를 들

어, 장점들에는 녹색, 단점들에는 빨간색 카드). 15분의 시간동안 감시 카메라의 찬반에 대해 논

쟁하게 하고, 그룹 안에서 찬반에 대한 의견일치를 본다.
그런 다음 참가자들을 다시 전체 그룹으로 모은 후, 그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분류하여 칠판이나 

벽에 붙이고 논쟁점들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 필요하다면, 다음의 논점들을 덧붙여 참가자들의 결

론들을 보완할 수 있다.
• 찬성: 상습 경범죄발생지역을 없애기 위해, 범죄를 좀 더 쉽게 해결하기 위해, 예비 범죄자를 

       경고하기 위해, 공공 안전의 위협요소를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사건의 재구성을 가능케 하기 위해, 
       범죄자 신원 파악을 위해, 등등

• 반대: 무죄추정원칙의 점진적인 손상, 사회의 체계적 둔감화, 관찰자 효과로 인한 다양성 

       상실이 만들어내는 몰개성의 사회, 감시 국가로의 몰락, 사람들의 불안감 강화, 고비용, 
       불충분한 모니터링과 감독, 등등

관련 권리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법치주의

(출처: Translated and adapted from: Stephanie Deutinger, Lina Dornhofer. 2012. 
!?!... is watching you. Menschenrechte und Überwa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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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THE MEDIA

권리의 실질적 요소
합법적·비합법적 규제

혐오 및 폭력 옹호의 금지
민주주의와 사회에 대한 중요성

정보사회에서의 인권

>> 모든 사람에게는 의사와 표현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함과 동시에,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매체를 통해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

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19조.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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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스리랑카 : Manorani Saravanamuttu 박사는 1990년 2월 스리랑카에서 납치·살해된 언론인 Richard 
de Zoysa의 어머니다. 박사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운동을 했다. 그녀는 당국

이 살인사건을 조사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녀에게 편지 한 통만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편지 내용은 “귀하의 아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귀하의 어머니로서의 행동을 이해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는 귀하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뿐입니다. … 침

묵만이 귀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출처: Jan Bauer. 1996. Only Silence Will Protect You, Wome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anguage of Human Rights.>
 
이집트 : 국경없는 기자회는 선거 전초전 중 이집트에서 언론의 자유 실태 악화가 가속화되는 점을 

비난했다. 군부최고위원회는 블로거이자 활동가인 Alaa Abdel Fattáh 씨에 대해 공판 전 구속기간

의 15일 연장을 명령했다.
<출처: Reporters without Borders. 2011. International Community urged to React as Situation 
of Free Expression Worsens in Egypt.>
 
크로아티아 : 동남부 유럽언론기구의 정보에 따르면 2011년 12월 14일 크로아티아 주간지 ‘Federal 
Tribune’의 편집장 Drago Hedl 씨가 크로아티아 대통령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한 공로로 상을 받은 

다음날 또 다른 살해협박을 받았다. 그는 이미 과거부터 이런 살해위협을 받아왔었다. 다른 무엇보

다도 ‘Federal Tribune’에서 발행한 1991년 오시예크에서의 세르비아 민간인 고문과 학살에 관한 

그의 글 때문이다.
<출처: SEEMO. 2011. SEEMO Condemns New Death Threats against Coratian Journalist Drago 
Hedl>.
 
토론할 거리
1. 앞선 이야기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는가?
2.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3. 이런 자유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
4.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5. 책임 있는 언론인의 의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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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 표현 및 언론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와 언론의 자유 또한 포괄한다. 인간안보라는 개

념은 또한 권력층에 위협적인 정보 및 생각을 포함하여 어떠한 종류의 정보나 생각이라도 추구하

고 획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언론 통제

는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요소가 된다. 인간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자 새로운 기회가 “신기술”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새로운 “연결”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으나 조직화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지뢰반대 혹은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움직임이 더 쉬워졌으나 동시에 “사이버 

범죄”라는 형태의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 경제와 업무가 새로운 기술에 더욱 더 의존할수록 새로

운 형태의 통합과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비엔나에 기반을 둔 동남부 유럽언론기구

(South-East Europe Media Organization, SEEMO)는 세르비아 텔레콤이 언론과 사람들이 개인 인

터넷 사업자 대신 자사를 이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인터넷 전용선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

“우리에겐 위난, 위기, 위험 상황에서 

우리의 펜을 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자연권이 있다.” 
볼테르. 1764. Liberty of the Press.

알아야 하는 내용  K!?
 
1.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하는 자유(세계인권선언 제19조. 1948)를 포함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는 모든 개별적 

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 하나다. 18, 19세기에 있었던 개인의 자

유를 위한 투쟁에 그 뿌리가 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출판의 자유를 두고 “정부의 부

패와 폭정에 대항할 안전장치 중 하나”라고 했다(존 스튜어트 밀. 1859. On Liberty.). 이 권리는 

또한 시민권자 뿐 아니라 모든 이가 정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민

주적 체제를 위한 헌법적 권리이기도 하다. 1941년 2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래 사회가 그 기반으로 삼아야 할 4가지 자유권을 발표했는데, 표현·언론의 자유는 그 중 하나였

다. 국경을 초월한 정보 접근권과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은 다원적·개방적 사회의 중요한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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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분쟁이라도 “바로 거실로” 끌고 들어오는 “CNN 요인”은 언론매체의 역할에 변화를 주었다. 이
라크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론의 중요성으로 인해 언론은 전쟁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정
보전”과 “교양 오락프로그램”은 정보가 다른 목적-특히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종속되는 흐름을 

잘 보여준다.
 

“자유로운 언론 없이 안보란 없다." 
Dunja Mijatovic, OSCE 언론자유 대표. 2011.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제
정보, 표현, 언론의 자유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이 외국 신문과 잡지 또는 정부로부터 독

립적인 신문과 잡지에 대한 접근권이 없었던 냉전시대에 그 특별한 중요성이 증명되었다. 오늘날 

특정 국가들은 본인들의 판단에 바람직하지 않은 웹사이트에 대한 자국민의 접속을 막기 위해 유성

TV나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몇몇 국가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과 같은 유명한 인터넷 

서비스를 검열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회사들은 낮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영업하기 위해 자체검열을 시행한다.
언론매체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표현의 자유의 

침해자가 될 수도 있다. 언론은 국제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국제연

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반면 언론은 특정 경제적 혹은 다른 이해관계를 위한 국가의 

선전도구가 될 수도 있다. 유네스코 문화개발위원회에 따르면 현대 통신기술은 정보흐름에 대한 통

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대 통신기술의 특성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도 했으나, 언
론이 공격이나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될 경우에 새로운 위협이 되기도 한다. 한편, 상업화는 미디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질이 저해되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업화로 인해, 미디어는 더 폭넓은 

시청층을 확보하거나 독자나 시청자 사이에서 더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성적인 내용과 범죄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  국제적, 지역적 수준 모두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집중화현상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주요한 위

협이 된다. 때문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는 언론매체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언론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다수 존재한다. 위성통신 또는 인터넷 접근성 확대와 같은 기술발전은 정보



- 475 -

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낳았다. 국가가 국가정책이나 종교적, 도덕적 기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영상이나 내용물 때문에 뉴미디어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한다. 인종

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선전물 또는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사이트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우려가 항상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합법적 규

제 사이의 깨지기 쉬운 균형이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인터넷의 국경초월

적 특성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주로 국제적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2001년 사이버범죄협

약(Convention on Cybercrime)을 통해, EU는 이미 아동음란물에 대해 비난하면서,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범죄형량을 증가시키고 국제적 수사공조를 강화시키려 시도

한 바 있다. 컴퓨터 체계를 통해 행해진 인종차별적 및 외국인 혐오적 성질에 관한 법률 추가의정

서(Additional Protocol on Acts of Racist and Xenophobic Nature Committed through Computer 
System)도 2003년 채택되었다. 비유럽국가들의 가입이 가능해지자,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

국,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사이버범죄협약을 비준했다. 2012년 1월부로 32개국이 사이버범죄협약을 

비준했고, 20개국이 추가의정서를 비준했다.
 
2003년 제네바와 2005년 튀니지에서의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f the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문제가 다루어졌다. “디지털 시대”라고 불리는 

통신 기술 시대에서의 통합과 배제가 바로 그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정보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로부터 본질적인 영향을 받는다. (☞ 알아두면 좋은 내용) 어떻게 하면 “정보격차”라고 불리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디지털 격차 및 지식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행동계획이 

중요한 목표였다.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제한은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와 

사유에 접근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는 

기술지향적 접근법과 가치·인권지향적 접근법 간에 근본적 갈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최종문서에

는 인권과 관련된 언급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 등의 다중의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FG)은 2006년부터 인권을 중요한 교차횡단적 이슈로 묘사했다. 소위 “역동적 

연합체”-인터넷 권리와 표현의 자유 원칙에 관한 연합체와 같은-내에서, 인터넷을 위한 인권규범

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요 결과물로는 “인권 및 인터넷 원칙 헌장(Charter on 
Human Rights and Principles for the Internet)”이나 “10가지 인터넷 권리와 원칙(10 Internet 
Rights and Principles)” 등이 있다(www.internetrightsandprinciples.org 참고). 중요 원칙 중 하나

는 오프라인에서 적용되는 인권은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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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인터넷거버넌스에 대한 유럽대화(European Dialogue on Internet Governance, 
EuroDIG)와 다른 지역적, 국가적 대화들이 생겼다. 이런 대화들은 인권과 인터넷 간의 관계를 명확

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콘텐츠와 위협

표현의 자유는 정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등의 몇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는 기본적인 권리의 틀

이다. 표현의 자유는 의사의 자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인 생각의 표현의 

자유부터 언론의 제도적 자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사상의 자유가 절대적인 시민권임에 비

해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로서 특정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이중적 특성을 가진 권리다. 정보를 전달할 자유(ex. 모든 종류의 의견과 사상을 표

현할 자유)와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획득할 자유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자유는 구두, 서면, 활자, 예술, 미디어 등 어느 형태를 통해서든 이루어지고 있다. 국경의 

개념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소통할 권리”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인 것이다. 그러나 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선언문 

초안은 현재까지는 보편적인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요소
Ÿ 구두, 서면, 활자, 예술의 형태로,
Ÿ 모든 매체를 통해(언론의 자유),
Ÿ 국경과 무관하게(국제 통신의 자유),
Ÿ 간섭 없이 의견을 지닐 자유(사상의 자유)와
Ÿ 정보와 이념을 추구하고 획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출처: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자유권규약 제19조, 유럽인권협약 제 10조, 미주인권선언 제4조, 미주

인권협약 제13조,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9조, 유럽기본권헌장 제11조)

표현의 자유의 특정 요소들은 다른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Ÿ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세계인권선언 제18조) ☞종교의 자유

Ÿ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즉, 저작권. (사회권규약 제15조 제2항)
Ÿ 교육권과 관련하여(사회권규약 제15조 제2항),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와 그러한 자유를 지

키기 위한 독립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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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권

자유권규약 제20조에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중요한 자격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전쟁 

선전과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국가적, 인종적, 종교적 혐오에 대한 옹호를 금지하

는 조항이다. 국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국내법으로 강제할 의무가 있다.
☞ 차별금지

 
?! 권리침해, 위협과 위험
여러 NGO의 연례보고서에서 확인되듯, 우리는 현실에서도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

태의 표현의 자유 규제로 인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목격할 수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에서 보도하길 

2011년에 언론인 66명이 살해되었고(이는 2010년에 비해 16% 증가한 수치이다) 1,644명이 구속

되었으며 1,959명은 물리적 공격을 당했거나 협박 받았고 499건의 언론검열이 있었다. 블로거 및 

누리꾼 199명은 구속되고 62명은 물리적 공격을 당했으며 5명은 살해됐고 58개국이 인터넷을 검열

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특별한 법적 도구를 제안했다. 그 예로 

“교전지역 및 위험지역 내 취재원의 안전에 관한 헌장(Charter for the Safety of journalists 
Working in War zones or Dangerous Areas)”이 있다. 2001년 후반 국경없는기자회는 교전지역에

서 언론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결의안 1738호를 통과시키게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

하기도 했다. 그러나 UN 회원국에게 언론인을 보호하고 권리침해 사건을 수사하게 하는 의무를 부

과한 결의안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다만, 이사회가 2011년 리비아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 전부에

서 언론관계자를 보호하는 일이 중요함을 언급한 사실은 긍정적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선언된 “테러와의 전쟁”은 각 정부가 정보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위협을 만

들어내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일례로 작가연합인 PEN은 미국 애국자법(US PATRIOT Act)을 이

런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국제헬싱키연맹

(International Helsinki Federation)의 출판물 “발칸지역에서의 증오발언(Hate Speech in Balkans)”
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혐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일에 악용될 수 있다.
 
국가검열, 경제적 수단 및 기타 수단을 통한 검열 등 여러 형태의 검열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는 

1989년에 냉전이 종식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대로 당국의 승인을 

거친 후에서라야만 기사를 발행할 수 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

해 특정 의견의 출판이 저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군수산업은 전쟁에 비판적 태도를 

지닌 출판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러한 검열은 편집자나 언론인이 정치적 혹은 다른 이익을 고려하

기 시작하면 자기검열이라는 형태로도 이뤄질 수 있다. 종국에는, 어떤 것이 기사감이고 “보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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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지”에 대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되는 혹은 소수의견으로 여겨지는 정보나 상업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 기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무엇을 출판할지, 그리고 어떻게 출판할지에 

대한 결정은 논쟁적이다. 이 때, 실천규약이 방향을 정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혹은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다원주의의 목적을 상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적법한 권리 규제
책임 없는 자유란 없다. 무제한적 자유가 프라이버시권 같은 다른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

다(☞ 프라이버시권).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여론과 사법기구(최후의 수단)가 면밀히 검토한 합법

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인권선언 제29조에 따르면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다. 이러한 규제

는 특히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은 열거된 권리들이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수반함을 상기시킨다. 이런 사

실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무와 책

임이 규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직업윤리 혹은 국내법에서는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윤리나 법률

도 인권의 본질은 침해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의무와 책임으로는 객관적 사실의 의무, 진실 되게 보

도할 의무, 최소한의 다른 의견을 허용할 의무 등이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제한적 수의 합법적 규제가 존재하지만 사상의 자유에 관해서는 합법적 규

제란 없다. 자유권규약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3가지 종류의 규제가 가능하다. 단, 그 제한은 법률

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Ÿ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

Ÿ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의 보호

Ÿ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규제는 합법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법률은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법률해석 규칙에 따라서 권리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주요권리는 손상되어서는 안 되고, 
규제의 정도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언급된 공익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 제2항에서는 가능한 규제 항목 목

록이 더 길기는 하지만 규제 사항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협약에서 명시하기를 표현의 

자유 행사는 “…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조건, 제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한 규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정당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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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국가안보, 영토의 보전, 공공안전 상의 이익

Ÿ 혼란이나 범죄 예방,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

Ÿ 타인의 명예나 권리 보호

Ÿ 극비리에 전달받은 정보의 폭로

Ÿ 사법부의 공정함과 권위를 유지하는 목적

 
다른 권리는 이런 긴 예외 항목들의 목록이 없다. 하지만 권리규제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규제는 반드시,
Ÿ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Ÿ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해야 한다.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이라는 말은 규제가 정부의 행정적 처분이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어야 한다는 뜻이다. 특별히 중요한 요건은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 필요할 것”이라는 요건이다. 이
는 표현·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방식에 의해 운영되는 개방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사회를 연결해주는 

요소다.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이 조건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판

단해 왔는데, 이는 Lingens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1986년 재판소는 정치인이라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위의 비판도 용인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인의 명예를 이유로 언론인에게 침묵을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므로 공인을 비방한 언론인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는 명예훼손법 역
시 출판의 자유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1965년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4조에 따라, 협약당사국은 인종차별적 관념의 보급 혹은 인종주

의자의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일을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였다. 협약당사국은 또한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선전활동을 금지하며 이를 불법으로 선언하였다. 2012년 1월
부로 협약은 총 175개의 체약국을 가지고 있다. 인종차별적 생각의 확산과 인종차별적 활동의 

 
2008년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형사처벌을 통한 인종차별주의 및 외국

인 혐오주의의 특정 형태 및 표현 근절을 위한 결의(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racism 
and xenophobia by means of criminal law)를 채택했다. 따라서 EU 내에서는 심각한 정도의 인종

차별적, 외국인 혐오적 행동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권고적인 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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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행과 모니터링

표현의 자유와 이 자유를 구성하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도구와 절차가 마련되었다. 우선 국

가는 의무적으로 국내법에 이러한 자유들을 포함시키고 제기된 침해사건에 대해 법률적 구제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사실은 이러한 권리는 대부분의 헌법 기본권 항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최

소한의 기준은 보편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국제 의무에서 도출 될 수 있다. 
다양한 언론법, 통신법 및 규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국제법적 의무와 국내의 합법적 법률에 

부합하는 한에서 권리와 그에 대한 제한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법률에 의해 언론과 전자매체

를 규제 혹은 자율통제하기 위한 국가감시기구가 설치되기도 한다. 보도심의회나 미디어위원회 등

이 그 예인데, 이러한 위원회는 종종 관련 전문가나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된다. 국가는 언론영역을 

규제하고 질적 기준을 보장하고 경쟁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 하에 허가증을 발급하기도 한다. 물론, 
이 허가증은 비차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취득 가능해야 한다.
일부 통제, 감시 메커니즘의 목적은 국가의 이행 준수 감시의 과제로 직결된다. 예를 들면, 자유권

규약에 협약당사국은 일정 주기(5년)마다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에 당사국의 

의무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는 2011년 일반논평 제34호로 대

체된 1983년의 일반논평 제10호 제19조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또한 각 국이 1966년의 자유권

규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면 위원회는 개인청원 등을 접수할 수 있다. 2012년 1월부로 총 114개
의 체약국이 있다.

미주, 아프리카 내 체제 같은 지역 감시 메커니즘은 결정과 권고를 공포할 수 있는 위원회에 개인

청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프리카, 미주, 유럽에서는 법정이 국가를 강제할 수 있는 결

정을 내리거나 보상금을 수여할 수도 있다. 이런 모든 절차는 국가들로부터의 청원 역시 가능케 하

지만 실제로는 잘 이용되지 않는다. 미주지역(OAS)과 아프리카 지역(AU) 체제에서는 각각 1997년
과 2004년에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를 도입했다.
 
보편적 차원에서 보면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같은 “헌장중심의” 절차 또한 준비되어 있다. 
보고관은 매년 UN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세계의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해서 보

고한다. 이들은 국가를 방문하고, (최종)견해, 권고 그리고 인권 요소에 대한 해설을 제출한다. 실제

로 프랭크 라뤼[Frank La Rue]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자신의 연례보고서에서 인

터넷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그는 국가에 의해 인터넷이 차단되고 검열되는 형식

의 권리침해가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으며, 국가가 합법적 표현도 범죄화하며 사용자를 단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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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료와 사생활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보고관은 인터넷 

접속을 허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교육권과 같은 “다른 인권의 조력자”라는 말로써 강조했다.
☞ 프라이버시권, 교육권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의 56개 회원국은 

1997년 언론자유대표 제도를 도입했다. 대표에게는 참여국의 언론분야 발전을 추적해 자유롭고 독

립적이며 다원주의적 언론을 촉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와 책임 있는 

정부체계 (수립)를 위해 결정적이다. 이 제도는 1975년 헬싱키최종의정서(Helsinki Fianl Act)에 

의거해 개최된 후속회의와 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OSCE 기준과 국제법적 의무를 기초로 한다.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4가지 국제체제는 1999년부터 매년 “201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공동선언”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http://www.osce.org/form/78309 참고)
 2001년에 유럽평의회 의원회의(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또한 언론자

유 상임보고관을 위촉했다.
 
전문가 조직 및 NGO의 역할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 국제언론인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PI), 국제펜클럽(P.E.N International), 국제출판협회(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 등과 같은 전문직협회는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의 언론의 자유 상태에 대한 

포괄적 정보를 수집하고 회원들을 규제로부터 보호한다. 이들은 이런 자유가 침해되는 곳에 관심을 

유도하고 규제를 비난하며 긴급구제 운동이나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들은 또한 언론집중화현상, 부
패, 정보의 자유 규정에 따른 국가기밀 및 투명성에 대한 특별보도를 준비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협회는 Article 19, 국경없는기자회와 같은 언론·출판의 자유 보호에 특화된 NGO와 더불어 국제사

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국제인권정책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등과 같은 보편적 인권 관련 NGO로부터 지지를 얻는다. 더 나아가 협회는 정부 간 기구나 

산하의 특별기관 즉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나 OSCE 언론자유대표와 협력하기도 한다.
국내적 차원에서는 제도권 내 감시기구, 예를 들어 독립적인 언론위원회나 보도심의회 같은 전문직

협회들과 NGO들이 인권침해 의심 사례와 비판적 언론인을 침묵시키게 할 만한 과도한 명예훼손법

이나 관습을 방지하고자 활동한다. 더하여 이들은 해당 분야의 직업윤리강령의 준수를 감시한다.
 
4. 문화적 관점 차이

문화 차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이행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럽 및 다른 국가는 한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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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성을 훼손하는 증오발언과 관련해 미국과는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 유럽은 민족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혐오(특히 반유대주의), 나치 선전, 홀로코스트 부정, 기타 극우적 행위에 대한 옹호를 용납

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의 1차 수정 헌법은 적어도 그런 행위의 표현을 일부 허용한다. 실례로 

2006년 오스트리아에서 홀로코스트 부정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은 영국 작가 David Irving 사건에 

대해, 미국 유대인 작가들은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한 적 있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가 혐

오하는 생각에 대한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것이다.(Jeff Jacoby. The Boston Globe. 
3 March 2006)
유럽인권재판소의 Jerslid 대 덴마크 정부의 사건은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실례로 보여준다. 재판소

는 인종차별적 표현을 한 젊은이와의 인터뷰를 방송한 언론인에 대한 처벌이 유럽인권보호조약

[(ECHR) 제10조에 명시된 정보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만 그 발언 당사자는 동법 동항에 의해 보

호받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의 재량 원칙”에 따르면 유럽 각 국가 간 차이를 인정할 여지가 존재한다. 
이는 음란물로 분류될 만한 발언, 문학 또는 영상물과 특히 관련이 있다. 품위, 미성년 보호, 유해물

에 대한 문제는 국가가 결정할 사안으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보통 독립적 기관을 통해 언

론에 지침을 제공한다.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위험하다”

Proverb from Mali

정치인이나 종교단체에 대한 공개비난에 대해서도 역시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 예로, 누군가에

게는 예술의 자유일 수 있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신성모독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매우 신중을 요하는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선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그들에게 비판적인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경향에 맞서 보호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2005년 덴마크 신문에 처음 실린 후 여러 유럽 국가에서 재발행된 예언자 마호메트에 대한 풍자만

화는 이슬람 국가의 격분적 반응은 물론이고 덴마크 상품 불매운동까지 촉발한 바 있다. 이에 덴마

크 정부는 사과를 해야만 했다. 이 사건은 출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대한 토론으로 이

어졌다. 종교의 자유 일부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 토론은 단지 

국내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세계적 차원의 관련성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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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에서는 “무책임한 보도”로 인해 발생할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국가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근거 아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오랫동안 정당화되어 왔다. 그런데 

2000년에 열린 아시아-유럽회의(ASEM)에서 아시아 정부들이 과잉 반응하여 필요이상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집중화현상이나 언론인의 독립

성 결여 등의 공통적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적 차이로 인한 정도를 훨씬 넘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논쟁이 있을 경우, 독립적 사법부가 표현 및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국가의 안정성 및 정당화 되

지 않은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한 개인의 도덕적 완결성을 위한 합법적 규제 사이를 명확히 구

별할 책임을 지닌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의 바냐루카에서는 종전 몇 년 후에 전쟁범죄 

혐의자 명단이 발표된 적 있다. 이 보도는 당국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제재 받았는데, 왜냐하면 아직 

공식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마저 개인적 복수의 대상이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적 권리 기획사업단(Constitutional Rights Project), 시민적 자유권 기구(Civil Liberties 
Organization), 언론권리의제(Media Rights Agenda) 대 나이지리아 정부의 사건에서, 아프리카인민

인권위원회(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는 나이지리아의 군부정권의 행정

명령에 의해 폐지된 신문의 사건을 다뤄야 했다. 이 명령은 반대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군부정권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정명령은 정부가 공중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법한 

정보를 수집할 공중의 권리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정보를 획득할 권리는 중요하다.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9조는 대상이 되는 정보 혹은 의견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한 국가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

든지에 상관없이, 법적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신문의 폐지 조치는 아프리카 

인권헌장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감비아 쿠데타 이후 언론인에 대한 통제 수단에 관해서 위원회는 “발행된 기사 혹은 제기된 질문을 

이유로 언론인을 협박, 체포 또는 구금하는 것은 단지 언론인이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유포

시킬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중의 정보권을 박탈하는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아프

리카 인권헌장 제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출처: 아프리카인민인권위원회. 2000. 제13차 아프

리카인민인권위원회 행동보고서 1999-2000, 부록 5, 38절, 65절)
 2002년 반줄(Banjul)에서 위원회는 “아프리카 표현의 자유 원칙선언(Declaration of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frica)”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각 당국이 반송 및 전자통신 규제기구

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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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란 민주주의의 산소이다.”
Article 19 -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지구촌 운동(Global Campaign for Free Expression)

“언론인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다.”
Maud de Boer-buquicco. 유럽평의회 부사무총장. 2002.

2004년 11월 24일 “아프리카 및 아랍 지역 내 정보사회에서의 언론의 역할과 지위(The Role and 
Place of the Media in the Information Society in Africa and the Arab Region)” 회의에서 채택된 

마라케시 선언(Marrakesh Declaration)은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는 아프리카와 아랍 지역 내

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정보사회 구성의 핵심에 있다.”고 재확인했다.(출처: Soul Beat Africa 
- communication for Change. www.comminit.com/en/node/215350/print 참고)
 
5.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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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세계인권선언문 제19조
1966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9조
1978 유네스코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인권의 증진, 그리고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정책 및 전

쟁선동의 억제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 선언(언론에 관한 선언)
1983 자유권규약 제19조에 대한 UN자유권조약위원회 일반논평

1993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증진과 보호에 관한 UN특별보고관

1997 OSCE 언론자유대표

1997 OAS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1999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 결의안 (1999/36)
2001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과 추가의정서

2003 제네바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1부, 원칙과 행동계획 선언

2004 아프리카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2005 튀니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2부, 정보사회를 위한 튀니지 합의문과 실천의제

2006 아테네 1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
2011 (케나) 나이로비 6차 IGF
2011 자유권규약 제19조에 관한 UN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

“언론은 민주주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는 수사를 받거나 고소당하거나 억압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없이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공적 업무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다.”
Kevin Boyle. 2000.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저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을 표현할 당신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제 생명을 걸 수도 있습니다.”

볼테르. 1694-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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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내용 

1.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자유언론의 역할
언론다원주의는 다원적 민주주의에서 불가분의 요소이다. 사법부·행정부·입법부 외에 제4의 권력이

라고 불리는 언론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자유를 행사하면서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언론인과 언론사주의 각별한 관심과 책임을 요구한다. ☞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한 사회의 자유는 출판·언론의 자유가 결정한다.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정권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

치가 바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폐지하는 일이다. 전쟁이나 분쟁 이후 민주주

의 사회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용인하며, 혐오와 폭력 선동

을 억제하는 다원주의적 언론체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영미디어의 독립성과 사적 미디어의 다원성 확보를 보장할 적절한 법적 틀이 필요하

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품위있는 기준에 따른 감시가 요구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진실이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된다.”
Arthur Ponsonby, 영국 정치인, 작가, 1928.  

“말(words)이 먼저 살해를 하고, 총알은 그 다음이다.”
Adam Mihnik, 폴란드 작가.

 
2011년 UN인권이사회는 “종교와 신념을 기초로 한 개인에 대한 불관용, 고정관념, 낙인, 차별, 폭
력선동 및 폭력에의 대항”을 위한 결의안 16/18에서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행사가 민주

주의 강화와 종교적 불관용과의 싸움에서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인권이사회는 이

슬람혐오와 같은 종교단체를 경멸적인 편견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종교에 

대한 명예훼손 방지 대책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시민사회와 일부 정부는 그러한 대책이 표현의 자

유에 가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사상에 관한 종파와 문화를 초월한 공개토론이 

종교적 불관용으로부터의 보호수단 중 최고”임을 인식했다. ☞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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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과 소수자

사회적 소수자는 종종 언론에의 접근과 자신들의 언어로 언론을 접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맞닥

뜨린다. 유럽에서는 1995년 유럽평의회의 유럽 소수자보호 기본협약(European Framework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Minorities) 제9조와 같은 구체적 기준이 소수민족에 속

하는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 공권력은 국경을 초월하여 소수언어로 정보와 사상

을 추구하고 획득하며 전달할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소수민족에 속하는 개인이 언론에의 

접근-당연히 용이해야 할-에 관해 차별을 받지 않게 보장해야 한다. 법적 한도 내에서 인쇄매체는 

물론이고 전자언론매체 설립에 대한 이들의 권리가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 OSCE의 틀 내에는 더 

많은 기준이 구비되어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 이민 흐름속에서 기원한 일명 “새로운 소수자”들에 관해서라면 상황이 종종 더 복

잡해진다. 국가적 혹은 “오래된” 소수자와는 반대로 이들은 언론접근권을 확보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표현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종종 기존 언론매체들이 

이들을 외국인혐오적으로 묘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히 우려스럽다.
 
유럽평의회의 지역어 및 소수언어를 위한 유럽헌장(European Charter for Regional and Minority 
Languages) 제11조는 협약당사국이 지역 언어 혹은 소수언어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1개의 지역·소수언어로 된 TV, 라디오 채널의 설립을 장려하고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발전

언론의 자유와 경제발전 간의 연관성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및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경제발전 사

이의 연관성만큼이나 강하다. 모든 인권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적이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의 특성은 표현·언론의 자유에 있어서도 중

요한 것으로 드러난다. 표현·언론의 자유는 경제발전, 빈곤 완화, 시민들의 기본적 사회·경제적 권리

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없다면, 우리는 자원의 재분배 혹은 

자원에의 접근성 결여 문제나 부패를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4. 전쟁 선전과 혐오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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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규약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한편, 동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적·인종적·종교적 혐오 감정을 옹호하여 차별·적의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일은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언론은 전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일부 책임을 져야함이 밝혀졌다, 전쟁을 

선전하고 혐오 감정과 인종청소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밀리 콜린스 라디오 송신은 약 천 만명이 사

망한 1994년 르완다 집단학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퀴벌레를 총으로 죽이지 말라. 칼로 잘

게 조각내버려라.” 이 방송구호는 후투 족(Hutus)에게 투티시 족(Tutsis)과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

는 후투 족을 학살하라고 요구하는 말이었다. 이 라디오 방송국은 후투 족 Habyarimana 가족 일원

이 세웠는데, 그의 죽음이 대량학살 발생 이유 중 하나였다. 이 라디오의 책임은 탄자니아 아류샤에 

설치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규명되었다.
 
5. 모범 사례

Ÿ 유네스코는 3월 3일을 세계언론자유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언론자유의 상을 시상하고 있다.
Ÿ 국경없는 기자회는 2008년 3월 12일을 세계사이버검열반대의 날로 지정하였다.
Ÿ 2012년 새로이 OSCE의 의장국이 된 아일랜드는 주요목표 중 하나로 인터넷 자유 증진을 공표

하였다.
Ÿ 전쟁범죄기획사업단(Crimes of War Project)은 언론인, 법률가, 학자를 모아 언론, 정부, 인권·

인도주의 NGO 내에서 전쟁범죄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Ÿ 코소보의 경우 독립적 언론위원회(Independent Media commission, IMC)와 보도심의회가 설립

되어 언론관련 규정과 법률에 담긴 기준의 이행을 감시했다.
Ÿ 국제PEN클럽은 1999년 “망명작가네트워크(Writers in Exile Network)”을 도입해 협력 도시들

의 도움과 함께 추방된 작가와 언론인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튀니지 작가 

Sihem Bensedrine은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그녀가 고향에 귀국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자와 바

르셀로나에서 머물도록 초청받았다.
Ÿ 예멘의 언론인이자 인권운동가 Tawakkol Karman은 2011년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었

다. 그녀는 아랍의 봄 당시 예멘에서 “사슬없는 여성언론인(Women's Journalists without 
Chains) 단체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Ÿ SEEMO는 2000년에 설립된 지역언론네트워크이다. 이 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은 유럽 서남부의 

언론인과 매스컴을 보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SEEMO는 표현의 자유가 위

협받고 있는 국가로 사절단을 보내 정부 관료, 외교관, NGO와 면담하도록 한다. 또한 SEEMO
는 법적 소송에 법률대리인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Ÿ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의장직을 맡게 된 헝가리에 새로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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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르면, 외국 언론은 새로운 등록요건을 통해 

엄격히 통제를 받으며, 새로이 설립된 보도심의회는 언론사에 “편파적 보도”에 대한 벌금부여권

을 지니게 된다. 위원회는 외국 언론에 대한 통제가능성과 보도심의회의 독립성에 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헝가리 정부는 이 법률 중 오직 일부만 수정하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이유로 해당 법률 일부를 보류시켰다.
Ÿ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 안전 증진을 위해서는, EU는 유럽연합네트워크 “ins@fe"를 지원한다. 이 

네트워크 온라인상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조정한다.

6. 언론의 자유와 인권교육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이 언론계에서 심각하게 부족하다. 많은 정치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언론인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및 체제에 생소하

다. 종종 이들은 인권법과 전쟁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인권을 분쟁보도하고만 연

관되어 있는 것으로 종종 잘 못 간주하곤 한다.<출처: 국제인권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2002. Journalism, Media an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Reporting>
 
7. 동향

인터넷과 표현/정보의 자유
“지식사회로의 전진(Towards Knowledge Societies)”이라는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은 지

난 세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1995년 1천 6백만 명이던 이용자가 2004년에는 5천억 명

이 되었다. 대략적으로 2007년 10억 명이었고 2011년에 2십억 3천만 명이었다. 2015년 경에는 

WSIS의 목표대로, 전 세계 인구 절반이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적으로 5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1‰도 

채 못 미치는 인구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는 “정보격차”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며 “디지털연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소셜 미디어, 시민기자들의 성장은 기존 언론

매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다양한 새로운 선택지들은 언론인과 일반 시민들이 전 세계

적으로 글을 게재하고, 그 글을 읽는 일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 블로그의 예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언론기업이라도 전 세계의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권을 봉쇄함으로써 인터넷을 통제, 검열하고 

있다. 2005년, 야후나 구글 같은 검색엔진들은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는 일에 조력했으

며, 이로 인해 NGO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사면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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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rrespressible.info를 통해 온라인상 억압에 항거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한편, 구글은 중국정부

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 본토에서의 사업을 일부 중단했다. 구글은 또한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정부로부터 받은 봉쇄나 차단 요구의 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판 인터넷 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Freedom of the Net 2011)에 따르면 콘텐츠 차

단과 체제 비판자에 대한 사이버공격, 검열 등으로 인해 인터넷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미국, 독일, 호주에서는 이러한 개입이 가장 적게 보고된 반면, 이란, 쿠바, 중국(PRC)
에서는 그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참고: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Freedom on the Net, 
www.freedomhouse.org/freedomonthenet2011>
위키리크스(WikiLeaks)는 아시아, 전 소련권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동의 폭압적 체제를 고

발함으로써 중요한 소식과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에 헌신하는 국제 비영리 언론단체이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군사정보에서 얻은 기밀자료를 공개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 단

체는 스스로를 “추적 불가능한 막대한 양의 문서 유출을 위한 검열 불가능한 체계”라고 묘사하고 있다. 
2009년 이 단체는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영국미디어상을 수여받았다. 국가들의 일부 부정적 반응에 

대해 UN인권최고대표는 이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경제적 금수조치에 직면했다. <참고: 위키리크스. wikileaks.org 참고 ; UN공보실(UN News 
Centre). 2010. UN human rights chief voices concern at reported 'cyber war' against 
WikiLeaks. www.un.org/apps/news/story.asp?NewsID=37009&Cr=leaked&Cr1>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침해가 발생하는 베네수엘라의 유고 차베스(Hugo Chavez) 대
통령은 2009년 공공부문에서의 인터넷은 사치품이며 과잉소비를 부추긴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 정
치적 목적에 기인한 인터넷 통제 경향이 나타났다.<참고: 글로벌정보학회감시기구(Global Information 
Society Watch). www.giswatch.org/>
 
2007년 출범한 국제운동네트워크 “아바즈(Avaaz)"(‘목소리’를 의미)는 인터넷을 통해 인권문제, 환
경문제, 반부패·탈빈곤·반전을 위한 진정서에 대해 지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동원하려 하

였다. 2011년, 이 네트워크는 이미 1천만 명의 회원을 모집했고, 다수의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조직

해냈다.<참조: Avaaz. www.avaaz.org>
 
2004년 시작한 페이스북은 2011년에 7억 5천만 명의 가입자를 달성했다. 페이스북은 2011년 한 

비엔나의 학생의 청원으로 유럽에서의 사생활과 자료 보호정책을 변경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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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평의회는 인권을 인터넷에 적용시키기 위한 선언 및 가이드라인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2005년의 “인권과 인터넷 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and the Internet)” 
또는 2011년 12월의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 공급업체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보호를 위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with regard to privately operated 
Internet platforms and online service providers)” 등이 그 예다.  검색엔진과 소셜네트워크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도 곧 채택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정의·기본권집행위원(European Commissioner for Justice and the Fundamental Rights)
은 2011년에 열린 국제토론회에서 새로 도입되는 EU의 전반적 자료보호관련 규정이 “잊혀질 권리” 
또한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더 좋은 개인정보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다.
 
정보사회에서 지식사회로의 전환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효용성 증가에 기초한다. 표현의 자유의 

맥락에서 국가는 국민들이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적극적 의무를 가진다. 정보기술에의 

접근은 지식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에의 접근은 개발도상국과는 특히 

관련이 있다. 2013년 WSIS는 공동체다중매체센터(Community Multimedia Centers, CMCs)를 통해 

아직 정보기술 접근성에서 배제된 공동체의 정보격차를 좁히기 위한 계획에 착수하였다. 이 계획을 

위해 채택된 방법은 정보기술에의 접근, 정보기술에 대한 학습, 신구 기술 결합 등의 과제를 연결한 

것이었다. 지역 라디오시설과 공동체 통신기반시설(예를 들어 인터넷·이메일·전화기능·팩스기능·복사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을 결합한 것이다. 이 방법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신 기술

을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전 세계의 이용가능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에 

있다.<유네스코. 2005. Towards Knowledge>

“민주적 형태의 정부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이 있는 국가는 

극심한 기근을 절대 겪지 않았다.”
Amartya Sen.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999.

 

추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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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I : 당신은 어떤 모자를 쓰고 있는가? 

PART I : 소개

이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

회를 얻는다. 게다가, 이 활동은 모든 당사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복잡한 주제나 

까다로운 진술문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PART II :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 토의

목적과 목표 :
Ÿ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함

Ÿ 책임 있는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함

대상그룹 :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 18~30명
소요시간 : 약 90분
준비사항 : 총회를 위한 원형탁자와 의자

준비물 : 6가지 다른 색의 모자(백색, 적색, 흑색, 황색, 녹색, 청색: 종이나 두꺼운 도화지로도 만들 

수 있다.)
관련 기술 : 의사소통 기술, 창의적·분석적·비판적 사고력

 
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까다로운 진술문 : 우리는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모두는 자신의 생각을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

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인종차별주의 혹은 증오 발언을 검열해야만 하는가?
 
도우미는 토의 참가자들에게 진술문을 소개한다. 그 후, 참가자들은 “생각모자”를 통해 가능한 모든 

관점에서 주장에 대해 심사숙고해 본다. 모자를 가진 사람만이 발언을 할 수 있고, 발언을 마친 참

가자는 옆 참가자에게 모자를 넘긴다. 각 색깔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상징한다.
Ÿ 백색모는 정보를 의미한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순수하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엇이 사

실인지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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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적색모는 감정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관점에서 (아무 정당화나 용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주장이나 직관적 반응을 이야기한다.
Ÿ 흑색모는 부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부조화, 한계, 결점을 파악하는 데에 적용되는 논리를 말한

다.
Ÿ 황색모는 긍정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익을 파악하고 조화로운 방법을 찾는 데에 적용되는 논리

를 말한다.
Ÿ 녹색모는 창의성을 의미한다. 개선과 대안을 위한 변화, 생각이 향하는 지점을 관찰한다.
Ÿ 청색모는 사고와 활성화를 의미한다. 중재업무, 토론과 종합, 대책에 대해 말한다.

참가자는 차례차례 진술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첫 차례는 오로지 백색모를 통해 정보를 수집

하는데 사용되고, 마지막은 청색모를 사용한다. 나머지 모자의 경우 크게 순서에 상관없다.
 
피드백 :
토론이 종료된 후에 참가자들이 본인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을 한다. 
문제해결법은 새로웠는지, 비슷한 접근법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묻는다.

방법론적 힌트 :
도우미는 참가자들이 자신이 쓰고 있는 혹은 손에 든 모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참가자가 황색모를 갖고 있다면 어떤 부정적 측면이나 감정도 진술해선 안 

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발언자가 주제에서 이탈해서 배회하지 않고, 참가자 각자에게 적절한 비율

의 발언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방법은 쉬운 해결책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복잡한 

주제나 문제에 적합하다.
까다로운 진술문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 쉽게 적용된다.

관련 권리/추가적 탐구영역 : 비차별, 평등

<출처: Edward de Bono. 1990. Six Thinking Hats에서 각색>
 
활동 II : 인터넷의 영향

 
PART I : 소개

이 활동은 인터넷의 사용이 가진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매체에 대한 도전이 가진 함의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는 전원회의 토론과 소규모 집단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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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토론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 토의

목적과 목표 :
- 인터넷의 함의와 전 세계적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식 높이기

- 인권에 미치는 인터넷의 영향 평가

- 인터넷 관련 현상의 탐구

대상그룹: 청년 및 성인

그룹크기: 무관

소요시간: 약 45분
준비물: 플립차트, 보드마커.
관련기술: 분석기술,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팀워크

 
PART III : 토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주제에 대한 소개 : 기초지식을 제공하면서 활동을 소개한다. 본 장에 제시된 대로 인터넷에 대한 

정보를 준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이 짝을 지어 인터넷에 대한 경험과 인터넷의 사용 및 비사용의 장

단점을 질문하게 한다. 여기에 약 10분을 할애한다.
이후에 참가자들을 회의 시간에 불러 모아 인터넷의 장단점 등의 영향에 대해 토의하도록 요구한

다. 다음 질문을 활용한다.
Ÿ 인터넷을 통한 인권침해를 알고 있는가?(예: 아동음란물, 사이버범죄)
Ÿ 왜 이러한 인권침해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가?
Ÿ 어떤 범위까지의 규칙이 있어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
Ÿ 인터넷 거버넌스를 국가적 혹은 국제적 규정, 자발적 약속이나 모든 행위자에 대한 행동강령, 

공동규제의 방식 중 어떤 수단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은가?

한 두 명의 참가자에게 핵심요점을 플립차트에 적도록 한다.
 
피드백 : 토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무엇을 배웠는가? 플립차트에 쓴 메모를 보고 주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인터넷 사용의 장점이 단점을 압도하는가?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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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적 힌트 : 
활동 전에 참가자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친숙한지를 평가하여 토의 수준과 전반적 접근법을 정하라.
 
PART IV : 후속활동

참가자들이 인권단체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인터넷을 통한 인권단체의 활동과 홍보를 비교하게 권장

하라. 이후 이를 통해 얻은 지식에 기반하여 참가자들이 다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
Ÿ 가능한 인터넷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에서 인권주제에 대한 인식 높이기

Ÿ 자신만의 웹사이트, 페이스북 계정, 블로그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을 생성하고, 이를 다른 단체와 

연결시켜 공동체에서 특히 위험에 빠진 인권을 위해 투쟁하기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 언론매체, 세계화

<출처: 유럽평의회. 2002. Compass: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에
서 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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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RIGHT TO
DEMOCRACY

표현과 참여
다원주의 및 통합

인간의 존엄과 자유

» 모든 사람에게는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해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의 의지가 정부 권력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지는 보통 선거권과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나 그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참된 선거를 통해 표현된다. « 
세계 인권 선언 제21조,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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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민주적 변혁 : 투쟁의 종결 후 혁명의 유산이 왜곡되다.
2011년의 아랍 혁명으로 아랍 세계에서의 민주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상식이 파괴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튀니지, 이집트와 같이 이미 해방된 다른 나라들이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사회 건설에 있어 

난관에 직면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투쟁의 종결 후 아랍의 봄의 유산이 왜곡될 수 있

다. 지난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도전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몰락하는 정부에서 민주화 기틀을 다져낸 다른 지역에서의 

상황으로부터 용기를 얻어야 한다. 발트 국가들과 독재정부 이후 라틴아메리카의 예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남부 코카서스의 조지아 공화국은 더 최근의 예이다. 문화와 구체적 상황이 다를 수는 있

으나 이러한 성공적 전환의 사례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은 변혁의 가능성에 대하여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변혁

은 우리가 일반적 통념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조지아 정부는 강건

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또한 조지아의 경우에

서 우리는-무엇보다도-혁명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간은 대중의 폭넓은 상상

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들이 정치의 기반이 되며, 자신들 스

스로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과소평가하는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결국 국

제사회가 아랍의 봄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집트, 튀니지와 

그 밖의 나라들이 (문화적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도 그러한 ‘봄’을 겪을 수 없다고 확신했었

다. 우리는 같은 실수를 또다시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전문가들은 2003년 시기의 조지아에서의 혁명을 기대하지 않았다. 중대한 정치적 

격변에 의해 혼란을 맞은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조지아 정부는 폐허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러

나 이러한 백지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저주라기보다는 축복이었다.
북아프리카의 독재 정권과는 달리, 소련에서는 통제와 부패가 핵심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장미 혁

명 직후 조지아는 국가 지상주의 시대에 대해 분명한 종지부를 찍었다. 우리의 첫 번째 전면적 개

혁-법집행 기관들의 완전한 변혁-이 특히 이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우리는 교통경찰 전체를 해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무척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은 부패와 공갈의 핵심에 있어 왔다. 조지아인들

은 3달 동안 교통경찰 없이 생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의 범죄율은 70%까지 떨어졌

다. 왜일까? 누군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혁명의 성과가 조지아인들 자신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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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부패와의 싸움은 실제 변혁이 지속되게 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북아프리

카의 개혁도 이에 기초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쉽게 다시 시민이 무력화되는 위기에 

놓일 것이다. 부패는 무엇보다 이념을 초월한다.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장악되어 관행적으로 시민들

로부터 뇌물을 탈취하여 온, ‘독직’과의 싸움은 정부기관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지아인들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오로지 개혁에 대한 정부 전체의, 그리고 

사회 전체의 접근만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사법부, 경찰, 국세청과 세

관, 정치 계급, 선거법 또는 교육 시스템은 개별적이 아닌 종합적인 사회적 정치적 변혁의 일부로 

구현되어야 한다. 물론, 특히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단독으로 분리

되어서는 불가능하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아무리 아름답고 감동적이라 할지라도, 실제 혁명은 그에 

뒤따르는 장기간의 지난한 변혁 과정을 포함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의 경험-성공과 실패

-를 이제 막 스스로 자유화된 국가들과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학습 경험이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적응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

이다. 
(출처 : Temuri Yakobashvili. 2011. Arab Spring, Act II. Analysis by Georgia’s Ambassador in 
Washington.)

토론할 내용
 1. 1989년 이후 동유럽과 구소련연합에서의 민주주의 혁명과 2011년 아랍 혁명은 유사한가? 이 

사안들은 민주주의의 거대한 역사에 단순한 한 장일 뿐인가? 
 2. 당신은 민주주의 투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를 알고 있는가? 그들이 직면하고 있

는 문제는 무엇인가?
 3.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포함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주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4. 어떻게 적극적인 시민들이 자국의 민주화 과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제안해 봅시다.

알아야 하는 내용  K!?

1. 확산되고 있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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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권리는 인권의 심장부에 있는 권리로, 인간안보 네트워크에 반영된 원칙, 비전, 가치의 기틀

이다. 회원국들이 추구하고 있는 인간안보의 발전이라는, 정치적 아젠다에 있어서는 참여와 민주주

의 모두가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보통 인민에 의한 통치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사실 매우 종합적 개념이다. 민주

주의란 일종의 정부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국가의 사회정치적 조직 혹은 법적 조직에 강조를 둔 

신념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주의를 사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민주주의 사상은 현실과 이론 모두에 

있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모두가 수없이 많은 서로 다른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는 인권의 원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한 완전한 

존중과 보호를 보장하지 않고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것이다. 참여 및 표현과 별개로, 
민주주의는 통합(하나의 공동체, 지역, 국가의 시민적 삶에 완전히 포함될 권리)에 대한 것이다.
완전히 개별적인 시민이 어떻게 이 통합될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시민 자신의 재

량이기는 하나, 그 권리가 부정될 수는 없다. 통합과 마찬가지로 다원주의의 개념은 민주적 통치의 

핵심이다. 다원주의는 다름에 대한 극복과 서로 다른 인간적 경험을 지닌 사람들이 법치주의 하에

서 함께 존엄히 살 수 있음에 대한 인정을 의미한다. 이 때 존엄은 힘과 회복력의 근원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시민권을 지니고 있으며 합법적 거주를 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 누구든 

통합과 인간 존엄성이 부정될 수 없다. 이는 바로 민주주의의 척도로 기능한다. 
비민주적 구조와 인권 침해 간에는 명백한 관련성이 있다. 한편 확립된 민주주의일지라도 만약 인

권의 부정이 용납된다면 약해질 수 있다. 인권 침해는 특정한 부분에 대한 폭력이다. 하지만, 진정

한 통합과 다원주의에 대한 거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은 사회적이며 체계적

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심지어 유엔의 인간개발지수에 있어 영속적인 리더라 할 수 있는 캐나다와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토착 원주민 건으로 완전한 통합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과 영향력에 있어서의 완전한 여성 통합이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있다. 미국은 종종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경우라 불리는데, 이는 소수 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통합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통합과 다원주의 실현의 실패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05년 프랑스의 대규모 

소요사태20)가 그 예이다. 현재까지 민주주의가 인권과 인간안보를 보장하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

스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원주의와 통합 이 두 가지 도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민주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있어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수혜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정보를 지니고 지식에 접근하는 것은 

민주적 시스템에 대한 의미 있는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오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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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민주화 과정 세계적 추세

1980년 이후 세계 모든 지역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단계를 수행하였다. 수많은 군사 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가 민간정부로 대체되었다.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든 국가가 실제로 완전하

게 민주적인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과도기를 겪고 있

는 국가, 다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국가 또는 충돌의 

상황에 있는 국가가 많다.

세계 200여 국가 중 현재 다당제 선거를 하고 있는 국

가는 144개국인데, 이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오직 26 개국만이 완전한 민주주의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고, 53개 국가는 "불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

다. 약 55개의 권위주의 체제와 30개 이상의 " hybrid 

regimes(혼합정치체제)" 여전히 있다.

133개국의 나라, 세계 인구의 67%가 자유로운 언론 또

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언론을 누리고 있다.

63개 국가들, 세계 인구의 32%가 여전히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이후 6가지 주요 인권 규약과 협약 당사국 의 

수는 크게 증가했다.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 의 비준

한 국가의 수는, 90개국에서 각각 160, 167개국으로 성

장했다.

많은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시민적 및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 

25개국이 자유권 규약을 비준 또는 체결하지 않았고, 

32개국이 ICESCR을 비준 또는 체결하지 않았다.

26개국에서 국회의원의 30% 이상이 여성이다.
전 세계적으로 국회의원의 단지 19%만이 여성이며, 한

명의 여성 국회의원조차 없는 국가는 9개국이다.

(source: Freedom house. 2011. Freedom in the World 2011.;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0.

Democracy Index 2010.;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2011. Parline database on women in 
parliament.)

기본적 이해와 민주사회의 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에 기여하고 그로 인해 혜택을 누

릴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전달은 책임 있는 시민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주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다음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표로, 민주주의는 명백히 한번 달성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

속적인 노력과 책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지수 2010 (체제 유형에 따른)

국가 수 국가 비율 세계 인구 수

온전한 민주주의 26 15.6 12.3

불안정한 민주주의 53 31.7 37.2

혼합 체제 33 19.8 14.0

권위주의 정권 55 32.9 36.5

(Source: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10. Democracy Index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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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간안보
인간안보 의제는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삶이나 생활에 만연한 위협으

로부터의 자유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간안보를 보호하고 증진함에 있어 인간

개발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인권과 민주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 불가결하다는 인식

에서 시작된다.

인권의 발전, 인간 개발, 인간 안보-혁신적 세계질서를 위한 비전의 핵심에 위치한,

세 가지의 중첩된, 상호 연관된 개념-은 민주적 가치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실천되는 

사회에서만 뿌리 내릴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협박이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인간 개발은 인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자원과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

정한다. 인간안보는 모두를 위한 기회가 평등한 사회, 정의와 연대의 사회에 장애가 

되는 기아, 전쟁, 생태학적 재해, 부패 정부 등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한다. 결국, 국

가 또는 공동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 대한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민주적

인 참여만이 인간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인권, 참여적 거버넌스, 법의 지배, 지속 

가능한 개발, 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에 대한 충분한 보장만이, ‘인간 안보’가 단지 

새로운 외교적 표어가 아닌 민주적 의사 결정과 국제 협력의 토대로 널리 받아들여

질 수 있게 한다.

2. 정의와 설명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민주주의란 국가권력이 민중으로부터 나오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고대 그

리스어의 “사람”(demos)을 의미하는 데모스와 “힘”을 의미하는 크라토스(kratos)에 기원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생각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각을 공유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던, 특
히 스코틀랜드, 영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의 17세기 칼빈주의 종교운동으로부터 점차 발전되어 왔

다.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의 철학이 등장했고 이는 계몽주의 시기 동안 향상되었다. 이 철학은 

점점 민주주의의 개념의 핵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프랑스가 프랑스혁명에 의하여 최초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국가였다면, 최초의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에 설립되었다. 1945년 이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자유민주주의21)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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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종종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파시스트 정부의 몰락 이

후, 20세기 전반에 나타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극복된 것처럼 보였다. 
어느 정도까지, 민주주의는 탈식민화의 길고도 험난한 과정에서 강조되었다. 이 과정은 모든 민족에

게 법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족자결권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었

다. 이로 인해-적어도 초기에는-탈식민국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이 이루어졌

다.
또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권위주의 체제는 모두 1970년대와 1980
년대에 민주주의로 전환되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중앙 및 동부 유럽에서 공산주의의 

붕괴로 인해 민주주의가 결국 진정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정부 형태로 민주주의를 

이론적으로 보증하는 모든 나라가 실제로 민주주의의 원칙이나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존중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은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중요한 토론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
한 사회가 얼마나 민주적인지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모든 민주 사회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수많은 핵심 요소가 있다.
Ÿ 평등 : 평등의 원리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고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

을 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정치 생활에서의 균등한 기회와 참여를 누릴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 여성인권, 비차별

Ÿ 참여 : 민주주의는 참여 없이는 무의미하다. 지역사회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참여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민주주의는 참여를 요구하는데, 이 때 참여란 정치적인 

의미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보다 광대한 개념이다. 그러나 참여는 그 자체

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존재나 지속을 확보할 수 없다.
Ÿ 다수결 원칙과 소수자의 권리 : 민주주의는 정의상으로는 ‘인민에 의한 통치’이기는 하나, 실제

로는 사실 다수에 의한 통치이다. 이는 또한 다수에게는 소수자의 권리와 요구들을 인정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의무의 충족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적 가치의 향상 가능성에 대한 지표이다. 
☞ 소수자 권리, 비차별 

Ÿ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 민주주의는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사람들을 지

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의 지배는, 법 앞에 평등을 보장하고, 공권력을 제한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는 국가의 자율적 법질서를 보장한다.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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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권에 대한 책무 :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

정하는 것은,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토대다.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사회

는 시민들이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인권을 존중, 보호, 충족

을 보증한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집회, 언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와 같은 시민 참여에 

중요한 인권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럼에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자체만으로는 평화

와 인간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요구가 마찬가지로 고려될 

경우에만 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Ÿ 정치적 다원주의 : 전통적으로, 정당은 사상과 의견의 다양성을 통합하고 공개 토론에서 그 사

상들과 의견들을 대표해야 한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변화하는 요구에 적응할 수 있을 만큼 유연

한 구조를 확보하는 동시에,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안정적인 토대가 될 수도 있다. 한편 정치

적 자유는 혐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자극해 민주사회와 민주질서에 위협이 되는 사상을 확산

하는 데에 악용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의 일반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사회의 이

익을 보호할 수 있게, 민주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는 민주주의도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이는 종종 "투쟁적 민주주의" 의 원리로 지칭된다). 
☞ 언론과 표현의 자유

Ÿ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 선거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고유한 특성으로 볼 수 

있다. 그 어떠한 다른 유형의 정권도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결정을 정부 시스템에 의해 주로 영

향을 받는 인민들에게 맡기지 않는다. 선거를 통해, 그들은 현재의 정책에 대한 동의뿐만 아니

라 정책 변화에 대한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 지속적인 평가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참여할 권리를 누가 가져야 할지에 대한 답이 자명하지 않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을 통

하여 확인된다. 선거 과정에 미성년자의 참여를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반면, 특정의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참여가 제한(많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한)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선거의 참여에서 제외되었다. (민주적 시스템이 매우 발달한 것으

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아펜첼이너로덴에서조차 여성은 1990년대 초반에서야 선거권을 획득했

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선거권이 불합리한 제한 없이 보장되고, 자유, 평등, 비밀, 직접, 보통 

선거에 입각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Ÿ 권력 분립 : 권력 분립은 존 로크 (1690 "통치론")에 의해 도입된 이후 샤를 몽테스키외 ( 

1748 "법의 정신")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원래 절대 국가의 모든 포괄 권력을 겨냥한 것이

었다. 오늘날 권력 분립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국가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부로 나누어져,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상호간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이 

시스템의 견제 기능과 균형 기능은 적절한 통제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 등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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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 현실의 휘황찬란한 복잡성으로 인해 엄청난 수의 민주주의의 이론과 모델이 양산되었다. 
1863년 게츠벅에서의 링컨의 연설에서 따르면, 민주주의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로 정의될 수 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민주주의 정체성 

이론과 민주주의 경쟁이론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정체성 모델은 통

치자와 피치자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정당한 정치적 차이의 존재를 부정

하고 장 자크 루소의 “일반의지”가 무엇인지를 찾아 이를 입법의 과정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반면 경쟁 모델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당한 의견이 서로 경쟁하고,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것을 인정한다. 
또 하나의-더 현대적인-구별은 민주주의 이론 담론에서 종종 거론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별이다. 이 논쟁은 민주적 절차(예를 들어, 선거)와 제도(예를 들어, 선출된 합법적 

기구) 또는 인간 복지, 안보, 사회적 평등, 평화적 분쟁 해결을 증진하는 널리 유익한 정책이 체제

의 민주성(혹은 반민주성) 평가와 관련이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민주주의의 형태
현대 민주주의는 그 형태와 구조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자유 민주주의와 관련한 전통적인 구분은 

직접 민주주의 모델과 대의 민주주의의 모델 간 구분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 전체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정부 형태다. 이는 다수

결의 원칙에 따라 작용한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는 작은 공동체에서만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거의 

모두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에 순수한 직접 민

주주의는 없다.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로는 국민의회, 주민 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이 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정부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이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

를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책임 있는 대표자들을 선출하여, 이들을 통해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태이다. 간접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통치자와 피치자 간의 구분과 정기적

인 선거라는 피치자의 통치자 통제수단이다.
간접민주주의는 정부의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 
Ÿ 의원내각제 : 이 정부형태에서는 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행정부는 수상이나 연립내각의 

수장이 이끌며 의회의 신뢰에 의존한다. 국가원수는 행정권을 거의 또는 아예 가지지 않으며 상

징적 기능만 한다.
Ÿ 대통령제 : 행정부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가원수가 이끌며, 의회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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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모델의 비교하면 다음의 그림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출처: International UNESCO Education Server for Civic,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www.dadalos.org/)

Ÿ 대통령제에서는 정부와 의회에 대해 각각의 선거가 행해지는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한 번의 

선거로 정부와 의회를 모두 결정한다(그럼에도 국가수반에 대한 선거가 따로 행해질 수 있다).
Ÿ 의원내각제에서 정부는 의회에 의하여 승인받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이는 대통령제의 의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제의 의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
Ÿ 또 한편으로 의원내각제에서의 국가원수는 일반적으로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Ÿ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의원이 정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Ÿ 의원내각제에서는 보통 의회와 정부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그 

권력이 명백히 분리된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종종 국가원수와 내각 수장이 행정권 자체를 분리하

여 소유하기도 한다.
Ÿ 의원내각제에서의 입법발의는 거의 정부의 몫이다.
Ÿ 정당, 특히 야당은 의원내각제에서 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실에서의 민주주의 형태
기존의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조합의 형태이다. 이 셀 수 없이 많

은 복합적 모델 중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것은 국가원수의 역할이 강화된 형태의 의원내각제이다. 
위에서 설명한 차이는 보통 전세계 민주주의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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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개념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전통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시 : 의원내각제는 영국과 대부분의 서유럽의 국가들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모델이다. 반면, 
미국은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이다. 그러나 서유럽에도 스위스(직접민주주의에 중점을 두는 합

의민주주의)와 프랑스(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하고 독특한 모델들이 있다.

3. 문화 간 관점과 쟁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양한 모습으로 출현하고 있다. 또한 민주주의는 그 

문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어떤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립과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반면, 어떤 민

주주의는 주로 참여의 개념에 기반을 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정치사상, 이론과 실천과 관련된 "유럽 중심주의"가 많

은 비판을 받는다. 민주주의의 관행 자체는 다양하다. “유럽중심”과는 거리가 먼 다양한 형태의 민

주주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와 같이 매우 가난하고 과밀한 국가의 경우, 더 권위

적인 정부형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고수한다. 이러한 민주

주의는 외부에서 도입된 것이 아닌 토착적, 유기적인 것이다. 
동양에서든 서양에서든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 몇 가지 민주주의의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전 세계적인 동의가 이루어졌기는 하나, 이러한 요소들에 부여되는 중요성과 

그의 구체적 실현 형식은 종종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개

인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때의 개인이란,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자유주의 사회에서 최대의 자

유와 발언권을 획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

는데, 이는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된다.

“아시아적 가치” 논쟁
중국은 집단권과 사회복지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사회 정치적 모델의 선도적인 지지자이다. 이는 

개인권에 기반을 둔 서구 민주주의 개념과 크게 다르다. 중국의 모델은 개인의 최대 자유보다는 공

동체 지향 의식과 가부장적 리더십의 전통적인 개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민주주의는 규제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의 극단과 질서가 잘 확립된 사회의 통치 사이의 극단 사이 

그 어딘가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에 기초한 반면, 캐나다는 "
평화, 질서와 좋은 정부"를 헌법상 "주목적"으로 명시한다.
아시아 모델이 반드시 참여와 민주주의와 반드시 모순이 될 필요는 없다. 싱가폴, 말레이시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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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그 정도가 조금 덜 하지만 한국과 일본도-와 같은 동아시아 모델은 유교의 기본적 가르침

에서 영감을 도출해 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도덕적, 합리적 지배 엘리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을 요구한다. 공자는 "대학"에서 조화로운 개인이 조화로운 가정을 낳고, 조화로운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를 낳고, 또 조화로운 사회가 질서가 잘 확립된 정치를 낳으며, 이러한 정치는 결국 조화로운 

국가를 낳는다고 하였다.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와 개념에 대한 “아시아”와 “서구”의 충돌은 대부분 

참여의 실질적 의미와 개인적 복지 대 공동의 복지 간의 경쟁의 실질적 의미에 대한 해석 차이의 

문제이다. 그러한 개념적 문제를 거부하는 대신, 아시아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은 종종 미국을 비

롯한 몇몇 서방 국가의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질서에 관한 것이다.

이슬람세계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에 모두에게 문제가 되어 왔다. 몇몇 

평론가들은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유일신이며, 신자 공동체의 모든 규율은 그의 신성한 계율로부터 비롯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회교도들의 해석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권력의 분할이 이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인식은 지나

치게 단순한 것이다. 많은 수의 이슬람교 국가들에서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음이 입증

되었고, 그 종교적인 표징들 또한 서양 헌법 질서와 친숙한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스스로를 "하나님 아래의 하나의 국가"로 선언하며, 이는 그 기초 정신의 한 부분이다. 마찬

가지로 캐나다 권리과 자유 헌장의 서문, 즉 캐나다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장전은 "캐나다는 

하나님의 우월성을 인정하며 법에 의한 통치의 원칙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 "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슬람 국가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및 접근에 있어서 서로 매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적어도 최근까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중동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주류 이슬람 운동의 

지도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으며, 인간의 사회구조보다 신성 구조

가 우위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을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게 선전한다고 주장한다. 
국민 주권의 개념이 이슬람의 기본 교리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기본 입법 구조는 알라에 의해 제공되었고 이는 수정될 수 없다

고 믿는다. 단지 그의 대리인들만이 그의 법률을 해석하고 구현할 수 있다. 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은 개방성, 다원주의와 권력의 분리와 같은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모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이슬람 민주 국가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실제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 중 일부는 선거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통합과 다원주의에 기반해 설립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이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슬

람 인구가 많은 국가인 인도는 1947년 이후 부분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세 번째로 큰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은 2008년 민주적 통치로 돌아섰다. 또한 2005년에는, 이전에 전통적, 근본적

으로 보수적인 탈레반의 통치하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거에 의해 민주적 의회가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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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 추가적 고민 사항
Ÿ 다수와 소수의 관계 특히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및 / 또는 언어적 소수자의 보호는 중요

한 문제다. 다수결 투표에 기초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개최는, 소수가 종종 정치적 의

사 결정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소수는 다수의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정치적 의사에 대한 공정한 고려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 소수자 권리

Ÿ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실행에 대한 논의에서 핵심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자유

롭고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구성원을 원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을 해산하고 새로 국민을 뽑아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자유롭고 능동적인 시민들은 그들의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선거 공약

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글을 쓰는 시점인 2011년 초, 세계의 이슬람교도 대부분은 민주주의 사회 또는 민주주의로

의 전환의 과정에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만 하더라도 인도, 방글라데시, 아
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를 포함하여 5억 명 이상의 이슬람교가 민주적으로 선

출된 정부를 가진 국가에 살고 있다.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자리 잡지 못한 것이 분명히 보이는 지

역은 오히려 아시아보다 훨씬 적은 이슬람 인구가 살고 있는 중동이었다.

그러나 최근 아랍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한 민주적 봉기와 같이, 이제 변화가 일어

날 것이다. 2010년 12월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과 함께 시작해, 그 이후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예
멘 등의 국가의 정치적 격변을 촉발시킨 이른바 '아랍의 봄 ‘은 중대한 과정(확실히 장기간이긴 하

지만)이다. 이는 결국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불편한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 종교의 자유

토론할 쟁점
Ÿ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의 민주주의를 지니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가?
Ÿ 민주주의의 다른 해석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해석들을 허용할 수 있다면, 그 한계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국가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Ÿ 서로 다른 문화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을 형성해 감에 있어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Ÿ 현대의 정보 기술(인터넷, 전자 메일, 위성 방송 등)은 지리적 문화적 경계를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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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둥이 된다. 근래 정보의 수단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의 의사 결정에 대한 통제와 거의 동의어이다. 신문, TV, 라디오, 엔터테

인먼트 산업은 물론 인터넷까지 매체는 민주주의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개인, 사회 및 국가는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의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민들은 선출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표와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런 이유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또 하나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대

한 인권이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Ÿ 민주주의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다 - 이 둘은 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하고, 서로의 정체성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 둘의 관계는 이토록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인권은 민

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많은 국가의 법적 체계는 시민

권과 인권 사이에 차이를 둔다. 이는 시민에게만 일부 권리, 특히 특정 정치적 권리를 보장

하고 나머지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시민권과 인권은 구별된다.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안에서만, 그리고 이를 통해서만 인권이 보장될 수 있지만, 형식적인 민

주주의만으로는 인권과 인간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권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활

성의 지표이다.

4. 이행과 모니터링

완벽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존재한 적도 없고 오늘날 존재하지도 않는다. 현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의 모든 핵심요소들을 어느 정도 평등, 차별철폐와 사회 정의를 목표로 하는 "좋은 정부"를 위한 일

반적 요구사항의 일부로 통합한다.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완성 및 조정의 과정이다. 이 과

정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욕구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적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호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

협약은 상설적인 유럽인권재판소를 설립하도록 하였고, 협약 위반에 대해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민주주의는 협약에서 고려한 유일한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협약의 초안 작성을 시작한 

조직인 유럽평의회의 헌장에서도 그렇다), 민주주의만이 협약의 적용이 유용한 유일한 정부형태이

기도 하다. 1967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가혹한 군사 정권에 의해 장악된 그리스를 제소하기

로 결정했다. 이후 그리스 정부의 협약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진행되었고, 결국 그리스

가 유예 판정을 막기 위해 유럽위원회를 탈퇴함으로 종결되었다. 1974년 민주정부의 재구축과 함

께, 그리스는 협약에 다시 가입했고 군사 정권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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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UNDP)은 2002년의 인간개발보고서에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측정하는 수많은 객

관적인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Ÿ 가장 최근의 선거날짜 

Ÿ 투표율

Ÿ 투표 가능한 여성의 연간 수치

Ÿ 의회에서의 여성 의석 수

Ÿ 직장 노조 

Ÿ NGO의 수

Ÿ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비준

Ÿ ILO 단체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 협약 비준

분명히, 모든 메커니즘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구축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

의의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 1990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회원국

들이 민주적 제도를 구축, 강화,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민주제도인권사무소

(ODIHR)를 바르샤바에 설립했다. 이 사무소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회원국에서 민주주의 원칙

이 존중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국의 총선거를 감시한다. 미주기구(OAS), 아프리카 연합

과 여러 가지 지역 간 정부기구 및 협정 등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정부의 헌법파괴를 막기 위한 구

체적인 메커니즘들이 최근 소개되고 있다.

세계적 수준에서는, 국제의원연맹(IPU)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IPU는 회원국의 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사람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 기구는 1889년에 설립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나라 간 의회의 연결을 수월히 하고, 민주주의를 촉

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민주적 정부에 대한 유용한 평가에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언론의 자유와 책임, 정치

적 안정과 폭력의 추방, 법치주의 및 부패 인식 지수 등의 많은 주관적 지표가 활용될 수 있다. 이 

모든 지표는 민주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의 성취 정도

를 반영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민주주의 정권과 다른 정권에 대한 비교와 민주주의를 향한 과정에 

대한 기반이 된다. 또한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향상 수준 또는 그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

한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를 위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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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전국적,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투표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와 깨어 있는 시민 사회를 수반하는 강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이다. 선거는 정부의 의제 및 

권력 보유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선거는 또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위에 명시된 모든 민주적 기준이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기준과 관련

해서는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 

보장에 있어 결정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사실은 민주주의에 대한 보장

인 것이다. 

민주주의의 전 세계적 구현은 각각의 모든 개인과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

고 권위주의적인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기구에 달려 있다. 선거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정치적 삶과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능동적인 시민 사회

에 참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 의미 있는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식을 가

지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

져야 하며, 이를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은 민주주의 구축에 필요한 풀뿌리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민주주의를 번영시키고, 민주주의가 모두를 위한 결과, 즉 평등하고 공정한 결과를 낳도록 

한다.

알아두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
1990년 2월, 역사적인 연설에서, 프레데릭 데 클레르크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의 퇴진과 남아프리

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했다. 국민 투표에서 그의 정책을 백인 인구의 70 %가 지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는 1994년 4월 치러졌고, 1994년 5월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이로써 국가 발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중앙 및 동부 유럽 : 1989년 이후 몇 년 동안, 이전의 공산권 국가들은 민주화의 물결을 경험했다.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공화국, 동독,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전 소련 공화국들에서 새로운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당들이 창당되었다. 그리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변화가 국가의 정치적 풍토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 후, 다당주의 체제에 기반하여 정기적인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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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동부 유럽의 민주화는 유럽 연합(EU)의 정책에 의해 상당히 발전되었다. 특히, 이른바 (민
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 인권 및 소수자권리와 법치주의를 포함한)“코펜하겐 기준”은, (대부분은 그 

사이에 유럽 연합(EU)에 완전하게 회원으로 가입한)해당 국가의 민주개혁의 속도와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유럽 연합(EU) 회원국의 전망은 다른 무엇보다 이 코펜하겐 기준에 달려 있

다.
칠레 : 다른 남미 국가와는 달리, 칠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가진 150년의 입헌 공화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장군에 의한 17년간의 군사정권 이후, 1990년 칠레의 민

주주의의 재건은 민주적 대화와 지역적, 국제적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오늘날, 칠레 공

화국은 민주주의를 통합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인권과 인간 안보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이집트 : 2011년 2월 중순, 2주 이상의 시위가 이어진 후, 이집트의 장기 집권자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임에 동의하면서 그의 30년 철권통치가 종료되었다. 군 최고위원회에 권력이 이양되었

는데, 민주적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6개월 동안 군 최고위원회가 통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 총리

를 포함한 이전의 내각은, 새로운 정부가 형성될 때까지 선거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의 헌

법을 검토하는 작업과 함께, 이집트는 고유의 민주적 형태의 정부를 출범시키려 하고 있다.

2. 동향

민주주의의 성장
'인간안보 보고서 2010'에 따르면, 세계 대전 이후 전쟁과 내전의 감소세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상

승세과 일치한다. 1946년에는 전 세계의 28%의 정부만이 민주주의였다. 2008년까지 그 비율은 두 

배까지 상승했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서로 전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내전도 드물게 

일어난다는, 소위 "민주적 평화" 라는 명제가 사실인 듯하다. 그러나 "독재 정권" 또는 "반자유주의 

민주주의"(완전히 민주주의도 독재도 아닌 정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된다.
(출처: human security report project. 2011. Human Security Report 2009/2010: The Causes of 
Peace and the Shrinking Costs of War.)

여성의 정치적 참여
여성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생활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여전히 남성

과 비교해 매우 불균형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적으로 간주되는 수많은 국가 기관에서의 성비

의 불균형은 이 명백한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생활, 특히 국회에서 종종 

할당제를 도입하여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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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거리
Ÿ 정치적 삶에서 남성과 여성의 두드러지는 차이를 줄이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우대책이나 도구

를 생각해 낼 수 있는가?

의회에서의 여성 
Ÿ 의회를 지닌 주권 국가의 수는 1945년 이래로 7배 증가했다. 
Ÿ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여성 하원의원의 비율은 4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다.
Ÿ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 이전에 모든 의회에서 성별의 비율적인 평등이 이

루어질 것이다.
Ÿ 여성 의원이 10% 미만인 의회의 수는 1995년에는 63%였으나, 오늘날에는 37%로 크게 감

소하였다.
Ÿ 스웨덴은 의회에서의 여성 비율이 45.3%로, 가장 높은 여성 대표성을 나타낸다 (2005년 10

월 기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그 뒤를 잇는다. 반면, 아랍국가들은 여전히 여성 

의원들이 가장 적게 선출되는 지역이다. 하원의원에서의 여성 비율의 지역적 평균은 10%이

하다. 
(source: inter-parliamentary Union. 2006. Women in Politics: 60 Years in Ret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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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이 

선거권을 

부여받은 년도

여성이 

피선거권을 

부여받은 년도

첫 여성의원이 

선출된 해

정부 내각의 

여성 비율

2011년 여성 

하원의원 수

2011년 여성 

상원의원 수

호주 1902, 1962 1902, 1962 1943 24.0 24.7 35.5

오스트리아 1918 1918 1919 38.0 27.9 29.5

브르키나 파소 1958 1958 1978 14.0 15.3

중국 1949 1949 1954 9.0 21.3

쿠바 1934 1934 1940 19.0 43.2

조지아 1918, 1921 1918, 1921 1992 18.0 6.5

독일 1918 1918 1919 33.0 32.8 21.7

인디아 1950 1950 1952 10.0 10.8 10.3

말리 1956 1956 1959 23.0 10.2

스웨덴 1862, 1921 1862, 1921 1921 48.0 45.0

영국 1918, 1928 1918, 1928 1918 23.0 22.0 20.1

미국 1920, 1965 1788* 1917 24.0 16.8 17.0

짐바브웨 1919, 1957 1919, 1978 1980 16.0 15.0 24.2

모든 여성의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헌법은 이 권리와 관련하여 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sources: Undp. 2005. Human Development Report 2005.; Undp. 2009. Human Development Report 2009.; 
inter-parliamentary Union. 2012.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1945-2011 여성의 의회 진출
년도 1945 1955 1965 1975 1985 1995 2000 2005 2012

의원 수

여성 비율(하원)

여성 비율(상원)

(sources: inter-parliamentary Union. 2006. Women in Politics: 60 Years in Retrospect.; 
inter-parliamentary Union. 2012.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 여성인권

온라인 민주주의
1990년대 중반 인터넷 사용이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일부는 모두가 온라인 통신을 이용하여 정치

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세계, 즉 전보다 그리스의 원형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지는 세

상이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환상이 실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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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가용성은 민주적 구조를 대신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는 정치적 인식을 낳지도 않는다 - 
그럼에도 인터넷은 여전히 이점이 있다. 실시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비공식적 조직 구조를 만드는 데 정보를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어보자. 일부 주(소위 "swing states" - 역자 주 : 미국에서 정

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아 표심이 고정되지 않은 경합주)에서의 선거의 결과는 전혀 확정적이지 

않았다. 녹색 정당의 후보 랄프 네이더의 득표수가 결정적 요소였다. 네이더 자신은 대통령 선출될 

가능성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이더에게 투표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공화당

의 조지 부시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 앨 고어를 선호했다. 모든 swing states에서, 네이더의 유권

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조지 부시의 당선 가능성을 높인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계속되는 선거에서 

이러한 효과를 피하기 위해, 일부 사람들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추진했다. 그 아이디어란 시민들이 

자신의 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었다. 
swing state에서 네이더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Bush state에 살고 있는 고어를 지지하는 유권자와 

자신의 표를 교환할 수 있다. 네이더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고어가 승리할 수도 있어 보이는 주에 

사는 경우, 그 유권자는 고어에 투표할 것이다. 반면, 고어에 대한 투표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주의 

고어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네이더에 투표할 것이다. 아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투표 스와핑"의 

아이디어는 비공식적인 시민 조직이 그 새로운 민주적 잠재력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이 사례가 결코 유일한 예는 아니다. 전 세계의 운동간 연계를 구축하는 온라인 통신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시민 단체의 활동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 새로운 형식의 이슈지

향적인 협력을 동원함으로써, 캠페인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다. 전체주의 정

권은 온라인상 "혁명"적 생각의 교환을 금지하기 위해, 그 교환 수단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었다. 
개인은 보다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퍼뜨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지

지를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이 있는 반면, 새로운 위험도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13억명이 인터넷의 사용에 익숙한 반면, 거의 50억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뿐만 아니라 선진국 내에서도 도시와 농촌 간)
의 소위 디지털 격차는 인터넷의 민주적 잠재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의 대부분이 컴퓨터 

문맹인 경우, 온라인 활동에의 참여는 쉽지 않거나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접근성의 보장뿐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 기반을 둔 극심한 인종차별주

의 단체인 쿠-클럭스-클랜은 그 온라인상의 존재 때문에 구성원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주장한

다. 프랑스에서 인터넷 포털 '야후!'는 자사의 경매 사이트가 네오 나치 기념품을 제공하는 데 이용

되었지만-이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 아닌 미국에서 행해졌다. 이후에 "야후!"는 자발적으로 기꺼

이 이러한 활동을 모니터하고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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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복잡한 과정이다. 인터넷은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매체가 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세계

에서와 같은 적극적인 참여나 개인적 책임성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세계화와 민주주의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에는 국경이라는 경계선이 있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특정 

지역과 관련하여 만들어진다. 
세계화의 시대에는, 많은 결정과 그 결과는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친다. 또한 나아가 다국적 기업과 국

제기구 등의 세계무대의 새로운 주역들도 우리 세계의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책임이 있다.
세계화로 인해 종종 초국적 경제 세력이나 강력한 비민주적 제도에 의하여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

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광범위한 국제 사회 운동의 하나인 반세계화 운동이 일어났다. 세
계화에 대한 반대는 환경 보호, 부채 탕감, 동물권, 아동의 보호, 반 자본주의, 평화, 인권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세계화로 인해 민주적 포럼이 손상된다고 느끼고 있다.
핵심적인 운동 방법은 대중 시위이다. 십만 명의 시위대가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의 세 번째 각료 회의 개막식을 막자 초기에 국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 후, 유사한 시위가 다양한 도시에서의 유럽 연합(EU) 및 G8 정상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다보스

(스위스)에서의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워싱턴 DC에서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

금(IMF) 회의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의 시위대가 비폭력적인 반면, 적극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등 시위를 오용하는 과격한 시위

대도 있다. 이러한 시위대들은 언론이 운동의 의제가 아닌 폭력에 주목하게 만든다. 많은 이들이 이

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활동가들은 폭발적인 대중 시위에 대한 대안을 위해 2001년 2월, 브라질 porto alegre에서 1
차 세계사회포럼(WSF)을 조직했다. 그 이후 이 포럼은 매년 열렸는데, 스스로를 "분산 토론, 의견 

반영, 제안 구성, 경험 교환 및 보다 연대적, 민주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향한 구체적 행동에 참여하

는 운동 및 조직 간의 제휴를 촉진하는 열린 공간 및 프로세스- 그 수가 많으며, 다양한 형태이고, 
비정부적이고, 비당파적일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과 비정부 조직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집회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민주적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공개 토론, 국제 경제 관계의 "인간화"와 국제기구에의 시민 사회의 참여가 

촉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중요성의 폄하해 인권의 기반을 훼손

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지속적인 위험에 대해 주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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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사 결정이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 되는 등의 환경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계무대의 주

역들은 증가하는 대중의 관심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이들은 새

로운 방법의 민주적 대표성, 투명성, 책임성에 스스로 구속되어야 한다.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 노동권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및 비정부기구에서의 민주적 결핍
국가, 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 국가의 역할은 변화하고 있다.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및 비정부기

구(NGO)가 정치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했다. 그들의 결정 및 의제는 국가의 정책과 수백만

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음은 대답해야 할 주요 질문 중 하나이다. 이 (비 국가) 
행위자들은 얼마나 민주적/ 반민주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 국제기구, 다국적 기

업과 비정부기구의 관행 및 정책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 프로세스를 탐구하고 주요 민주주의의 원칙

-책임, 정당성, 참여, 대표성과 투명성-이 충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자

들을 민주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세계시민 총회 

건설, 세계 무역기구 (WTO) 및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더 민주적이고 투

명한 의사 결정 시스템, 비정부기구 및 다국적 기업의 윤리 행동 강령 및 규정 소개 등과 같은 방

안들이 그 예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mahatma Gandhi. 1948.

추천 활동

활동 Ⅰ 예, 아니오, 또는 그 사이 어떤 것?

Part Ⅰ : 소개

이 활동 참가자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정당화되었으며 인정받은 의견들이 민주주의에 존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Part Ⅱ : 일반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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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유형: 사회적 위치 설정

목적: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관용과 존중을 함양하기

대상 그룹: 젊은 성인, 성인

그룹 규모: 상관없음

시간: 60분
교구: 종이, 컬러펜, .....
준비: ‘찬성’과 ‘반대’ 두 개의 카드를 만들고, 이 두 카드를 테이프로 긴 벽이나 바닥 양쪽 끝에 붙

인다. 두 개의 의자를 방 중앙에 놓고 그 주위를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주변에 공간을 둔다. 
관련된 기술: 소통, 협력, 쟁점에 대한 의견의 차이점 표현하기, 다른 의견 존중하기

Part Ⅲ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 벽 / 바닥의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표지판을 지적하고, 참가자들의 동의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문장을 읽으려고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참가자들이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두 기호 사이의 벽

을 따라 해당하는 위치에 서라고 말해 준다. 아래 목록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준다. 사람들이 자신

의 위치를 잡았을 때, 이들이 동료의 위치와 관련하여 자신의 위치를 성찰해보도록 하기 위해 그들

이 선택한 위치에 선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논쟁에 의해 설득되면 자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지만, 집중적인 논의

는 피드백 세션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 목록에 있는 다른 문장에 대해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피드백 : 그룹을 피드백 세션을 위한 총회로 다시 복귀시킨다. 특히 극단적인 위치를 선택했거나 자

신의 위치를 변경한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참가자들에게 활동 중 느꼈던 감정에 대해 말하도록 부

탁한다.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가치인 다원주의 사회에 대해 성찰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의견을 어

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는 반대의견을 수용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왜 다른 의견을 가지는가?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견해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어떤 견해를 극단주의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변형을 위한 팁 :  "다원주의" 또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에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

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종주의 또는 민족주의 시위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민주주

의에 대한 허용될 수 있는, 허용될 수 없는 사이의 선을 어디에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이러한 맥

락에서  "관용"의 의미와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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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Ⅳ : 후속활동

현재 논의되는 추천활동과 관계된, 논쟁적 이슈를 보여주는 신문과 잡지 등의 사진을 선택한다. 특
정 그룹(어린이, 여성, 이민자, 종교 집단,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환경오염, 실업, 빈곤, 국가에 

의한 탄압과 일반적 인권 침해 등의 주제를 다루도록 노력한다.
사진을 잘라 참가자들에게 보인다. 각자에게 항상 용인할 수 있는 한 장과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한 장을 선택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은 토론 시작 전에 그 사진을 선택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 
각 참가자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 토론에 사용될 수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Ÿ 우리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
Ÿ 우리는 모든 법을 지켜야 한다. 심지어 부당한 법일지라도 말이다.
Ÿ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오로지 정치인들만 가진다.
Ÿ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게 걸맞은 지도자를 얻는다.
Ÿ “민주주의에서 모든 사람은-심지어 얼간이도 선거권을 가진다”(Chris patten, 영국 정치인이자 

홍콩 주지사)
Ÿ 국민의 51 %가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소수 민족을 억제하고도 여전히 민주적일 수 있다.
Ÿ “시민은 항상 자신의 입이 열려 있도록 하여야 한다.” (günter grass, 작가 및 노벨상 수상자)
Ÿ “평범한 유권자들과 5분만 얘기해도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유를 들 수 있다” (Winston 

Churchill, 영국 정치인 및 작가)
Ÿ 노트: 당신은 문장들이 어떤 다른 인권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은 다른 의

견의 표출을 자극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관련 권리 / 더 탐색할 영역: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sources: adapted from: Council of europe. 2002.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susanne Ulrich. 2000. Achtung (+) Toleranz - Wege 
demokratischer Konfliktlösung.)

활동 Ⅱ : 우리 공동체의 미나렛(역자 주 : 회교사원의 뾰족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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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Ⅰ: 소개

이 활동은 지역 사회 또는 가상의 작은 마을에서의 공개 총회를 가상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다. 시
나리오 상 다양한 이해 관계와 다른 사회 및 정치 운동의 관심사가 소위 "핫 토픽"을 놓고 서로 충

돌한다. 언론이 참석해 회의를 기록한다.

Part Ⅱ: 일반적 정보

활동 유형: 가상 게임

목적 및 주제: 지역사회에서의 의논 과정 경험하기, 정치적 상황과 메커니즘을 식별하고 이를 이해

하기, 다른 견해를 고민하고 제출하기, 민주적이고 양식 있는 행동의 한계를 식별하기, 분쟁 당사자 

모두의 입장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는 과정에 대해 경험하기

대상 그룹: 청장년 및 성인

그룹 규모: 15~30명
시간: 120~180분
준비물: 이름표 종이, 플립차트와 종이, 시장용종과 시계

관련된 기술: 소통, 협력, 사안에 대한 다른 초점과 견해 표현, 다른 견해에 대한 존중

Part Ⅲ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소개: 모둠이 참여할 가상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활동에 대한 소개를 시작한다. 미나렛의 의도

된 구조는 공동체를 움직이고 있다. 짧은 시간 안에, 지역 사회 공개 총회는 그 자체의 전체 높이가 

교회의 첨탑보다 더 높은 미나렛을 구축하자는 이슬람 사회의 주장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

집된다.  
참가자들에게 할당할 역할들이 플립차트 목록에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공개 협의회의 역할을 맡는다.
Ÿ 의장을 맡을 지역사회의 시장

Ÿ 서로 다른 당을 대표하는 마을 총회 구성원(3-5명)
Ÿ “제노포비아 없는 하나의 세계” 실무자(3-6명)
Ÿ 시민행동위원회 “사랑스런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 회원(3-5명)
Ÿ 이슬람 지역사회 구성원(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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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언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지역신문 기자( 각 1-2명)
Ÿ 협의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시민들(활동 참가자가 넉넉할 경우)
당신이 더 다양한 등장인물을 설명할수록 시뮬레이션이 더 효과적이게 된다. 그리고 원한다면 플립 

차트에 다양한 사람들의 특성을 적어도 된다. 더 좋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대조되는 다양한 

역할로 구성된 한 세트를 만들도록 하라. 
이제 시간표를 짠다. 실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개발하고 그것

을 키워드로 적을 것이다(약 15분).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자신

의 입장을 완화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1단계: 준비(20분)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그룹에 모이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모두 교실을 나가서 그들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다.
서로를 소개하고 공개 총회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언론은 신문 편집을 시작하

고 첫 번째 인터뷰를 한다. 이 단계 동안 교실을 회의공간으로 만든다. 그룹은 네 개의 다른 테이블

에 배치되도록 한다. 테이블마다 명패를 놓는다. 시장은 종과 시계를 가지고 상석에 위치해야 한다. 
시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별도로 회의 절차의 규칙을 설명한다.
2단계: 공개 총회(45분)
총회의 리더 및 의장으로서 시장은 이번 회의 의제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인사로 회의를 

연다. 시장의 주 임무는 회의의 중재이다. 그룹들에게 차례로 그들의 의견과 목적을 이야기하도록 

요청한다. 준비된 역할도가 그들에게 지침이 된다. 그런 다음 시장은 이슬람 공동체에게 완전한 크

기의 미나렛의 건설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요청한다.
3단계: 피드백(45분)
토론을 할 수 있는 원으로 참가자들을 모으고, 돌아가며 피드백을 한다. 이 때 실제 이름을 불러야 

한다. 참가자들이 수행하던 역할을 포기하고 본래 자신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특히 중

요한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묻는다:
Ÿ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당신이 맡은 역할의 목적을 반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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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당신의 역할에서) 당신은 그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Ÿ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이 당신의 전략상의 변화가 필요하도록 하였나?
시뮬레이션을 추적하는 것은 피하고 성찰 내용 자체에 집중하도록 한다.

현실의 공개 총회와 비교하여 이 시뮬레이션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Ÿ 자신의 역할을 규정짓는 것이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Ÿ 현실의 상황과 얼마나 가까웠는지

방법론적 힌트:
각 단계의 활동을 조정하면서 동시에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이 활동을 다른 트레이너와 함께 진행하도록 한다. 역할 할당에 있어서 시장은 시뮬레이션 과정의 

구조화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시뮬레이션 전에 시장 역

할 참가자와 함께 그 임무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이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은 당신이며, 참가자가 

서로를 경멸하기 시작하면 시뮬레이션의 과정에 개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시

뮬레이션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 (새로운 사실의 발견, 주제의 변화) 이를 중단한다. 공개 총회가 합

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는 실제 생활에서의 결과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이 활동

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음을 정리해 준다.

변형을 위한 팁: 
지역 사회의 상황에 따라, 사안을 미나렛 대신 "불교 사원"이나 "교회"로 변경할 수 있다.

Part Ⅳ 후속활동:
가능하다면, 언론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공개 총회를 기록하거나 촬영하여 이를 이후 토론과 그 규

칙에 대한 기초 분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지역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발견하여 이를 기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document them. their results could be displayed in a map or a small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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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권리/더 탐색할 영역:
차별 철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source:adapted from: susanne Ulrich. 2000. 
Achtung (+) Toleranz-Wege demokratischer Konfliktlö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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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권리
MINORITY 

RIGHTS

소수자와 선주민의 권리
개인권과 집단권

비차별과 적극적 우대조치
자율과 통합

인종 다양성과 다원성

>>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

은-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

고 그 종교의식을 행할 권리, 혹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
199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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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D.H. 외 v. 체코 공화국 판례는 2000년, 체코 오스트라바 지역에 위치한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

는 아이들이 다니는 특수 학교에 보내진 18명의 로마족 학생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체코 공화국을 

제소한 사건이다. 이들을 대변한 지역 변호사들과 유럽 로마족 인권 센터 (European Roma Rights 
Centre) 변호사들은 로마 소수민족이라는 것 이외에는 이 학생들을 그 학교에 보낼 어떠한 객관적

인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오스트라바 지역뿐만 아니라 체코 전역에서 로마족 아이들을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특수 학교에 배정하는 일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다. 심지어 로

마족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가는 특수학교에 다닐 확률은 로마족이 아닌 

학생들보다 27배나 높았다. 따라서 이들은 유럽인권재판소에 로마족 아이들이 불균형적으로 높게 

“특수학교”에 배정받는 것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7년,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역사적인 이 판결에 따르면 정신적, 육체

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로마족 학생들이 유난히 많이 배정되는 것은 유럽인권

협약 제14조와 제1의정서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권과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을 위배하는 것

이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의 경향성을 고려했으며 처음으로 간접적인 차별

에 대해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 게다가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코 공화국 내 약 

70%의 로마족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자문위원회(예.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통계 자료를 고려했으며 체

코 정부는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유럽인권재판소는 해당 사건

에 있어서 체코 정부가 유럽인권협약의 조항들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출처: 유럽인권재판소, 
2007, D.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07년 11월 13일, 사건번호 57325/00 (대재판

부), Jennifer Devroye, 2009, The Case of D. H.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JIHR vol. 
7/1)

토론할 거리
1. 어떤 인권이 침해되었나요?
2. 왜 유럽인권재판소는 체코 정부가 유럽인권규약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나요?
3. 로마족 학생들은 어떠한 점 때문에 차별을 받았나요?
4. 소수자 권리 전반에 있어 이 판결은 왜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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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권 / 차별금지

“한 나라는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평가받아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

알아야 하는 내용  K!?

1.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 : 역사적 발전

어떤 사람은 소수자와 관련된 인권 문제들이 최근에서야 불거진 문제이거나 아니면 유럽만의 주요

한 이슈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제법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

다. 애초에 소수자 문제는 종교의 자유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특정 

종교 소수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했다. 종교 집단의 교육의 자유는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이 동의한 

종교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었다. 17세기 “소수자 보호”는 종교적 소수자들을 특히 중요하게 다뤘지

만 이는 후에 소수 인종 문제 혹은 소수 민족 문제로 초점이 옮겨지게 되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오토만 제국과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던 합스부르크 왕가

의 해체로 이어졌다. 이후 중앙 유럽에서는 민족자결권 문제가 대두되었고 새로운 소수자 관련 법

규들이 탄생했다. 나아가 다자간 그리고 양자간 맺어진 평화 협정들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

정한 규정들을 포함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 연맹(League of Nations)에게는 소수

자 집단이 보호받는 정도를 감독할 임무가 주어졌다. 나아가 핀란드,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은 각

각 1921년과 1923년에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약들은 사적

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에서 소수자들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고 비차별에 대

한 조항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프레임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집단

권에 대한 개념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수자 보호는 비차별과 평

등의 원칙 하에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 논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중앙 유럽에서의 소수자 관련 제도의 종식을 의미했다. 이러한 제도가 노동자 국

가의 단결이라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대체된 것이다. 소수자들은 공산주의 국가의 이념적 문화에 적

응할 것을 강요받았다. 1989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소비에트 제국의 몰락 이후 민족과 인종

의 동화와 귀속은 중요해졌다. 어떤 경우에는, 국가적 정체성 및 민족적 소속감은 새로운 국가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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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나 국가의 독립을 주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권리를 인

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제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소수자 권리에 대한 보호는 유럽 평의회의 회원

으로 가입할 자격 중 하나가 되었다. 유럽 연합은 새롭게 설립된 국가들과 유럽 연합 사이의 외교

적 관계의 전제 조건으로 소수자 보호를 요구했다.
20세기가 끝나갈 무렵, 여러 야심찬 국제 조약들이 인권 의제에 있어서의 소수자 문제가 중요하다

고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은 소수자의 이익을 법치의 차원에서 보호할 것에 그 초점을 맞

추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 문서를 포함해 유럽 지역어 및 소수언어 헌장, 유럽 소수민족 보호를 위

한 기본협약과 같은 다양한 문서들이 법 다원주의를 강조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소수자 권리 보

호가 포함된 것은 인권적 시각으로 소수자 문제를 바라본 예이다. 
오늘날, 소수자 권리는 국제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소수자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

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들이 그 기반이 된다. 로마족, 선주민을 비롯해 다른 소수자들 및 소수자 

집단과 관련된 최근의 관심은 소수자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Theodore 
Or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관심과 함께, 인권법과 인권정책의 활용에 대한 새로운 책무들

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권법과 인권정책은 지난 몇 세기 동안 소수자들에 대해 

부여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로마족 학생들에게 제한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소수자 권리

가 소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특정 인종에 속하거나 특

정 언어를 사용하거나 특정 종교를 가진 소수자들의 주요한 권리가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

며 심지어 몇몇 국가들은 그들의 땅에 소수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

나 소수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거나 그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자들과 소수자

들간의 갈등 혹은 다양한 소수자 그룹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도 빈번하게 있어왔다. 유엔인권최고대표부는 인종 청소, 축출, 집단학살은 모두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결과라고 말한다. 유엔 소수자 보호와 차별 금지를 위한 소위원회가 밝히듯이 “집단 

간의 갈등은 종종 선동을 불러일으키고 인종적 우월성이나 문화의 불화합성과 같은 개념에 기반해 

차별을 정당화하려는 집단을 출현시킨다”. 나아가 유럽 평의회가 다양성과 화합에 대해 작성한 보고

서에서 결론 내리듯이 몇몇 국가들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동화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소수

자 멸종으로 이어져 문화적으로 국가를 궁핍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 차별철폐 / 아동 권리

2. 정의와 설명

“소수자”와 “소수자 권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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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어떤 것이 “소수자"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소수자’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다. 이
는 소수자라고 규정될 수 있는 사례들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떤 소수자

들은 지정된 거주 지역에 살고 있는 반면 다른 소수자들은 전국적으로 혹은 심지어 여러 국가에 흩

어져서 거주한다. 어떤 소수자들은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집단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소수자들은 그들의 공통 유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어떤 소수자들은 높은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다른 소수자들은 자치권이라 부를만한 것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의 특성과 문화를 지키고 발전시

키고자 하는 욕망도 소수자들에 따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소수자”의 정의를 각기 다르게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유엔 특별보고관인 Francesco Capotorti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는 ‘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렸다. “국가의 다른 집단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하며 기

득권을 갖고 있지 않고 해당 국가의 국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종교적, 인종적, 언어적 특성

을 보이며 암암리에 그들의 문화, 전통, 종교 혹은 언어를 지키기 위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집단”. 
물론 모든 국가들이 이 정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수자들은 기득권층이 아

닌 개인들의 집단이라는 점, 대다수 사람들과는 다른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특성을 공유하

며 이러한 특징을 보존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집단의 일원으로 받아들

여지기를 원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수자 권리는 국가 내 민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고 이와 같은 특정 집단을 위해 추가적인 권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소수자들에게 부여된 특정한 권리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소수자 권리는 학생들이 소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권리와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행정 업무를 

볼 때 소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수 언어로 이름과 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수 문화

를 유지할 권리,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출처:  Francesco Capotorti, 1979, 
Study on the Rights of Persons Belonging to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OHCHR). 1998. Fact Sheet No. 
18 (Rev. 1), Minority Rights).

선주민과 선주민 권리
선주민들은 소수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집단이다.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현대 인권법에서 ‘선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몇몇 국가에서는 “원주민” 혹은 “첫 번째 국민”이라는 말

이 더 선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제정된 두 개의 인권 문서 - 1989년 선주민과 부족민에 대한 

ILO 조약과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 은 “선주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두 문서에서의 “선
주민”이라는 단어의 활용은 다른 지배적인 인종 집단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집단은 국

가의 미지의 영토 내에 존재할 수도 있고, 선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지역에 존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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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권리와 인간 안보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인간 안보의 주요한 목표다. 소수자 권리 관련 

정책은 공포와 결핍을 극복한다는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권 시스템과 양립가능하다.  
이 정책은 주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취약성과도 연관되어 있다. 소수자들이 그들 스스

로를 어떻게 정의내리든지 혹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던지 간에, 소수자들은 공포와 결핍

을 겪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 더 강력한 다수 집단이나 정부에 

대항하여 그들의 목적을 이루거나 권리를 누리는 데에 있어서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인종 집단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 첫 번째 거주민이었는지 여부로는 선주민으로 

규정짓기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선주민’이라는 법적 의미를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권력관계에 있는 

다른 인종 집단이 있어야 한다. 

개념에 관한 도전 - 개인권과 집단권
소수자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권리이며, 주로 개인 단위

의 권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렇듯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소수자 권리의 목적(특별한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하는 집단을 확인하고, 소수자 집단이나 선주민 집단의 권리의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규범을 제공하는 것 등이 이 목적에 포함된다)과 어긋난다. (출처: Kenya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Centre for Minority Rights Development (ed.). 2006. Report 
of the Round Table Meeting of Experts on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 in Kenya).
소수자 및 선주민 보호는 여러 분야에 걸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소수자들

은 노동 시장이나 언론 매체에서 동등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 시스템 속에서도 모

국어로 교육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

여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 편의 및 경제적 부를 동등하게 

분배받지 못하고 있고, 행정 기관이나 법원에서 모국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 

분야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인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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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단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은 인종적, 문화적 혹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발

생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분쟁은 박해, 심지어는 대량 학살로까지 이어진다. 소수자에 대한 

박해가 항상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인 것은 아니지만, 정부 기관은 종종 비정부 행위자들에 의

해 가해지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묵인 하며, 심지어는 이를 장려하기도 한다. 정부가 힘이 없

어서 이렇게 박해받는 소수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갈등이나 분쟁을 방

지하고 이에 맞서는 것은 “공포로부터의 자유” 개념에 기반을 둔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다. 
소수자들은 종종 이러한 공포와 관련이 있는 “결핍”, 혹은 공포와 무관한 “결핍”에 노출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공포는 소수자들이 건강, 교육,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여, 적절한 수입을 벌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또한 기후변화나 무제한적인 

개발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자들을 빈곤하게 만든다. 이처럼 소수자들의 결핍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자치구는 위에 언급한 문제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유
럽 평의회 산하 유럽 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1334와 권고 1609는 2003년 유럽 내 갈등 해결

에 있어서의 자치구가 했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치

나 지역자치정부는 중앙 정부의 권력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역 권력 간의 국내 파트너쉽이다. 
자치구나 지역자치정부는 하나 이상의 언어 집단 혹은 인종 집단이 사는 지역에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출처: Thomas Benedikter. 2006. Minorities in Europe. 
Legal Instruments of Minority Protection in Europe - An Overview)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 망명권

☞ 법치주의

자치와 자결권

자결권의 개념은 “인민은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정치적 상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러나 “인민”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나아가 자결권에 대한 인정은 영토 단위를 제한하게 될 수도 있고 국가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



- 538 -

다. 또한 자결권은 분리 독립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존하는 국가가 소수자들의 자치권을 인

정하지 않을 경우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엔 헌장은 자결권을 원칙으로 언급하며 유엔의 목적 중 하나는 민족 자결권의 원칙에 기

초해 국가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2조와 55조
는 “민족자결권의 원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 하에서는 여전히 “민족”과 “자결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1984년 유엔인권이사회는 자결권에 대해 “이 권리가 악용되었을 경우 국제 

평화를 위험에 빠트리고 영토 보전에 위협을 가한다는 인상을 주어 해당 국가의 안보에도 위협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에 가장 어려운 개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사실 이 개념은 분

리 독립의 권리를 내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심각한 국내 및 국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한다.
1994년, 유럽소수민족연방조합(Federalist Union of European National Minorities, FUEN)은 유럽 

인종 집단의 자치권과 관련한 협약 초안을 제시했다. FUEN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자치권이란 

소수 민족 혹은 소수 인종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다. 협약당사국들은 영토 보전에 대한 

선입견 없이, 가장 높은 수준의 내부적 자결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동시에 소수 민족의 의존도를 

최소화할 것이다.”  FUEN은 또한 자치권의 세 가지 유형을 소개한다. 1) 소수자들이 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영토적 자치권 2) 소수자들이 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전통

적으로 정착하고 있던 곳에서의 문화적 자치권 3) 고립된 정착지처럼 단일화된 행정 지역이지만 소

수자들이 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의 지역적 자치권. 
첫 번째 개념은 소수자의 언어, 종교, 관습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주로 영토 내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문화적 자치권은 해당 소수자가 

자치권을 위해 주요 기관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소수

자들이 상대적으로 밀집된 정착지에 거주할 경우에는 자주적인 행정권에 대한 권리와 동시에 특정 

영토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영토적 자치권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이러

한 자치권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자들에게 그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것이 곧 국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Thomas Benedikter, 2006. Minorities in Europe. Legal Instruments of Minority 
Protection in Europe - An Overview ; Jan Klabbers. 2009. Self-Determination; Gabriel 
Toggenburg, Gunther Rautz. 2010 ABC des Minderheitenschutzes in Europa)

정부의 의무 : 비차별, 통합, 그리고 적극적 우대조치의 원칙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곤 한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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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

적 출신의 높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혈통이나 가문, 그 밖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모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1호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

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유럽인권협약 제14조
성, 인종, 피부색, 민족 혹은 사회 출신, 유전적 특성, 언어, 종교 혹은 믿음, 정치적 혹은 다른 견

해, 소수민족 소속, 재산, 출생, 장애, 나이 혹은 성적지향에 기반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제21조

같은 상황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우대받지 못한다. 소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종

종 불이익을 받곤 한다. 예를 들면, 교육을 받을 때, 직장이나 거주지를 찾을 때, 술집이나 식당에 

갔을 때 혹은 건강관리를 받는 경우에도 그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차별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혹은 경제적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국가는 비차별의 원칙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비차별 조항은 모든 국제 인권 문서를 비롯

해 유럽인권협약, 유럽사회헌장,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유럽 평의회), 인간적 차원에 관

한 코펜하겐 회의 문서(유럽안보협력기구), 미주인권협약, 그리고 인간과 인민회의 권리에 관한 아

프리카 헌장 등과 같은 수많은 지역 인권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기본권에 대한 유럽연합 헌장은 

“소수 민족”이라는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2009년에 유럽연합 기본권기구가 작성한 유

럽연합 소수자와 차별 조사(MIDIS)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주의에 기반한 차별과 범죄가 여전히 유

럽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 고용이 사회통합의 주요한 분야라는 것을 고려

할 때 이러한 결과는 우려스럽다. 보고서의 결과에서 더욱 우려할만한 것은 차별의 부정적인 경험

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협박이나 폭행과 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

다. 이는 취약계층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사 결과는 대부분

의 응답자들이 차별을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차별금지

“모든 국가는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공통의 영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도 어느 수준



- 540 -

까지의 통합을 내포하고 있다. 통합은 평등에 바탕을 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각자의 

가치와 문화를 지니고 그들 스스로의 공통된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에 기반하여 이뤄져야 한다.” 
유엔은 1993년에 위와 같이 지적했다. 이민 정책으로서 통합의 개념은 동화와 분리의 대안적인 선

택지로 발전했다. 동화란 일방적으로 주 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의되며 결

과적으로 주도적인 문화가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필요조건을 수반한다. 통합 정책은 소수자

와 이민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관점에서는 노동 시장, 교
육, 문화를 포함하는 사회적 통합의 모든 분야 뿐 아니라 법적 통합까지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한다.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의무에 따라 공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출처: UN. 
1993. Possible ways and means of facilitating the peaceful and constructive solution of 
problems involving minorities)
소수자들이 역사적으로 받아온 차별을 보전하고 그들과 그들 고유의 문화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소수자 보호는 차별으로부터의 보호와 동화로부터의 보호 모두를 포함한다" 
John Humphries.

본래 비차별 원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게 되면 소수자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

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곧 차별로부터의 개인의 보호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

진하는 데에 있어 충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

해서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별한" 권리들은 특권이 아니라 소수자들이 다수자들

과 같은 생활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수자 권리는 소수자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입장이기도 하다. “특정 

집단이나 해당 집단에 속한 개인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복지와 효과적인 평등을 

증진시키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차별 철폐 조처들은 사회 내에서 소수 집단

이 다수 집단과 같은 입장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 차별금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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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채

택되었다. 이 문서는 독립적인 유엔 문서로 소수자들의 특별한 권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 유일

한 문서다. 이 문서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

하고 있으며 결사의 권리와 사회 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선언은 또한 국가로 

하여금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는 소수자들이 그

들의 문화, 언어, 종교를 배우고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경제

다양한 국제적 그리고 지역적 인권 문서들은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국제법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7조(이하 자유권규약)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은-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그들 자

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고 그 종교의식을 행할 권리, 혹은 그들 자신

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적 구

속력이 있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소수자들에게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혹은 언어적 정체성을 가질 

권리(혹은 이러한 권리들의 조합)와 그들이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특성을 보존할 권리를 

보장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밝혔듯이 중요한 것은 국가의 소수자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은 그

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 의무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비록 국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

다고 해도 자유권규약을 비준한 국가들은 반드시 그들의 관할권 안에 있는 모든 개인들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조항은 선주민들에 대한 보호도 포함하고 있는가? 유엔인권이사회의 일반논평과 권고는 “소수자 

보호”에서의 “인민”의 의미는 수적으로 열세한 집단이나 자유권 규약 제27조에 명시된 “민족적" 혹
은 “언어적” 소수자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미족 권리의 판례에서 보듯이, 위원회는 이 조항

에 국가의 다수에 의해 위협받는 선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보호의 근거를 두고 있다. Lovelace v. 
Canada, Lubicon Lake Band v. Canada, Kitok v. Sweden과 같은 판례들이 인권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인권 교육자들에게 어떻게 인권법이 상충하는 이익

을 다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상충하는 이익이란, 소수자들과 자유권규약 당사국 간의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 국가는 자유권규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과 동시에, 소수자의 권리와 충돌할 수 있는 

경제적, 행정적 및 기타 이익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출처: Theodore Orlin. 2009. Minor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Law as a Paradig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Minority Education in Europe.)



- 542 -

적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소수자들이 해당 국가의 복지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국가는 이 권리를 존중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소수자 보호를 위한 지역별 인권 문서들:
위에서 언급한 국제적 수준의 문서들 말고도 아래와 같은 지역 인권 조약 및 문서들도 있다.
Ÿ 유럽 인권 협약

Ÿ 유럽 사회 헌장

Ÿ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Ÿ 인간적 차원에 관한 코펜하겐 회의 문서(유럽안보협력기구)
Ÿ 미주인권협약

Ÿ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국가는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그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가적,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에 속하는 인민의 권리에 관한 헌장 제 4조 1항.1992.

위에 언급한 모든 지역 인권 조약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소수자들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소수자 관련 분쟁은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장

치들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소수자들의 정체

성과 존재를 부각시키고 소수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1993년에 채택된 회원국 기준(코펜하겐 기준)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전제조건으로 소수자 권리에 대한 기준을 이행할 것을 포함시켰다. 2007년,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

는 리스본 협약에 명시적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협약과 유럽 공동체를 설립한 협약들

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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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족을 받아들이기 위한 10년
2004년 유럽연합이 확대된 이후 로마족은 유럽에서 가장 대규모이자 가장 가난한 소수민족이

다. 유럽 내 로마족 인구는 약 7백만에서 1300만에 이른다. 이는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한다.
로마족 인구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며 15세 이하인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젊

은 인구 분포도 때문에 로마족은 중앙 유럽과 동유럽 많은 국가들의 미래를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그들의 잠재력과 문화, 역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로마족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은 유럽연합 국가들이나 유럽연합 전체, 그 중에

서도 특히 중앙 유럽과 유럽 국가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다.   
이 소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난은 낮은 교육 수준부터 시작해 불편한 주거환경, 나쁜 건강 실

태, 실업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예외는 아니다. 다른 집

단에 비해 로마족들은 훨씬 더 가난한데, 이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난 결과다. 
역사, 전통, 사회로부터의 지속적인 배제, 교육 및 공공 서비스, 고용, 주거, 건강 보험 등에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결과, 그들의 가난을 영구화 시키는 차별과 의존성에 관한 정책 등이 

관련 요소들이다.
로마족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 개선을 가속화하기 위해 로마족을 받아들이기 위한 10년 

(2005~2015)이 소개되었다. 이 10년 계획은 새천년개발목표와 유럽연합 사회 포용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계획은 특히 교육, 고용, 건강 그리고 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현재 로마족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12개 유럽 국가들이 이 10년 계획에 참여하고 있으

며 이 국가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내 10년 이행 계획을 개발했다.
Ÿ 로마족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하고 측정가능한 국내 목표를   정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것

Ÿ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이행계획을 준비할 것

Ÿ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특별한 필요에 맞춰 이행계획을 수정할 것 

(출처: Mabera Kamberi, 2005. Decade of Roma Inclusion 2005-2015)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들, 시민권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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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엇이 소수자인가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는 없다. 이러한 정의에 관해서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서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먼저 소수자들을 그들이 사는 국가의 시민으로만 규

정하는 정의가 있다. 이는 해당 국가와 소수자들이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 

경우의 소수자들은 소위 “오래된” 혹은 “역사적인” 소수자라고 볼 수 있다. 다른 정의에 따르면 시

민권은 소수자를 규정짓는 전제조건이 아니다. 이 경우 소수자들은 소위 “새로운 소수자”다. 이러한 

정의의 차이는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상당한 차이로 이어진다. 소수자를 양산하는 주된 이유가 전쟁, 
박해, 경제적 어려움, 최근의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이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동은 

강제적인 이동일수도 있고, 자발적인 이동일 수도 있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모두 대규모의 (새로

운) 소수자를 양산한다. 
자유권규약 제27조에 대한 일반논평 23을 읽어보면 시민이 아닌 자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해진다. “제27조에 사용된 용어들을 보면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들은 집단이나 공통의 문화, 종
교 혹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이 용어들은 또한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

들이 한 국가의 시민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당사국은 제25
조처럼 특별히 시민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예외 조항이 아닌 이상, 한 국가의 영토 안에 살고 관할권 

아래 거주하는 모든 개인들에게 해당 규약 아래 보호받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가

는 제27조에 해당하는 권리를 시민들에게만 보장해서는 안 된다.” 2005년 소수자에 대한 유엔 실무

그룹에 의해 채택된 1992년의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에 

대한 논평은 명시적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시민

이 (아직) 아닌 개인들도 해당 국가의 소수자라고 볼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으로 소수자에 속하는 개인들은 인권과 소수자 권리를 누리기 

위해 시민권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한 가지 주요한 예외사항은 정치적 권리에 해당하는데 이는 국내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선거에 나갈 권리를 포함한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국가 내 시민으로만 구

성된 집단만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소수민족”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유엔의 소수자에 대한 기준이 더 넓기 때문에 이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니다. 그들의 입

장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유럽 평의회,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같은 국가 간 기

구이자 기준을 만들어내는 기구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이민으로 인해 많은 유럽 국가 내에 공통의 배경을 가진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존

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몇몇 국가들에게 이 집단은 새로운 소수 인종 혹은 눈에 띄는 소수자로 일

컬어지며, 종종 외래 소수자로 알려져 있다. 유럽 평의회에 따르면, 외래 소수자들은 “그들 스스로

를 민족 혹은 국적, 문화, 언어, 종교, 혹은 피부색을 바탕으로 사회 내 주요 집단 혹은 지배자 집단

과 구분짓는다”는 점에서 토착 소수자들 및 선주민들과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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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들과 소수자들은 대부분 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 역사적 소수자들은 종종 최근에 이주한 역

사는 없지만, 국가 내에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 공동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언어, 
특정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인정을 주장할 수 있다. 선주민의 경우는 토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들이 떠나온 국가의 문화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주 집단에게는 문화와 언어 문제가 

부여된 권리라기보다는 정책적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유럽 평의회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주류 기

관에 참여할 방안을 모색하지만, 소수민족들이 갖고 있는 특정 정치 대표성이나 선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토지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주민들과 (국가 내) 소수자들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그들과 관련된 정책은 종종 비슷한 

문제를 다뤄진다. 소수자들은 이주의 경험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소수자 권리 침해는 강제 이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은 역사적으로 그들이 정착한 땅에 속해있다고 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야 “새로운” (외
래) 소수자들이 “오래된” (토착) 소수 집단이 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민권과 최소한 3
세대 이상 특정 영토에서 거주한 소수자 집단에의 소속 여부다. 소수자 개념의 요소를 규정짓는 시

민권은 논란이 되는 소위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를 구분 짓는 기준이다. (출처: Council 
of Europe (ed.) 2000. Diversity and Cohesion. New Challenge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Minorities: Gabriel Toggenburg, Gunther RAutz. 2010. ABC des 
Minderheitenschutzes in Europa)

유럽에서의 다원화된 사회 건설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은 

소수자가 권력의 행사에 있어서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소수자가 권력에의 접근에 제한을 받거나, 권력 행사로부터 배제된다면, 

이는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에 대한 위반이며 민족적 지배와 종속에 기반을 둔 사회를 낳는다.
유럽인종차별위원회. 2001.

실질적인 이민 국가가 되는 데에도, 정부가 이민자를 융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도, 
시간이 좀 걸린다. 유럽 평의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합 정책이 이행되었으며 어떻게 이러한 정

책들이 실제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얻었다. 모든 국가에서 법적 주거권을 보장하거나 

동등한 고용, 주거, 교육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증

에 맞서려는 노력 등과 같은 비슷한 메커니즘들이 도입되었다. 통합 정책은 종종 다양한 정치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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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 권리 이행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들은 아래와 같다.

과 오래된 이민 국가들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받아들이는 사회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정

기적으로 조정된다. 정책 분석은 종종 통합의 문제점들과 통합에의 장벽을 없애기 위한 메커니즘을 

고안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들과 소수자들의 사회에의 기여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분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왔으며 다수의,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는 소수자 집단의 발전에 있어서의 역동적인 요소들이 종종 무시되곤 한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민족적 기원을 공유하고 있지만 일부 구성원들은 귀화한 반면 어떤 구성원들은 그

렇지 않다. 또한 일부 구성원들은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인 반면 일부는 2세대 혹은 3세대로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원래 소속되어 있던 사회와 강한 유대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관계를 거의 잃은 사람들도 있다.

토론할 거리
1. 만약 모든 개인의 권리들이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집단권이 여전히 필요한가요?
2. 왜 소수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적합한 (법적) 정의를 찾는 일이 그렇게나 어려울까요?
3. 국제 인권법에서 소수자들과 선주민들을 다르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새로운" 그리고 “오래된” 소수자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5. 소수자 집단의 구성원들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활용하는 적극적 우대조치들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하고, 또 어떤 조건 하

에서 이러한 종류의 차별이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못할까요?

4. 이행과 모니터링

유엔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것과 같이 (특히) 소수자 권리의 이행을 감시하는 다양한 인권조약기구들이 

있다. 그들은 정부가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국내법이나 행정 절차 및 법적 절

차가 이러한 의무와 일치하는지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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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인권위원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여부 감시)
Ÿ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이행여부 감시)
Ÿ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 협약 이행여부 감시)
Ÿ 아동권리위원회 (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 감시)

나아가 조기경보 메커니즘은 갈등이 고조될 때, 무엇보다도 민족적, 종교적 이유로, 혹은 인종주의

에 의해서 발생한 갈등이 분쟁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소수자와 관련된 조기경보 

메커니즘과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
엔 인권최고대표의 목적은 중재와 외교, 대화 촉구를 통해 인권침해가 지속되는 것을 막는 데에 있

으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조기경보 메커니즘은 높은 수준의 인종 차별이 있을 때 직접 주의

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 (OSCE):
헬싱키 합의와 그 이후 1990 코펜하겐 회의 문서, 1990 새로운 유럽을 위한 파리 헌장, 1991 모스

코 회의 문서를 포함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문서들로 인해 민주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유럽의 규범적 원칙이 되었다. 이와 같은 문서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

들이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 간 합의를 만들었다. 1990 코펜하겐 회의 문서는 종종 “소
수자들을 위한 유럽 헌장”으로 불리는데, 해당 문서 내 조항에서 명백한 정치적 합의를 드러내고 있

다. 그러나 민족주의적인 의제를 촉구하는 정치적 경향은 소수자 보호에 있어서 여잔히 우려사항으

로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안보협력기구의 문서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 회원국들 사이의 관계

와 지속적으로 관련이 있다.
(출처: Theodore Orlin. 2009. Minor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Law as a 
Paradig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Minority Education in Europe).
소수민족에 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최고대표는 몇몇 소수자 분쟁을 성공적으로 다룬 바 있다. 비록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분쟁 당사자들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최고대

표의 임무는 ‘공정’, ‘은밀성’, 그리고 ‘협력’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으며, 주로 갈등과 분

쟁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활동한다. 최고대표의 중심적 역할은 “조기 경보”를 울리는 것인데, 
필요한 경우 소수자와 관련된 갈등이 있으면 “조기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대표

는 안보 기반 접근을 취한다. 최고대표의 권고사항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구속력이 없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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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력은 오직 기관 및 개인의 권위와 참여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그녀의 임무의 일환으로, 최고대표는 관련 집단, 언론,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소수자

에 대한 정보를 받고 수집한다. 나아가 최고대표는 어떤 참여국이든 방문할 수 있으며 정보를 수집

하고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집단들과 소통할 수 있다. 최고대표는 또한 대화를 촉진하고 당사

자들 사이의 협력과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다. 

유럽 평의회 (CoE):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과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은 유럽 평의회의 원

조 아래 작성된 두 개의 법적 구속력 있는 지역 조약이다. 1992년 만들어진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소수 언어의 사용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중요한 문서다. 이 역동적인 조약은 이를 비준한 국가들을 감시하기 위해 보고 제도를 만들었다. 전
문가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국가 보고서를 검토한다. Theodore Orlin은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의 영향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약에서 드러난 법치주의를 통해, 과
거의 경험과 현재의 복합성은, 다시 한 번 소수자 문화의 주요 요소를 보호하고 소수자 문화에 의

해 전통 언어를 보호하도록 장려한다.” 다른 학자들도 이 헌장이 애초에 기대했던 것 보다 더 큰 효

과를 가져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처음에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이 만들

어질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가능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변화를 이끌

어내기 위해 국내 정치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느리고 어려운 

과정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제 다자 조약과 법적 의무는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에 기여했다. 국가들은 국제법이 부여한 의무를 따라야 했으며,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행동을 정당화해야만 했다. 나아가 정부에게 내리는 구체적인 권고사항

들, 소수민족에 관한 유럽안보협력기구최고대표의 성명서, 민족 간 갈등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의 워

크숍과 프로젝트, 그리고 일반 권고들과 같은 일련의 문서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교육에 있어

서의 소수자들의 권리를 다룬 “헤이그 권고”, 소수자들의 언어에 대한 권리륻 다룬 "오슬로 권고”, 
그리고 공공의 삶에 있어서 소수자들의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룬트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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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는 그러한 소수자에 속하는 이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이들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국가는 이들에게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향유를 위한 

완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 영역에 대해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유럽안보협력회의, 헬싱키 최종의정서. 1975.

1995년에 만들어진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장 최근의 노력

의 결과다. 이 야심찬 조약은 소수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 내에서의 동화, 민족주의, 인종 중

심주의로부터 소수자들을 보호하려 한다. 이 문서는 소수민족 보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첫 번째 다자 간 조약이다. 지역 언어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헌장과 마찬가지로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약은 유럽 평의회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열려 있다. 그러나 협

약은 “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으며 국가들 스스로 소수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유럽평의회의 이 두 문서 덕분에 유럽 평의회의 감시 위원회와 국내 정부 관계자, 비정부기구, 소수

자들과 그들의 대표들 사이에 “깨어지지 않는 다자간 대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공
동체 간 관계에서는 사회 내의 서로 다른 공동체와 영역들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중요한 대화를 하

고 있다는 것과 공통의 분모를 찾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평의회에 따르면, 대안적 보고서, 정부들 간의 협의, 방문 회의, 국가 논평과 감시 과정에서의 

후속 회의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된다. (출처: Theodore Orlin. 2009. Minor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Law as a Paradig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Minority Education in Europe; Patrick Thornberry, Maria Estebanez. 2004. 
Minority rights in Europe. A review of the work and standards of the Council of Europe).
유럽에서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권은 소수자들과 관련이 있다. 유럽인권협약이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기준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소수

자 권리 및 소수자 문제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최근에서야 소수자 차별에 있어서 인권 조약들이 

갖는 영향력을 명확히 하는 판결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과도

한) 사용과 비차별의 권리와 같은 충돌하는 권리를 조율해야만 하며 이는 소수자들의 내재된 존엄

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자 집단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 국내 법적 구

제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아프리카 연합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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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aka족 : 그들의 땅을 사용할 권리에 대해 법적 정체성을 인정받음
2007년, 역사적인 “Saramaka족 v. Suriname” 판례에서 미주인권재판소는 처음으로 자결권을 

포함해, 인민들의 집단권을 언급한다. Saramaka 족을 개인들의 집단이나 공동체로 인식하는 대

신, 법원은 Saramaka족이 공동의 법적 정체성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미
주인권재판소는 처음으로 Suriname주가 Saramaka족의 땅과 자원에 가한 환경적 피해에 대해 

선주민 혹은 부족 사람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0세기에, Suriname 주는 

Saramaka족이 300년 넘게 생존의 터전으로 삼아온 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Saramaka족은 이러한 위협에 맞서 대응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Saramaka족은 그

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고 미주인권위원회에 그들의 사건을 다뤄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 기반해 위원회는 Suriname주정부에게 주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벌목과 광산 채굴을 멈추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사전적 조치를 이

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미주인권재판소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Saramaka족에 대

해 “선주민들과 공통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의 다른 공동체들과는 다른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특히 그들이 선조들의 땅과 맺고 있는 관

계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 자체의 규범, 전통 혹은 관습에 

의해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원은 “정부는 명시된 영토에 대한 Saramaka
족 구성원들의 공동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

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또한 숲이나 강과 같이 전통적으로 Saramaka족
들이 사용해 온 천연 자원들은 집단으로서 그들의 신체적 그리고 문화적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러한 천연 자원들은 미주헌장이 보호 범위 내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는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감시하

는 아프리카 지역기구다. 위원회는 1986년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이 채택된 이

후 활동을 시작했다. 아프리카 인권헌장(“반줄 헌장”)은 전문에 “현실과 인민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고려했을 때, 반드시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은 소수자 보호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2006년부터 아프리카인권재판소는 반줄 헌장 관련 판결을 내리는 

사법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미주기구 (OAS):
미주인권재판소와 미주인권위원회는 미주인권협약을 강제하고 협약의 내용들을 해석하기 위해 미주

인권기구의 인권 보호 시스템을 만들었다. 비록 협약 자체가 소수자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

만 아래에 제시한 사례들은 소수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어서의 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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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2007년,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 지 10년이 지난 후에야 

Saramaka족은 정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출처: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2007. Case of the Saramaka People vs. 
Suriname of 28   November 2007. Richard Price. 2009. Contested Territory: The Victory 
of the   Saramaka People vs. Suriname)

국제적인 압력 : 정부 간 기구와 비정부기구, 그리고 언론의 역할
유엔, 유럽평의회와 같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가해지는 국제적인 압력

은 소수자 권리 이행을 촉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익 집단의 압력, 국제법 체계, 조약 그리

고 권고들은 의사 결정자들이 민감성을 지니도록 만들고, 이는 이러한 법적 조치와 인권 기준에 대

한 이행으로 이어진다. 비정부기구들은 이주민들과 소수자들의 통합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 평의회는 비정부기구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그들의 국내 연대체를 통해 갈등 상황과 분

쟁의 원인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중재 과정에 참여하고, 소수자들

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되었을 때에 국제 및 국내 여론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였다. 비
정부기구들은 연구 활동, 보고서 발행, 그리고 소수자 집단을 위한 채널 및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한

편 동시에 소수자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 및 정부 간 기구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소수자 보호 분야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이들의 역할은 유엔 인권

최고대표부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부는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소수자들

의 보호를 증진시킨다:
Ÿ 관련 국제 문서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정책을 마련하도록 촉구

Ÿ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소수자와 관련된 국제 결의안과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는데 기여

Ÿ 다양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소수자 권리 침해 사례와 관련된 정보 제공 (예. 인권위원회와 소

수자 보호와 차별 금지에 대한 소위원회)
Ÿ 소수자 상황에 대해 자세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수자들의 발전과 유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 제시

Ÿ 소수자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이나 정부 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기여

Ÿ 심각한 침해 사례에 대해 조약 기구가 주목하도록 하며 위원회들의 결정이나 권고 이행에 기여

함 (출처: Claudia Mahler. 2009. Is Human Rights Education a Means of Sup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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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권 교육은 인권에 대한 존중, 인권 지식, 그리고 인권을 이행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과

정이다. 인권 교육은 교육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모든 교육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인권 교육의 실질적 측면은 지식의 전달, 의식 제고, 기술 구축, 그리고 인권이 이해받고 

존중받으며 보호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자에 속한 개인들이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각각의 정체성은 소중하며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과 다수자에 속한 사람들 모두 그들의 특정한 인종, 종교, 그리고 언어적 

특성을 보유하고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에 대해 배우고, 이에 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소수자와 다수자의 

정체성과 언어적,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은 중요한 

자산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문화에 

익숙해지고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이 한 사회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며, 개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는 것을 알고 있다. 
인권 교육의 다른 측면은 인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강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소수자 권리에 대해 알고 있

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에 대해 알려야 한다. 차별 사건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를 알아야 하고 어떻게 이러한 인권 침해, 특히 소수자 권리에 대

한 침해를 알릴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수자 권리 침해에 대한 내

Minorities?)”
☞ 모범 사례

위에 언급한 행위자들 외에도, 언론 또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함으

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은 소수자들의 필요에 대해 다수 사회 구성원들과 정치

적 의사 결정권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또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만들어내

거나 장려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으며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선정적인 이야기

들을 퍼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언론을 경영할 기회나 주류 언론

에 적절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중요하다. 
 ☞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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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언론, 유능한 국내 및 국제 법원과 당국에 알리거나 유엔 혹은 관련된 비정부기구를 통

해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다. 우리는 소수자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 교육과 모든 개개인의 헌신은 소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Theodore Orli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수사적인 국제인권법을 실질적인 현실로 만들

어나가야만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가 인권 장치들과 국제 조약들이 오랫동안 

보호하고자 해 온 존엄성을 위해 인권법을 활용해야 할 때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인권 교육자들은 인권과 소수자 권리에 대한 교육을 대중들과 정부 관계자들 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수자들은 그들의 정당한 주

장에 무감각한 다수자들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처:   Claudia Mahler, Anja Mihr, Reetta Touvanen (eds.) 2009.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Inclusion of National Minorities;   Theodore 
Orlin. 2009.   Minorities an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Law as a Paradigm 
for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Minority Education in Europe). 
☞  교육권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국제 소수자 옹호 그룹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MRG)
MRG는 소수자 보호 분야에서 독보적인 비정부기구다. 이 단체는 전 세계에 있는 선주민들과 소수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RG는 특히 소수자 공동체와 함께 활동하며 그들

의 권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트레이닝을 제공한다. 또한 소수자들을 위해 정

부와 유엔에 로비 활동도 펼치며 소수자 이슈에 대한 보고서도 발행한다. 이를 통해 MRG는 불이익

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과 선주민들의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고군분투한다. 캠페인

을 통해 MRG는 소수자나 선주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없애는 것도 목표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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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MRG의 사법 프로그램은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다. MRG의 내부 설명에 

따르면 단체의 이러한 활동은 “소수자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강력하고 결합력 높은 사회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한다고 한다. MRG는 또한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MRG는 60개국의 150개가 넘는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

한 사회 변화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해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트레이닝과 교육, 사법 케이

스, 출판, 그리고 언론을 통해 MRG는 소수자들과 선주민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대

한 권리,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권리, 교육과 고용에의 동등한 기회 그리고 공적인 삶에 전

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MRG는 중앙 아프리카의 바트와족, 유럽

의 로마족, 이라크의 기독교인들과 같은 다양한 소수자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MR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

카 위원회의 옵저버 자격을 갖고 있다. 

유럽 로마족 권리 센터 (European Roma Rights Centre, ERRC)
이 센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다. ERRC는 유럽 내 로마족 실

태를 모니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RRC는 인권침해를 당한 로마족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럽 각국에서 온 변호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조직하며 참가자들에게 관련 법적 메커니즘을 익숙하

게 느끼도록 한다. 이 모든 것들은 로마족들과 그들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다.

저사용 언어 유럽 사무국 (European Bureau for Lesser Used Languages, EBLUL)
EBLUL은 유럽 의회와 몇몇 소수자 단체 대표들에 의해 1982년 더블린에 설립된 비정부기구다. 
EBLUL은 유럽의 언어와 언어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EBLUL은 유럽 위원회, 지
역과 지방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럽 의회, 유럽 평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BLUL는 유럽 내 소수 언어 및 지역 언어를 증진시키고 로비하는 활동을 통해 많은 중요한 

업적을 이뤄냈다. EBLUL의 활동 덕분에 저사용 언어 사용자들 사이의 협력과 조율이 발전할 수 있

었다. 학교 프로젝트인 “유로스쿨” 덕분에 10개 언어 공동체로부터 온 400명 이상의 십대들이 다양

한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십대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아가 EBLUL은 

소수자들과 소수 언어에 대한 이미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캠페인도 진행했으며 “Eurolang”이라는 언

론사를 설립해 소수자들에 대한 기사를 다양한 언어로 출판하고 있다. 나아가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EBLUL은 지역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의 초안과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초안을 작성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EBLUL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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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그리고 유럽 평의회 옵저버 자격을 갖고 있다.

남아프리카 의회 내 소수자 대표
한 국가의 정치적 공간에서의 소수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는 소수자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한 주요한 

요소다. MRG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수자들의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삶에의 적극적인 참여는 소수

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을 지지해줄 수 있다. 또한 소수자들의 이러한 참여는 공동체

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폭력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안전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 비정부

기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의 소수자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기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정책

은 남아프리카 의회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가장 다양한 인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회로 만들

어 놓았다. 입법부 내 소수자 대표성 랭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MRG의 

세계 소수자 현황에 관한 2007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순위의 남아프리카를 시작으로 남

비아와 탄자니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종에 기반한 권력 배분과 의회에

서의 인종 대표성에 관해서는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 “세계에서 소수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20
개국 중 반”이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놀라운 현상이다. MRG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들 중 세 곳이 서양의 잘 발달되었다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제치고 소수자들의 정치 대표성을 

세계에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2. 동향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들, 그리고 “새로운” 소수자에 대한 소수자 보호 시스템의 적용
이주민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비록 그들이 주류 사회와는 다른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 특징

을 보인다고 해도 전통적으로 정의된 소수자의 개념에서는 벗어난다. 소수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협

약에 대한 자문위원회(FCNM)은 소수민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는 대신, 협약이 적용되어

야 할 집단이 어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협약의 당사자들이 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 인

구에서 비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는 이를 “협약의 조항별로 해당 협

약이 적용되어야 하는 집단에 소속된 개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정부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이에 대한 협의과정을 거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문위원회는 역사적

인 소수 민족들에게 조항들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이는 협약의 정신에 따른 소수자 보호

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새로운”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도 교육

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이 협약에 명시된 기본권은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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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과 화합
다양성, 화합, 시민권, 그리고 참여의 개념이 국내 사회 및 국제 사회에서 정책적인 논의에 사용되

면서, 이러한 개념들이 점차 새로운 의미를 얻고 있다. 예를 들어 다양성의 개념은 유럽 정책과 법 

적용에 있어서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고 주목도 많이 받고 있다. 평등은 통합 정책과 소수자 보호

의 기본적인 바탕을 구성한다. 다양성의 개념은 인구 개발에 의해 만들어진 통합 정책 내에서 소개

되어왔다. 또한 이는 점차적으로 다원화 되어가는 사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할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에 대한 묘사나 권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반드

시 다문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그 개념이 사용되었다. 현재는, 다양성은 사회를 형성하

는 다양한 가치, 생활 방식, 문화, 종교, 언어에 대한 의미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 평의회는 다양성

의 개념에 대한 6개의 다른 설명 혹은 적용을 제안하였다. 첫째로, 다양성은 일반적으로 문화적 다

양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이주자들이나 정착한 소수자 공동체의 부산물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둘째, 해당 단어가 이주자들이나 소수자들에게 적용될 때는 차이로 인한 문제점이 아닌 가치를 강

조해야 한다. 셋째, 다양성은 문화적 균질화(글로벌 문화)와 다양화(국내적, 지역적 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한다. 넷째, 다양성은 사람들이 보통(그리고 점점 더) 다양한 정체

성, 소속 집단, 문화적 소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섯째, 다양성은 미리 정해진 소속이

라기보다는 자발적인 소속감에 대한 것이다. 여섯째, 다양성은 보편적 가치와 특정한 가치, 보편적 

문화와 특정한 문화로 나누는 이분법에 창의적으로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공유하고 있

는 공통의 가치들은 다양한 사회의 개념을 지지한다. 화합이라는 단어는 고용, 사회복지 그리고 빈

곤의 맥락 속에서 나왔다. (사회적) 화합은 사회 붕괴, 사회적 배제 그리고 특정 집단의 소외에 대

항하는 정책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적인 사회권의 보호와 증진, 사회적 보호와 복지의 

제공, 주거에 대한 보편적 접근, 위험에 처한 특정 집단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한 대응, 교육, 트레이

닝, 평생 교육을 통한 고용 시장에의 진입 확장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 화합 정책은 사회적 분열 

과정을 상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Council of Europe. 2000. Diversity and Cohesion, 
New Challenges for the Integration of Immigrants and MInorities)

소수자 권리와 관련한 오랜 투쟁과 소수자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증진에 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권법의 발전 단계에 있어서 소수자들의 권리와 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한 단계에 와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되는 것은 중요하다. 성공과 실패는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방향

으로 회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민족주의와 자민족 중심주의를 배제하고 인권법 패러다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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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국제연맹

1965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196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1989 아동권리협약

1990 인간적 차원에 관한 코펜하겐 회의 문서(유럽안보협력기구)
1992 지역 혹은 소수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1992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에

1995 유럽 평의회 소수 민족 보호를 위한 기본 협약

1994 유엔인권이사회 소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일반논평 No.23
2000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 기준에 

대한 권리 일반논평 No.14
2005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의 권리에 관한 UN 선언에 대한 소수자 실무그

룹 논평

2005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유네스코 협약

2007 인권이사회의 소수자 문제 포럼 (결의안 6/15)

에서 논의되는 것은 중요하다.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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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활동

활동 I. 편견과 차별에 맞서기

PART I : 소개

편견, 차별,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인종중심주의를 찾아내는 것은 인권 교육의 중요한 부분

이다. 이러한 형태의 도덕적 배제는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징후이며 다양한 종

류의 차별, 특히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로 나타난다.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집단에는 소수 인종, 소
수 언어, 소수 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소수자들이 포함된다. 편견과 무지는 소수 인종의 인간성을 말

살시키고 차례차례 다른 형태의 차별도 장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그룹 토의

목적과 목표: 차별의 특징과 과정을 돌아보고 차별의 바탕이 되는 편견을 살펴보기. 편견, 차별과 

관련된 소수자 집단의 문제를 파악하기. 국내 및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소수 인종 소속의 사람들이 

차별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권고하기. 
대상그룹: 청년과 성인

그룹크기: 8~25명. 작은 그룹 토의와 전체 토의

소요시간: 60분
준비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전문, 칠판

관련기술: 의사소통, 협력, 다른 입장을 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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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촉진자는 차별과 편견의 차이를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그 관계를 이해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창의성

을 발휘해야 한다. 이 주제는 많은 이들에게 매우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표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촉진자는 입장들을 “고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 참가자들에게 그들 국가에 존재하는 소수 인종에 대해 물어본다. 그 중 그들에게 익숙한 집단이 

어떤 것인지 묻고 해당 집단이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지 설명하게 한다. 소수자를 찾은 후 

(예. 베트남 족) 이를 칠판에 적는다.

촉진자의 조언: 차별과 편견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편견이 차별로 이어진다

는 것을 설명한다. 편견은 믿음, 감정 그리고 태도를 수반한다. 편견의 감정은 어떤 사람들이 열세

하며 따라서 존엄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뤄지거나 심지어 경멸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나 태

도로부터 나온다. 편견은 습관, 관습, 그리고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조직적인 억압의 형태로 

자라난다. 편견과 악감정은 종종 여성을 상대로 나타나지만 난민, 실향민, 다양한 종교, 인종, 언어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편견은 이치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사회, 무지가 

타인에 대한 도덕적 배제 및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

지는 사회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배제와 부정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다. 편견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이 소수자들을 열등한 집단이라는 뜻을 담아 나

쁜 단어로 부르거나 고정관념을 사용할 때 명백하게 드러난다. 차별은 공평하지 않은 규칙에 기반

한 행동을 수반한다. 차별의 행위는 한 지배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의 기본권과 다른 집단이 사회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차별은 차별받

는 대상의 공평한 권리와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차별 행위는 인간의 평등성을 부정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권과 이익을 부여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에게는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편견이 차별을 낳고, 차별이 착취와 탄압을 낳는다. 관습과 전통이 착취와 탄압을 강화할 

때, 평등을 위한 투쟁은 더욱 어려워진다. 
2. 참가자들에게 편견과 차별의 개념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3. 위에서 선정한 소수자들의 이름이 적힌 칠판을 본다. 참가자들에게 해당 소수자들에 대한 전형적

인 고정관념에 대해 묻는다. 이러한 편견들이 어떻게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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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자들이 차별 행위를 구별하도록 한다. 교육이나 고용 분야에서의 배제와 부정 등이 그 예다.
5. 참가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눈 후 각각 다른 소수 인종을 다루게 한다. 각 그룹은 다음과 같은 두 

사람을 지정한다. 1. 해당 소수자 집단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태도에 대해 보고하는 사

람 (여기에는 해당되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나쁜 이름이나 고정관념이 포함된다). 2. 해
당 소수자 집단에 대한 배제, 착취, 억압 행위나 차별의 문제점에 대해 보고하는 사람. 두 명의 보

고관들은 그룹 토의의 결과를 전체 그룹에게 발표한다. 참가자들이 편견을 담당하는 보고관에게 편

견이 어떻게 차별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도록 한다. 참가자들이 차별을 담당하는 보고관에게 편견

이 어떻게 차별의 근거가 되는지 설명하게 한다. 이 과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촉진자는 

그룹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제대로 토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촉진자의 조언: 참가자들에게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집단을 열등하게 여기거나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설명할 것. 인권법은 존중과 존엄을 가지고 소수

자들을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어떠한 형태의 차별이나 불관용은 존중과 존엄을 침해하는 것임.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차별도 심각하게 다뤄져야 함. 

후속활동 :
소수자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정의를 찾을 수 있음을 논의함.
Ÿ  법원에 제소

Ÿ  인권 침해를 경찰에 보고

Ÿ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 지원 기구와 상담

Ÿ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할 능력이 있는 인권 비정부기구에게 알림

Ÿ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언론에 알림

Ÿ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에게 알림

Ÿ  해당 혐의에 대해 행동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이웃 집단에 알림

Ÿ  지방 공동체를 위해 인권 교육 세미나를 조직함

참가자들에게 위에 언급된 방법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구제 절차를 권고할 것인지 다시 논의하도록 

요청한다. 그들의 권고에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아래와 같은 조항을 염두에 둘 

것을 요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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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6조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 이 점

에서, 법은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하고 모든 인간에게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신앙, 종교적 기타의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동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증해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7조
민족적, 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민족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그러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그들 자신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그들 자신의 종교를 신봉하고 

그 종교의식을 행할 권리, 혹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출처: George J. Andreopoulos, Richard Pierre Claude. 1997.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ry)

활동 II. 소수자를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

PART I: 소개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일상의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는 소수자 집단의 일원이라고 가정한다. 우
리가 소수자 혹은 다수자로서의 변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각 다른 집단의 

소속인 것은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어떻게 제한된 권리와 자유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
제기된 문제들: 다수-소수 관계, 권력과 권위, 평등한 권리, 다수의 결정 - 소수의 권리 존중

PART II: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 그룹 작업과 토의
목적과 목표: 한 개인이 소수자의 입장에 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타인

에 대한 차별적 행동을 구별하기,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경험하는 딜레마를 경험해보기, 일상에서 소수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 배우기.
대상그룹: 청소년과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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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크기: 상관없음. 5~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눔.
소요시간: 90분~150분
준비물: 소수자들을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 문서, 플립차트, 소규모 그룹과 전체 토의를 위한 방 

관련기술: 믿음, 자기 평가, 자아 인식. 초급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음!

PART 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소수자들을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 문서를 배포하고 이에 따라 지침을 알려준다. 소규모 그룹으로 

나눈다.
상황을 분석한다(5분~10분).
그룹이 결정을 내린 후에 참가자들은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다. 토론 과정에서 결정 과정과 결정 

내용에 관해 논의해볼 수 있다.
촉진자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결정을 조정하고 작업할 사례들을 제안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
문서 : 소수자들을 다루는 다섯 가지 방법

당신이 소수자 입장인 경우 맞닥뜨리게 될 1~3가지 정도의 일상의 상황에 관해 생각해보고, 메모

를 한다. 해당 상황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당신이 가정한 상황을 그룹 구

성원들과 나눈다. 

그룹 멤버들은 당신에 반하는 다수자의 입장에 설 것이다. 그들은 아래 다섯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상황을 묘사해야 한다.
Ÿ 소수자를 그룹에서 배제할 것

Ÿ 소수자들에게 다수자들의 의견을 설득시킬 것

Ÿ 소수자를 무시할 것

Ÿ 소수자들이 그들 스스로 행동하고/결정하게 할 것

Ÿ 소수자들에게 다수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다른 그룹 멤버들은 모두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당신은 이 경우 다수자의 입장에 설 기회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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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위에 언급된 대안들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

나 설명해서는 안 되고 결정된 내용만 공개해야 한다. 

응용, 시나리오들:
다수의 결정: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해 토론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을까?
미결정: 다수자들은 위의 5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결정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보고 및 평가
보고 및 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소수자의 감정적 지각

- 선택된 결정의 특성

- 의사 결정 과정

(출처: Ulrich Maroshek-Klarmann, Oswald Henschel. 1997. Miteinander - Erfahrungen mit 
Betzav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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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권
RIGHT TO 

ASYLUM

비호를 구할 권리
박해로부터 보호

강제송환금지원칙

>>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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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난민의 눈을 통해서”
“내 이름은 ZamZam M. Deg Ahmed이다. 나는 38살이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나는 소말리아 모가

디슈에서 도망쳤다. 나는 여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모가디슈의 소말리

아 여성들은...그들의 남편이나 아들들은 살해당하거나 쫓겨나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내
가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것이 12개월 전이었다. 얼굴에 복면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 집

에 침입해서는 남편을 찾았다. 그들은 남편을 발견하지 못했다. 남편은 침대 아래에 숨어있었다. 그
들이 떠난 후에, 남편은 집 밖으로 걸어나갔다. 그것이 내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때이다. 우리는 

기도 후에 아침 일찍 도망쳤다. 길에서 복면을 한 남자들이 우리에게 총질을 하기 시작했고, 트럭을 

세우고 덤불 속으로 우리를 데려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두고 나가라고 하였다. 나는 딸이 

걱정되었다. 그 아이는 14살이고, 그 아이가 강간을 당할까 두려웠다. 나는 정말로 무서웠고, 아이

들은 울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곳에 도착했고, 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일자리를 찾고 싶다. 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자기를 돌보고 나를 지원할지,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된다. 자려고 할 때면 이런 생

각이 든다. 
나는 많은 일들, 엄청난 일들, 나라를 잃고, 불안하고, 여성들이 마주하는 문제들, 도망치고 쫓겨나

고.. 그런 일들을 기억한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괴로울 것이다. 소말리아의 문제들, 그것들 

때문에 나는 극한 분노를 느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는가?”
38세의 ZamZam M. Deg Ahmed는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온 10명의 아이의 엄마로, 가족 부양을 

위해 큰 시장에서 건조 식품을 팔았다. 남편은 2010년 민병대의 살해시도 후에 도시를 떠났다. 그
녀는 11월 아이들과 같이 트럭을 타고 도망쳐, 도중에 납치의 위험에서 살아남았다. 지금은 갈카요

라는 북쪽 도시 교외 샹티타운에 살고 있다.(출처: UNHCR. 2011. Story Telling: Through the 
Eyes of Refugees)

“내 이름은 Lucy Juah이고, 케냐에 살고 있는 난민이다. 나는 1992년에 케냐에 왔는데, 지난 21년
간 계속된 내전 때문에 수단에서 도망쳤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때는 우리가 쥬바에 

있을 때, 수단에서 우리가 반군이라고 부르는 SPLM 사람들이 마을을 폭격하고 있을 때이다. 폭탄

이 떨어질 때 주변의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것 같았다. 나는 폭탄에 임산부 한 명의 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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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향할지 몰랐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는 것은 참 힘들었다. 정말 목적지를 몰랐다. 그냥... 그냥 

피난 행렬에 끼어 걷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무언가를 떠나고 있다는 생각에 좋았다. 무언가, 
아주 끔찍한 곳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언어를 모르는 곳에서 정착하기란 정말 어려웠다. 예를 들면 수단에서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아침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게 수단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수단에서는 길에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그런데 케냐에 도착하니 달랐다. 우리는 실내에 있었고, 문은 항상 닫혀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다.
수단이 독립된 날 나는 우리 삶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

고,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매월 집세를 지불하면서 괴로웠다. 이것이 제

일 처음 든 생각이었다. 우리는 그냥 놀고 있는 땅을 갖고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수단 여성들

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수단으로 돌아가고 싶다. 실제 실행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도 수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다른 수단 여성들과, 내가 떠나온 다른 여성들과 생각

을 나누고 싶다. 우리가 함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다. 
케냐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아이들을 케냐에 두고 수단으로 가는 것은 사실 좀 

두렵다. 요즘 어른들도 납치되고, 아이들, 심지어 6살도 안된 아이들도 강간을 당한다. 항상 아이들

이 안전하게 있는지, 아이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된다.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평화가 왔으니까, 어느 날 당신이 큰 나무 아래 앉아서, 손주들이 뛰놀고 있

는 곳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한다고. 우리가 지은 집에서.. 그리고 나는 그 아주 큰 나무 아

래에 남편과 같이 앉아서 또 손주들을 보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내 삶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39살인 Lucy Juah는 1992년 수단의 내전을 피해 케냐로 가서 작은 기업을 운영하며 5명의 아이를 

기르고 있다. 2011년 7월 남수단 독립 선거에 이어, 그녀는 남편과 함께 고향인 쥬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은 가장 큰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모두 교육을 마칠 때까지 나이로비에 남

기로 했다. (출처: UNHCR. 2011. Story Telling: Through the Eyes of Refugees)

“남편이 죽고 소말리아에서의 우리 삶의 방식이 파괴되어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주거지, 물과 안전이다.”

Sara, 57세, 소말리아 시르코에서 온 난민이 2011년 “국경없는 의사회”와의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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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할 거리
1. 왜 ZamZam과 Lucy는 고향을 떠났는가? 그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을 떠났는가?
2. 그들과 그 가족들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3. 전시에는 어떤 인권이 위반될 것으로 보이는가?

알아야 하는 내용  K!?

1. 소개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있어 세계는 여전히 불안한 곳이다. 현재 약 4천2백5십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의 지속적인 분쟁 혹은 새로운 분쟁의 결과로 강제적으로 쫓겨났다. UNHCR의 2011년 말 

통계치에 따르면 이 사람들 중 천 5백 2십만 명은 난민, 8십 9만 5천명은 난민신청자, 2천6백4십
만명은 국내피난민이다. 2011년 말, 2천5백 9십만 명- 천 사십만 명의 난민과 천 오백 오십만 명

의 국내피난민-은 UNHCR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22) 여기에다 4백 8십만의 팔레스타인 난

민은 중동의 60여개 난민캠프에서 보호되고 있다. 난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50% 이상의 

난민이 아시아에, 20% 가량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대부분의 난민(약 4/5)은 개발도상국이 보호

하고 있다. (출처: UNHCR. 2012. Global Trends 2011) ☞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역사적 발전
난민의 존재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난민 또는 비호를 구할 권리가 문헌에서 확인되는 사례는 서

기 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성소(聖所)에서 비호를 구할 권리는 켄트의 에델베르트왕이 

처음으로 성문화하였다.
1951년 제네바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는 국제난민보호에 있어 근본적인 교리이며 난민과 비호신

청인의 권리장전으로 여겨진다. 난민협약은 난민의 정의에 관련된 원칙, 난민으로 인정된 자의 권

리, 또 예를 들면 누가 난민지위를 부여받아서는 안 되는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동 협약은 

1951년에 서명되어 1954년에 발효되었다. 애초에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난민 보호에 

관해서만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지리적 제한은 1967년 의정서에 의해 없어지게 되었다. 2012년 6
월 기준, 동 협약에는 145개국, 의정서에는 146개국의 당사국이 있다. 
22) 유엔난민기구 2014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선진산업국가에 제출된 신규 난민지위 신청은 86만6000

건으로 2013년의 59만6600건보다 45%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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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호와 인권 
비호를 구할 권리는 인권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도망쳐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신청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처우는 수용 국가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상호 의무에 따

라 규율된다. 
인권의 하나로서 비호권은, 제네바난민협약 외에, 세계인권선언 등 다수의 국제법 문서에 담겨 있

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는 “제1항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

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

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6조 생명권, 제7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의 금지 규정은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발전시킨 정의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원칙의 틀을 잡았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의 금지에 관한 협약” 제3조 또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공식

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어느 누구도 고문을 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 ☞ 고문금지 

비호와 인간안보
비호권은 인간안보와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출신 국가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공포나 결

핍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곳에서 살 수 없다. 따라서 박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과 

신체적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 안보의 핵심이다. 다른 나라에서 박해를 피해 비호를 구

하고 향유할 권리와 박해를 당할 국가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는 생존권,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

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로부터의 자유, 박해로부터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 

및 안전 등을 포함한 인권을 모든 사람이 향유하도록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서약

을 반영한다.

   
2. 정의와 설명

국제법의 정의에 따른 난민 
제네바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또는 상주 국가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 또는 상주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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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이나 상주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결과적으로, 여기 언급

되지 않은 사유로 비호를 신청하는 사람은 제네바난민협약의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보호되지 않는

다. 그러나 이렇듯 제한된 보호의 범위가 수백만의 사람들이 경제적 사유로 고국을 떠나 수용국가

에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비호신청자
난민과 비호신청인(난민신청자)의 용어 차이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비호신청

인은 자신이 난민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난민절차에서 그 주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국가 난민시스템은 난민신청인이 실제 어떠한 경우에 국제적 보호 대상인지, 즉, 누가 비호를 부여받

을 자격이 있는지, 이에 따라 제네바난민협약 상 난민으로 인정되는지를 결정하는 책임을 부여받았다. 
난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은 난민신청인은 출신국가로 송환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송환금지원칙

이나 여타 국제적 보호 메커니즘(보충적 보호)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는 다른 여섯 명의 가족과 함께 15일 전에 여기 도착했다. 이 새로운 도착지에 조그만 땅

이 있지만 집을 지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플라스틱이나 텐트도 없다. 등록카드가 있지만 여태

껏 식품 배급을 받지 못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다. 밤에는 야생동물이 아이들을 먹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은 이 땅이 자신들의 것이라며 폭력을 행사하려고 들었다. 안전하지 않은 곳에는 

생명도 없다.” 

파티마, 34세, 케냐로 도망친 소말리아 모가디슈 출신의 난민, 2011년 국경없는 의사회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난민(prima-facie refugees)
분쟁이나 일상화된 폭력으로 인해 종종 난민의 대량 이동이 발생한다. 개인에 대한 박해와는 달리, 
그러한 대량 이동이 일어나면 인근 수용 국가로 국경을 넘어 피신한 개개인의 난민에 대한 개별난

민면접은 불가능하다. 보통 그와 같은 피난을 유발한 상황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면접은 필요치 

않다. 이러한 난민은 일반적으로 ‘사실상 난민(prima facie refugee)’으로 불린다. (출처: UNHCR. 
Asylum-Seekers) 

대안적 국내피신 
비호신청인이 그가 살던 지역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박해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또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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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대안적 국내피신)이 있을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난민은 자신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며, 출신국가의 다른 곳에 이주하더라도 이 박해를 피할 수 없

을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 박해의 공포는 특정 국가의 전 영토에서 존재해야 할 필

요는 없다. 그러나 비호신청인이 출신국가의 다른 지역에 이주함으로써 박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비호가 거부 받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출신국가 내 다른 지역에 이주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출처: UNHRC. 2011. Handbook and Guidelines on Procedures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Refugee Status under the 1951 Convention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Immigration Advisory Service. 2009. Internal Flight Alternative)

무국적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떤 개인은 특정 국가의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국적보유에 

따른 기본적 안전망을 갖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무국적자로 불린다. 국가의 시민권이 없이는 자신의 

신분과 혈통을 부여하는 법적 문서를 얻는 것이 아주 어렵다. 이에 따라 무국적자들은 주거와 일자

리를 얻는데 문제를 겪고, 차별을 당하고 때로 사회 주변부에서 위태로운 삶을 산다. 전 세계의 무

국적자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UNHCR 보고서는 그 수를 약 1천 2백만명으로 추산한

다. (출처: UNHCR. 2011. Global Report 2011) 

이주민
(난민)보호의 사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네바 

난민협약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난민협약은 경제적 사유로 고국을 떠나게 된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난민협약상 열거된 5개의 근거에 따른 박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주민들은 비호를 부여받을 권리를 갖지 못하였지만, 수용한 국가에서 그들에게 거주할 권

리를 줄 수는 있다.  

추방과 가족 결합 
어느 사람이 (난민협약에 근거한 난민의 범주를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호를 부여받지 못하

거나/ 다른 형태의 국제적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국가는 그 사람이 출신국가로 추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난민협약상 사적인 삶과 가족의 삶에 대해 존중을 받을 권리에 따라 그 사람의 추

방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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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취약한 집단 
l 장애인 

2백5십만에서 3백5십만명의 난민이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단은 특히 

난민 중에서도 특히 더 취약한데, 이들이 난민캠프에서 잊혀지고 외면당한 채 살아가며, 그들의 

장애에 부응하는 적절한 시설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호절차에 

자발적 귀환과 강제추방
추방이 용인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발적으로 출신국가로 

돌아가게 하거나 강제로 추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난민이나 다른 형태의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고, 추방이 용인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떠난다. 국가는 자발적으로 돌

아가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출신 국가로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다. 

강제송환금지원칙과 보충적 보호 조치 
추방이나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될 난민의 권리는 난민협약 제33조,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

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

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규정되어 있다. 
이 원칙이 국제관습법의 한 부분이므로, 난민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이 원칙을 준수할 의무

가 있다. 이 원칙은 비호신청인이 난민협약에 따라 완전한 난민지위를 받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출

신국가로 송환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비호신청인과 난민의 안전과 행복에 가장 중요

한 원칙이다. ☞ 고문금지

난민지위 박탈
세계인권선언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비호를 구하고 향유할 권리는 신청인이 비정치적 범죄나 

국제연합의 원칙과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다. 난민협약은 

개인이 난민지위를 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특정 기준을 열거하고 있다.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 평화에 반한 범죄를 범한 자는 비호를 받는 데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나아가, 심각

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23)도 배제된다. 이것이 난민으로서 특정 국가에 입국하기 전

에, 그 나라 밖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명백히 적용되는 난민협약의 유일한 조항이다. 

23) 수용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자국에서의 판결 등의 요건을 요하거나 하지 
않음.



- 577 -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접근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도 한다. 장
애를 가진 난민의 권리는 2006년 채택, 서명과 비준이 폭넓게 이루어진 UN 장애인권리협약에 

포함된다. 
l 질병에 영향을 받은 사람과 노인

UNHCR에 따르면, 난민은 의존성, 사회적 분열과 부정적인 사회도태의 3가지 주요 문제에 직면

한다. 이러한 문제는 고령 난민을 다루는 경우에 종종 더욱 심각해진다. 2000년 UNHCR의 ‘고령

난민에 관한 정책’에서, 고령 난민의 욕구를 UNHCR의 일상 업무에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l 아동

전 세계 수백만의 난민, 국내피난민, 무국적자 가운데 거의 절반이 아동이다. 1990년 유엔 아동

권리협약은 UNHCR의 난민아동에 관한 업무의 기본적 체계를 세웠다. 특히 UNHCR은 아동의 

기본적 필요, 즉 식수, 식량, 보건 지원, 교육을 보장하고, 가족 간의 재결합 지원, 직업 훈련 프

로그램 지원 및 필요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l 여성

난민캠프나 난민커뮤니티에 거주하는 이들 중 약 50%는 여성이다. 최근, UNHCR은 서비스에 대

한 동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상감각을 증진시키고 익숙한 삶의 방식을 회복하도록 하

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UNHCR이 특히 중점을 두는 것은 성폭력과 여성

할례에 대한 인식 제고이다.(출처: UNHCR. 2000. Children.;UNHCR. 2000. UNHCR's Policy on 
Older Refugees. ; UNHCR. Women.; Women's Commission for Refugee Women and Children. 
2008. Disabilities among Refugees and Conflict-Affected Populations)

 ☞ 아동인권 / 여성인권 

유엔난민기구 (UNHCR)
UNHCR은 기본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수백

만 명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1951년 설립되었다. 그러나, 최고대표부의 기원은 1921년 국제연맹

이라는 국제기구의 한 기구로서, 프리드쇼프 난센이 첫 번째 유엔난민최고대표로 임명된 때로 거슬

러 올라간다. 제네바에 본부를 구성·설립된 이래로, UNHCR은 수천만 명의 난민과 국내피난민들이 

거주지를 찾는 문제에 대해 지속되고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지원하였다. 오늘날 UNHCR의 

업무는 120개 국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국경을 넘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고국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국내피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난민협약과 그 의정서는 당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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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UNHCR의 기능을 수행하고, 난민협약 및 의정서의 이행을 감독하는 것에 긴밀히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출처: UNHCR. Refugee Figures.; UNHCR 2011. World Refugee Day: UNHCR report 
finds 80 per cent of world's refugees in developing countries.)

3. 문화적 관점 차이와 논쟁적 이슈

빈곤으로 인한 난민
국제법은 난민과 다양한 범주의 이주민을 명확히 구별한다. 예를 들어, 난민협약은 경제적 우려와 

불안정으로 촉발된 피난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비호를 구하거나 출신 국가를 떠나는 근거가 되는 

사유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실업이나 빈약한 건강지원 등 극심한 빈곤이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고국을 떠난 사람들은 협약에 따른 난민지위를 부여받을 자격이 없다. 이러한 점은 많

은 사람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비호를 신청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데, 특히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난민지위가 노동 시장에 접근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목적지 국가에서 거주권을 신청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지 못할 경우 더 낫다고 인지되는 국가로 이주가 

이어진다. 예를 들어, 출신국가에서 박해와 극심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나 좀 더 나은 타국에서의 삶

을 시작하기 위해 이주민과 난민들이 개도국으로부터 유럽으로 이주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

한 여정은 위험한 일이다. 지난 수년간, 수천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지중해에서 ‘유럽장벽’에 도달하

려 애쓰는 가운데 사망하였다. 동시에 유럽연합은 법률적·사실적 조치를 통해 이주민과 비호신청인

들이 그 영토에 입국하는 것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난민절차 
한 개인이 난민이 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는가 또는 여타 국제적 보호를 부여하는 비호절차를 

필요로 하는가를 판단하는 절차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난민인정률은 국

가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다르다. 상당수의 경우에, 신청인이 난민지위나 다른 형태의 보호를 부여

받는지 아니면 돌아가야 하는지를 알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이는 상당한 수의 사람들과 그 가족

이 노동허가나 다른 전망이 없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상태로 살게 한다. 또 다른 심각

한 관행은 송환대기 구금으로서, 이는 난민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난민이나 다른 형태의 보호 요건

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송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다. 단지 국경을 넘었다는 이

유로 수개월 동안 사람을 구금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 보장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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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의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협약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채택한 법과 규

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협약 제36조). 난민협약과 의정서는 이를 위해 당사국이 

만일 비호와 난민신청 처리체계가 신속하고 공정하다면, 이미 자기가 난민이나 비호 지위를 충족하

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러한 신청을 제출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는 결

과적으로 수용국가와 처리절차가 작동되어야 하는 진정한 난민과 비호신청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제적 난민’이 비호절차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주민에 관한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더욱 실질적인 방법은 경제적 이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어도 부분적 

거주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수용국의 이민 요건과 절차를 변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 법의 지배와 공정한 재판 

유럽공통의 비호 체계 
유럽연합 내에 최소한의 수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난민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2005년 

난민절차에 관한 지침은 절차적 보장, 결정절차의 최소 수준, 난민절차에서 부정적 결정에 관해 이

의를 제기할 권리, 특정 개념과 관행의 적용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제공

해준다. 유럽공통의 비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난

민과 충적 보호 지위 결정의 단일 절차, 신청검토과정의 효율성 증대, 검토절차에 대한 접근성 촉

진, 비호결정의 질과 비호신청자들이 이의제기권 강화를 위하여 2005년 지침의 개정안을 제안하였

다. 이 안은 2012년 현재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4. 이행과 모니터링

비호신청권은 난민협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난민의 지위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따라

서, 난민절차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권리의 근거인 난민협약 상 보호 사유 중 하나를 확인하기 위하

여 진행되는 것이다. 
여타 유엔 협약과 달리, 난민협약은 국가보고나 개인진정 등 구체적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하지 않

는다.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실행과 적용은 유엔난민기구(UNHCR)가 감독한다. 난민협약 제

35조 및 제36조는 당사국과 UNHCR 간에 관련 협약의 내용과 적용에 관한 정보와 통계 제공 등 

상호 협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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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CR과 협력하고, UNHCR의 협약 규정의 이행 감독을 돕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당사국

은 UNHCR이 다음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요청할 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 
난민의 상황

난민협약과 의정서의 이행

난민에 관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이행예정인 법률, 명령이나 규칙 

결과적으로, UNHCR의 협약 이행은 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유엔 자유권규약은 비호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규약 제6조 및 제7조는 강

제송환금지원칙과 관련되어 적용된다. 그러므로 비호권에 관련된 이 규정의 위반은 자유권규약의 

이행 메커니즘의 대상이 된다. 

지역적 문서 
난민 협약 외에 난민 보호에 관한 지역적 문서가 있다. 예를 들어, 1966년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

문위원회가 채택한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방콕 원칙’, 1969년 아프리카기구연합(OAU)의 ‘아
프리카 내 난민문제의 특정 측면에 관한 협약’, 남미국가그룹이 채택한 1984년 ‘카르타헤나 선언’ 
등이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역할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인권보호체계의 법원이다. 재판소는 비호신청인의 인권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째, 유럽인권협약 제3조(고문 및 비인도적·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

지)의 송환절차와 강제송환금지원칙에 관한 적용을 결정한다. 한 사람이 출신국가에서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송환은 금지된다. 이에 관한 주요한 판결은 1989년 Soering vs. U.K. 사건이다. 
나아가, 제8조(프라이버시와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는 비호신청인에게 매우 중요한 조문이다. 비호

신청인들은, 그들의 가족생활이 난민지위나 계류 중인 송환에 관한 결정으로 인해 침해를 당한 경

우에 이 조항에 근거한 주장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모든 국내구제절차가 

완료된 후, 그리고 국내 최종 결정이 있은 뒤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사건을 다룰 수 있다. 
유럽연합이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할 계획이므로, 유럽사법재판소 등 유럽연합의 기구 또한 유럽인권



- 581 -

협약 규정과 유럽인권재판소의 해석에 구속된다. 개인은 유럽연합 기구가 자신의 협약 상 권리를 

침해했을 때 유럽인권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유럽인권협약 가입은 더욱 일관된 

인권기준의 적용과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알면 좋은 내용 

1. 모범 사례 

가족 결합 계획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국내 적십자 및 적신월사와 함께 수행하는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분쟁이

나 자연 재해 발생에 따라 분리된 가족의 재결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족들은 

잠시 헤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수년간 헤어지기도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가족구성원을 찾

고, 그들을 찾으면 가족간의 의사교환 과정을 중개하고, 최종적인 재결합을 지원한다. 국제적십자위

원회의 중앙추적기구(Central Tracing Agency)는 무력분쟁 당사국들이 분쟁으로 인해 분리된 가족

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도록 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원한

다. 이 의무는 강제실종금지에 관한 권리와 실종된 가족구성원의 운명에 관해 알 권리라는 국제적

으로 인정된 권리에서 찾을 수 있다. 
☞ 무력 분쟁 상황에서의 인권

RefWorld
RefWorld는 난민지위에 관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정보원이다. 
RefWorld는 출신국가 상황, 정책 입장과 관련 문서, 국제적·국내법적 체계에 관한 방대한 보고서를 

수집하고 있다. UNHCR과 그 현장사무소, 정부와 NGO, 학계와 사법부가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난민해방(Refugee Emancipation) 
난민해방 프로젝트는 독일의 난민신청자들이 제안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을 통해 

난민들을 그들의 출신 국가나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시켜, 난민들의 고립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는 세미나와 강의를 조직하고, 난민옹호 활동 정보를 제

공한다. 온라인 채팅 포럼 외에도, 상당한 난민 개개인의 이야기가 웹사이트에 공개되었다.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타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독일 내 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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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향

국내피난민(IDPs) 
난민 지위를 요구하는 개인은 그 출신국가의 밖에 있어야 한다. 즉, 국가 간의 경계를 건넜다는 사

실이 난민의 통상적 정의에 있어서는 핵심적 요건 중의 하나이다. 난민과 달리, 자신의 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국내피난민이라고 한다. 난민들처럼 그들은 분쟁과 일상화된 폭력

과 인권침해 때문에 강제로 고향을 떠나게 되었지만, 난민과는 달리 그들의 국적국가나 상거소국 

내에서 살고 있다. 약 4천2백5십만의 지속되거나 새로운 분쟁의 결과로 전 세계에서 강제로 이산된 

사람들 중에서 2천6백4십만은 국내피난민이다. UNHCR의 원래 임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UNHCR
은 수백만의 국내피난민을 수년간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내피난민의 보호와 거주에 관한 필요 

및 캠프의 조정과 운영을 감독하고 있다. (출처: UNHCR. Internally Displaced People Figures.)

해상을 통한 불법 이주 
출신 국가를 도망쳐 타지에서 비호를 구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대양이나 바다를 건너온다. 이는 

대부분은 밀입국을 위한 조직들이 이러한 해상 이주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한 과정이 

될 수 있다. 배는 항해에는 부적합한 상태이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으며 위험할 정도로 초과인원

을 승선시킨다. 밀입국시키는 사람들은 또한 정부 당국이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 배를 파괴하는 등, 
구출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종종 갑작스런 폭발을 일으키고 상당한 인명 손실

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2009년 호주에서는 배에 불을 붙이는 시도로 배가 폭발하여 5명이 사망하

고 40명이 부상하였다. UNHCR이 지적하듯이 “매년 지중해, 아덴만, 카리브해, 인도양과 다른 곳에

서 발생하는 수천명의 사망에 대한 주된 책임이 무자비한 밀입국시키는 자들에게 있다는 데에는 의

문의 여지가 없다.” UNHCR은 2007년에 지중해를 건너는 중에 약 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스페인 

당국은 아프리카에서 카나리아 제도로 건너려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런 숫자들은 사망자 수의 정확한 범위를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
주 과정 자체가 등록되지 않았고, 항해 중에 많은 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불법 해상 이주는 유럽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매년, 수만명의 소말리아인과 에티오피아인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예멘으로 가기 위해 아덴만을 건넌다. 2007년, 
약 27,000명의 이주민이 예멘 해안에 도착하였고, 1,200명이 사망 도는 실종으로 보고되어, 이 여

정의 사망률은 약 5%에 달한다. 유사하게 호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불법 해상 이주의 주요 목

적지인데,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스리랑카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경유하여 호



- 583 -

주로 가고 있다. 2010년 호주는 6,555명의 불법 해상 이주민들을 받았으나 많은 이들은 호주 대륙

에 닿지 못하고 군대에 의해 연안처리센터에 구금되었다. 2010년 50명이 호주국경인 크리스마스섬

의 바위와 그들이 탄 배가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출처: Navi Pillay. 2009. Migrants at sea are not toxic cargo; UNHCR. 2009. Irregular 
Migration by Sea: Frequently Asked Questions) 

Dadaab,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 
케냐의 Dadaab 난민 캠프는 20년 전에 소말리아에서 폭력과 내전을 피해온 난민에게 쉼터를 제공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분쟁이 계속되어, Dadaab은 50만명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캠프가 되었다. 이는 약 9만명의 사람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캠프 내와 인근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주거, 식수, 위생, 교육과 보호 등 필수적 공급 가용성

은 현저히 악화되었다. “Dadaab에서의 삶은 아주 어려워요. 우리는 UNHCR에 모든 것을 기대고 있

어요. 여기 식량은 부족하고, 물도 부족해서 누구도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루에 

한 가족 당 4개의 제리 캔이 할당되고, 이것으로 목욕하고,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고, 요리하고 식

수로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어요.”라고 소말리아 키스

마요에서 와 6살 이후로 Dadaab에서 살아온 지금 25살이 된 난민, Anfi는 말했다. 폭력과 어려운 

상황에다가 긴 우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사람들의 주거와 음식 공급이 파괴되었다. 39살의 소말리

아 시르코에서 온 난민 Hassan은 “어제 도착했어요. 어머니, 부인,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입고 있는 옷 외에는 가져온 것이 없고, 이미 8명의 가족들이 있는 여동생의 쉼터에 우리가 살 곳

을 구할 때까지 머물 겁니다. 지금은 내 여동생에게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요. 여동생 가족들이 배급

받은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을 수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소속 간호사는 “이들은 인간

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도 안 되는 것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Medicins Sans Frontieres(국경없는 의사회). 2011. No way in. The biggest refugee camp 
in the world is full)

이주민, 난민과 비호신청인을 향한 인종주의와 인종혐오 
이주민과 유사하게 많은 수용국가에서 난민과 비호신청인은 인종주의, 인종혐오와 비호에 관한 권

리를 ‘오용’한다는 의혹을 받는다. 미디어가 이러한 사회내의 인종혐오적이고 편집증적인 태도를 강

화하고 있고, 대중영합적인 지도자들이나 인종주의적 정치인들은 이를 활용한다. 그 결과 더욱 엄격

한 이주와 난민에 관한 법과 정책, 그리고 박해로부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국제인권법

상 의무와 서약에 대한 무시나 위반이 초래되었다. ☞ 인종차별금지와 차별금지 



- 584 -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0년 유럽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협약(유럽평의회)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네바난민협약)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1년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방콕원칙(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9년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측면에 관한 협약(아프리카연합기구)
1984년 난민에 관한 카르타헤나 선언(중미, 멕시코, 파나마 내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콜로키엄에서 채

택)

공평한 책임분담
UNHCR 보고서는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에서 매우 큰 불균형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전 세계 난민의 4/5는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를 받는다. 세계의 극빈 국가들이 엄청난 난민 

인구를 보호하고 있다. 파키스탄, 이란, 시리아는 각기 1백9십만, 1백십만, 1백만의 난민을 보호하

고 있다. 이렇듯 부담의 분배가 불공정한데도 불구하고, 선진국 내에서 편집증적인 반 난민 정서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에는 난민운동과 국제적 보호 패러다임에 관한 우려스러운 오해가 존재한다. 선진국의 

소위 난민의 홍수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과장되거나 이주의 문제와 잘못 섞여 버렸다. 그 와중에 

부담을 지는 것은 더 가난한 나라들이다.”라고 유엔난민기구의 Antonio Guterres는 지적하였다. 그
는 “세계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향의 불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들의 삶을 무기한 

중단한 채로 살아가게 내버려두었다. 개발도상국은 이 부담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고, 선진국이 

이 불평등을 다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공정한 부담의 분배가 현재의 4천2
백5십만의 피난민들을 문제를 다루는데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는 미래에 합법적이고 품위 있는 방

식으로 난민의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이 될 것이다. (출처: UNHCR. 2011. World Refugee Day: 
UNHCR report finds 80 per cent of world's refugees in developing countries.) 

3.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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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거주국가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인권에 관한 유엔총회 선언 

1992년 국내피난민에 관한 특별보고관

1998년 국내이산에 관한 지도원칙 

2000년 유엔초국가조직범죄에 관한 협약의 육상, 해상, 항공에 의한 이주민 밀입국에 관한 보충의정서

2003년 UNHCR 보호의제 

2006년 유엔 모든 사람의 강제실종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협약 

추천 활동 

활동 I : 비호신청하기

Part 1 : 소개 이 활동은 난민의 현실에 관한 감정적 요소를 경험한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놀이 

목적과 목표: 난민신청절차에서의 차별에 관한 인식 제고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어느 규모나

소요시간: 약 15분
준비물: 유인물(아래), 연필 

준비사항: 유인물과 연필을 준비하고, 형식상의 절차를 위한 책상 뒤에 당신이 앉을 수 있도록 방을 

정리한다. 

Part III: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로 방이 꽉 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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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시작의 수 분 후, 크레올언어로 씌어진 난민신청서를 줘라. “이 서식을 채우는데 5분 드립니

다.”라는 말만 한다. 이는 다른 어느 외국어로 해도 좋다. 질문과 항의를 차가운 태도로 무시하라. 
퉁명스런 투로 늦은 사람에게 말하라.(예를 들어 “늦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서식을 단 ___
분 안에 작성하세요”)
웃음이나 개인적인 접촉 없이 서식을 모두 거두어들인다. 
완성된 서식에 기재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앞으로 나오도록 한다. 서식을 보면서 “여기 이 질문에  

아니오라고 하였으므로 난민신청은 거부됩니다.”라고 말하라. 이 절차를 수차례 반복한다. 
이제 당신의 역할에서 나와라. 참가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서식을 채우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물

어본다. 참가자들에게 이 활동에서 느낀 난민으로서의 경험을 물어본다. 

피드백:
피드백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요약하도록 한다:
이것이 난민신청자들의 실제 상황이었을까?
당신은 난민신청자들이 신청절차에서 공정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가?
난민신청이 거부당한 사람이 직면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민족, 언어 또는 종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유인물 내용 
Application for Asylum (난민신청서)
Appellido
2. Primer Nombre
3. Fecha de Nacimiento
4. Pais, Ciudad de residencia
5. Ou genyen fanmi ne etazini?
6.  Kisa yo ye pou wou
7. Ki papye imagrasyon fanmi ou yo genyen isit?
8. Eske ou ansent?
9. Eske ou gen avoka?
10. Ou jam al nahoken jyman

(출처: Daviod Donahue, Nanct Flower. 1995. The Uprooted: 난민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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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II : 짐 싸서 도망가기 

Part I : 소개 
이 활동은 난민이 직면하게 되는 감정적이며 실질적 결정과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경험해본다. 

Part II : 일반적인 정보 

활동유형: 역할놀이

목표와 목적: 난민과 그들의 권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발전 시키고, 갑자기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과의 연대를 증진한다.
대상그룹: 청소년, 성인

그룹크기: 어느 규모나

소요시간: 10여분 

Part III :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지시사항 : 다음 시나리오를 읽거나 설명하시오: 
당신은 ___지역의 선생님이다. 당신의 남편/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가 살해된 채 발견되

었다. 당신의 이름은 체제전복 용의자로 신문 뉴스에 게재되었고, 이후에 당신의 정치적 활동으로 

당신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받다. 당신은 도망쳐야겠다고 결정한다. 
짐을 싸라: 당신은 다섯 개 종목의 물품만, 당신이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다. 무엇을 

가져갈지 목록을 작성하라. 
몇 분 후에, 참가자들을 불러 그 목록을 크게 읽도록 하라. 거의 모든 목록(보통 약 95%)은 자기 

이름이 나온 뉴스나 협박편지를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다. “난민신청은 거부되었습니다!”라고 말하라.
난민의 법률적 정의를 읽어라. 이 정의가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난민

지위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거부되

었는지를 토론하라. 
압박 하에 결정을 내리는 것, 개인적 선택의 이유, 결정과정에서 떠오른 감정에 대해 논의하라. 이 

활동의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마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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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피드백 시간에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요약해 보도록 하라: 
Ÿ 난민들에 대한 처우는 얼마나 공정하였는가?
Ÿ 국가는 난민을 쫓아낼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Ÿ 난민은 보호에 대한 인권을 가진다. 이 난민들은 보호에 관한 권리가 부여되었는지? 왜/ 왜 아닌가?
Ÿ 당신의 국가에 피신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가?
Ÿ 사람들이 애초에 난민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관련 권리 및 더욱 탐색할 영역 : 강제송환금지, 차별금지

(출처: Daviod Donahue, Nanct Flower. 1995. The Uprooted: 난민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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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추가 자료
ADDITIONAL RESOURCES

인권교육방법론 
연혁 

인권 관련 문헌 
인권교육 관련 자료 

세계인권선언 
UN인권교육훈련선언 

용어해설 

≫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추구하며 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 개별성, 상호의존성 등의 인권원칙에 따라, 모든 이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 ≪ 

UN 인권교육훈련선언 (2012)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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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권교육방법론 

1. 인권교육방법론 기초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과 가치를 개발하는 모든 과정이다. 인권교육은 성별, 나이, 장

애, 인종, 국적, 언어 또는 믿음에 따른 구별 없이 모든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

은 각각의 교육적 접근의 의도들을 반영하는 일련의 교육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인간 권리와 존엄

성의 실현이 인권교육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교육적 접근은 인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권교육

훈련과 워크숍은 참가자의 관심과 필요를 따라야 한다. 또한 인권적 기술의 개발과 태도의 형성에 

지적 도전을 결합하여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를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참가자의 개인적, 직업적 경험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

육이란 단지 세계인권선언을 암기하여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교육훈련이나 워크숍을 구상할 때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인권교육 강사(혹은 기

획자)는 적절한 활동을 선택하기 전에, 일반적 훈련 프로그램 및 계획된 특별 훈련 프로그램에서의 

훈련 상황을 결정짓는 모든 요소와 변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결정 요소는 네 가지로 크게 나

누어지는데, 이는 내용, 방법론, 조직적 구조와 참여자 및 교육자의 태도이다. 

Ÿ 내용 : 각 인권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은 교육 대상 그룹의 관심과 필요를 고려해야 하

며, 이들의 직업적 환경과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이 조

정되어야 한다. 물론, 인권의 원칙 및 보호, 인권의 내용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는 것은 필

수적인 요소지만, 인권교육훈련은 항상 대상 그룹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 

다양성 관점이나 젠더 관점과 같은 내용이 훈련 세션의 주제로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들은 교차 이슈로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건강, 종교적 자유, 노동법이나 각자의 업무 환경 

차원에서의 인권과 같은, 다른 맥락들과 질문들 내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Ÿ 방법론 : 교육 방법론은 교육자와 참여자들의 집단 크기/사회적 조직/활동, 학습 단계와 매체와 

같은 구성 요소의 특정 조합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방법은 

참여, 상호작용, 반영과 예측이라는 방법론적 기본원칙을 강조하는 PIRA(역자 주: 물리학 교육자

료 협회 Physics Institutional Resource Assosication) 다중방법론적 접근이다. “참여”와 “상호작용”

에 관해 말하자면, 인권교육은 “전문가”나 “학습소재”보다는 학습자에 집중해야 한다.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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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교육자의 (개인적 교육적, 직업적 경험들에 기초한) 전문적 지식, 태도와 기술을 공유하게 

되면, 교육자는 주도적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학습자들의 성별이나 교육적, 문화

적 배경에 관계없이, 그들 각각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능력에 내재되어 있기 마련인 다양한 방

법론적, 교훈적 요소의 여지가 생긴다. “반영”은 새로운 사실, 생각, 관점을 반복적으로 평가

할 필요성,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새로운 사실과 색다른 관점에 비춰보고 이에 대해 질문

을 제기해 볼 필요성을 의미한다. “예측”와 공감은 그룹 내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끄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자료원: Vedrana Spajić-Vrkaš. et al. 2004.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학교수업용 연습 - 초등학교 교

사용 안내서. (Poučavanje prava i sloboda. Priručnik za učitelje osnovne škole s vježbama za razrednu 

nastavu.) 자그레브, 크로아티아, FFpress, 212.) 

교육자는 훈련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와 변수를 자유롭게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자

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의 배치와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적절한 사회적 조직, 활동과 

매체를 선택함으로써, 교육자는 교실에서의 교육 프로세스와 사회적 상호관계 및 소통을 지도하

고 학습자 그룹을 무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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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교육구성 체계 : 인권교육훈련 활동이나 워크숍 등을 처음 기획할 때 교육에서의 인권적 측면을 

결정하는 다음의 “4A”를 명심해야 한다.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

(acceptability), 적응성(adaptability)이 그것이다. 인권교육의 역량강화적 측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모든 이들에게 인권교육훈련이나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교육의 시간 관리와 장소뿐만 아니라 가능한 적극적 우대조치에도 영향을 준다. 교육

자는 가용성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항상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교실에서의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학습 과정을 맞추는 것은 교육자의 역할이다.

Ÿ 교육자와 참여자의 태도: 

인권 교육은 지식의 전달 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인권 교육자는 다음의 몇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 

전문성 역량 (서로 다른 직업적, 사회적 환경에서의 인권 및 인권 보호, 인권의 구현에 관한 지식);

방법론 및 교수법 역량 (일반 교육과 인권 교육에서의 교육과 학습 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지식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전문적 기술); 

소통 역량 ;

정서나 감정 이입능력(공감 역량) (자신의 실존적 방향을 반영하고 학생과 동료들과 공감적 방

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그리고

문화와 젠더 역량 (문화와 젠더 특성에 따른 행동 패턴, 사회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지식, “사

고방식”, 차별 등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반영하는 능력) 

이러한 표준과 더불어, 여러 유형의 학습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서로 다른 성별/민족으로 구성된 한 

쌍의 공동 트레이너가 인권교육훈련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적 관점

과 젠더적 관점이 논의되며, 각각의 관점에 따른 기술과 태도가 훈련되어야 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

외에도, 서로 다른 개성(예를 들면, 내용중심 대 과정중심)의 공동 트레이너간의 협력으로, 보다 효

과적인 수업을 만들 수 있다.

2. 인권교육프로그램 기획 

인권 교육에서의 훈련이나 워크숍의 질은 각 단계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달려있다. 이러한 준비과

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아래에 대략적으로 정리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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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학습 목표 

인권교육의 전반적 목표는 인권 시스템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의 중요하고도 합당한 부분으로서 

인권을 받아들이며, 일상 업무에서 인권원칙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습목표를 아주 명확하게 그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이는 참여자들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맞추어진다. 인권교육훈련은 참여자들의 

직업적, 사회적 역량에서의 증진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중심 접근방식은 훈련과 워크숍

의 특징이다.

 

다음의 세 가지 중요한 목표를 일반적인 인권교육의 기반 및 훈련과 워크숍에서의 줄기로 삼

아야 한다. 

Ÿ 지식과 정보의 전달 (인권, 인권 표준, 인권 보호란 무엇인지, 참여자들의 일상적인 삶과 업

무에서의 인권의 의미는 무엇인지) 

Ÿ 기술 개발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면서 생활하고 일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참여자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 소통, 적극적 듣기, 논쟁과 토론, 비판적 분석 등이 이에 속한다)

Ÿ 태도 형성 (가치 정립, 부정적 태도 찾아내 수정하고, 새로운 태도 수용하기, 자기 자신의 문

화적・젠더적 역할의 상대성을 반영하기); 그리고 

Ÿ 행동하기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인권의 적극적 전달과 구현 그리고 인식). 
 

인권 표준을 배우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학습자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이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이는 인권 구현의 전제조건으로서 필요한 기술의 훈련

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항상, 처음부터 체계를 가지고 시작하고 과정 마지막에는 평가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야 한다.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학습자가 습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제

기하고, 교육 과정동안 이러한 관점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 또는 서면 시험과 

피드백은 학습 과정 평가를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Ÿ 대상 그룹 

인권 교육이 구성될 때마다, 대상 그룹의 구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각 직업적 

대상 그룹은 (예를 들면, 행정가, 경찰관, 판사, 법률가, 사회/복지/의료 서비스 종사가, 학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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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군인 등) 그들의 업무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기에, “혼합” 그룹은 업무에 

관련된 사전 교육이나 직무 교육에서 가능한 피해야 한다. 전체 조직이나 조직단위에 대한 교육

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관점과 시각이 학

습 과정을 풍요롭게 하고, 조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대상 그룹의 특정한 필요는 기획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은 필요에 따라 각각의 직업 

그룹에게 중요한 기준, 내용에 대한 방향, 기술 개발이나 태도 형성, 인식 증가 등의 다양한 측

면으로 그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 교육 방법론과 활동은 주로 성인 학습자들의 실용적인 태

도를 반영해야 한다. 아이디어와 개념을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업무 상황에서의 

실제 문제와 사례를 다루며, 참여자들의 업무 경험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인권 학습자는 자기 자신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학습자가 해야 할 실

제 과제가 시작된다. 획득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특정 필요와 별개로 특정 조직적 조건들이 학습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게 된다. (적절한 

공간, 장비와 물품, 교육 시작시의 개관, 교육 마지막의 정리, 충분한 휴식을 포함한 시간 계획, 

가능하다면 다과들).

Ÿ 참여

학습에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는 “실천으로 배우기”라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인권교

육에 있어서 참여와 경험기반 접근방식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교육적 참여는 상호작

용적 프로세스, 유연성, 그리고 방법과 사회적 조직의 다양성, 이슈와 자료의 관련성 등의 요소

로 특징지어진다. 적극적, 효과적인 교육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항목과 기준의 제시

특정 주제에 대한 인권 교육을 준비할 때에는, 이 특별한 영역에서의 전문가를 초대하는 것을 

권장한다. 일반적으로 지역 프로젝트, 대학, 행정가들을 통해 전문가 pool에 접근할 수 있다. 학

문적이고 과학적인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패널보다는, 과학자와 실무자들이 섞인 패널을 제시하

는 것이 좋다. 이러한 패널이 토론을 촉진하고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교육에서는 관련 인권 표준과 기구들을 제시해야 한다. 촉진자는 대상 그룹과 관련해 

이러한 표준들을 논의하고, 참여자 일상생활에서의 인권 표준의 실용적 활용에 대한 문제를 다

루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상호작용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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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특히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모든 능력 및 개인적, 직업적 전문성과 함께 교육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상호작용적 교육 프로세스에서, 교육자의 역할 모델은 전통적 교사의 우월적 

위치로부터 촉진자나 중재자의 위치로 이동하고 있다. 트레이너는 내용과 지식에 대한 질문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룹 프로세스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프레임을 구성하고 자료

를 준비함으로써, 그룹을 구성하고 전문적 방법론적 지원(예를 들며, 교수/학습 테크닉)을 함으

로써 태도와 기술의 습득을 촉진해야 한다.

촉진자로서의 트레이너의 새로운 역할은, 전통적인 교사가 아닌 이들에게는 닫혀 있었던 문을 

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단점 대신에 개인적 전문성을 강조하는 참여적 접근

방식으로 북돋아주어야 한다. 

- 실용적 접근

인권이 일상생활의 핵심 요소이거나 최소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대중화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목표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추상적 개념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 

줄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사적, 업무적 환경에서의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

문에 답을 제공한다. 인권 기준 내에서 어떻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

엇이 필요할까? 인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따라서 인권교육가는 그들의 프로그램에 실용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직업 규약에 관련한 문헌, 

자료와 사례를 준비해야 한다. 트레이너가 자신의 대상 그룹의 업무 환경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 

없다면, 보통 해당 대상 그룹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팀티칭으로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인식 형성과 기술 개발

지식 전달, 태도 형성,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기둥에 기반을 두지 않는 인권교육은 항상 미완

성의 그림 작품과 같다. 지식 전달 없는 태도 형성과 역량 강화는 정보의 기초가 부족한 것이다. 

지식 전달과 태도 형성은 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량 없이는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태도 

형성이 배제된 지식 전달과 역량 강화는 오히려 인권에 반하는 활동에 사용될 수도 있다. 따라

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에 대해 훈련시키면서, 참여자들이 그 스스로가 인권을 옹호하거나 침

해할 가능성을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교육의 과제이다.

- 피드백 

교육과 워크숍의 평가는 일방적인 방식일 수 없으며,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영속적인 과정

이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은 다음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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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긍정적인 평가와 환호를 먼저 할 것! 

구체적인 행동이나 설명에 초점을 맞출 것.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관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것.

- 유연성 

인권교육은 각각의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경험에 따른 다양한 상황 및 대상 그룹, 환경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 다른 대상 그룹이 있거나 대

상 그룹 내 다른 전제조건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인권교육가는 대

상 그룹의 구체적인 필요를 반영하지 않은 “기성품”을 사용할 때에는 매우 주의해야만 한다.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적용하거나 이를 수정하고, 새로운 데이터나 사례 등을 검색해야만 한다. 

이는 “인권의 이해”라는 본 매뉴얼을 사용하는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는 이 자료도 

완성이 아닌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행의 기술적 수단은 ETC의 웹사이트이

다. 이 웹사이트는 추가적인 재료, 업데이트, 활동 등을 제공하고 학습공동체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주제별 지역별 개정판을 만들도록 모든 사용자를 독려하고 있다.

철저한 자료의 선택과 준비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매우 수월하게 하며, 자료와 활동의 폭넓은 

선택 가능성은 학급에서의 훈련자의 유연성에 기여하고, 그룹의 필요와 복잡성에 보다 신속하게 

반응하게 된다.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기술은 이 책에 소개된 장들로 주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이 주제들은 유연하게 조정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트레이너는 너무 엄

격하게 이를 고수해서는 안 된다. 참여자들 사이에서의 좌절과 무관심을 피하기 위해서다. 교육

자는 참여자들의 물리적 조건(휴식, 다과, 주변 공간 등)과 지적 욕구 사이에서의 최상의 타협점

을 찾아야 한다. 

- 평가 

평가도구로서의 테스트 질문은 세 가지 주요기능을 가지며, 이는 사용되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시작 단계에서는, 트레이너에게 학습자들의 필요, 태도와 사전 지식의 수준에 대한 통찰력을 제

공하는데, 이는 교육과정에서의 모든 진행과 성과에 대한 기초가 된다는 의미이다. 과정 중에서

는, 프로그램의 조정에 대해 교육자에게 도움을 준다. 최종 시험은 교육성취도를 보여주며 나아

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된다.

- 지속가능성/ 후속활동/ 행동 

또한 교육 결과에 대한 질문도 훈련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계획되고 구조화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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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활동의 요소에는 정기 모임, 현장 방문, 전문가 면담, 교육 후 학습자 활동(성과와 문제) 보

고, 정보의 전문적 교환을 촉진하는 네트워크 구성 등이 있다.

3. 연습과 활동 

책자의 모든 장에 열거된 활동들은 학습자들의 주요 인권원칙에 대한 이해, 소통 기술, 비판적 사고

와 분석 능력, 창의력과 설득 기술 등을 증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는 모두 민주주의에 필수

적인 기술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의와 존엄성을 위한 전 세계적 투쟁에 대해 다문화적, 사회경제

적, 역사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참여시키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학습자들이 인권이 그들 개인에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보도록 하며, 이러한 이해

가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에 기반한 비폭력적인 행동으로 변화하도록 북돋는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복잡한 인권 문제를 편견 없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누구든지 모든 이의 인권, 정의와 존엄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매뉴얼에서 선정한 활동들은 인권교육의 방법론적 프레임에 맞추어져 있다.

워밍업과 
긴장완화 방법 체험 기반 방법 참여/대화형 방법 갈등 해결 방법 

프리젠테이션 방법
인권교육 방법

분석 및 해석 방법

창조적 방법 행동 방법

자료 수집 방법 분석/연구 방법 IT기반 
소셜미디어 방법 결론 방법

(자료원: Vedrana Spajic-Vrkas. et al. 2004.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학교수업용 연습 - 초등학교 교사용 

안내서. (Poucavanje prava i sloboda. Prirucnik za ucitelje osnovne skole s vjezbama za razrednu nastavu.) 자

그레브, 크로아티아, FFpress, 157.) 

각 방법의 주요 특징은 아래에 정리하고, 방법에 대한 다른 유용한 힌트를 명기한다. 이는 촉진자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각 활동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 600 -

Ÿ 워밍업/ 아이스브레이킹/ 긴장완화 방법 

교육이나 위크숍을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기 소개를 하도록 하라. 이때, 그들이 환영받는다

고 느끼도록 하라. 필요하다면, “아이스브레이킹”이라고 불리는 활동을 사용하는데, 이는 참여

자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그룹 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편안해지도록 한다.

그룹 정물(화) : 교육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집에서 의미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중

요한 의미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그룹 줄서기 : 사람들을 키나 나이, 태어난 달, 신발 크기 등의 순으로 줄을 세운다. 

인터뷰 : 각 사람들이 짝이 이루어 서로 몇 가지 질문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그룹을 대상으로 상대를 소개한다.

나도! :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다른 이가 말하는 이와 공

통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중간이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어

서 이야기를 한다. 그룹 내 모든 이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도록 진행한다.

의자 뺏기 놀이 : 둥그런 원으로 의자를 배치하고 참여자들에게 앉으라고 한다. 원 중간에 서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한다. 그런 후, 당신의 말에 참에 해당하는 모든 이는 

자신의 앉은 위치를 바꾸어야만 한다(예를 들면, 나는 여성이고 두 명의 아이가 있어요. 나는 여

성이고 쥐를 싫어해요 등). 이 때, 당신은 비어있는 의자에 앉으며, 의자를 찾지 못한 이가 당신

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참여자와 자신이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되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인간 매듭 : 모든 사람들이 어깨를 맞대어 원형으로 서게 한다. 그리고 팔을 앞으로 뻗어 교차

하여 옆 건너편 사람의 손을 잡게 한다. 어느 누구도 바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이

제 모든 참여자들이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로 매듭을 풀도록 한다.

그룹 규칙 :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된 후, 교육자는 교육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전체 그

룹에게 몇 가지 사항을 밝혀두어야 한다. 각 활동과 전체 교육에서 설정된 시간표 등이 그 예다. 

교육자와 학습자는 시작과 마치는 시간을 정확히 함으로써 시간표를 따라야 한다. 학습자 중 한 

명이 시간기록원으로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데, 특히 소규모 활동에서 이 역할이 필요하다. 

교육자는 교육의 범위를 설명하고 참여자들의 기대를 말하도록 요청한다. 이를 칠판이나 플립 

차트에 쓴다. 교육자는 이 목록을 보면서 목록에 적힌 기대를 이번 세션에서 충족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해본다. 마찬가지로 그룹이 원하지 않는 것을 목록으로 구성할 수도 있

다. 이러한 것은 그룹에서의 기본적 규칙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좋은 기초를 제공한다. 교육자

와 학습자가 함께 구성한 기본적 규칙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존중할 수 있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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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유용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낸다. 

Ÿ 체험 기반 방법 

역할극 : 역할극에서는, 참여자들이 가상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촉진자는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도 있고 단지 간단한 정보만 제공하고 참여자가 자신의 역할을 구성하도록 할 수도 있

다. 역할극에서의 배우들은 가상 상황에서 다른 누군가인 것처럼 행세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

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극 시작 초기에 관객과 배우들이 이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정교하지는 않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할극은 종종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토론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다. 반면 마무리에서의 주의 깊은 질문과 성찰은 참여자들이 자신이 실제 경험과 상황 간의 

관계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촉진자는 할당된 상황에 대해 어떤 이들이 불

편하게 느끼거나 불안해할 수 있고 심지어 무력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민감해야만 한다. 

또 다른 체험 기반 방법은 스토리텔링, 시뮬레이션, 모의 법정 등이 있다. 

Ÿ 참여/대화형 방법 

토론은 성찰, 분석과 비판적 사고를 장려한다. 그리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며, 참여자들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도록 돕는다. 토론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몇 가지 핵심 질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룹이 커질수록, 특

정 참여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나머지 참여자들은 말을 아끼게 되는 경우가 더 빈번해질 수 있

다. 모두에게 발언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체 그룹을 소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토론을 마쳤을 때, 주요 쟁점을 구두로, 서면으로 요약한다. 촉진자는 토론의 목표를 

명심해야 한다. 또한 참여와 분석을 북돋기 위해 질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정(“~하다면, 당신

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색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의(“당신은 이 생각이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탐색(“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확인/요약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뢰와 상호 존중의 환경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토론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자는 학습자들에게 모든 이들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토론 원칙을 생각해

보라고 요청한다. 그 뒤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제안을 적고, 필요하다면 이를 합치거

나 단순화시켜라. 아래에 제시된 규칙이 제안되지 않았다면, 토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

음 사항들을 추가하라:

ü 말하는 이에게 귀 기울여라. 

ü 한 번에 한 사람만 이야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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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알리는 눈에 띄는 신호를 정한다. 

ü 다른 이가 말하는 중에 끼어들지 않는다. 

ü 누군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누군가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과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의 사이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여 이야기한다.

ü 농담이 아닌 한, 누군가 이야기할 때 웃지 않는다.

ü 모든 이가 참여하도록 북돋는다.

ü 규칙의 목록을 복사하여 모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곳에 두며, 필요할 때마다 규

칙을 추가하거나 수정한다.

ü 다른 참여/대화형 방법으로 강의, 보고하기 등이 있다. 

Ÿ 창조적 방법 

창조적 방법은 에세이 쓰기, 그림그리기, 점토 등의 작업, 사진이나 동영상 작업 등이 있다. 

Ÿ 갈등 해결 방법 

갈등 해결 방법에는 조정/중재, 협상, 중재인 역할하기  등이 있다. 

Ÿ 자료 수집 방법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성을 북돋우며,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아이디어를 빨리 만들어 내도록 장려

한다. 이는 특정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적 방법을 찾아내고, 질문에 답하고, 새로운 주제를 소개

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지식과 태도에 대해 조사 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은 다음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질문, 문제, 주제에 대한 소개(글이나 말

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을 하도록 참여자들을 독려하기(이상적으로는 하나의 단어나 

짧은 문장으로 제시), 플립차트에 기록하기 (가장 창의적이거나 독특한 제안이 곧 가장 유용하고 

흥미로운 제안인 경우가 매우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라), 결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이

를 분석하며 범주화하기 등이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은 유용한 아이스브레이킹이다. 또한 이는 다른 주제들을 소개하는 데에도 유

용하다. 브레인스토밍 세션은 놀이나 활동의 촉진하는 역할로 사용될 수도 있다.

Ÿ 분석/연구 방법 

사례 연구는 분석,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기획 능력, 협력과 팀워크 형성 등에 도움이 

된다. 이는 효과적인 토론(예를 들면, 한 이슈에 대해 정해진 입장에서 논쟁하도록 토론 그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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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등)이 되도록 하고 비교(예를 들면, 사례에 제시된 문제에서의 여러 분석이나 해결 방안 

등)하는 데에 사용되곤 한다. 우리가 선택하는 사례는 역사적 사건이나 현재 일어난 실제 사례

일 수도 있고, 특정 주제나 워크숍 주제에 맞춘 가상적 혹은 가설적 사례일 수 있다. 가상적 사

례는 관련된 특정 개인, 조직, 사회적 그룹이나 특정 지역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지역적으로 민

감한 이슈를 다루는 데에 종종 활용된다. 현지조사 사례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사회 

내의 문제에 대해 반응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데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다른 연구 방법으로는 인터뷰, 중점 대상자 연구, 프로젝트나 현지 연구 등이 있다.   

Ÿ 분석 및 해석 방법 

분석 및 해석방법이란 (가상적) 문서나 사진 등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Ÿ 행동 방법 

행동 방법은 (주로) 캠페인하기, 지지하는 글쓰기, 플래시 몹 조직하기, 시위하기, 자원봉사자 활
동하기 와 같은 후속 활동을 말한다.  

Ÿ IT기반 소셜미디어 방법 

IT기반 소셜미디어 방법에는 온라인 조사, 네트워킹, 블로깅, 소셜미디어 포럼을 통한 논쟁 등이 

있다.

Ÿ 결론 방법 

훈련이나 워크숍을 제대로 된 요약으로 마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참여자들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자신이 배웠던 것을 요약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을 결

론짓는 방법은 활동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달려 있다. 결론 방법의 예를 정리하면: 

공 던지기 (참여자들이 공을 서로에게 전달한다. 공을 잡은 사람은 그가 이 세션에서 배웠던 점 

하나를 발표한다); 

함께 요약하기 (참여자들이 요약하는 질문이나 열린 질문에 대해 돌아가면서 답변한다.);

슬라이드 쇼 (촉진자는 세션에서의 사진들을 보여준다. 활동에 대한 성찰으로서, 참여자들은 세

션 전, 세션 중, 세션 이후의 자신의 느낌이나 자신이 기여한 점 등에 대해 각자 간략히 발표한

다.). 

피드백은 전체 훈련이나 워크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피드백을 구하고 참여자들에게 이를 

제공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그래서 촉진자는 다음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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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이 활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해당 활동은 처음 상상했던 것에 비해 더 어려웠는가, 

쉬웠는가? 이 활동에 대해 가장 어려운 측면은 무엇이고, 표현하기 가장 까다로웠던 측면은 무엇이

었는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새로이 배웠나? 그룹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인권이라

는 개념에 대해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가? 왜 그런가?

피드백을 제공할 때,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들이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초점을 두

고, 당신의 관점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당신은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 의견함 : 각각의 참여자들은 종이에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적어 박스에 넣는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

가 각각 쪽지 하나씩 뽑아서 큰소리로 읽는다. 그리고 이 의견에 대해 전체가 토론한다.

- 계속해 경청하고 : 각각의 참여자가 활동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모두에게 말하는 시간을 5분씩 

가진다. 

- 사람 머신 : 모든 참여자가 손을 잡고 하나의 원을 만든다. 여기서 한 사람이 자신이 좋았거나 싫

었던 점을 말하기 시작한다. 다음 사람이 이러한 의견을 반복하고, 이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

한다. 그리고 다른 무언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 기상 보고관 : 참여자들은 기상 보고관처럼 활동에 대해 느낀 바를 표현한다.

- 손가락 : 학습자는 검토되어야 할 5가지 이슈를 기억하기 위해 손가락을 이용하여 구두로 피드백

을 제공한다. 엄지는 좋았던 것, 검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것, 중지는 싫었던 것, 약지는 감동받은 

것, 새끼손가락은 그들이 놓친 것을 나타낸다.

- 신호등 : 학습자는 초록, 노랑, 빨강색 카드를 이용하여 피드백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색을 고른 

이유를 설명한다. 

- 다트 : 교육자는 플립 차트에 타겟을 그리고, 학습자들이 워크숍에 대한 평가를 타겟에 대한 위치

로 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준다. 

-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 참가자 각자는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데, 교육 과정의 결과에 대한 정리와 

자신의 삶이나 업무에서 인권에 기여할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교

육자는 이 편지 모두를 모아서, 2달 후에 참여자들에게 보낸다. 

4. 왜 인권교육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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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과 학습은 민주적이고 다원적 사회에서 시민성을 키우는 데 핵심이다. 역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슈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지닐 수 있어야 하며, 행동에 대한 민주적인 과정을 고안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

을 이해하는 인간만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고 방어할 줄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은 다음 두 가지 필수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인

권에 대해 배우는 것과 인권을 위해 배우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배움은 권리에 대한 역사, 관련 

문서와 이행 체계 등에 대한 인지이다. 인권을 위한 배움은 인간 평등과 존엄성의 원칙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포용, 모든 이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가 알

고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다. 인권은 매우 영감적이고 동시에 매우 실용적이

다. 인권은 대부분의 인간의 희망과 이념을 구체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희망과 이념을 성

취할 수 있도록 북돋아준다. 인권 교육은 이러한 영감적이면서 실용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다. 인권

교육은 인권에 관한 기준을 만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온다.

인권교육은 

Ÿ 가치와 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Ÿ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Ÿ 사회 정의를 촉진할 수 있다.

Ÿ 다양한 이슈와 지역공동체, 국가를 아우르는 연대감을 발전시킬 수 있다.

Ÿ 지식과 분석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Ÿ 참여형 교육을 장려할 수 있다.

이 “인권의 이해”라는 매뉴얼은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 모두에서 현재의 인권교육 논쟁

에 기여하고 전 세계에 진정한 인권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우리는 학습자들이 지

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하도록 돕고자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이

해하는 것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인권교육이 많은 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많

은 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자기 자신의 삶에서의 인권의 원칙을 존

중하는 것만이 공동의 공존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의 기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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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및 역사적 사건 회의
문서 및 선언 기관

17세기까지
많은 종교적 문서들은 평등, 

존엄성과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3000년도 더 전 힌두교의 베다와 

아함경, 우파니샤드와 유대교의 

성서와 율법이 나타나다

2500년 전 불교 삼장과 증지니가야 

그리고 유교의 선집, 중용과 박학의 

교리가 등장하다

2000년 전 기독교 신약 성서, 

그로부터 600년 후 이슬람의 쿠란이 

나오다

행동 강령 : 메네스, 아쇼카, 

함무라비, 드레이코, 키러스, 모세, 

솔로, 마누

1215 마그나 카르타가 서명되었고, 

군주조차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다

1625  네덜란드 법학자인 휴고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을 만들다

1690 존 로크가 정부의 시민정부 

이론에서 자연권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다  

1776 버지니아 권리 장전

1789 권리 장전 : 미국 헌법 

수정조항 9항

18세기와 19세기
1789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인권선언

1815 라틴 아메리카와 프랑스에서 

노예 혁명

1830s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위한 

운동 - 인도의 라마 크리시나, 

서구의 종교 운동

1840 아일랜드의 차티스트 운동이 

보통 선거권과 노동자와 빈곤한 

자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다. 

1847 라이베리아의 혁명

1861 러시아에서 농노 해방

1792 메리 울스턴크래프트의 여성의 

권리옹호

1860년대 이란에서의 미르자 파스 

알리 아쿤자데, 그리고 중국에서 

성평등을 위한 담사동의 논쟁

1860년대 로사 게라의 라틴 

아메리카를 통틀어서의 여성의 

평등에 대한 “La camelia”라는 

이름의 정기 간행물 

1860년대 일본에서 토시코 키시다의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의 동료 

자매들이여’라는 수필

1860-80 노예 무역 폐지에 대한 

모든 종교에서의 50개 이상의 

쌍무적인 조약

1809 스웨덴에서 옴부즈맨 기관이 

설립됨 

1815 비엔나회의에서의 국제 노예 

무역 이슈에 대한 협의회

1839 1860년대에 브라질의 노예 

폐지 연합으로 이어진 영국의 노예 

폐지 연합

1863 국제 적십자 위원회

1864 국제 노동자 동맹

1898 드레퓌스 사건으로 인해 

비정부기관인 인권 연맹이 생기다

B. 인권을 위한 지속적인 세계적 노력 –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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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1929 

1900-15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식민지 국민들이 제국주의에 대해 

봉기하다

1905 유럽, 인도, 미국에서의 노동 

운동. 모스크바에서는 30만명의 

노동자가 시위에 참여하다

1910 멕시코에서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해 움직이다

1914-18 제 1차 세계대전

1914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의 

계속되는 독립 운동과 반란

1915 터키인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 

학살

1917 러시아 혁명

1919 인종의 평등을 배제한 국제 

연맹 규약에 대한 광범위한 항의

1920s 엘런 케이, 마가렛 생어, 시쥬 

이시모토에 의한 피임 정보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

1920s 산업화된 세계에서 노동자와 

자본가의 일반적인 파업과 무장 

갈등 

1900 런던에서의 첫 번째 범 

아프리카 회의

1906 노동하는 여성의 야간 노동을 

금지한 국제 회의

1907 중앙아메리카평화회의가 

외국인 체류자에게 그들이 거주하는 

법정에 항소할 권리를 주다

1916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민족자결권이 언급되다

1918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에서 

민족자결권이 언급되다

1919 베르사유 조약이 민족자결권과 

소수자 권리를

강조하다

1919 범 아프리카 회의가 

식민지에서의 민족자결권을 

요구하다

1923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린 미 

공화국의 다섯 번째 회의

1924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1924 미국 의회가 원주민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보장하는 Snyder 

법률을 승인하다.

1926 제네바 협정이 노예제도 

협약을 채택하다

1902 선거권과 동등한 시민권을 

위한 국제 동맹

1905 무역 연합이 국제 연합을 

형성하다

1910 의류 노동 여성 국제 연합

1919 국제 연맹과 국제 사법 재판소

1919 노동법에 구체화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국제 노동 기구

1919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 

동맹

1919 여성권리를 위한 

비정부기관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다 ; Save the 

Children(영국)

1920년대 아크라에서의 영국령 

서아프리카인들의 민족자결권을 

위한 국민 회의

1922 14개의 국가 인권 동맹이 인권 

동맹 국제 연합을 형성하다

1925 8개 개발도상국 대표가 

유색인종 연합이 인종 차별을 

끝내도록 하다 

1928 미주여성위원회가 여성의 

시민권과 정치권의 인정을 보장하다 

1930-1949 
1930 인도에서 간디가 소금세에 

반대하는 수백 명의 행진을 이끌다

1939-45 히틀러의 나치 체제가 

600만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다. 그리고 집시, 

공산주의자, 노동 조합원, 정치적 

반체제 인사, 장애인, 동성애자 등을 

살해하다.

1942 프랑스의 르네 카생이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 법정의 

창설을 촉구하다

1942 제 2차 세계대전에서 12만명의 

1930 강제노역에 대한 국제노동조약

1933 성인 여성 매매 금지조약

1941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가 4개의 

필수적 자유(언론과 종교의 자유, 

궁핍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확인하다.

1945 인권을 강조한 UN 헌장

1948 세계인권선언

1948 집단 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1948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33 난민 기구

1935-36 수감자의 기본권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 형법 및 형무 

회의

1945 뉘른베르크와 도쿄 재판

1945 국제 연합

1946 UN 인권위원회

1948 미주기구

1949 유럽회의 

1949 전쟁포로의 대우에 대한 

제네바협약

1949 전시에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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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미국인들을 억류하다

1942-45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의 

반파시즘 운동

1949 중국 혁명

대한 제네바협약

1949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최종의정서

1949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 노동기구 협약

1950-1959 
1950년대 아시아에서의 민족해방 

전쟁과 반란, 몇 개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얻다

1955 미국의 정치권과 시민권 운동;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이끌다(381일)

1950 유럽인권조약

195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51 동등한 처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5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7 강제 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58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1950 노동조합권 침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사실조사위원회

1951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

1954 유럽인권위원회

1959 유럽인권재판소 

1960-1969 
1960년대 아프리카의 17개 국가와 

다른 대륙의 몇몇 국가들처럼 

민족자결권을 지키다.

1962 전국농장노동자들(미국농장 

노동자 조합) 이 미국 내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하다1960년대-70년대 여성 

운동이 평등을 요구하다

1960 UN교육과학문화기구의 

교육차별철폐협약

1961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

1965 UN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 UN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UN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1966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8 테헤란에서의 인권에 관한 제 

1차 세계 회의

1960 미주인권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갖다

1961 국제사면위원회

1963 아프리카 통일 기구

1965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1966 UN 인권위원회

1967 정의 평화 위원회

1970-1979 
1970년대 남아프리카의 

아파르트헤이트, 점령지에서의 

팔레스타인인 대우, 칠레에서의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고문, 

아르헨티나의 ’더러운 전쟁‘, 

캄보디아의 집단 학살 등의 인권 

1973 UN 아파르트헤이트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1973 국제노동기구의 최저연령협약

1974 비상 상황 및 무장 갈등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 보호 선언 

1974 로마 세계식량회의

1970 파라과이와 브라질에서의 

정의와 평화에 관한 첫 번째 위원회

1978 헬싱키 감시단(인권감시기구)

1979 미주인권위원회

1979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77 ‘1949년 8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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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다

1970년대 사람들이 아랍-이스라엘 

갈등, 베트남 전쟁과 나이지리아 

시민전쟁에 반대하다

1976 국제사면위원회가 노벨상을 

수상하다

1975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197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1978 UNESCO 인종과 인종적 편견에 

관한 선언

1979 UN 여성차별철폐선언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1의정서)

1977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제2의정서

1980-1989
1980년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독재가 끝나다

1986 필리핀에서 평화로운 민중의 

힘이 마르코스의 독재를 타도하다

1989 천안문 광장 시위

1989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81 아프리카 인권 헌장

1984 UN 고문방지협약

1986 UN 발전할 권리에 관한 선언

1989 UN 아동권리협약

1989 사형의 폐지를 목표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선택의정서

1989 원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

1983 아랍인권기구

1984 UN 고문반대위원회

1985 UN 경제적`사회적`시민적 권리 

위원회

1985 UN 고문방지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

1988 아프리카 인권 위원회

1989 UN 아동권리위원회

1990-1999 
1990년대 민주주의는 아프리카에 

퍼지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석방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1990s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의 민족 

청소, 르완다에서의 대학살과 인권에 

대한 큰 침해

1998 칠레의 피노체트 장군에 

반하여 범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다

1999 국경 없는 의사회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다

1990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3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1993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1990-96 아동, 교육, 환경과 개발, 

거주지의 문제에 관한 UN 회의와 

정상 회담

1998 국제 형사 재판소를 창설한 

로마규정

1999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1999 아동 노동의 가장 심각한 

형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199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 위원회

1992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수민족문제담당 특별대표

1993 비엔나 세계 인권 회의에서 첫 

UN 인권 고등판무관이 임명되다

1993-94 이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를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1994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원인, 

결과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199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1995-99 10개국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적 행동 계획에 

착수하다

1999 인간안보네트워크가 설립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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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2 
2000 세네갈 법정이 이전 차드인 

독재자 이센 아브르를 고문과 

야만성으로 기소하다

2000 2000년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폭력이 확대되다(알 

아크사 인티파다)

2001 UN과 코피 아난이 평화상을 

공동 수여하다

2001 테러리스트들이 

세계무역센터와 미 국방성을 

공격하였고, 부시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 

기반시설’을 목표로 한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다

2002 쿠바의 관타나모 만에 해군 

기지의 구치소

2003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다

2004테러리스트들이 마드리드와 

베슬란을 공격하다. 미군의 포로 

학대를 상세히 묘사한 사진들이 

게재되다

2005 테러리스트들이 런던을 

공격하다

2006 사담 후세인 처형, 토마스 

루방가(콩고)가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처음으로 기소되다 

2007 크메르 루주 재판소가 일을 

시작하다 -  카잉 구엑 에아브가 

처음으로 기소되다

2008 코소보가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하머스에 대하여 캐스트 리드 

작전에 착수하다. 라도반 카라지치는 

체포되어 

구유고슬라비아형사재판소에 서다.

2010 카잉 구엑 에아브는 크메르 

루주 재판소에 의해 35년 징역형을 

선고받다. 아랍의 봄으로 사람들이 

아랍 국가의 권위주의적 체제에 

2000 무력 분쟁에서의 아동의 

관여의 권리에 관한 규약선택의정서

2000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0 국제연합의 밀레니엄 선언

2001 더반에서의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

2002 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

2004 아랍 인권 헌장

2005인신매매 반대 행동협약에 관한 

유럽회의

2005 여성 권리에 관한 

“Beijing+10” 회의

2006 장애인권리협약

2006 강제실종협약

2006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2007 테러로부터의 보호 협약에 

관한 유럽 회의

2007 원주민 권리 선언

2007 리스본조약과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2008 경제적`사회적`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선택의정서

2008 확산탄금지협약

2010 캄팔라구 회의에서 침략범죄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하다

2011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결의안에서 처음으로 보호책임을 

언급하다

2011 UN 인권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선언

2003 국제형사재판소가 1월 1일에 

일을 시작하다

2005 테러리즘에 맞서는 중의 인권 

증진과 보호에 관한 UN 특별보고관

2006 UN 인권이사회

2006 장애인권리위원회

2007 비엔나에 기반을 둔 기본권을 

위한 유럽 연합

2008 아프리카 사법 재판소가 

아프리카 인권과 국민권 재판소와 

합병하여 아프리카 인권 사법 

재판소가 되다

2008 나바네템 필레이가 UN 인권 

고등판무관으로 임명받다.

2009 ASEAN 인권위원회가 설립되다

2011  2008년에 설립된 인간 존엄에 

관한 패널이 “존엄성 지키기 : 

인권에 관한 의제” 보고서를 

발표하다.

2011유엔사무총장의 특별대리인이 

“사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 

안내”를 발표하다

2012 나바네템 필레이가 UN 인권 

고등판무관으로 재임명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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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다.

2011 믈라디치는 체포되어 

구유고슬라비아 형사재판소에 서다. 

오사마 빈 라덴이 살해당하다. 

리비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있다. 무하마르 카다피가 

살해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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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인권관련 추천 문헌 

추천 책자 

국제관계와 인권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저자/편집자: David P. Forsythe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2 

ISBN: 978-1-107-62984-4 

내용: 이 교과서는 국제 정치에서의 인권의 위치에 대해 권위 있는 개요를 제공한다. 다음과 같은 

주요 역설이 인권의 발전을 요약해 보여준다 : 국제법에서 인권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확립된 

반면, 인권의 실제적 보호는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책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주제에 주

목하고 있다. : 인권 규범의 회복력, isofti law의 중요성, 비정부기구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국가 주

권의 변화하는 본질. 인권 표준은 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분석 수준에 따라 검증되며, 다국적 기업

에 관해서도 별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3판은 최근의 사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되었다. 특히 

호전적인 이슬람교도들과 강력한 대테러 정책의 지속성, 중국의 증가하는 국력과 많은 인권에 전적

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다른 국가들, 그리고 인권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비용을 강조하는 다양한 경

제적 문제들을 반영하였다. 

UN인권조약체계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 Law and Legitimacy) 
저자/편집자: Hellen Keller, Geir Ulfstein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2 

ISBN: 978-1-107-00654-6 

내용: 국가의 법에 있어서 인권 조약 의무의 효과적인 이행은 관심의 대상이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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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이행에 관한 국제적 감시의 주된 책임은 UN 인권 협약 기구에 일임되어 있다. 이러한 기구

들은 각각의 인권 협회에 의해 설립되었고,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기

구들의 세 가지 면을 검증한다. 기구의 구조·기능·결의의 법률적인 측면, 인권 의무에 대한 존중

을 보장하는 데에 있어서의 기구의 효율성,이러한 기구들과 기구들의 결의의 타당성이다. 분석은 협

약 기구의 전 & 현 구성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저명한 법률 전문가들의 기여를 내포하고 있다. 이

러한 분석은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후원 아래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함께 협약 기구를 강

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국제 인권 운동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vement 
저자/편집자: Aryeh Neier 

출판지: Princeton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2 

ISBN: 9780631135151 

내용: 지난 몇 십년간, 국제 인권 운동은 전체주의 정권, 잔혹한 전쟁,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들에 대

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이는 테러에 대한 전쟁,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권력 

남용과 씨름하고 있다. 저자는 17세기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 반대자들과 미국 남북 전

쟁 시대 이전에 노예제 폐지론자들을 검토하며, 이러한 운동의 유래를 논의한다. 그는 1970년대 이

후의 시기에 특히 주목하고, 헬싱키 조약 이후의 인권 운동의 성장, 미 행정부의 역할, 2011년의 놀

라운 아랍혁명에 대해 묘사한다. Neier는 동시대적 인권운동은 기껏해야 냉전에서 뻗어나온 결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는 어떻게 이것이 국제법, 기구, 권리에서의 강력한 영향이 되었는지 입증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Neier는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 인권감시 기구를 포함하여, 주요 인물들, 논

쟁, 기구들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도전을 고려한다.

아프리카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Africa 
저자/편집자: Frans Viljoen 

출판지: Oxford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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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0-19-964559-6 

내용: 이 책은 아프리카에서의 인권법에 대해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이는 UN 시스

템, 아프리카 연합, 아프리카내 지역경제공동체에 의한 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 규범, 과정을 검토한

다. 또한 아프리카 정부들의 국가적 법적 체계에서의 관계를 탐색한다.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에 따라 교차횡단적으로 탐색한다. : 국제인권법의 국가적 시행과 이

행, 법을 포함한 다양한 통합, 빈곤 근절에 있어서의 인권의 역할. 이 책은 또한 관련 있는 인권 개

념에 대한 소개를 제공한다.  

인권과 지역  The Local Relevance of Human Rights
저자/편집자: Koen De Feyter, Stephan Parmentier, Christiane Timmerman, George Ulrich 

출판지: Cambridge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11 

ISBN: 978-1-107-00956-1 

내용: 취약 계층이 그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 지역 수준에서 인권을 간구할 때, 인

권이 실제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지역 수준에서 인권을 간구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인권의 지역적 관련성이 증가하도록 하여, 인권의 미래의 발전(국가적 수준 혹은 다른 수

준에서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1948년 12월 10일의 UN 인권 선언의 

채택 이후, 수많은 국제 문서들이 인권을 전지구적 규범으로 재차 확인하였다. 이 책은 지역 수준으

로부터의 인권 호소가 성공적인지, UN 인권 선언이 관련 집단에 의해 현재 정의된 위협들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혹은 동시대적 타당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UN 인권 선언에 포함된 몇 몇의 아이

디어들을 고칠 필요가 있는 지 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토한다.

인권 : 미신과 오해  Human Rights: Confronting Myths and Misunderstandings
저자/편집자: Andrew Fagan 

출판지: Cheltenham 

출판사: Edward Elgar Publishing 

출판년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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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1-84980-982-5 

내용: 이 종합적인 책은 동시대의 이론에 서의 영속적인 주제와 쟁점, 그리고 인권의 실천에 대한 

소개와 비판적인 분석 모두를 제공한다. 다학제적인 분석을 제공하면서 이 책은 인권 주제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접근을 활용한다.

국제인권조약의 기초 (The Fundamental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Law) 
저자/편집자: Betrand G. Ramcharan 

출판지: Boston/Leiden 

출판사: Martinus Nijhoff Publishers 

출판년도: 2011 

ISBN: 978-90-04-17608-9 

내용: 이 책의 목표는 간단하다. 해당 국가에서 인권 조약 제도를 법제화하고 관행화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는 국가의 지도자, 공무원 혹은 법률 고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 인권 조

약 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한 국제/지역 인권 조약에 규정된 국제법에 관한 책인데, 그들

의 감시 기관의 관행과 법리에 의거하고 있다. 

1장은 국제 인권법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 논의한다. 2장는 만일 인권 조약이 적절하게 이행된다면 

작동될 국가적 보호 체계의 개념에 대해 논한다. 3장은 법리와 민주주의와 법규의 기초 문제에 있

어서의 조약 기구의 실행을 논한다. 4장은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의 인권에 대해 논한다. 5장은 예방

적 전략에 대해 논한다. 6장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확실히 해야 할 정부의 의무에 대해 논한

다. 7장은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보상할 정부의 의무를 논한다. 8장은 보고 체계에 있어

서의 감시의 본질을 논한다. 9장는 탄원서의 본질과 진상 조사 과정을 논한다. 10장은 법리와 인권 

조약 기구의 이행에서 나온 보편성, 평등성, 정의의 기반 원칙들에 대한 논의로 결론을 짓는다. 

국제인권법: 사례, 자료, 쟁점 등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ases, Materials, 
Commentary 
저자/편집자: Olivier De Schutter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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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년도: 2010 

ISBN: 978-0-521-74866-7 

내용: 어떻게 당신은 학생들의 주제에 대한 인식이 이것의 학문적 연구의 현실과 충돌할 때 그들에

게 동기를 부여하겠는가? 국제 인권법은 의문의 여지없이 흥미로운 분야지만 동시에 복잡하고 고된 

분야이기도 하다. 이 교과서를 통해 저자는 서로 다른(그러나 관련되어 있는) 권리들의 집합이라기

보다 전 지구적 법 체계로서의 국제 인권법에 주목한다. 그는 또한 이 의견에 타당성과 신속성을 

부여한다. 다양한 자료에서의 사례와 내용에 의거하여, 이는 어떻게 인권법이 전세계적 빈곤과 종교

적 다양성과 같은 동시대의 쟁점을 논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자료들은 주제별로 정렬되며,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법적 조약들과 체계들을 비교하고 

연결 짓도록 한다. 학생들은 또한 국내와 국제법 아래에서 어떻게 인권이 보호되는지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법은 철저히 맥락 속에 존재한다. 이는 왜 법이 존재하며, 어떻게 법이 작용하는지

에 대해 완전히 이해시킨다. 

유럽인권보호조약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저자/편집자: David Harris, Michael O’Boyle, Colin Warbrick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9 

ISBN: 978-0-40-690594-9 

내용: 이 저서는 유럽법의 역사에서의 주요 이정표인 유럽인권 법정의 50주년과 동시에 출판되었다. 

스트라스부르 판례법과 이 기저의 원칙들에 대한 최신의, 그리고 종합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이 책

은 이러한 법의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쉽게 만든다. 이것은 체약 국가의 법적 발전에 대한 

협약의 영향의 정도를  완전히 탐색하고, 어떻게 그러한 강력한 권위가 성취되고 유지되는지를 정

확히 드러낸다. 이는 실질적인 확약이 되는 협약의 각각의 조항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착수

한다. 그리고 감시 체계를 검토한다. 현재 47개의 유럽 국가들이 이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협

약에 묶인 국가의 범위는 더더욱 확장될 것이다. 협약은 전체 대륙에 대해 일반적인 인권 표준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의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헌법 법안이 되었다. 국가의 의회와 법정은 법률을 제

정하고 안건을 의결할 때, 이 협약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지켜야 할 스

트라스부르의 판단을 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해당 국가의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 왔다. 나머지 몇몇 국가에 대해서 협약은 권리에 대한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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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모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고려 사항은 이 책이 제공하는 협약 법에 대한 포괄적인 설

명의 엄청난 가치를 강조한다.

국제인권보호법  The Law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저자/편집자: Walter Kalin, Jorg Kunzli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9 

ISBN: 978-0-19-956520-7 

내용: 전세계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 국제 인권 보호에 대해 간결하고 종합적인 개요를 제공함

에 있어서, 이 책은 인권 의무의 근원, 법적 본질, 적용 범위를 포함해 국제 인권법의 발상에 대한 

소개, 개념적 토대, 교리를 제공한다. 국내, 지역, 그리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이행 및 집행의 문제를 

탐구하고, 최근에 설립된 유엔 인권 이사회의 영향을 평가한다. 유엔 조약기구 및 관련 지역 법원의 

판례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보장이 평가된

다. 이 책은 인권이 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이들에게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인권에 의해 얽매인 이

들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실제 권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인권 보장 이행을 감시하고 국제

적 수준에서의 준사법기구와 인권 법정의 주목을 끈 개별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체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기제를 살펴본다. 책의 마지막 부분은 생명권, 고문 금지, 비차별, 경제적 권

리 등과 같은 인권 보장의 의미에 대한 탐색을 포함한다.

인권관련 - 지역 정책과 국가인권기구 
Human Rights Matters - Local Politic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저자/편집자: Julie A. Mertus 

출판지: Stanford 

출판사: Stan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9 

ISBN: 978-8047-6093-5 

내용: 인권 옹호자들 가운데에서는 인권 증진과 보호가 국제적 노력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신문에 나는 것은 국제기구일지 몰라도 실제로 해당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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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대 수준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국내 집단이다. 

일련의 사례 연구와 국가 인권기구의 관리자 및 유권자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통해, 저자는 이

러한 집단들의 일상을 면밀히 들여다본다. 그녀는 어떻게 지역 문화가 인권 증진과 관련되어 있는

지를 묘사하기 위해 보스니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독일, 북아일랜드 등을 검토하면서 유럽의 독특

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의 분명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교훈적인 이야기를 한다. 국가 기관이 

설계하고 운영하기 매우 어렵고, 이러한 기관들은 단지 국내 정치 및 경제적 요소가 허용하는 만큼

만 잘 운영된다. 세계무대에서 인권을 가장 지지하는 국가가 국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으로 

드러나는 일이 지나치게 자주 눈에 띈다.

국제인권법의 구조: 법, 정책, 도덕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Law, Politics, 
Morals

저자/편집자: Henry J. Steiner, Philipp Alston, Ryan Goodman 

출판지: Oxford 

출판사: Oxford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7 

ISBN: 978-0-19927942-5 

내용: 이 학제 간의 교재는 광범위한 텍스트, 편집 해설 및 연구 질문과 함께 다양한 범위의 기본 

및 보조 재료를 제공한다. 해당 책의 제3판은 철저하게 국제법의 다음과 같은 기본 특성을 다룬다. 

인권 운동의 발전, 시민·경제·사회적 권리, 전쟁의 인도주의 법, 세계화, 민족 자결권, 여성의 권

리, 보편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정부 간 기관 및 비정부 기관, 이행 및 실행, 인권 규범의 내부 응용 

프로그램, 입헌주의의 확산 등이다. 제3판은 테러와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인권을 비롯한 새로운 테마

와 주제를 포함한다. 인권 침해에 대한 비 국가 행위자의 책임, 국제법의 근본과 과정에서의 실질적

인 최근의 변화, UN 인권기구 내에서 이미 달성된 개혁과 잠재된 개혁, 국제기구에 대한 이론과 이

들이 국가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문서 부록을 갖춘 웹 사이트 또한 있다.

국제적 인권보호: 성과와 도전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저자/편집자: Felipe Gomez Isa, Koen de Fey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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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지: Bilbao 

출판사: University of Deusto 

출판년도: 2006 

ISBN: 84-9830-034-7 

내용: 1990년대 초, 인권 공동체 내에서는 이후 10년은 국제 인권 체제가 강화되는 시기일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실은, 인권 체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해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저자들은 이 매뉴얼에서 성취와 

앞으로의 도전 모두를 강조하려 시도해왔다.

Available at: http://krisan.be/drammen/docs/heyns.pdf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 

국제엠네스티 보고서 2012: 세계 인권 현황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2012: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저자/편집자: Amnesty International (AI) 

출판지: London 

출판사: Amnesty International 

출판년도: 2012 

ISBN: 978-0862104726 

내용: 2012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에서는 155개국의 2011년 인권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Available at: www.amnesty.org/en/annualreport/2012 (링크 안됨)

https://www.amnesty.org/en/annual-report-201415 (2015년 연례보고서)

http://amnesty.or.kr/wp-content/uploads/2015/02/2015연례보고서.pdf (한글)

휴먼라이트워치 2012 세계보고서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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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편집자: Human Rights Watch (HRW)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Human Rights Watch 

출판년도: 2012 

ISBN: 978-1-60980-389-6 

내용: 22번째 월드 리포트는 전 세계에 걸쳐 90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서의 2011년의 인권 상황을 

요약한다. 이는 인권 감시 기구의 요원들이 그 해 동안 실시한 광범위한 조사를 반영한다. 국내 인

권 활동가들과의 긴밀한 협력 또한 큰 몫을 차지한다.

Available at: www.hrw.org/world-report-2012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wr2015_web.pdf (2015 세계보고서)

기본권: 도전과 성과(2011) 
Fundamental Rights: Challenges and Achievements in 2011 
저자/편집자: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FRA) 

출판지: Luxembourg 

출판사: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출판년도: 2012 

ISBN: 978-92-9192-919-1 

내용: 이 해의 FRA 연간 리포트는 객관적이고 타당하며 비교할만한 사회 법률의 자료에 의거하여 

2011년의 긍정적인 발전과 기본권 분야에서 EU와 가입 국가들이 맞이한 도전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EU 기본권 헌장 아래에서 EU와 가입 국가들의 권리 의무의 

발전을 검토한다. 망명, 이민 및 통합, 국경 통제 및 비자 정책, 정보 사회 및 데이터 보호, 아동의 

권리와 아동 보호, 평등과 비차별, 인종주의와 민족 차별, 연합의 민주적 기능에 있어서의 EU 시민

의 참여,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정의에 대한 접근, 범죄 피해자의 권리. 올해, 중요 섹션에서는 오늘

날 유럽에서 기본적인 권리의 상황을 살펴본다. 이 섹션은 다양한 기관, 권리 및 메커니즘이 EU 내

의 모든 사람의 삶에 이러한 권리를 주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여준다. 

Available at: http://fra.europa.eu/fraWebsite/research/publications/publications_per_year/2012/pub- 

annual-report-2012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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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ra.europa.eu/en/publication/2014/fundamental-rights-challenges-and-achievements-2013-annual-

report-2013 (2013년 보고서)

인간개발보고서 2011 
Human Development Report 2011. Sustainability and Equity: A Better Future for All 
저자/편집자: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출판지: New York 

출판사: Palgrave McMillan 

출판년도: 2011 

ISBN: 978-0230363311 

내용: 21세기의 위대한 발전 과제는 오늘날의 세대와 미래의 세대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2011년 인간 개발 보고서는 이러한 도전에 있어서의 전 지구적 대화에의 중요한 새로운 기여를 제

공한다. 이는 지속가능성이 어떻게 형평성, 사회정의와 공정함에 대한 질문, 그리고 더 나은 삶의 

질에의 접근성 확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Available at: http://hdr.undp.org/en/ 

아태지역 인권   Human Rights in Asia and the Pacific 
저자/편집자: James T. Lawrence 

출판지: Huntington 

출판사: Nova Science Pub Inc. 

출판년도: 2004 

내용: 인권의 존재는 평화를 지키고, 침략을 억제하고, 법규를 증진하며, 범죄와 부패와 맞서 싸우

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방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권은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표현의 자

유, 언론의 자유, 여성의 권리, 아동의 권리, 소수 민족의 보호를 포함한다. 이 책은 아시아와 태평

양 지역의 국가에 대해 설문 조사하고 있다. 또한 참고문헌과 주제, 제목과 저자에 따른 유용한 색

인이 제공된다.

아프리카 인권-아프리카통일기구(OAU)부터 아프리카연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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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in Africa - From the OAU to the African Union 
저자/편집자: Rachel Murray 

출판지: Cambridge 

출판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출판년도: 2004 

내용: 이 책은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현 아프리카연합의 전신)의 역할과 1963년부터 인권을 어

떻게 다루었는지 검토한다. 이는 아프리카 통일 기구와 최근 아프리카 연합으로의 변화 아래에서의 

중요 기관들의 역할을 고려한다. 이 책은 여성 인권, 아동 인권, 민주주의의 개념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도적인 인권 학자에 의해 쓰여진 이 책은 아프리카 국가를 

위한 행동을 하는 변호사들, 외국 정부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관에게 필독서다. 뿐만 아

니라, 국제 인권, 비교 인권 학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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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권교육 관련 자료24)

인권교육에 관한 추천하는 기본적 자료, 배경 정보, 리뷰 및 과학적 담론들 

미래를 위한 과거의 발견 : EU에서 홀로코스트와 인권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역사적 장소와 박물
관의 역할
Discover the Past for the Future: The Role of Historical Sites and Museums in Holocaust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EU 
저자: FR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출판지역: 비엔나 

출판사: FR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출판년도: 2011 
내용: 홀로코스트학살에 대한 교육이 60여년이 지나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교육은 아주 초

기부터 생존자와 목격자의 경험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 이유는 

단지 그들의 나이 때문이다. 반면 유럽 전역에서의 우익극단주의의 부상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무엇

을 배웠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 책자는 홀로코스트 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해 제기되는 

일반적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인식을 높이고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인식 증진과 투쟁이라

는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가능한 협력방안을 다루고 있다.
자료:http://fra.europa.eu/sites/default/files/fra_uploads/1791-FRA-2011-Holocaust-Education 
-Main-report_EN.pdf

인권교육에서의 최근 이슈들  Contemporary Issues in Human Rights Education 
저자: 유네스코 

출판지역: 파리 

출판사: 유네스코

출판년도: 2011 
내용: 이 자료는 인권교육의 역할에 관한 주요 흐름을 정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현에 있어서의 

핵심요소를 다루고 있다. 각 흐름들은 현재의 주제와 인권과 문화가 결합되면서 직면하는 도전과제

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평화롭고 즐거운 사회의 기초로서의 인권교육의 통합적 중요성을 보여준

다. 각 흐름에서 국가기구에서 연감을 준 예들의 목록을 제안하고 있다. 인권증진에서의 연구의 역

24) 역주) 해당 자료의 원본 링크의 경우, 2015년 2월 기준으로 검색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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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의 역할에 관련된 주요 동향, 사례 및 도전을 다루는 장에서 21세기의 도전

과 과제하는 주제로 같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 출판물은 인권교육 60년 대한 개요와 전세계 학습 

자료 전시를 첨부하고 있다. 
자료: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1/002108/210895e.pdf 

아태지역 인권교육 1-4권  Human Rights Education in Asia-Pacific. Vol. 1-4 
저자: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출판지역: 오사카 

출판사: 아태지역 인권정보센터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출판년도: 2010-2013 
내용: 아시아지역 20여개 국가에서의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12년간의 논문집에 이어, 아태지

역 인권정보센터는 2010년부터 연간 리뷰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활동과 같이, 인권교육에서

의 풍부한 아태지역에서의 경험들을 문서화하고 이를 개인과 기관들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자료: www.hurights.or.jp/archives/asia-pacific/ (vol. 1 and 2) 

인권교육 : 개념적 분석  Human Rights Education: A Conceptual Analysis 
저자: 안드레 킷 (Andre Keet) 
출판지역: 자브리켄, 독일 

출판사: Lambert Academic Publishing 
출판연도: 2010 
내용: 지난 15년간, 인권교육은 급속하게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 수용에서 기반한 교수

법의 통용과 정당성을 기반한 교수법 구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전세계 공식 및 비공식 교육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의 확산은 역설적이게도 지속적이고 

의미있는 이론 분석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인권교육은  정치적 이해라는 접근법에 의해 

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선언중심적이고, 보수적이며, 무비판적이면서 규정 준수에 맞춘 교수법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개념 분석을 제공하고 떠오르는 인권교육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안적 개념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이 분석과 제안은 인권교육 실무자, 전문가 

및 학자들이 이러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새로운 형태는 비판적이면서 인권의 보

편성에 근거하면서, 변화와 휴머니즘 가능성이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비결정적인 관계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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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 정책과 실행에서의 반영  Human Rights Education: 
Reflections on Policy and Practice 
저자: Fionnuala Waldron, Brian Ruane 
출판지역: 더블린, 영국 

출판사: The Liffey Press 
출판년도: 2010 
내용: 이 책은 인권교육을 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나 국

제적 상황에서의 상호 연관되고 발전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테마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테마는 

시민교육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두 번째 테마는 

교육에서의 아동원 권리와 ‘목소리’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 테마는 커리큘럼 설계와 학교

에서의 실천이라는 면에서의 인권교육을 다루고 있다. 이 책자는 더불린시의 성패트릭대학의 인권

과시민교육센터(the Centre for Human Rights and Citizenship Education)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

서 제출된 논문들을 기반하여 다루고 있으며, 인권교육에서의 최근 고민들과 모범 사례에 대래 중요

한 기여를 하고 있다.

국제 표준. 지역활동.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15년 후. 국제전문가회의 회의자료, 비엔나, 2008. 8. 
28~29.
Global Standards . Local Action. 15 Years Vienna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Expert Conference held in Vienna on 28 and 
29 August 2008. 
저자: Wolfgang Benedek et al. 
출판 지역: 빈/그라츠 

출판사: Neuer Wissenschaftlicher Verlag 
출판년도: 2009 
내용: 비엔나선언 15년후, 1993년 선언의 국가의 책무 이행 상태를 세 위킹 그룹에서 연구하고 논

의하였다. 이 책자는 인권교육에서의 국제적, 국내적 관점과 실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내용

을 종합하였다. 

모든 교사들이 시민권과 인권 교육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 : 역량 개발
을 위한 틀
How All teachers Can Support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Education: 
A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s 



- 626 -

저자: Peter Brett, Pascale Mompoint-Gaillard, Maria Helena Salema 
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출판년도: 2009 
내용: 이 책자는 양성과정이나 직무교육에서, 교실에서의 실천이나 학교 전반과 보다 넓은 공동체에

서의 민주시민권과 인권에 대한, 교사와 교사교육자들에게 핵심 역량을 구성하게 해준다.
약 15개의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크게 4개 묶음으로 나누어진다. 각 역량 묶음은 하나의 장을 

구성하여, 보다 자세하고 예를 들어 설명된다. 독자는 각 역량에 대해 진행표와 추천 개발 활동을 

볼 수 있다. - 진행표는 주제구성, 개발, 구성되고 발전된 연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와 교사

교육자는 그들에게 해당하는 전문적 연습 수준을 결정하고, 그들이 관심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선을 구별하도록 도와주도록 목표하고 있다. 
자료: http://eclipse.lett.unitn.it/download/support.pdf

인권교육 : 이론과 실제  Human Rights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저자: C. Naseema 
출판 지역: 뉴델리, 인도 

출판사: Shipra Publications 
출판년도: 2008 
내용: 인권교육은 인권침해를 줄여주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권은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 책자는 인권에 개한 개요, 구현 및 

인권교육의 교육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교사들에게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

육 방법과 활동과 교사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이책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교육학적 측면

은 여러 차례의 위크숍의 결과물이다.

인권학습 : 민중보고서
Human Rights Learning: A People’s Report 
저자: Upendra Baxi, Kenny Mann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DHRE) 
출판년도: 2006 
내용: 이 보고서는 지난 20년 동안 구성 및 검토, 반영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f서, 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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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독자들에게 심지어 인권교육의 아이디어로 드러나지 않고 아직 달성하지 못한 인간 존엄성, 
자유와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결과를 시간 흐름의 결과로 보여준다. 인권교육에서의 과거뿐만아니

라 일부 사업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이전의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교육 부문과 

비교해서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의 인권교육의 아이디어와 이상적인 형태, 학문적 연구, 조직된 

NGO 공공적 옹호 활동, 대중 운동 등이다. 여기 정리된 자료들은 인권교육의 다양한 영역들을 보

여주며 의미, 가치, 자연과 제안, 인권교육의 미래를 반영하도록 방향잡고 있다. 
Available at: www.pdhre.org/report/ 

교사, 인권과 다양성 : 다문화사회에서의 시민교육
Teachers, Human Rights And Diversity: Educating Citizens in Multicultural Societies 
저자: Audrey Osler 
출판 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Trentham Books 
출판년도: 2005 
내용: 다문화사회에서의 시민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심이 커지

고 있다. 이번 자료에서는 영국,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미국의 저자들이 이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를 

보고하고 있으며, 교사, 교사교육자와 학생교육자의 효과들을 고려하고 있다. 사례연구에서는 젊은 

시민들이 복잡하고 논쟁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 인권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핸드북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ndbook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저자: UN 
출판지역: 뉴욕/제네바 

출판사: UN 
출판년도: 2005 
내용: 이 핸드북은 국가 인권 기구가 자신의 업무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결합하기 위

한 정책, 프로세스와 기능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국가 인권기구가 자신의 관할 범위에서의 

해당 권리의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의무를 구현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기구의 기능과 권력이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자료: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training12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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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관점에서의 인권교육  International Perspectives in Human Rights 
Education 
저자: Viola B. Georgi, Michael Seberich 
출판지역: 귀터슬로, 독일

출판사: Bertelsmann Foundation 
출판년도: 2004 
내용: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권리의 기본 세트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은 자신의 방식과 속도로 인권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인권운동가, 
정치인, 학자들은 인권교육이 강력한 도구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의 공통의 

언어이고, 문화의 다양성과 편견과 차별을 방지하는 것을 둘 다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인권을 공표

하는 것이 복잡하고 가끔은 문제를 만들어내며, 종종 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집은 세계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인권교육의 여러 가지 실제 모습을 탐구하고, 비교 토론하는 방

식과 이론적 개념과 방법론적 분석을 포함하여 접근하고 있다. 
자료:www.bertelsmann-stiftung.de/cps/rde/xbcr/SID-72858C5F-1738203E/bst/xcms_bst_dms_ 
14994_14995_2.pdf 

인권핸드북 : 전 세계적 관점에서의 교육
The Human Rights Handbook: A Global Perspective for Education 
저자: Liam Gearon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Trentham Books 
출판년도: 2003 
내용: 교사, 학생과 연구자들을 위한 권위있는 인권 가이드. 점점 복잡해지는 영역을 직접적이고 접

근가능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각 장은 사용자편리성을 고려한 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주제별 일

반 소개에 이어 각장 요약이 정리되어 있다. 주요 문서 정리에는 국제적 법적 기준을 정리하였다. 
인권 관련 단체- UN, 지역별 정부기구, 비정부기구(NGO)- 들이 설명되고 있다.
이 핸드북은 완벽하게 구성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기에, 매 장은 추가로 읽고 연구할 자료원을 선정

하여 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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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방법론  Methodolog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저자: Richard Pierre Claude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DHRE)
출판년도: 1998 
내용: 인권교육 교수법에 대한 실질적인 소개서.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에 대한 글, 커리큘럼 구성 

안내서, 사용자 그룹의 설정 및 증진 방안에 대한 제안, 평가 방법론 등이 다루어진다.
자료: www.pdhre.org/materials/methodologies.html 

21세기 인권교육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저자: George J. Andreopoulos, Richard Pierre Claude 
출판지역: 필라델피아, 미국 

출판사: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출판년도: 1997 
내용: 자신의 권리에 대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는 인권교육은 어

려운 일이다. 관심 그룹이 이러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념과 실제

라는 두 가지 점에서의 문제점과 도전과제를 나타내는 미발표 논문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자는 실무자에게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공식적 교육(학교 교육)과 비공식적 교육(학교밖 교

육)에서의 인권교육의 계획와 실행에서의 이론적 지침뿐만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포함하고 있다.

추천하는 매뉴얼과 교육 자료 

인권교육 도구상자  The Human Rights Education Toolbox 
저자: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출판사: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출판년도: 2011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권과 프로그램 개발 실무자, 자문, 기
부자 대표)
내용: 이 책자는 인권교육에 대한 소개와 인권기반 학습 환경의 구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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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디자인 저멈리스트, 기초 조사, 학습 과정의 촉

진, 평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다음 교육 세션을 계획하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방법을 설

명하고 있다. 또한 다음에 대한 확실한 도구와 점검 리스트가 포함된다.: 운송 계획; 참여자/대상 그

룹 분석; 기대(수요) 분석; 학습 목표와 지표 정의하기; 커리큘럼 개발; 훈련 방법 개발; 촉진과 학

습 환경 조성; 평가 방법; 참여자들의 연습에서 새로운 지식과 방법을 결합하도록 돕기 위한 후속 

활동. 또한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역량구축 활동(위크숍, 컨퍼런스, 강사 훈련)과 다양한 대

상 그룹에 도구를 적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료: http://www.humanrights.dk/files/media/dokumenter/udgivelser/hre_eng.pdf

Compasito- 아동 인권교육 매뉴얼 (2판) 
Compasito -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 Children 
저자: Nancy Flowers et al. 
출판지역: 부데페스트, 헝가리 

출판사: Council of Europe, Directorate of Youth and Sport / European 
Youth Centre Budapest 
출판년도: 2009 
언어: English, Albanian, French, Georgian, German, Hungarian, 
Japanese, Polish, Russian, Turkish 
대상 그룹: 아동, 교육자 

내용: Compasito는 2002년에 유럽의회에 의해 개발된 “Compass - 젊은이와 함께하는 인권교육 매

뉴얼”라는 자료에서 자극을 받았다. Compasito는 “Compass”라는 철학과 교육적 접근방법에 기초하

여 구성하였다. “Compass”처럼, 비형식적 교육 방법론과 구조를 사용하여, 매뉴얼의 사용자에게 이

론과 실제적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나, “Compass“가 젊은이들 자신에 대해 다루고 있는 반면,  
Compasito는 아동들과 함께하는 성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 인권 주제에 대한 이

론적이면서 방법론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토론 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Compasito는 교육자들이 자신

과 자신의 아이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도록 자료들을 적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실제 활동은 아이

들과 함께 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교육 전문가들의 절적한 촉진 활동이 필요하

다.
자료: www.eycb.coe.int/compasito/default.htm 

유럽, 중앙아시아, 북미 지역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모범 사례 정리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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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럽안보협력기구/민주제및인권사무소(OSCE/ODIHR), 유럽의회, 유네

스코

출판지역: 바르샤바, 폴란드 

출판사: OSCE/ODIHR 
출판년도: 2009 
언어: English, Arabic, French, German, Italian, Russian, Spanish 
대상 그룹: 초중등교육과정의 교사/교육자

내용: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사 훈련 기관과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교사와 교육 정책가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서 중앙아시아, 유럽 및 북미지역의 101개 사례를 모았

다.
성공적인 인권교육에서의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1) 관련 법률, 가이드라인, 표준; 
2) 학습 환경; 3) 교수와 학습 도구; 4) 교육자의 전문성 발전; 5) 평가. 
자료: http://www.osce.org/odihr/39006

페어플레이! 아동 인권교육 도구 모음  Play it fair! A Human Rights Education Toolkit for 
Children 
저자: Daniel Roy et al. 
출판지역: 몬트리올, 캐나다. 
출판사: Equitas-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출판년도: 2008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교육자 

내용: 여름 캠프나 방과후 활동과 같은 아동들의 비공식적 교육 프로그램에서 인권, 차별방지와 평

화적 갈등 해결을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도구 모음이다.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 존엄성

과 평등에 대한 기본적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가치들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료: http://equitas.org/wp-content/uploads/2010/11/2008-Play-it-Fair-Toolkit_En.pdf 

아동 권리 탐색 - 기초적 단계에서의 9개 단기 프로젝트
Exploring Children’s Rights - Nine short projects for primary level 
저자: Rolf Gollob, Peter Kra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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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유럽의회 (=EDC/HRE Volume V) 
출판년도: 2007 
언어: English, French, Russian 
대상 그룹: 아동, 교사 

내용: 아동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아야만 할 뿐아니라, 또한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 

지도 배워야만 한다. 이를 이루기위해서는, 학교는 아동 권리 교육에서 폭넓은 범위에서의 학습 활

동을 허용해야만 한다. 아이는 학교에서나 일상생활 두 가지면에서 아동 권리를 사용함으로서 이해

하고 감사하게 된다. 아이가 그렇게 하도록 북돋기위해, 교사에게 주어진 도전과제는 민주주의와 인

권의 정신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 매뉴얼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아동 권

리를 가르치는 도구를 찾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해 구성되었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설계와 제공. 훈련 매뉴얼
Designing and Delivering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Manual 
저자: Vincenza Nazzari et al. 
출판지역: 몬트리올, 캐나다 

출판사: Equitas-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출판년도: 2007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인권교육가, 교사, 코치 

내용: 이 매뉴얼은 6일짜리 위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권교육가들에게 효과적인 코치교육 위

크숍에 대한 기획, 설계, 진행에 필요한 방안들을 제공한다. 이 매뉴얼은 촉진자와 참여자 둘 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워크숍은 인권교육개발을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인권교육의 설계, 진행 및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권교

육에서의 체계적인 개발을 제공한다. 참여자들은 효과적인 인권교육 설계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훈련과정을 위한 실제 모델을 준비함으로서 실행의 연습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매뉴얼의 기대 목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조직의 활동의 틀에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모델로 사용되는 것이다.
자료: http://equitas.org/wp-content/uploads/2010/11/Equitas_Generic_TOT_20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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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세계, 우리의 권리  Our World. Our Rights 
저자: 국제앰네스티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Educators in Human Rights Network 
출판년도: 2006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내용: 초등학교 교실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잘 구성된 교사의 입문자료이

다. 이 워크북은 학교에서의 인권의 역할에 대해 사려 깊게 소개하는 장을 시작으로, 다른 주제 분

야와 역사나 지리학에서 영어로 이르는 다양한 교과 과정에서, 시험해본 강의 계획, 제안, 활동, 놀
이, 퀴즈와 사례 연구들이 가득하다.
자료: http://www.amnestyusa.org/pdfs/OurWorldOurRights.pdf

도미노-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및 불관용과 싸우는 수단으로서의 또래집단교육 사
용 매뉴얼
DOmino - A Manual to Use Peer Group Education as a Means to Fight Racism, Xenophobia, 
Anti-semitism and Intolerance 
저자: Antje Rothemund et al. 
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유럽의회 

출판년도: 2005 (3판) 
언어: English, French 
대상 그룹: 청소년 

내용: 도미노(DOmino)는 청소년 또래집단교육 프로젝트로 함께 일하거나 기획하고 있는 이들을 지

원하고자 한다. 도미노는 또래집단교육에서의 몇 가지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다른 몇 가지 프로

젝트 설명, 방법, 청소년의 인용과 이야기들도 포함한다. 이 책자의 끝에 여기에 사용된 자료에 대

한 참고들이 정리되어 있다. 
자료: http://eycb.coe.int/domino/

교육패키지-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비형식적 다문화교육에서의 아이디어, 자료, 방법과 활동
Education Pack - Ideas, Resources, Methods and Activities for Informal Intercultur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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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Young People and Adults 
저자: Mark Taylor, Pat Brander, Carmen Cardenas, Rui Gomes, Juan de Vincente Abad
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유럽의회 (All Different All Equal campaign) 
출판년도: 2005 
언어: English, French 
대상 그룹: 청소년 

내용: 오늘날 유럽 사회는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적대감과 불관용의 증대로 어려움이 지속되

고 있다. 지속적인 다문화 청소년 작업에 대한 필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패키지의 유용성

은 제안된 방법론의 다양성과 창의성에 있다. 이 참고 문서에서 제안하는 역할극, 가상 연습, 사례 

연구, 협업 모임 활동으로 다문화교육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많은 청소년 활동가, 코치, 교사와 기

타 사람들이 영감을 얻을 것이다.
이 교육패키지는 비형식적 교육 세팅에 사용하도록 구성되어있지만, 활동들은 교실에서도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자는 두 개의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다문화교육의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는 활동, 방법과 자료를 제안하고 있다.
자료: http://www.eycb.coe.int/edupack/

왜 사람들은 인권을 학대를 하는가?  Why Do People Abuse Human Rights? 
저자: Alison Brownlie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Hodder Wayland 
출판년도: 2004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Children 
내용: 이 책은 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왜 침해받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여러 부문의 사회에서 이들

의 권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아동이나 노동자의 경우를 다루며, 전쟁이나 

분쟁상황에서 인권이 침해받는 경우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을 가

져야하며, 교육을 통해 이를 수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전 세계 사례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인권 가르치기 ABC : 초중등학교에서의 실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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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Teaching Human Rights: Practical Activities for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저자: OHCHR 
출판지역: 뉴욕/제네바 

출판사: UN 출판국 

출판년도: 2004 
언어: English, Arabic, Chinese, French, Russian, Spanish 
대상 그룹: 아동 

내용: “인권 가르치기 ABC”는 인권교육에 있어 사용자가 편리한 도구 역할을 하고자 하며, 여러 가

지 기본적 인권 영역을 보호하는 무지개색 우산이 되고자 한다.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과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사나 교육활동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여기

에는 학습 활동을 개발하는 데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이미 과부하된 커리큘럼에 추

가의 부담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미리 다루고 있는 주제에 인권 내용을 결합하는 것

을 지원한다.
자료: www.ohchr.org/en/publicationsresources/pages/trainingeducation.aspx 

나침반-청소년인권교육지침서 
Compass - A Manual on Human Rights Education with Young People 
저자: Rui Gomes et al. 
출판지역: 스트라스부르, 프랑스 

출판사: 유럽의회 

출판년도: 2003 (2판), 2012 (3판) 
언어: English, Arabic, Croatian, Hungarian, Romanian, Dutch, Italian, Slovenian, Bosnian, 
Bulgarian, Spanish, German, Armenian, Azerbaijani, Georgian, Polish, Macedonian language, 
Czech, Portuguese, Japanese, Serbian, Slovak, Turkish, Russian, Slovenian, French 
대상 그룹: 청소년, 성인 

내용: 인권, 민주주의, 시민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광범위한 주제와 방법을 제공하

고 있다. 이 안내서는 49개의 온전한 연습 활동 시트를 제공하는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세

한 활동 틀을 제안하며 관련 문서들도 함께 제공한다. 
자료: http://eycb.coe.int/compass/
한글판: 청소년인권교육지침서 나침반 (2판, 200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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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걸음: 인권교육시작 매뉴얼  First Steps: A Manual for Starting Human Rights Education 
저자: 국제 앰네스티   /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국제 앰네스티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Albanian 
대상 그룹: 아동/ 또래 교육 

내용: 이 매뉴얼은 1996년에 특별히 중.동유럽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제 앰네스티가 처음 만들어졌

다. 이 매뉴얼은 이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첫 발걸음”은 교사들에게 학습 도구로서 

제공될 뿐 아니라 교육 세틴에서 활동 구성을 위한 자료로도 사용된다.  아동(12세 이하)용 27개 

과정과 고학년 아동을 위한 18개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2002년판에서는 또래교육을 적용하였다. 
자료: www.amnesty.org/en/library/info/POL32/002/2002/en 

인권 커리큘럼 : 역사  Human Rights in the Curriculum: History 
저자: Margot Brown, Sarah Slater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소: 국제 앰네스티/ Education in Human Rights Network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교사 (중등) 
내용: 이 책자에는 역사교사를 위한 흥미로운 활동과 수업 아이디어가 있다. 새롭고 생각을 자극하

는 방식의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준다.
학생들이 노예제, 아동 노동, 여권신장 투쟁, 홀로코스트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도록 북돋을 뿐만 아

니라, 또한 라스 카사스25) 에서부터 엘리너 루즈벨트까지의 영감을 주는 역사적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역사로부터 주요 단계를 다루면서,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 증진의 필요성

에 대해 이해하게 될 것이다.
25) 역주) Bartolome de las Casas: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유럽 최초 반식민주의자. 대다수 유럽인이 

원주민 착취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당시, 일평생을 원주민 인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라스 카사스였다. 

그 역시 젊은 시절에는 수십 명의 원주민을 노예로 부리던 사람이었으나, 마음을 고쳐먹은 이후에는 여

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원주민들을 해방하고자 노력했다. 당대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

지만, 그의 주장은 식민주의 반대하는 각종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훗날 남아메리카의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Simon Bolivar, 1783~1830)는 그를 “아메리카의 선지자이자, 우리의 영웅”이라며 존경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심지어 볼리바르는 자신이 세운 독립국가의 수도를 “라스 카사스”라 부르자 제안

할 정도였으니 그 영향력을 짐작할 만하다. (출처: 지식스닷컴,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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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시대: 9세~13세 아동을 위한 시민권과 PSHE26) 활동
Time for Rights: Activities for Citizenship and PSHE for 9.13 Year Olds 
저자: Pam Fenney, Heather Jarvis, Elaine Nipper 
출판지역: 제네바, 스위스 

출판사: UNICEF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내용: UN아동권리협약에 관련된 시민권과 권리를 탐구한다. 역할극, 카툰, 이야기, 시를 포함한 다

양한 활동을 통해, 이 책은 가족, 학교, 공동체에서의 아동 개인에게 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가르쳐준다.

존엄으로 가는 여권  Passport to Dignity 
저자: PDHRE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PDHRE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성인, 인권 활동가 

내용: 이 워크북은 여성의 인권 실현을 위한 사회경제적 전환 활동에 대해 영감과  정보, 촉진을 위

해 구성되었다. 이 책은 인권의 통합적인 본질을 보여주고 여성들이 차별을 극복하고, 온전한 평등

을 쟁취하고, 복지와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참여를 구하는 강력한 도

구로서 베이징행동계획(BPFA)의 포괄적인 틀을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여성 이슈에서 젠더적 관점

을 가진 시스템 분석 도구로서 인권 플레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경험과 반성을 제공하며, 
경제사회적 전환을 위한 활동의 경험과 가이드를 나눈다.
BPFA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심적 영역은 인권교육을 위한 자료와 여성인권을 주장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모두 제공한다. 
자료: www.pdhre.org/passport.html 

26) PSHE (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 개인, 사회, 보건 및 견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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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에 대한 요청 – 자료집  A Call for Justice - Resource Packet 
저자: PDHRE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PDHRE
출판년도: 2002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성인, 인권 활동가 

내용: 이 자료집은 NGO 와 공동체 활동가들에게 인권에 대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저의에 대한 

요청(A Call for Justice)”는 두 개의 큰 분류로 나누어 구성되는데, “그룹”과 “이슈”이다. “그룹”분류

는 침해받는 이들의 그룹에 따른 인권 이슈를 정리하고 있는데,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원주민, 
이주노동자, 소수자, 소수인종, 난민, 여성으로 나누고 있다. “이수” 분류는 발전 이슈에 따라 인권 

이슈를 정리하고 있는데, 발전, 차별, 교육, 환경, 건강, 주거, 생계/토지, 참여, 평화/비무장, 빈곤, 
“인종”, 종교, 성적지향, 노동으로 나누고 있다. 이 자료집은 존엄으로 가는 여권(Passport to 
Dignity)라는 연계된 자료로서, 베이징행동계획의 원칙에 기초한 훈련 가이드북이다.
자료: www.pdhre.org/justice.html 

자유! 인권교육 패키지  Freedom! Human Rights Education Pack 
저자: 국제 앰네스티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국제 앰네스티 

출판년도: 2001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청소년 

내용: 우리의 인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되고, 거부되고, 도전받아 왔는지에 대한 흥미 있는 조사

이다. 이 패키지는 14세에서 19세 사이의 학생 수준에 적당하다.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점은 이 패

키지가 교사들에게 정보, 제안, 지도안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케이스 연구, 활동, 연
구 프로젝트,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시민교육, 종교 교육, 일반 교과, 지리학, 역사, 영어, 
PSHE, 미디어학, 희곡, 법학, 사회학에 결합된 훌륭한 코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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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라  Stand Up For Your Rights 
저자: Paul Atgwa, Jasper Bakyayita, Damien Boltauzer et al.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Two-Can Publishing 
출판년도: 2001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내용: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쓰고 구성한 이 책자는 여러 인권 이슈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

가 서로 어떻게 대했으면 하는 바램과 두려움을 표현하는 이야기, 시, 개인적 회상이 적혀있다. 인
권의 발전으로 우리가 도달한 점에 대해 축복하고, 앞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의의 

탐구로 이어진다.

인권에 대한 대중 교육 - 촉진자와 교사를 위하 24개 참여형 훈련 프로그램
Popular Education for Human Rights. 24 Participatory Exercises for Facilitators and Teachers 
저자: Richard Pierre Claude 
출판지역: 암스테르담,네덜란드/캠브리지,영국

출판사: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출판년도: 2000 
언어: English, Chinese, Spanish, Dutch, French, Russian 
대상 그룹: 성인, 교육자 

내용: 비정규 민중 교육으로 구성된 훈련 프로그램 매뉴얼로서,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강조한다. 여성

과 아동 이슈, 존엄성과 공정성에 대한 존중, 인권과 책무성과의 관계, 시민사회형성, 선입관 직면하

기, “역량강화의 정보”와 같은 특정 가치. 
이 매뉴얼의 높은 참여형 방법들은 다양한 교육 환경과 문화에 적용가능하며, 대중 교육으로 설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의 프로그램으로도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다.
자료: http://www.intergroupresources.com/rc/Popular Education for Human Right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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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권리 : 인권적 관점으로 보기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Rights: A Human Rights Perspective 
(The Human Rights Education Series중 Topic Book 3) 
저자: Dave Donahue 
출판지역: 미니아폴리스, 미국 

출판사: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출판년도: 2000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청소년, 성인 

내용: 이 교육과정은 인권의 보다 폭 넓은 맥락에서 성소수자(LGBT) 이슈에 대해 고등학교 학생들

에게 보다 사려깊은 검토와 책임있는 행동을 키우도록 구성되었다. 이 교육과정에 있는 활동들은 

반성과 토론에 더해 적절한 행동을 촉진한다. 학생들에게 인권침해문제를 야기하는 동성애혐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받는다. 이 동성애혐오는 그들 학교에서 동성애 학생들에 대한 괴롭힘이

나 폭력의 형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국민투표기간에  지역사회에서 동성애자의 동등한 권리를 거

부하는 형태가 될 수 있으며, 전 세계에서 동성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한 투옥, 고문, 처
벌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 교육과정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의미있는 방식으로 대응하

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킨다. 여기서의 활동들은 각기 개별적으로나 전체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일
반적인 교실에서 인권에 대한 참구활동이 결합될수록, 이러한 결합이 학생들이 성수수자를 보다 인

권적 측면애소 명확히 바라보도록 한다. 
자료: www1.umn.edu/humanrts/edumat/ 

인권교육 핸드북 : 학습, 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실천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The Human Rights Education Series중 Topic Book 4) 
저자: Nancy Flowers et al. 
출판지역: 미니아폴리스, 미국 

출판사: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출판년도: 2000 
내용: 이 매뉴얼은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효과적인 교육자가 되어 그들의 열정과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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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누도록 한다. 모든 다양한 형태에서의 인권교육이 나아가기위해, “인권교육 핸드북”은 (5W1H)
기초를 구성한다. 많은 교육자와 조직의 경험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며, 효과적인 실천를 보여주며, 
축척된 통찰력을 추출해준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와 도구로 사용되도록 구성되었는데, 읽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복사하기 쉽게 되어 있다. 각 장은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읽고 사

용할 수 있다.
자료: www1.umn.edu/humanrts/edumat/hreduseries/hrhandbook/toc.html 

SINIKO - 아프리카의 인권문화를 위해서  Siniko - Towards a Human Rights Culture in 
Africa 
저자: 국제 앰네스티 

출판지역: 런던, 영국 

출판사: 국제 앰네스티 

출판년도: 1999 
언어: 영어, 불어, 스와힐리어 

대상 그룹: 아동, 교사 

내용: 이 매뉴얼은 아프리카에서 정규 과정이나 비정규과정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육자나 교사

로 활동하는 이들이 교육과정에 인권을 소개할 때 사용되도록 구성되었으며, 기초적인 소개로 구성

되었다. 여기에 방법론에 대한 안내,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을 위한 활동, 행동 아이디어 등을 정리

했다. 
자료: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FR01/003/1999/en

근본, 권리와 책임감으로 아이들 키우기 -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축복하면서
Raising Children with Roots, Rights & Responsibilities. Celebrat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저자: Lori Dupont, Joanne Foley, Annette Gagliardi 
출판지역: 미니아나폴리스, 미국 

출판사: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출판년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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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영어

대상 그룹: 아동, 교사, 교육자 

내용: 이 책자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규정된 바에 대한 책임을 충족시키고자 하며, 각개 개인과 각 

사회조직에게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도록 가르치고 교육하도록 노력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부모-자식 관계의 힘에 기초한 12주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Available at: www1.umn.edu/humanrts/edumat/ 

경제, 사회 정의 - 인권적 측면에서
Economic and Social Justice - A Human Rights Perspective 
저자: David A. Shiman 
출판지역: 미니아나폴리스 

출판사: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출판년도: 1999 
언어: 영어 

대상 그룹: 청소년, 성인 

내용: 이 책자는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인권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할 행동하

기와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배경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노숙자, 빈곤, 기아, 불적절한 의료 

서비스과 같은 이슈를 “사회,경제적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인권의 도전과제로서도 정의하도록 노

력하고 있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간략한 역사 소개로 시작하는데, 질의응답식의 에세이

를 통해 이러한 권리를 소개하고 있다. 문화적 권리가 경제,사회적 권리와 상호 연관되어있고 동등

하게 중요하지만, 이 책은 기본적으로 경제,사회적 권리 부문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2부에서는 

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해 보다 더 찾아보고 학습하기 위한 9개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http://www1.umn.edu/humanrts/edumat/pdf/TB1.pdf

관용 - 평화로 가는 입구 
Vol. 1 : 교사용 - 훈련 자료

Vol. 2. : 초등학교용 자료

Vol. 3. : 중고등학교용 자료

Tolerance - the Threshold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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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Training Resource Unit (vol. 1). 
Primary School Resource Unit (vol. 2). 
Secondary School Resource Unit (vol. 3) 
저자: Betty A. Reardon 
출판지역: 파리, 프랑스 

출판사: UNESCO Publishing 
출판년도: 1998 
언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대상 그룹: 성인, 교육자, 교사 

내용: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 예시적인 프로그램, 학습 계획, 교안들이 있다. 학교에서 관용을 가르

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접근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직 학교가 가르쳐야 할 사회적 분

위기임을 말하고 있다. 교실에서 교사, 교사 교육자, 지역사회 지도자, 부모, 청소년/사회 활동가들

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이 자료들은 소개자료로 사용되며, 관용 교육에서 관계된 것과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조직, 모임, 중등교육이상의 정규 교실에서도 제기되는 이슈

나 규명된 문제들을 탐색할 수 있다. UNESCO의 평화, 인권,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통합적 틀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과 연

결되어 구성되어 있다. 
자료: (웹 준비 버전) http://unesdoc.unesco.org/images/0009/000981/098178e.pdf 

자립형 인권교육 핸드북  Self-Help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저자: J. Paul Martin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Center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Columbia University 
출판년도: 1996 
언어: 영어 

대상 그룹: 교육자, 코치

내용: 온라인 핸드북으로 경험있고 성장하는 인권 교육자를 양성하고, 인권 프로그램에서 교육 목표

를 명확하게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우고, 가능한 대부분의 자료원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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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뿐만 아니라 필요하거나 가능할 때 그들 자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료: www.hrea.org ....

인간존엄성교육 : 권리와 책임에 대해 배우기
Educating for Human Dignity: 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저자: Betty A. Reardon 
출판지역: 필라델피아, 미국

출판사: Pennsylvania Studies in Human Rights 
출판년도: 1995 
언어: 영어 

대상 그룹: 아동

내용: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용 인권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책중에 하나이다. 교사와 교사 교육자 둘 

다를 위해 쓰였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안내와 자료를 

제공하는 첫 번째 책자였다. 전세계적 상호관계성이라는 문맥에서의 제기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인권교육에 통합적 접근방식의 가능성을 열었다.

세계인권선언 - 아동용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 Adaptation for Children 
저자: Ruth Rocha, Otavio Roth 
출판지역: 뉴욕, 미국 

출판사: United Nations Publications 
출판년도: 1990 
언어: English 
대상 그룹: 아동 (그림책) 
내용: 교육적이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이 아름다움 그림책은 모두가 읽을 수 있으며, 특별히 아

동들에게 맞추어져 있다. 세계적 명성의 아동 작가인 루스 로싸 여사가 글을 쓰고, 브라질 예술가인 

오타비오 로쓰가 그린 생생한 그림은 인권의 중요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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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인권교육 자료
온라인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자료원 
Addis Ababa University Center for Human Rights: www.aau.edu.et/humanrights/ 
Amnesty International USA . Human Rights Education: www.amnestyusa.org/education 
Council of Europe: www.coe.int 
CRIN - Child Rights Information Network: www.crin.org 
Dadalos - International UNESCO Server for Democracy, Peace and Human Rights Education: 
www.dadalos.org 
Derechos Humanos - Human Rights: www.derechos.org 
Discover Human Rights Institute. A project of The Advocates for Human Rights: 
www.discoverhumanrights.org/ 
Equitas -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 http://equitas.org/ 
ETC Graz .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www.etc-graz.at, http://kennedeinerechte.at, www.das-boot-ist-voll.at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Portal: www.echr.coe.int/ECHR/Homepage_EN 
DARE - Democracy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Europe: www.dare-network.eu/ 
FRA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http://fra.europa.eu/fraWebsite/ 
your_rights/about-rights/about-rights_en.htm 
HRDC - Human Rights & Documentation Centre (University of Namibia): www.unam.na/ 
centres/hrdc/hrdc_index.html 
HREA -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www.hrea.org/index.php?base_id=101&language_id=1 
HRI - Human Rights Internet: www.hri.ca 
HRRC - The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www.hrusa.org 
HURIDOCS -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www.hurisearch.org 
HURIGHTS OSAKA -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 www.hurights.or.jp 
IIDH - Instituto Interamericano de Derechos Humanos: www.iidh.ed.cr/ 
I have a right to… . BBC World Service: www.bbc.co.uk/worldservice/people/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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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avearightto/index.shtml 
Netherlands Institute of Human Rights Documentation Site: http://sim.law.uu.nl/SIM/Dochome.nsf?Open 
OHCHR - Database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http://hre.ohchr.org/hret/intro.aspx 
OHCHR - Publications: www.ohchr.org/EN/PublicationsResources/Pages/TrainingEducation.aspx 
PDHRE . The People’s Movement for Human Rights Learning: www.pdhre.org 
Project DIANA Online Human Rights Archive: http://avalon.law.yale.edu/subject_ 
menus/diana.asp 
TeachUNICEF: http://teachunicef.org/ 
The European Wergeland Centre: www.theewc.org 
United Nations Cyber School Bus: www.cyberschoolbus.un.org 
United Nations Online Databases: www.un.org/en/databases/ 
University of Minnesota Human Rights Library: www.umn.edu/human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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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전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

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

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

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

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

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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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

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

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

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Article 3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

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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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

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

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

를 가진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

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

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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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

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

함한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

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

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

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

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

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

진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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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

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

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

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

무를 부담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

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

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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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아니한다.

(번역문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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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세계인권선언 (요약)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UMMARY)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인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동등하며, 차별 없이 법의 보호를 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구금, 추방되지 않는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11조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될 인권을 가진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개인의 사생활과 가정의 삶에 대한 인권을 가진다.

제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안에서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인권이 있으며, 또한 자신의 나를 

떠나고 다시 돌아올 인권을 가진다.

제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망명할 인권을 가진다.

제15조 모든 사람이 국적을 가질 인권을 가진다.

제16조 모든 성인은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인권을 가진다. 여성과 남성은 결혼, 결혼 생활과 이혼

에서 동등한 인권을 가진다. 

제17조 모든 사람은 자기 재산을 소유할 인권을 가진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인권을 가진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인권을 가진다.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인권을 가진다. 

제21조 모든 사람은 직접으로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자기 국가의 정부에 참여하며, 공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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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인권을 가진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보장을 받을 인권을 가지고, 존엄성의 훼손없이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누린다. 

제23조 모든 사람은 일할 인권, 직업조건을 선택할 인권, 실업상태에서의 보호,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받을 인권, 자신과 자기 가족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받을 인권, 노동조합

에 가입할 인권을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휴식과 여가를 즐길 인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서비스 및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하는 건강과 웰빙에 대해 

적합한 삶의 조건을 누릴 인권을 가진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무상의 의무적인 초등교육과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을 받을 인권을 가진다. 

제27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예술적, 문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창조 활동을 보호받으며, 문화적 삶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의 결과를 공유할 인권을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러한 권리가 온전히 충족될 수 있는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질서에서 살 권리

가 있다.

제29조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 의무를 가진다.

제30조 이 선언에서의 인권 중 어느 것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사용될 수 없다.

추천 활동: 

세계인권선언 요약문을 크게 읽는다. 그리고 모둠별로 각 조항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때 인권의 보

편성, 불가분성, 상호연결성과 상호연관성의 원칙을 명심한다.  

(자료원: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PDHRE), www.pdhre.org/conventionsum/udh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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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인권교육 및 훈련에 대한 UN 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United Nations                                                   A/RES/66/137

   General Assembly                    배포: 일반
2012. 1. 16

제66차 세션

안건번호 : 64

 

총회 채택 결의안 

［3차 위원회 보고(A/66/457)］

66/137.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유엔 총회는, 
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uncil)이 지난 2011.3.23. 16/1 결의문으로 채택한 유엔 인권교육

훈련선언(the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을 환영하며, 

“본 총회는, 
2011. 3. 23. 인권이사회(the Human Rights Council)는 16/1 결의문27)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의 

채택을 환영하며, 

27)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six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6/53), chap. I. 



- 656 -

1. 본 결의문에 담고 있는 바대로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을 붙임 과 같이 채택하고자 한다 ; 
2. 당사국, 유엔의 전 기관과 조직, 정부 간 기구, 비정부기구 등은 본 선언의 보급, 본 선언

에 관한 보편적 존중과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유엔 사무총장은 “인권 : 국제조

약 편찬집(Human Rights: A Compilation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차기 발간호에 본 선언문

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89차 본회

2011. 12. 19. 

부록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유엔 총회는,
인종, 성별, 언어, 종교 등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영역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과 증진 및 개선에 대한 유엔 헌장(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의 본 취지와 원

칙을 재천명하며, 
또한 모든 개인과 사회 조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자 학습과 교육에 노력을 

기우릴 것을 재천명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교육은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온전한 발전을 

지향해야 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유로운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국가, 인종, 민족. 
종교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애 나아가 평화, 안보 유지, 및 개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유엔 

활동을 증진시킬 것을 재천명하며,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기타 인권조약 등에 규정된 바대로 

국가는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야 함에 책임을 갖고 이를 보장해

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재천명하며, 
인권교육훈련이 인권 증진과 보호 그리고 효과적 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인권교육훈련의 근본적 중

요성을 인식하고, 
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국가 제도, 법령 등에 인권, 인도주의법,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하라는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28)
의 요청을 재확인하고 인권에 대한 보편적 책무성 강화를 기대하며 공동의 이해와 인식을 성취시키

28) A/CONF.157/24 (Part I), chap. II, para.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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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인권교육에 평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 등의 사항 뿐 아니라 향후 국제적, 지역적 인권제

도에 관한 사항 또한 포함돼야 함을 명시하며,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 on Human Rights Education)의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여 국

가와 정부의 지도부는 국정 입안, 실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인권교육과 학습의 증진을 지원하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을 개발해 줄 것을 모든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2005년 세계정상

회의(2005 World Summit)의 결과29)를 상기하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집결된 책임에서 인권교육훈련의 모든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세계 인류공

동체에게 강력히 강조하고 싶은 바램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 1 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향유할 수 있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청구하고 인

정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인권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 개별성, 상호의존성 등의 인권원칙에 따라 모든 이의 인권

의 보편적 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수호의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3. 모든 권리의 효과적 향유, 교육권과 정보 접근권은 인권교육훈련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제 2 조 

1.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의 증진과 수호를 목표로 하

는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학습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그 중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

하고 인권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하여 인권친화적 행동의 발달을 통하여 인권침해와 학대를 

예방하고 보편적 인권문화를 구축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다.
2. 인권교육훈련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에 관한 지식 제공, 인
권 기준 및 원칙의 이해, 인권보호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보호체계 등에 관한 사항 

(b)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인권 교육은 교육자와 학

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수방법이어야 하며 이런 방식의 교육과 학습 등에 

관한 사항 

(c)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모든 인권교육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인

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인권을 지향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

고 향유해야 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역량강화를 지향해야 한다.
29)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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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1. 인권교육훈련은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평생교육과정으로 구성돼야 한다.

2. 인권교육훈련은 전 사회분야에서 고려돼야 한다. 학령기전, 초중고등 등을 포함하여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공교육이던 사교육이던 형식적이던 비형식적이던 비정규이던 상

관없이 모든 교육과정에서의 모든 형태의 인권교육, 훈련, 학습 등을 포함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직업훈련, 특히 교육자, 교원, 국가공무원, 평생교육, 시민교육, 공공정보, 감수성 훈련 활동 등 모든 

영역의 교육훈련현장에서 인권교육훈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대상 집단의 개별적 욕구와 여건을 고려하고 해당 집단에게 

익숙하고 적절한 언어와 교수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 4 조 

인권교육훈련은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국제인권조약 및 문서 등의 인권원칙을 토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관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 : 

(a) 인권에 관한 보편적 기준과 원칙 더 나아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권과 기본

적 자유의 보호를 보장할 것 

(b) 모든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자유와 평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과 개인의 발전을 함양시킬 수 있는 보편적 인권 문

화를 발전시킬 것 

(c) 모든 인권의 효과적 실현 추구 및 관용, 반차별, 평등을 진작시킬 것 

(d) 어떤 차별도 받지 않으며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서 동등한 인권교육훈련 기회를 

보장할 것 

(e)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침해와 학대 예방에 이바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 인종주의, 편견과 집

단적 혐오를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및 이 모든 사항에 기반이 되는 유해한 태도와 편견 

등과 싸워 근절시킴에 기여할 것 ; 

제 5 조 

1.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이 공공 행위자이든 민간행위자이든 평등, 존엄, 화합 및 반

차별 등과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둬야 하며 특히,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 간의 평등은 중요하다. 

2.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야 하고 배제 또는 소외 등의 근원

적인 원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고 역량강화와 인간적 발달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포함하

여 취약하고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개인과 집단이 직면하고 있는 개별적이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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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어려움과 장해물 및 욕구와 기대를 고려해야 한다. 

3.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의 보편성을 반영해야 하듯이 서로 다른 국가의 문명, 종교, 문화, 전

통 등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서 영감을 얻을 뿐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

이어야 한다. 

4.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이의 인권의 성취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소유의식 고취를 위하여 지

역사회내의 인권교육훈련 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상이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

야 한다. 

제 6 조 

1. 인권교육훈련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2. 예술 등은 인권분야에서의 훈련과 인식증진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 7 조 

1. 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참여, 통합, 책임의식 속에서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 보장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 

2. 국가는 해당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보

호될 수 있는 인권교육훈련에 시민사회, 민간부문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위하여 안전

하고 합법화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3. 국가는 입법적, 행정적 수단 및 정책의 적용을 포함한 적절한 수단에 의해 진보적 인권교

육훈련 수행을 최대한으로 가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 자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내적 혹은 국제

적 지원 및 협력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4. 국가 및 해당 관련 정부기관은 관료, 공무원, 판사, 법집행관, 군대 내의 전 군인 등에게 

적합한 인권훈련과 적절할 경우 국제 인도주의법, 국제형사법 등의 교육을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교사, 훈련담당자, 기타 교육자 및 국가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 등을 위한 적절한 인권교

육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8 조 

1. 국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인권교육훈련의 전략 및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러한 개발을 진작해

야 하고 적절할 경우 학교교육 과정에 인권교육훈련 내용 통합 등을 통하여 인권교육훈련이 이행될 

수 있는 행동계획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거나 개발을 권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세계인권교육



- 660 -

프로그램과 해당 당사국 및 지역적 욕구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이러한 전략, 행동계획, 정책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계획, 실행, 평가 및 사후관리 등에는 

민간영역,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기구 등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 적절

한 경우 다수의 이해당사자의 사업추진 증진을 통하여 이러한 작업들이 가능하다. 

제 9 조 

국가는 국가인권기구가 필요할 경우 조정의 역할을 포함하여 인권의식 고취를 통하여 인권교육훈련

을 증진하고 관련 공공 및 민간 활동가를 동원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파리원칙(the Paris Principles)을 준수하여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발전, 강화에 

노력한다. 

제 10 조

1. 다양한 사회 활동가들 중 특히, 비정부기구, 인권옹호자, 민간 부문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 

대중매체, 가족, 지역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권교육훈련을 증진하고 제공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2. 시민사회기구, 민간영역 및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는 해당 기관 소속 직원과 간부들에게 적

절한 인권교육훈련을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제 11 조 

유엔과 국제 및 지역기구들은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군인, 경찰 등에게 인권교육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제 12 조 

1. 모든 수준에서의 국제협력은 인권교육훈련을 이행하고자 지원하고 국가적 노력을 강화하고 

적절할 경우 지역적 수준에서의 지원과 노력의 강화 또한 가능해야 한다. 

2.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지자체의 수준에서 상호보완적이고 통합된 노력은 인권교육

훈련의 효과적 수행에 공헌할 수 있다. 

3. 인권교육훈련 분야의 연구계획 및 사업을 위한 자발적인 재원조달은 권장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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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1.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는 해당 기구에 위임된 범위 안에서 인권교육훈련을 자체 업무로서 

고려해야 한다. 

2. 적절할 경우, 국가는 관련 인권기구에 제출할 보고서에 본 당사국이 인권교육훈련 분야에

서 채택하고 있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제 14 조 

국가는 본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및 사후관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

한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원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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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용어 해설 

절대주의 국가 또는 절대국가 (Absolutist State): 이 용어는 절대국가의 유일한 정당한 권력자는 

군주임을 뜻한다.  특히 이러한 국가의 통치자는 군주와 경쟁할 수 있는 귀족 계급과 교회의 권력

을 빼앗기 위해 애썼지만 완전히 그렇게 되지는 못했다. 이 용어가 군주가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이

고 직접적인 통제를 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극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어떤 분야에서의 온전한 참여나 접근이 거부되었던 개인

이나 집단에 대한 교육과 고용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일련의 명시적활동이나 프로그

램.
침략 (Aggression): 침략은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치거나 UN헌장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국가에 의한 무력의 사용이다. 
반유대주의 (Anti-Semitism):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의 형태로 나타나는 증오, 편견, 억압 및 폭력. 
반유대주의는 인종차별의 특정 형태이다. 이러한 반유대주의는 나찌 사상을 넘어 전 세계에 널리 

퍼져있다. 
아파르트헤이트 (Apartheid):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년에서 94년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체계

적이고 법제화된 차별정책을 일컫는 아프리칸어이다. 1950년의 인구등록법에 따라, 국민들이 종족

별로 분류되고 교육, 주거 및 종족내 결혼이 규정되었다. 1994년 넬슨만델라 대통령의 선출과 함께, 
법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배교 (Apostasy): 종종 경멸적으로 고용에서 자신의 종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 
무력 분쟁 (Armed Conflict): 국제적으로나 국내에서 두 개 이상의 그룹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한 

상황. 두 국가 간 의견차이가 나타나고 여기에 무장 세력의 개입이 일어나면, 한 국가가 전쟁에 대

해 부인하더라도 무력분쟁이라고 본다. 
생명윤리 (Bioethics): 생명윤리 분야는 과학 실험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이슈뿐 만아니라 가치의 측

면에서의 철학적 질문과 공공 정책의 이슈에서의 조사까지를 포함한다.
아동 노동 (Child Labour): 아동 노동은 아동으로부터 어린 시절과 자신의 잠재력과 존엄성을 빼앗

는 짓이며, 아동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에 해롭다. 1989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경제

적 착취와 복지나 교육의 기회를 위협할 수 있고, 또는 건강, 육체, 정신, 영성, 도덕이나 사회적 발

달에 해로운 노동에 대해서”보호를 요청한다. 
아동 포르노그라피 또는 아동음란물 (Child Pornography):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만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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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이하로 보이는 아동이 시각적 묘사되는 것을 말한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다소라도 

관여하는 형식의 시각적 노출을 포함하는 시각적 묘사는 광고, 홍보나 상품에 의한“자극 전달”로서 

아동 포르노를 구성할 수 있다. 아동 포르노는 비디오테이프, 사진, 현상하지 않은 필름, 컴퓨터 파

일 등에 들어있을 수 있다.
아동 난민 (Child Refugee): 아동 난민이나 추방된 아동은 만 18세 미만으로 난민 지위나 다른 국

제적 보호, 국제나 국내법이나 절차에 따른 난민으로의 대우 등을 찾고 있는 모두를 말한다. 월경이 

강제되기도 하며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전쟁이나 내전 혹은 일반적 폭력상황이 여기에 속한다), 자
신의 부모나 다른 어른이 동반여부와 별개이다. 
아동 (Child): 1989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아동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시민 사회 (Civil Society): 시민사회는 국가, 기업, 가족 사이에 위치한 기구나 조직, 행위를 하는 

집합체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자발적이고 비영리 조직인데, 자전 기구, 사회정치적 운동, 
또 다른 형태의 사회참여와 연대, 그리고 이에 연관된 가치와 문화적 양상 등이 포함된다. (London 
School of Economics 정의)
민간 표적 (Civilian Object): 군사적 표적이 아닌 표적. 
민간인 (Civilian): 전투원이 아닌 사람. 
부수적 피해 (Collateral Damage): 민간인의 살상이나 부상을 주거나 민간 시설에 공격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에 의해 부

수적으로 발생하는 손상이나 손실.
전투원 (Combatant): 적대 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이거나 무력분쟁에 관여한 국가의 군대나 

조직의 구성원.
통보(Communication): 인권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조약 기구에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집단적인 제기. “신청”, “불만접수”, “청원” 등으로도 불린다. 
진정인(Complaint): 인권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련 조약 기구에 불만을 제기하는 개인이나 집단.
기밀성 (Confidentiality): 어떤 비밀을 지킬 능력을 의미한다. 비밀성은 국제적십자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보호하기 위해 당국과 효과적인 소통방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표준 작업 방식으로 선택

되었다. 
협약 (Convention): 국제법에 따라 참여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다자간 조약. 또한, 
ICCPR(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와 ICESCR(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

제규약)경우에는 “규약(Covenant)”으로 불린다.



- 664 -

인도주의 범죄(로마규정 용어)(Crimes against Humanity): 민간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거

나 제도적 공격의 일부로서 자행되는 살인, 절멸, 노예화, 추방, 투옥이나 고문. 
평화에 반한 죄 (Crimes against Peace): 침략전쟁에 대한 계획, 준비, 개시 및 진행이나 국제 조약

을 위반하는 전쟁.
문화적 권리 또는 문화권(문맥상 줄임말이 나은 경우에만) (Cultural Rights): 자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즐기고 성장할 권리.
선언 (Declaration):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장사항을 포함한 정식 문건. 선언은 의무의 해석을 통

해 개별 국가들에 의해 성명서가 될 수도 있다.
유예(Derogation): 공공적 비상사태과 같은 명확하게 규정된 상황에서 인권에 관한 책무의 정지.
억류자 (Detainee): 무력분쟁동안 범죄자로 체포되거나 포로상태로 있는 민간인.
직접 차별 (Direct Discrimination):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 비해 성별, 나이, 국
적이나 민족, 종교, 언어, 장애여부,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이 받게 되는 비우호적인 

대우. 
차별 (Discrimination): 동등한 권리나 보호에 대한 거부 또는 거절로 인해 생기는 구별, 배제, 제한

이나 선호는 차별로 간주한다.
적법 절차 (Due Process): 사법체계에서 진행되는 정규적인 행정 절차를 규정하는 법. 적접 절차에 

대한 보장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요구한다. 
경제적 권리(Economic Rights): 생활 필수품의 생산, 개발 및 재료의 관리에 관계된 인권.
교육 (Education): 사회화의 다양한 비공식적인 과정(예를 들면, 가정 교육 등)과는 구별되는 학교

나 학교 같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교육과 학습의 방법에 관련된 훈련.
초등 교육 (Elementary Education): 또한 기본 교육이라고도 불린다. 전형적인 교육시스템에서 관

례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주로 만 5~7세에서 시작하여 약 11~13세까지 진행된다.
풍토병 (Endemic Disease): 특정 지역에서 어떤 질병이나 감염인자가 계속 존재하는 상태로서 그 

지역 내에 특정 질병이 일반적으로 만연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계몽주의 (Enlightenment):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사상운동으로, 전통적인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지적 회의에 기반한다. 중세시대의 어둡고 미신적인 특성에 대비되는 “계몽”을 나타낸다. 시초부터 

계몽사상은 인간의 합리성의 힘과 장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등록 (Enrolment): 코스나 학교 등에 공식적으로 가입하는 행동.
전염병 (Epidemic Disease): 한 지역사회나 지역에서 동시에 많은 이들이 공격받거나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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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평등 (Equity): 동일한 경우에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지는 불편부당한, 공정한 처우.
인종 청소 (Ethnic Cleansing): 다른 민족의 정체성과 힘을 주장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특정 민족

을 강제로 이주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유럽중심주의 (Eurocentrism): 다른 문화를 희생시키고 유럽(그리고 일반적으로 서구)의 사상과 아

이디어 등에 중점을 두는 과정. 이 정의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서구의 개념들이 다른 문화나 문명

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모순적이면서도 그만치 중요한 함의는 서구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가정이다. 
신념 (Faith): 종교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식되는 공동체 

여성 할례 또는 여성성기절단 (Female Genital Mutilation (FGM) /Female Genital Cutting 
(FGC)): FGM은 문화나 기타 비치료적 이유로 여성의 외부생식기의 전부나 일부의 제거하여 여성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는 모든 과정을 함축하여 의미한다 ( WHO의 정의, 1995). 
강제 임신 (Forced Pregnancy): 특정 인구의 민족 구성에 영향을 주거나 여타 국제법의 중대한 위

반을 행하기 위한 의도로 강제 임신한 여성을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것. 이러한 정의는 임신에 관한 

국내법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 성매매 (Forced Prostitution): 성매매를 강제하는 것으로, 무력 분쟁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사

용되었다. 
자유무역지대 (Free-Trade Zone): 국내에 있는 산업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외국기업은 생산을 위

한 재료 수입과 생산물의 수출에 있어서의 세금이나 관세(정부에 대한 수수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

는다. 자유무역지대는 해당 기업의 생산비용을 줄여준다.
젠더 (Gender): 여성과 남성에 따라 부여되는 사회적 지위.
성전환 (Genetic Modification): 성기의 교체에 의한 성 전환뿐만 아니라, 성기 자체의 제거, 변화나 

이동을 말한다. 또한 기존의 성기의 변형이나 새로운 성기의 구성과 다른 조직과의 결합을 의미하

기도 한다.
집단살해(Genocide): 특정 인종, 종교, 문화적 그룹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파괴를 말하며, 살인, 상
해, 생활조건의 악화, 출산 방지나 아동 약탈 등으로 이루어진다.
전투능력을 잃은 전투원 (Hors de Combat): 체포되거나 부상을 입거나 병이나 난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전투력이 없는 전투병.
인간빈곤 지수 (Human Poverty Index): 단순한 소득 분배를 넘어 빈곤 정도를 특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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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P에 의해 개발되었다. 빈곤에 대한 5가지 실생활 요소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문맹, 아동들의 

영양실조, 조기 사망, 낮은 건강관리, 안전한 식수 확보의 어려움으로 구성된다. 
인간성 (휴머니티, Humanity): 국적, 피부색, 종교적 신념, 사회 계급, 정치적 견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와 명예.
문맹 (Illiteracy): 읽거나 쓸 수 없음. 
공정성 불편부당성 (Impartiality): 단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국적, 피부색, 종교적 신념, 사회 계급, 정치적 견해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간접차별 (Indirect Discrimination): “중립적”이거나 “공정한”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집단의 다수 구

성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관행을 포함한다. 심지어 차별을 하려는 의도가 없는 경

우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종교간 대화 (Interfaith Dialogue): 다른 종교의 사람들 사이의 대화, 협력과 이해를 시작하려는 시도.
국내실향민 (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s): 나라를 떠나지는 않지만, 자신의 집을 떠나야 하

는 사람들로서, 박해의 두려움, 무력 분쟁이나 폭력, 인권의 침해나 자연재해나 인재로부터의 피난

이 원인이다.
국제인도주의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무력분쟁에 관한 법 (Laws of Armed 
Conflict): 무력분쟁중의 폭력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려는 원칙이나 규칙으로, 적대행위에 직접적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의 목적의 필요조건에 한정하도록 (심
지어 “전투원”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의 효과를 제한하고자 한다.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LO): 1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평화조약의 일부로서

1919년에 설립되었으며, 노동조건의 개선과 사회정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ILO는 1946년에 

UN 전문기구가 되었다. 
피억류자 (Internee): 범죄혐의는 없으나 예방적 안보 조치로서 무력분쟁기간동안 포로가 된 민간이

나 전투원.
불관용 (Intolerance): 다른 이의 믿음이나 관행에 대해 용인하거나 존중할 맘이 없음.
이슬람 혐오 (Islamophobia): 이슬람 종교와 그 지지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이에 동반되는 적대감.
정당성 (Legitimacy):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의 절차가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정도. 정당한 시스

템은 법적이어야 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 시스템의 적정성을 신뢰하고 그 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정당성은 거버넌스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Legitimacy is closely tied to 
governance): 법률과 규제에 대한 자발적 준수는 강제나 개인적 충성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

적인 결과를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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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Mediation): 분쟁당사자들이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이르도록 제삼자가 당사자들과 함께 일

하는 문제해결협상과정이다. 중재자는 당사자들 간의 분쟁에 대해 결정권한이 없는 대신, 당사자들

은 그들 간의 문제를 푸는 것을 돕기 위해 중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군사적 표적 (Military Objectives): 군사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성격, 위치, 목적이나 용

도가 정해진 물체로서, 이의 파괴는 명확하게 군사적 이점을 제공한다.
소수자 (Minority): “국가내 나머지 인구에 비해 적은 수의 집단이며, 지배적 위치에 있지 많다. 해
당 국가에 속하면서도 나머지 인구들과는 민족, 종교, 언어 등의 면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묵적이기도 하나, 자신의 문화, 전통, 종교 및 언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연대의식

을 보인다.” (프란체스코 카포토리, 전 UN 특별보고관)
비정부 기구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NGO): 지역이나 국가, 국제적 단위에서 비영리로 

운영되며,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기초로 구성된 조직.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임무 중

심으로 운영한다. NGO는 다양한 서비스와 인도적 기능을 수행하며,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지

지와 모니터링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정보의 제공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도록 북돋는다. 
초종교적인 (Non-Religious): 각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의 양심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과 원칙에 결

합된 인간사고 범주에서의 자연주의적 세계관과 신념.
옴브즈맨 (Ombudsperson): 일반 시민들이 정보나 공공 기관에 대해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고 보고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일반적으로 정부 공무원이 맡는다.
장애인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기간 육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나 감각불균형을 가진 사람들

로, 다른 이들과 동등하게 사회에서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다양한 장벽이 있다.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빈곤 (Poverty): 빈곤은 인권침해중 하나이다. “생활과 다른 기본적인 시민, 경제, 정치, 사회적 권

리에 대한 적정한 표준을 위해 필요한 자원, 능력, 선택, 안전과 권력에 대한 지속적이거나 만성적

인 박탈상태로 특징 지워지는 인간의 조건” (UN인권최고대표). 
편견 (Prejudice): 부정적인 시각으로 개인이나 그룹을 미리 판단하려는 경향을 가진 마음가짐. 이
러한 부정적인 판단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다. “[…] 편견은 잘못되고 유연하지 

못한 일반화에 기초한 반감이다; 이러한 반감이 느껴지거나 표현되기도 하며, 특정 그룹이나 그룹내 

개인에게 향하게 된다.” (고든 알포트). 
전쟁 포로 (Prisoner of War): 국가간 무력분쟁에서 체포된 전투원. 특정 조건을 갖춘 전투원만이 

포로가 될 수 있다(주로 군대의 구성원).
전향 /개종 (Proselytism): 일반적으로 종교적 맥락에서,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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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협박, 공공 교육시스템의 위계,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나 다른 물질적 제공의 접근권 제한, 고용

조건과 같은 부적절한 수단으로 개종을 유도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인종”(Race): 이 용어는 사람을 허상의 분류체계에 기초하여 나누고자 사용되는 가상의 구분을 말

한다. 현대과학에서 인류에게 적용하기에는 “인종”에 대한 생물학적 분류는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인종”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종차별주의자의 용어로서, 다른 “인종”이라는 것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전제하고 붙들고 있다.
인종주의 (Racism): 한 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 본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기인한 

잘못된 가정, 의견, 행동 전체를 말한다. 인종주의는 개인이나 집단을 열등하다고 가정하는 사회적 

태도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는 사회적 구조를 의미한다. 인종주의는 개인의 태도나 행

동뿐만 아니라, 조직과 제도적 구조와 프로그램에 잇을 수 있다.
비준 (Ratification): 경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조약 준수를 법적으로 선언하는 국가의 

행위.
난민 (Refugee):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소속이나 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명백히 박해

를 받을 것으로 보여, 자신의 국적이나 거소를 떠난 사람. 다시 돌아갔을 때, 국가로부터의 보호가 

가능하지 않거나 그럴 의사가 없어서 박해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유보 (Reservation): 어떤 조약의 비준 시에 그 조약의 특정 조항이 당사국에 미치는 법적 효력을 

배제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당사국이 행하는 선언 

법의 지배 (Rule of Law): 유엔에서는 법의 지배란 모든 사람, 제도, 기관,, 국가 그 자체를 포함하

여, 공적이든 사적이든, 공포되고, 동일하게 집행되며 독립적으로 재판되는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에 

부합한 법률에 의한 책임을 지는 통치의 원칙을 말한다. 또한 법의 지배를 위해서는 법의 최고성, 
법앞의 평등, 법에 대한 책임성, 법적용의 공정성, 권력 분립,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법적 안정성, 
자의금지 및 절차적·법적 투명성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세속적인 (Secular): 세속주의로 표시됨; 종교에 관련되는 것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지상에 관련된 

것. 세속주의는 종교와 교회에 관한 일들이 국가의 기능에 속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믿음으

로, 특히 공교육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행 (Sexual Violence): 젠더에 기초하여 일어나는 특정인에 대한 상해나 살인을 하려는 의도로 

일어나는 폭력.
노예(제) (Slavery): 다른 사람의 생명, 강제, 이동의 제한 등을 조정하거나 소유권의 요소로 규정

되는 것으로, 자유롭게 떠나거나 고용주를 자유롭게 바꿀 수 없는 사실로 나타난다.  현대 노예제는 

쉽게 식별하고 근절하기 어렵다. 빚에 의한 노예상태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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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권리 (Social and Economic Rights):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안전을 제공받을 권

리로서, 종종 안전지향 혹은 2세대 권리라고 언급된다. 예를 들면 식량권, 주거권, 건강권 등이 있다. 
독방 감금 (Solitary Confinement): 분리 감금되어 있으면서 다름 사람들의 접촉을 가끔 허용되거

나 제한하는 된 죄수를 말하며, 생명을 우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되

지 않는 환경에 처해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빛, 소리, 음식, 읽을  거리, 운동 및 가끔 

온도의 조정 등의 제한이 이루어진다.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특별대표부(Special Representative): 특정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

한 정규보고서를 준비하여 UN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나 지역 조직에 보고하도록 임명된 이("국가

별 보고관“)나 특정 인권 주제에 대해서 보고하는 이(”주제별 보고관“)이 있다. UN 사무총장이 추

천한 경우는 ”특별대표부“라고 부르게 된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독립 전문가”가 수행할 수도 있다. 
구조 조정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대부분의 IMF 대출은 조건이 붙으며, 해당국가가 

자금을 지원받기위해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당 국가에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소위 구조 조

정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사회 부문의 절감과 시장 개방를 강력하게 유도하며, 종종 비판

을 받고 있다.
구조적 인종차별 (Structural Racism): 주요 사회 제도의 의미 있는 참여과정에 특정 민족 범주의 

상당수 구성원이 배제되는 시스템적 운용에 기초한 불평등.
여성 참정권론자 (Suffragette): 여성의 권리, 특히 투표권을 위해 싸우는 여성운동가를 지칭하는 

영미지역 용어.
장 (Sura): 코란 전체 114장의 각 장을 지칭하는 용어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미래세대가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발전. 
고문피해자 재활 (Torture Rehabilitation): 고문 피해자가 역량,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능한 삶을 온

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법. 재활 센터와 프로그램은 여러 다른 접근방법을 채

택하고 구현한다. 여기에는 개별 고문피해자의 특정 육체적,심리적 니즈에 맞추고, 그들이 처한 문

화, 사회, 정치적 환경을 고려한다.
고문 (Torture): 육체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통증이나 고통을 우발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해 당사자

에게 얻고자 바가 있거나 제삼자의 정보나 자백을 위해 의도적으로 가해하거나,  당사자나 제삼자

가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 처별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 어떠한  종류에서든 차별에 기초

한 행위들로서, 그러한 통증과 고통이 공권력에 속한 누군가나 공무원이 가해하거나 합의나 묵인 

또는 선동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는 합법적인 제재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부수적으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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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통증이나 고통은 포함하지 않는다.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UN 
협약). 
노동조합 (Trade Union):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을 함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진전시켜나가기 위해 구성된 노동자 조직. 또한 조합은 법적 조언, 재정적 지원, 의료 지

원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독립 노조는 고용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고용주에게서 독립되어 있다. 
인신 매매 (Trafficking in Human Beings): 사람들을 국내에서나 국경을 넘어 불법적이고 은밀하게 

이동키는 것으로, 대부분 일부 개발도상국이나 과도기 국가에서 일어나며, 사람들(주로 여성, 소녀

와 아동들)을 성적으로나 경제적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황으로 강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

는데, 중개인, 인신매매범, 범죄 집단이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며, 강제 가사 노동이나 인신매매와 

관련된 불법적 활동에 연결된다. 
위킹푸어 (근로빈곤층) (Working Poor): 직장이 있으나 여전히 생계를 이어가지 힘들어 하는 이들. 
외국인 혐오(증) (Xenophobia): 외국인이나 외국에 대한 두려움이나 증오; 또한 지역 공동체, 사회

적 혹은 국가적 정체성에 있어 외부인이거나 외국인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배제, 거부하

거나 비방하는 태도, 편견과 행동의 특징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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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 번역 과정 정리 
“인권의 이해” 매뉴얼의 번역과정은 인권관련 활동가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분들의 열

정으로 우리나라 인권교육이 한 발짝 나아갔다고 봅니다. 이를 기록하고자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습

니다.

본 한국어판은 한국사례를 추가하고 국내 법률 용어 검토 등을 한 번 더 진행하여 최종본을 책자와 

온라인 파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 기다립니다. 
(사)인권정책연구소 / www.humanpoli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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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이 매뉴얼은 혁신적인 도구로서 이제 제3판으로, 전 세계 인권교육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10여 년 전에 처음 구성되었으며, 이 때 전 오스트리아 외교부장관이었던 베티나 페레

로발드너(Ms. Benita Ferrero-Waldner)의 주도로, 오스트리아 그라츠시에 있는 유럽인권민주주의

교육연구센터(ETC)가 HSN 파트너들과 30여 연구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2012년 제3판에서

는 전문이 재검토되고 개정되었고, 새롭게 3장이 추가되었다.
이 매뉴얼은 인권교육과 학습을 통해 인권 안보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인권의 보편성에 기반을 두지만, 역사적, 종교적, 문화적 전통을 고려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전세계 인권 교육자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규나 비정규 교육에서의 인

권교육자들을 지원한다. 청소년이나 성인의 인권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 자료를 포함

하고 있다. 교육자와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비탕으로 함께 구성하고 완성하도록 개방형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혁신적이게도, 이 매뉴얼은 온라인 www.manual.etc-graz.at 에 몇 가지 언어 

버전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유럽인권민주주의교육연구센터(ETC: The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는 그라츠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인권교육 및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센터로 2000년에  그라츠시에 설립되었다. ETC는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PDHRE)의 유럽파트너이

다. 베니스와 사라예보의 ‘인권과민주주의 유럽석사 프로그램’에 따른 그라츠대학의 참여를 연결하고 

있다.

훈련과 연구 프로그램의 구체적 초점은 인권, 인간 안보, 인간 개발과의 관계이다. 또한 ETC 전문

가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차원과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차별철폐, 법의 지배(법치주의), 좋은 거버넌

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 활동한다. ETC는 기본권연구네트워크(FRANET, Fundamental Rights’ 
Research Network)의 EU사무소의 오스트리아 국가 연락 담당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의 훈련

과 연구 활동은 국제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etc-graz.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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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안보네트워크(HSN, Human Security Network)는 전세계 지역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으

로 비정부기구와 학술 연구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간안보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책 비전은 사람들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인

간 세상이다. 대인지뢰금지조약을 위한 캠페인과정에서 나왔으며, 1999년에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현재 HSN의 구성원은 오스트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그리스, 아일랜드, 요르단, 말리, 노르웨이, 파
나마, 태국, 슬로베니아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참관국이다.
HSN 의장국으로서, 오스트리아 외교부장관은 인권교육과 무력분쟁에서의 아동보호를 네트워크의 

우선 주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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