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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입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인권학회, 인권법
학회, 국제인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콘퍼런스를 함께 주최해 주신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의원이신 권인숙 의원님,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님, 바쁜 일정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지 않으면 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마
찬가지로 제 아무리 훌륭한 국제인권규범이라 하더라도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종이 문서
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행위자는 다양합니다. 오늘 공동개최하는 이
콘퍼런스는 처음으로 국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국내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회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
조해 왔습니다. 최근(2018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는 국회가 핵심적인 인권 행위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적 관점에서 예산안 검토 및 배정과 감시 기능을 연계하는 역할이 국회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요 국제인권문서 가입 및 비준 장려, 현행 법률과 법률안 검토 시 국제인
권의무와 양립 가능을 보장하고 필요시 개정하는 등 포괄적인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자유권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2018년), 결사의
자유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가입 권고(2018년),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2017년)
활동과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등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 존중 의무, 보호 의무, 충족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국회 역할이 중요하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높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한 창
의적인 논의와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풍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어떤 역할
을 할 것인지 또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사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 특히 소수자
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비차별은 유엔
헌장과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
원회 등 조약기구뿐 아니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도 우리 정부에 차별금지
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올해 6월 국회에 ‘평등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평
등법’ 제정에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콘퍼런스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입니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
었습니다. 콘퍼런스를 공동주최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님, 대한변호사협회 이
찬희 협회장님, 그리고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국제인권네트워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1978년 UN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사회
권규약, 자유권규약을 비롯해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난민지위협약, 장애인권
리협약 등 여러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해왔지만, 당사국으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가를 자문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유엔기구들이 십수년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제인권규범이 국내법 및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데에는 국회가 적극적인 역
할을 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국제인권규범 이행의 역할이 행정부나 사법기관에 주어진
것으로 협소하게 인식되어왔고, 국회에서는 조약에 대한 체결･비준 동의나 개별 의원의 입
법 외에 별다른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국회의 역할은 개별 사안에 대한 입법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행정부 및 사법부를 견제･감독하여 국제규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
다.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국제규약의 이행을 위해 의회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회원
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대로 국내법 제･개정은 물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절차 과정
에의 참여, 행정부 인권규범 이행 감독, 사법부의 법집행 감시 등 국회의 영역을 능동적으
로 확대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입법･감독 메커니
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살펴보게 될 여러 국가의 제도들이 좋
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역시 여성･아동 인권 관련 국제규범 이행을 위하여 입법 및 정책연
구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인권’을 대북문제의 외교적 수단으로만 인식
하는 경향도 있어 인권에 대한 국회 전반의 인식 제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콘
퍼런스를 계기로 국회에서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 인 숙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를 함께 주최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님,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대표 권인숙 국회의원님과 한국인권학회, 인권법학회,
국제인권네트워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
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
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도 불구
하고 국제인권규범은 국내에서 국내법이 갖는 규범성 정도의 인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
니다.
국제인권규범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국가는
국제인권기준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
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수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규정뿐만 아니라 구
체적인 법률을 제정･집행･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한 제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민주화에 발맞추어 인권 보장의 수준도 상당히 성장하였지
만, 아직도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
라는 공중보건과 방역뿐만 아니라 국제인권 측면에서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적 위기와 도전 속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방역과 더불어 인권의 측면에서도 선진국으
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입법
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입법권은 우리 헌법
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과정에서부터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합리적인 해
석과 기준이 주된 근거로 활용된다면, 제정된 법안을 집행하고 적용하는 이후의 과정에서
도 인권 보장의 연쇄적인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
안”이라는 시의적인 내용으로 유익한 콘퍼런스를 이끌어주실 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분들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귀하신 시간 내시어 자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은 인간 존엄과
존중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구현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며,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 정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 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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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황필규 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황필규 위원장(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1)

목차
1. 왜 국회인가?
2. 입법을 통한 총체적인 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 메커니즘과
관련된 원칙과 절차를 확립
3. 국회 내 국제인권규범 이행 감시를 위한 조직구조 상설화
4.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혹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입법 마련 :
개인진정제도 도입을 위한 조약의 비준･가입 및 집행을 위한 법제 확립
5.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심사와 권고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국회 보고 및 감시체계 확립
6.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 역할의 효과성 제고 방안
7.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의 국제인권 의무 준수를 보장하고 이러한 의무를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의회의 결
정적 역할을 인정하고;
의회의 주요 역할 중 인권조약을 비준하고, 입법을 심의하고, 행정부의 인권의무 이행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정부 자체의 일차적인 기능을 지지하고 보장하기 위
해 결정적임을 인정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효과적 운영의 유지와 함께 인권영향을 고려한 국가
예산의 심의와 승인이라는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을 포함하여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과 관련하여 의회가
할 수 있는 상당한 기여를 인정하고;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기타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진 권고의 이
행을 지지･감독하는 의회의 주도적인 역할과 이를 통한 법치주의 강화에의 기여를 인정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라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는 이러한 역할을 이끌고 조정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야 함을 인정한다.”1)

* 이 글은 황필규,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
터,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4. 12. 17.), pp. 81-105을 수정･보완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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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는 … 특히 국제적 약속을 국내 정책과 법률로 해석해냄으로써 각각의 유엔
회원국이 그 인권 의무와 약속을 지키고 법의 지배를 강화하도록 기여하는 국회의 결정적인 역
할을 확인하고,2) …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세션과 기타 인권메커니즘에서 이
루어진 권고의 이행을 국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인하며, … 국가들
로 하여금 그 국내법에 근거하여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보고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특히 국가보고서의 자문절차와 권고의 이행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로서 국회를 포함시키고 그
국가보고서와 자발적 중간보고서 혹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의 상호대화 세션에서
그러한 참여를 보고하는 것을 통하여, 국회의 참여를 증진시킬 것을 권고(한다).”
- 유엔인권이사회 제26차 세션 결의 (2014. 6. 27.)3) -

1. 왜 국회인가?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국회의 역할은 종종 간과된다.4) 국회도 국제
인권기구 권고의 이행문제는 행정부의 영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 사법부의 역할에 대
한 논의만이 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5)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의 전 과정에서도 국회의 참여나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6)

1) Human Rights Council, Draft Principles on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UN Doc. A/HRC/
38/25, 17 May 2018, Annex I 참조.
2)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2/15 :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RES/22/15 (2
March 2013),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3/128/92/PDF/G13128
92.pdf?OpenElement.
3)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26/29 :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RES/26/29 (27
June 2014),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14/087/52/PDF/G1408752.
pdf?OpenElement.
4)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para. 2 참조.
5) Carolyn Evans and Simon Evens, “Evaluating The Human Rights Performance Of Legislatures”,
Human Rights Law Review, vol. 6, no. 3 (2006), pp. 545-569 참조.
6) Human Rights Council, Summar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panel discussion on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26/CRP.1 (22 May 2014), para. 6, http://www.ohchr.org/
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6/Pages/ListReports.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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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국회는 국제인권규범의 효과적 이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유
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권고의 50% 이상이 국회의 조치나 참여
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7) 무엇보다도 국회는 국가구조의 일부
분으로서 국가의 인권 보호, 존중 및 실현 의무를 공유한다.8) 헌법상의 인권 보장, 인권 보
호의 기능은 법원의 사법심사보다는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
장이 제기되기도 하고,9)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강조되기도 하는데10)
국회는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국내법이 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국회는 국내 차원의 인권
상황의 개선과 국제인권규범을 내재화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11) 국회는 일
반적으로 제･개정 법률안 심사를 포함한 입법,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촉구12) 및 동의13) 행
정부 활동 감시, 국가인권기구와의 연계, 인권문화 확산에의 기여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
보호 의무를 실천한다.14)

7) Human Rights Council,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38/25, 17 May 2018, para. 11
참조.
8) Murray Hunt, Hayley Hooper, and Paul Yowell, Parliament and Human Rights: Redressing
the Democratic Deficit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 Policy Series No. 5, 2012), p. 13
참조.
9) Jeremy Waldron,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Yale Law Journal, vol. 115
(2006), pp. 1346-1406 참조.
10) Murray Hunt, Hayley Hooper, and Paul Yowell, Parliament and Human Rights: Redressing
the Democratic Deficit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 Policy Series No. 5, 2012), p. 16
참조.
11)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A Framework for Designing and Determining Effectiveness (2014,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 3 참조.
12) 제20대 국회의 경우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
의안』(2020. 2. 27. 제안),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2018. 11. 14. 제안) 등이 임기만료로 폐
기되었고, 제19대 국회의 경우,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2012. 9. 27. 의결),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
안』(2012. 9. 27. 의결),『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2013.
4. 29. 의결) 등이 채택되었고,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2012. 8. 20. 제안)은 임기만료로 폐
기되었다.
http://naph.assembly.go.kr/index.jsp 참조.
13)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p. 66-68 참조.
14)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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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회의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역할 (국제의원연맹)
1. 인권조약의 비준
2. 국제기준의 국내적 이행 보장
(1) 예산의 채택 및 인권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의 확보
(2) 정부의 정책과 규범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 감시
(3) 유엔조약감시기구 및 특별절차의 권고와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
(4) 위원회나 옴부즈맨 등 의회 내 인권기구의 설치
(5) 국제기준의 국내법적 효력 부여를 위한 법률 채택
3. 효과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국가인권행동계획의 채택을 포함하여 인권보호를 위
한 국내 제도적 기반의 창출 및 지원
4. 시민사회, 학계, NGO 등과의 협력활동 등에 기초한 인권교육, 인권증진활동 등을 통해
주요 인권 이슈에 관한 여론 형성
5.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개선하고, 국제인권기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동참15)

[표 2] 유엔인권이사회의 의회 역할에 대한 검토 및 권고16)
- 국내법에서의 국제인권규범 주류화의 필요성
- 국제인권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자원과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
-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17)의 이행 & 국내법의 국제인권규범･
기준과의 양립가능성을 보장하는 의회를 지원하는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
- 국회의원들이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다른 국제인권메커니즘에 좀 더 능동적
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인권이사회가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
- 보고서 제출과 후속조치를 위한 국내 메커니즘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의 적극적 참여
및 입법조치 필요시 권고의 이행에 대한 기여의 필요성
- 원칙들과 가이드라인들의 개발을 통한 인권 메커니즘 활동에의 좀 더 능동적 참여의 필요성
- 특히 현존하는 의회 내 인권위원회의 경우,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이행을 포함한 정부
의 인권정책 및 조치의 감시의 필요성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para. 2 참조.
15) Westminster Consortium and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Human Rights and Parliaments:
Handbook for Members and Staff (2011), p. 180 참조.
16) Human Rights Council, Panel discussion on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35/16, 22
June 2017, para. 49 참조.
17) https://nhri.ohchr.org/EN/Themes/Portuguese/DocumentsPage/Belgrade%20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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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내적으로 인권에 관한 법체계를 수립하고,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구 권
고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18) 즉 국회는 유엔인권권고의 신
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신속하게 필요한 법률 정비를 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19) 이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을 현실로 만드는 국회 본연의 권한
을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20)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은 특정 국가의 정치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정치적인 절차
인 바, 국회는 특정한 인권침해의 사회정치적 맥락과 유사한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하기 위한 조치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21) 국회는 국
제인권기구의 권고를 국내법으로 만들고 입법과정에서 이를 반영함으로써 인권을 국내화
시키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22) 또한 국
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에 국회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 행정부의 교체나 정책의 변화에 상대
적으로 영향을 덜 받으면서 좀 더 안정적인 정치적 구조 내의 이행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
다.23) 그리고 국회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은 국내법과 국제인권조약상의 의무의 조화를 보
장해 줄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권침해 예방의 기능
을 수행하게 된다.24)

%20Final.pdf
18)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71 참조.
19)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para. 5.1 참조.
20)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iii 참조.
21) Andrew Drzemczewski and James Gaughan, “Implementing Strasbourg Court Judgments:
The Parliamentary Dimension”, Wolfgang Benedek, Wolfram Karl and Anja Mihr, eds.,
European Yearbook on Human Rights Vol. II (2010), pp. 233–244 참조.
22) Murray Hunt, Hayley Hooper, and Paul Yowell, Parliament and Human Rights: Redressing
the Democratic Deficit (Arts & Humanities Research Council Policy Series No. 5, 2012);
Human Rights Council, Summar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panel discussion on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26/CRP.1 (22 May 2014), para. 13, http://www.ohchr.
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6/Pages/ListReports.aspx 참조.
23)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58, p.61 참조.
24)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5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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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러한 책임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
는 인권 보호, 존중 및 실현 의무의 일차적인 주체는 행정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인
권규범의 이행의 모든 책임과 역할을 국회로부터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국회가 가질 수
있는 여러 한계지점들, 예컨대 정치적 현실, 독립성의 정도, 국가적 우선순위, 다양한 이해
관계의 존재, 충분한 자원의 유무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필요하다.25)

[사례 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의회의 다양한 인권 감시 활동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인권, 아동･청소년 권리, 이주, 난민, 비호 및 윤리에 관한 공동위
원회는 헌법과 국내 법제에서 보장된 아동권, 청소년, 이주민, 난민,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행사와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 인권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방안을 수
립하기도 하고, 국민이 제출한 제안을 검토하기도 한다. 인권침해 진정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에 입각해 진정인과 상하원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발의된 법률안이 헌법상
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법률안의 제안하거나 법률안 심사 도중
공청회를 제안할 수도 있다. 하원에는 젠더평등 이슈를 다루는 젠더평등위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는 특히 여성의 권리에 주목한다. 그 외에도 상하원 모두 법률-헌법위원회를 두고 있
는데 이 위원회들은 주로 헌법 이슈를 다루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처벌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26)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심의와 권고를 다루는 국내 정부 부처인 법무
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등은 유엔인권권고를 철저하게 협의의 ‘정부’의 문제로 바라
보고 있다. 국가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그 이행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협의의 ‘정
부’만이 존재한다. 심지어는 유엔인권기구의 우려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대한 변명으로 국
회의 입법부의 입법 활동 미진이나 사법부의 판결 결과를 드는 경우조차 있다.27) 그나마

25)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A Framework for Designing and Determining Effectiveness (2014,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 3 참조.
26)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High-Level Workshop (13-14 November 2013,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 10
참조.
27) 황필규,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2회 유엔인
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2. 12. 6.), pp. 157-158, 16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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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인권규범이나 권고의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면 그
역할의 조직적 확대 측면에서만 고려하면 되겠지만 최소한의 진정성이나 진지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더더욱 중
요하게 평가되고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이행상황 중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점
검단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기초로 정부를 감독하고 개선방
향을 강제하는 것도 상당 부분 국회의 몫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에 관한 정책과제 및 그 평가는 궁극적 수혜자인 국민 나아가 한국
에 사는 인간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보장이 목표이므로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국제인권규범 이
행에 관하여는 UN 인권이사회의 정부에 대한 각종 권고 및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에 관한
결정(견해) 등에 관한 국내적 이행에 대한 과제설정 및 그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
한 주무부처 지정 및 해당 과제설정, 평가 자체가 전무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에 관한 정책과제 내지 이에 대한 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UN 조약감시기구의 최종견해, UN 인권이사회의 권고 등에서 법무부 등 해당 정부부처에 부과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각종 이행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열거하고 이에 대하여 해당 부처가 이
를 기존 정책방향이나 구체적인 정책내용에 어떻게 반영하였고, 그 결과도출을 위하여 어떤 별도
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 별도계획의 시행을 위해 정부 측의 어떤 단위가 어떠한 추가적인 예
산과 인력을 가지고 어떠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였는지를 밝힐 것이 필요함.“28)

유엔인권기구의 심의와 권고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협의의 ‘정부’를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29) 이는 차별금지법의 제정, 친고죄의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의 노동3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존중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
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권고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 등은 국가보고서
준비와 유엔인권기구의 심의과정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유엔인권권고를 입법부와 사법부에 전달하여 그 취지,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30)

28)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이행상황』 (2014. 11.), p. 414 참조.
29) 우종길,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
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p. 250 참조.
30) 여성가족부는 2011년 12월 국회, NGO, 정부대표, 사법기관, 지방자체단체 및 일반 시민을 초청하여
제7차 국가보고서 이행 심의결과 및 향후 이행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홍현주, “유엔여성차
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 이행을 위한 노력”,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2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2. 12. 6.), p. 97 참조.

제1주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발제 9

이것이 이후에 국회의 입법과 법원의 재판 운영31) 및 사법행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32)
국가보고서의 준비과정과 권고의 이행과정, 그리고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논의과정33) 등에서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34) 정부 부
처 간 협의,35) 국회와 대법원,36) 국가인권위원회, NGO, 인권전문가, 관련된 당사자,37)
지방자치단체38) 등과의 공개된 장에서의 의견교환 등이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견가능하고 명확한 표준화된 의견 수렴, 조정 및 보고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
다.39) 이러한 표준화된 절차 확립은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자가 진단, 정책 검토, 건설적인

31) 정정훈, “이주･ 인종차별 분야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실태 토론문: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후속조치”,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p. 7-9 참조; 이인석, “사법부의 역할(토론문)”,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p. 287-297 참조.
32) 이석준, “유엔 권고이행 국내메커니즘”,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 275 참조.
33) Human Rights Council, Draft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6/14/L.8, 30 October 2012, para.
124.15 참조.
34) 이석준, “유엔 권고이행 국내메커니즘”,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
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 274; Navanethem Pillay,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High Commissioner, June 2012),
p. 8 참조.
35) 이석준, “유엔 권고이행 국내메커니즘”,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 274 참조.
36) University of Bristol, Implementation of UN Treaty Body Concluding Observations: The

Role of National and Regional Mechanisms in Europe - Summary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High Level Seminar (19-20 September 2011), p. 4 참조.
37) 김영석,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PR) 평가 및 이행방안에 관한 토론문”, 외교통상부･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인권심의(UPR)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회』 (2008. 8. 26.), p. 38 참조.
38) 김경희,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분석과 실현방안”,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
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p. 169-170 참조.
39) 황필규,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평가 및 이행방안: 한국정부의 활동을 중심
으로”,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인권심의(UPR) 평가 및 이행방안 토론
회』 (2008. 8. 26.), p. 24;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et al, Improving Implementation

and Follow-up: Treaty Bodies, Special Procedures,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ort of
Proceedings (22-23 November 2010), p. 31; 오재창,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
한 국내 후속조치에 관한 토론문”,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
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p. 282-283; 유남영, “국내 인권레짐의 제도화를 위한 인권기본법
의 제정을 위하여”, 한국인권재단, 『2012 한국인권회의: 도시와 인권, ‘인권도시’ 도전과 과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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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화의 기회를 제공한다.40)
국회는 적어도 그 소관 상임위원회나 별도로 구성된 단위에서 법제개선의 필요성과 관
련한 유엔인권권고의 국내이행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정부에 대한 인권감시자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41) 행정부, 입법
부, 사법부 등 3부와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는 모든 국가기관들은 자신의 소관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유엔인권권고의 이행을 위한 교차적이고 다층적인
실행과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42) 상호작용과 상호협의를 위한 공식화된 적절한 통로
를 마련하여야 한다.4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중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민점
검단도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정책과제 및 그 평가는 궁극적 수혜자인 국민 나아가 한국에 사는 인간에 대한 인권 보호
및 보장이 목표이고 특히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관하여는 인권이사회의 정부에 대한 각종 권고
및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에 관한 결정(견해) 등에 관한 국내 실현을 위하여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 활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권정책과제 설정 및 그 이행평가의 대상이 대부
분 협의의 행정부에 치우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앞으로 사법부, 입법부 활동까지도 충
분히 고려한 인권정책과제의 개발과 그 이행 평가가 절실하게 요구됨.”44)

2. 9.-11.), p. 311; Navanethem Pillay,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High Commissioner, June 2012), p. 85 참조.
40) Navanethem Pillay, Strengthening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y system: A
report by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High Commissioner, June 2012), pp. 12-13 참조.
41) 최은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 이행 관련 토론문: 인권행위자들(한국정
부와 한국민간단체들)의 후속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 60 참조; 오재창,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에 관한 토론문”,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
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p. 284-286 참조.
42) 최은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 이행 관련 토론문: 인권행위자들(한국정
부와 한국민간단체들)의 후속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 60 참조.
43)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et al, Improving Implementation and Follow-up: Treaty
Bodies, Special Procedures,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ort of Proceedings (22-23
November 2010), p. 31 참조.
44)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2013. 9.), p. 3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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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을 통한 총체적인 인권정책의 수립 및 시행,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 메커니즘과 관련된 원칙과 절차를 확립45)
국제인권규범의 준수와 유엔인권권고 이행의 효과성은 국가의 인권정책 전반의 수립과
이행 메커니즘의 효과성, 지속가능성 등에 의존하게 되어 있다. 결국 이는 국가가 전체적
인 인권시스템을 어떻게 가져나가고자 하는가의 ‘인권을 향한 정치적 의지’의 문제이
다.46) 총체적인 인권정책의 내용, 그 수립과 시행 관련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인권기본법’
이 필요하다. 인권기본법은 인권의 목록이나 기준 및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문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회의 각 단위에서 계속하여 논의, 제기, 계
획, 교육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 인권기본법에 포함되어
야 하는 내용으로는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절차,47)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인권교육
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인권의 지방화를 위한 지역인권기구의 설치, 이러한 절
차에서의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해외
개발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고려 등을 들 수 있다.48) ‘기본법’은 국가가 지향해야 할 정책이
념, 목표, 방향 등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위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방
식은 법체계적 문제, 실효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49) ‘인권기본
법’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산재되어 있는 인권 관련 법제를 종합하
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위 여러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45) 황필규, “유엔인권권고 이행 메커니즘 확립 방안”,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2회 유엔인
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2. 12. 6.), pp. 155 참조.
46) 최은아,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최종견해 이행 관련 토론문: 인권행위자들(한국정
부와 한국민간단체들)의 후속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p. 58-59 참조; 오재창,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권
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 후속조치에 관한 토론문”, 대한변호사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
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p. 281-282 참조.
47) 정정훈, “이주･ 인종차별 분야 유엔 인권권고사항의 이행 실태 토론문: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후속조치”,
대한변호사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1. 12. 9.),
p. 7.
48) 유남영, “국내 인권레짐의 제도화를 위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 한국인권재단, 『2012 한국인
권회의: 도시와 인권, ‘인권도시’ 도전과 과제』 (2012. 2. 9.-11.), pp. 309-310 참조.
49) 박원석,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문”,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3. 12. 3.), p. 96 참조.

12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 입법부를 중심으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관련하여 그 이행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따라야 할
역할, 의무 및 절차를 법률로써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관련
한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틀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이 법률은 국내법질서에 인권조약을 어
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의 의무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의 이행과 관련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국제인권규범의 준수에 소극적인 (교체된) 행정부에 대한 안정장치가 될 수 있다.50)
국회는 관련 국제인권기구 결정례 혹은 권고례를 참조하여 입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부
합되도록 하여야 한다.51) 국회는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 제･개정 법률안이 국제인권규범
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장래 국제인권규범의 위반을 예방하여야 하고, 이는 각각의 법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포함한다.52)

[사례 2] 호주: 인권법에 기초한 국회의 입법 심사 및 인권 조사 구조
호주 의회의 공동인권위원회의 경우 『2011년 인권(의회감시)법』에 근거하여 기존 법률 및
제･개정 법률안의 국제인권 조화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53) 그러나 유엔조약기
구의 권고 이행을 심사하거나 감시할 명시적인 권한은 없다.54) 이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문
의한 인권 이슈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상하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책임지고
있는 인권 이슈에 대한 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 활동을 위하여 증인을 출
석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55)

50)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p. 59, 71-72 참조.
51)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72 참조.
52)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para. 6.4 참조
53) Parliament of Australia, Resolution to Establish the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1 March 2012), http://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
Senate_Committees?url=humanrights_ctte/ctte_info/index.htm 참조.
54)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Judgment to Justice: Implementing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0), pp. 129-130; Phil Lynch, Australia’s Duplicitous
Approach to UN Treaty Bodies Undermines Human Rights (1 September 2012), http://
www.hrlc.org.au/opinion-australias-duplicitous-approach-to-un-treaty-bodies-under
mines-human-rights-13-august-2012 참조.
55)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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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리투아니아: 의회의 국가인권행동계획 수립
리투아니아에서는 의회, 의회 내 인권위원회, 그리고 UNDP가 공동으로 국가인권행동계획
을 수립했다. 1단계에서는 참여적 절차를 통해 최우선 과제를 도출했고 전문가들은 리투아
니아 인권상황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2단계에서는 이러한 연구조사 결과가 전국 및
지역 회의에서 검증됐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계획안이 수립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들에서 검토가 이루어졌고 2002년 11월 7일 의회의 최종의결이 있었다.
의회 내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56)

[사례 4] 아일랜드: 의회의 인권정책 수립에서의 역할
아일랜드 의회의 사법, 국방 및 평등에 관한 공동위원회는 사법, 안보, 법의 지배, 평등, 국방
및 이주 영역에서 정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법률 제･개정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할 수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해관계자들의 서면 의견을 접수할 수도 있다.57)

[사례 5] 우크라이나: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이 이행을 위한 절차
우크라이나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의 집행과 이행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있다.58) 이 법은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 이행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의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별조치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결정 이행 노력의 상태와 결과, 그 종료를
보고해야 한다. 의회는 일반적인 조치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행정관행의 개선 제안, 법
률 제정에서의 고려 제안 등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또한 의회는 이러한 조치들을 정부에
제안하고, 대법원에 국내법원의 판례법이 어떻게 유럽인권협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인
가의 제안을 포함하는 분석의 내용을 대법원에 제출하게 된다.59)

High-Level Workshop (13-14 November 2013,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p.
10-11 참조.
56)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 77 참조.
57)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High-Level Workshop (13-14 November 2013,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 11
참조.
58) Ukraine Implementation Law (No. 3477-IV) (2006), (개정법 Law No. 3135-VI) (2011) 참조.
59) Ukraine Implementation Law (Law No. 3135-VI) (2011) 제12조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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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이탈리아: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의 이행 감시 법률
이탈리아 특별법은 정부와 의회의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이행 감시의 법률적인 근거를 제공
하고 있다.60) 이 법은 유럽이권재판소 결정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행위자들의 관계를 규정
하고 있다. 이 법은 총리와 의회간의 새로운 정보채널 개설을 규정하고, 총리에게 재판소의
결정과 그 이행 상태를 매년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61)

[사례 7] 스페인: 의회 헌법위원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절차 규범화
스페인 의회의 헌법위원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국가정책의 이
행에 관련하여 정보 요구 등을 통해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최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국가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부처 간 조정의 지침을 정하는 규범을 성안 중이며 이
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전 과정에서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공식화시킬 것
이다.62)

법무부는 2013년 4월 효율적 인권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24개 부처･기관이 함께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이행 점검하는 절차를 체계화하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63) 또한 추미애 의원은 2013년
9월과 2104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다변화된 인권가치를 담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인권기
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64) 그 후 2017년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6. 국민 인권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과제에 『인권기본법』제정이 명시되
60) Italian Implementation Law (Law No. 12/2006) (10 January 2006) 참조.
61)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1 참조.
62) Human Rights Council, Summar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panel discussion on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26/CRP.1 (22 May 2014), para. 31, http://www.ohchr.
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6/Pages/ListReports.aspx 참조.
63) 법무부 2013. 4. 5. 보도자료,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여는 법무행정: 법무부, 201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p. 8 참조.
64) 업코리아 2013. 9. 12. 기사, “추미애 의원, ‘인권기본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뉴시스 2013. 9. 16.
기사, “법무부･추미애, 인권기본법 관장기관 기싸움”; 아시아경제 2014. 9. 16. 기사, “추미애, 인권기
본법 2차 공청회 개최”; 여성신문 2014. 9. 17. 기사, “법무부 “인권 보호 주체는 우리” vs 시민단체 “인
권위해 뭐 했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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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65)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7년말부터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인인권기본법 초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간 바 있다.66) 최
근 법무부는 범정부적 인권정책 체계화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
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법무부 제정 추진 『인권정책기본법』 주요내용67)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성격과 위상에 맞게 그 수립과 이행, 추진 체계를 법률
로 규정하여 규범력 강화
- 국가인권정책위원회와 그 위임사항을 처리하는 국가인권정책집행위원회의 설치 및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
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기본계획 종료 연도에는 추진성과를 종합평가
- 5년마다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
2.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심의 준비와 국
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과 관련한 기본 절차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에
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법률로 규정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업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의무 부과,
기업에게는 경영활동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규정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및
사회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효과적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① 안정적인 정치적 지지, ② 투명하고 참여적인 계
획 과정, ③ 인권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 ④ 해결과제의 현실적인 우선순위 확정 및 행
동에 기초한 접근, ⑤ 감시와 평가를 위한 명확한 집행기준 및 강력한 참여메커니즘, ⑥ 적절
한 자원의 배분 등을 필요로 한다.68) 국회 차원에서도 기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관련
65) https://www.evaluation.go.kr/psec/np/np_2_1_2.jsp 참조.
66)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회의 자료』(2018. 7. 12.) 참조.
67) 법무부, 『보도자료: 범정부적 인권정책 체계화를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 11. 7.) 참조.
68)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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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러한 측면들이 충분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준수와 유엔인권권고 이
행과 관련해서는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겠지만, 기본법의 제정이 늦어지는
등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상조약의 체
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이 참고가 될 수 있고, 19대 국회에 제안되었던 『조약의 체
결･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법률안』, 『조약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법률안』,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기본법안』, 『조약
및 기관간약정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등도 참고할 수 있겠다.69)

3. 국회 내 국제인권규범 이행 감시를 위한 조직구조 상설화
국회 내 인권 감시메커니즘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다.70) 국회 내에 국제인권규범의
주류화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에 관한 철저한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구조를 신설
하거나 기존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71) 이러한 조직 구조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부 및 관련
국가기관에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72) 국회는 별도의 인권위원회나 이와 유
사한 단위로서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철저하고 정기적으로 감독할 조직 구조를 가져야 하며
그 임무는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의되고 규정되어야 한다.73) 인권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국회
내 단위는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이행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고려해
야 하고, 인권 이슈를 다루는 기존 상임위원회들은 국제인권기구의 이행 감시까지 그 활동범
위를 확대시켜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다양한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성이 있어야 하
고 인권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야 한다.74)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 77 참조.
69) http://naph.assembly.go.kr/index.jsp 참조.
70) Hironori Yamamoto, Tools for parliamentary oversight: A comparative study of 88 national
parliaments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2007), p. 15, Box 1.1 참조.
71)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para. 6.6 참조.
72)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2 참조.
73)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Appendix - Basic principles for parliamentary
supervis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ara. 1 참조.
74)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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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8] 영국 등: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국회 이행 감시 구조
영국,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루마니아 등은 국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럽인권재판소 판
결의 이행을 감시할 국회 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75)

[사례 9] 호주: 의회 공동인권위원회의 균형 잡힌 구성
호주 공동인권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적어도 4명은 야당 혹은 무소속이
어야 한다.76) 이 위원회는 그 활동을 자문해 줄 변호사를 임명할 수 있다.77)

그 임무는 1) 제･개정 법률안의 국제인권규범 부합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 2) 정부
에 대한 유엔인권권고 및 그 이행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제출 요구, 3) 관련 제･개정 법률안
제안 혹은 발의, 4) 그 임무에 관한 증인 등의 출석요구, 서류제출 요구 및 현장 조사 권한,
5) 다른 의회 기구에 대한 인권에 관한 자문, 6) 제3자에 의해 제기된 인권 문제나 우려사항
에 대한 검토 및 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78)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72 참조.
75)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para. 5.3 참조.
76) Human Rights (Parliamentary Scrutiny) Act 2011, Art. 1(a) 참조.
77)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High-Level Workshop (13-14 November 2013,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 11
참조.
78)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 71;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Appendix - Basic principles for parliamentary supervis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ara.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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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회 내 인권위원회의 책임과 기능79)
(1) 책임
-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 장려
- 국제인권의무와 양립 가능하도록 법안 및 기존 법률의 제안과 검토, 필요시 개정안 제출
- 정부의 인권의무와 함께 국제인권메커니즘에서의 정치적 약속 이행활동에 대한 의회
감시 주도
- 입법, 정책 또는 정부 활동에 대한 논의 시 의원들에게 인권관련 정보 제공
- 인권향유에 대한 영향의 관점에서 국가 예산안 검토
- 개발 지원 및 협력 기금이 수혜국의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요구 및 그 이행 감독
- 인권 이슈, 발전, 우려사항 및 사례에 관하여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대표와 협의 및
협력
- 입법활동, 의회조사, 공청회, 공개토론회 및 국가적 인권이슈와 발전에 관한 보고서 발
간 등을 통해 국가적 인권 발전과 이슈에 대한 의회의 행동 주도
- 공청회 개최, 정보 및 문서 제출 요구, 공청회 증인 소환 및 청문, 의회 본회의에 보고서
및 권고 제공, 보고서나 자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의회 토론 개시
- 인권 관련 이슈에 대한 의원들 교육 및 인식제고
(2) 기능
- 국제인권메커니즘에 제출할 보고서 준비 및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 자문절차참여
- 국제인권메커니즘 특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제출할 정부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또는 자체적으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인권조약기구
세션 참여
- 지정된 담당자를 통해 보고서 제출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내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입법
개선, 신법 채택 혹은 예산 조정이 필요한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를 확인하고 우선적
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
- 국제인권메커니즘 권고 이행에 관한 정부의 업무 감독
-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조약기구 위원이나 인권기구를 다루는 유엔 직원이 국가를 방
문할 때 정부와는 별도로 회합

79) Human Rights Council, Draft Principles on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UN Doc. A/
HRC/38/25, 17 May 2018, Annex 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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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0] 영국: 의회 공동인권위원회80)의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이행 감시와
인권기준에 입각한 법률안 심사81)
영국 의회의 공동인권위원회는 유럽인권협약을 영국 국내법에 수용한 『1998년 인권법』의
결과로 설치되었고, 상원과 하원이 각각 최대 6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공동인권위원회의 12명
의 위원은 3명의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문적인 사무국과 함께 일한다. 위원회는 개인의
권리침해 구제 및 유사 침해의 예방을 위해 국내법이나 관행의 변화를 요하는 국내법원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모든 결정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감시한다.82) 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의 집행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관련 정부 부처와 대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정기
감시 보고서를 발행하여 그 진행 상황에 대해 분석함을 통해 재판소 결정의 이행을 감시한
다. 집행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는 재판소 결정 후 4개월 이내에 그 집행 계획을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하고 유럽평의회에 제출한 행동계획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83) 위원회는 회
기 중에는 언제든지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집행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에 증거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장관
들을 출석시킨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 상 권리의 적용과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사무국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 외에, 위원회 회의 중 제기될 질의 작
성을 지원한다.84) 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의 확정되기 전에도 정부가 취해야 할 일
반적인 조치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85)
공동인권위원회는 또한 모든 법률안들이 유럽인권협약 및 기타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는지
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새로운 법규정의 내용에 관한 사법
적 해석의 필요성을 줄이고, 법적이고 행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된다.86) 정부도 수동적
으로 위원회의 지적에 대응하기 보다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고를 진행함으로써 입
법부와 행정부간의 대화를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위원회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유엔인권조약에 대한 영국의
준수 여부와 관련된 유엔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등 권고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심사하기
도 했다.87)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포함하여 영국의 국제인
권조약의 비준 상황에 대하여 연구･조사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88)
위원회는 또한 적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인권 이슈에 대한 주제별 연구･조사를 진
행한다. 그동안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주제로는 사적 영역에서의 인권, 아동권의 보호, 난민
신청자의 처우, 경찰권 발동과 시위 등이 있다.89)

80) http://www.parliament.uk/business/committees/committees-a-z/joint-select/humanrights-committee/ 참조.
81)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p. 62-65 참조.
82) Westminster Consortium and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Human Rights and Parliaments:
Handbook for Members and Staff (2011), p. 1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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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1] 캐나다: 상･하원 각각의 인권위원회의 전반적인 인권 감시 기능
캐나다 하원의 사법･인권위원회는 캐나다인권위원회, 캐나다인권재판소, 캐나다연방사법
위원사무소 등의 정책, 프로그램, 입법 등을 심사하고 이에 대하여 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인권, 형사정의, 가족법 등과 관련하여 제안된 연방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고, 그 담
당영역에 속하는 이슈를 연구･조사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열거나 증인들로부터 증언을 청
취할 수 있다. 한편 캐나다 상원의 인권위원회는 상원이 의뢰한 인권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권
한을 가지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의 준수
를 보장함을 통해 인권 이슈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감시한다. 또한 연방 법률과 정책이 적절
하게 적용되고 인권과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 및 캐나다 인권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90)

83) Guidance for Departments on Responding to Court Judgments on Human Rights, HL
Paper 85/HC 455 (2010), paras. 15–18 참조.
84)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2 참조.
85) Enhancing Parliament’s Role in Relation to Human Rights Judgments, HL Paper 85/HC
455 (March 26, 2010), para. 69 참조.
86) Anthony Lester, “Parliamentary Scrutiny of Legislation Under the Human Rights Act 1998”,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aw Review, vol. 33 (2002), p. 16 참조.
87)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note 225, p. 123 참조.
88) Westminster Consortium and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Human Rights and Parliaments:
Handbook for Members and Staff (2011), p. 181 참조.
89) Westminster Consortium and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Human Rights and Parliaments:
Handbook for Members and Staff (2011), p. 181 참조.
90)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High-Level Workshop (13-14 November 2013,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p.
1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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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2]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인권에 관한 정치문화의 형성/반영
영국의 공동인권위원회는 영국 의회 내에서의 영향력, 영국인권법의 실행에서의 역할 등으
로 새로운 “인권에 관한 정치문화”를 형성함으로써 종종 의회 인권위원회 시스템의 모범,
“의회 차원의 인권모델”로 언급된다.91) 이 위원회는 정치적 혹은 공적 주체를 개입시킴으로
써 법관의 권리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입법이 권리에 부합하는지, 혹은 입법이
권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 정부와 의회가, 그리고 법원과 의회가 변증법적 긴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인권보호에
관한 새로운 접근을 보여준다.92) 영국,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접근 방식은 인권 보호에
있어서 오늘날 의회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
회의 중요한 감시 역할을 예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93)

이러한 조직은 국회 전체에 대하여 인권 문제에 관한 적절한 자문과 정보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또한 이루어
져야 한다. 인권위원회나 이와 유사한 단위는 인권에 관한 법적･정책적 전문성이 있는 직
원들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특화된 사무지원을 위한 적절한 자원도 보장되어야 한
다.94) 국가인권위원회, 여러 국회 상임위원회 등 국내기관과 국제인권조약기구, 유엔특별
보고관 등 국제기관과 적절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정기적인 소통구조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
한 상당한 관련 경험을 가진 검증된 NGO와도 이러한 협력 및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95)
91) Janet L. Hiebert, “New Constitutional Ideas: Can New Parliamentary Models Resist Judicial
Dominance When Interpreting Rights?”, Texas Law Review, vol 82, issue 1 (2004), p. 1963
참조.
92) Janet L. Hiebert, “Parliament and the Human Rights Act: Can the JCHR help facilitate a
culture of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4, no 1 (2006) p. 5 참조.
93) Janet L. Hiebert, “Parliament and the Human Rights Act: Can the JCHR help facilitate a
culture of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4, no 1 (2006) pp. 5-6
참조.
94)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Appendix - Basic principles for parliamentary
supervis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ara. 2;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72 참조.
95)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Appendix - Basic principles for parliamentary
supervis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para. 3;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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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의회 인권위원회 구성 및 업무수행방식96)
- 다원성, 비편파성, 모든 인권의 존중, 젠더 균형의 원칙을 고려하여 인권 전문적성이 있는
의원들로 구성
- 특히 업무수행방식, 회의 빈도, 정족수, 안건 설정 절차, 의사소통수단, 보고서 제출 및 후
속조치를 위한 국내 메커니즘 등 다른 공론의 장 참여, 사무국 업무,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
사회 또는 개인과 같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방식 등 세부규칙 규정
- 의사결정을 포함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명확한 명시적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공청
회 및 업무 등 공개
-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재정적 및 인적 자원의 제공
-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기구, 인권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법률가, 학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국
제기구 기타 이 영역에서의 관련 전문가 등의 외부 독립적인 인권 자문에의 접근 가능성 보장
-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 방식의 업무 수행

위원회의 설치 방식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인권조약규범과 결정의 감시를 포
함하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상임위원
회에 국제인권권고의 이행 등 특정 인권 이슈를 다루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다.97)
소위원회 방식은 역량을 집중시키고 명확한 활동방향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98)

[사례 13] 루마니아: 유럽인권재판소 결정 이행 감시를 위한 소위원회
루마니아 의회는 법무위원회에 산하에 유럽인권재판소 결정의 이행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원회를 두고 있다.99)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72 참조.
96) Human Rights Council, Draft Principles on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UN Doc.
A/HRC/38/25, 17 May 2018, Annex I 참조.
97)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2 참조.
98) Christos Pourgourides,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n Legal Affairs and Human Rights
Report -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6 June 2011), para. 29.
99)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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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위원회로 국제인권규범의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에 대
한 전문성 강화의 지향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위원들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회 내 상설기구’ 설치는 자칫 다른 상임위
원회의 권한보다 우위에 있는 ‘옥상옥’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는 저항에 부딪칠 수 있고,
한편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자문, 권고’ 등으로 할 경우 실효성 없는 ‘국회 내 국가인권위
원회’를 만드는 것에 머물 수 있다.100) 인권기준의 문제를 주류적인 정책논의로부터 소외
시키거나 단일 위원회에서 인권 이슈들을 파편화시킬 위험성도 존재한다. 위원회는 정치
적 변화에 민감할 수 있고, 정쟁의 장이 될 수 있으며,101) 절대다수당은 인권에 대한 논의
를 어느 정도 진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그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정치적
으로 주변화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102)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
처럼 비추어져 사법부와의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103) 결국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
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공감
대가 있어야 하고, 의회는 행정절차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104)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2 참조.
100) 박원석,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문”,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3. 12. 3.), pp. 97-98 참조.
101)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A Framework for Designing and Determining Effectiveness (2014,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 4 참조.
102)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5 참조.
103) Janet L. Hiebert, “Parliament and the Human Rights Act: Can the JCHR help facilitate a
culture of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4, no 1 (2006) p. 5 참조.
104) Maria Suchkova,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Within the Council of
Europe and Within Certain Member States for Securing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European Human Rights Law Review (2011), p. 461; Janet L. Hiebert, “Parliament and
the Human Rights Act: Can the JCHR Help Facilitate a Culture of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4, no 1 (2006) p. 2 참조.

24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 입법부를 중심으로

[사례 14] 핀란드: 국제인권규범에 입각한 입법
핀란드 헌법 제22조는 “공공기관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 및 (국제)인권의 준수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는 “(의회의) 헌법위원회는 그 고려 대상인 법률안 기타 문
제의 합법성 및 국제인권조약과의 관계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로 핀란드는 입법과정에서 조약기구의 권고 등에 대하여 상당한 고려를 해왔고,105) 특히 의
회 헌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초안 마련이나 심사에서 국제기준을 종종 사용한다. 이 위원회는
특히 유엔자유권위원회의 결정과 일반논평에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정부 법률안도 핀란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조약기구의 지적사항을 고려한 내용들의 예가 많다.106)

별도의 위원회 방식보다는 기존 상임위원회 등에서 관련 인권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고려
하는 방식이 좀 더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기는 하다. 의회 위원회는 항상 지속적으로 그 소
관사항과 관련한 모든 활동에서 인권을 고려하여야 하고, 법률안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07) 결국 모든 의회 위원회는 인권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해야
있다.108) 국회의원들의 여러 비공식 모임도 인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다.109)

[사례 15] 독일: 의회 상임위원회들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감시
독일은 의회 내 별도의 인권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인권과 인도적 지원위원회, 법무위원회,
청원위원회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가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110)

105)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Final Report of the Committee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on the Impact of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Findings on the Work of 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Berlin, August 2004), pp. 36–38 참조.
106)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p. 73 참조.
107)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 69 참조.
108) Christos Pourgourides, Council of Europe Committee on Legal Affairs and Human
Rights Report -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6 June
2011), para. 28.
109)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 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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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6] 네덜란드: 정부 법률안 제안 시 국제인권규범과의 조화 강제
네덜란드는 의회 내 인권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법률안이 유럽인권협약에
부합하는지를 검증하는 의회 내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할 때
이것이 네덜란드 헌법과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한 의무를 포함하는 국제법의 관련
규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111)

[사례 17] 브라질: 미주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배상 실현
브라질 의회 내 인권위원회는 1985년 노동운동가 암살 사건과 관련하여 1998년 미주인권
위원회가 내린 유가족에 대한 배상 및 살인자 처벌 권고112)에 대하여 1999년 전국적인 캠
페인을 조직하였고, 정부로 하여금 배상을 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113)

[사례 18] 멕시코: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을 위한 예산 책정
멕시코 의회는 2010년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집행하고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
한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3천만 페소의 예산을 배정했다.114) 이 과
정에서 의회 내 인권위원회, 예산위원회, 여성 살해에 관한 위원회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115)

110)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6 참조.
111)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6 참조.
112) IACtHR, Joao Canuto de Oliveira v. Brazil, Report No. 24/98, Case No. 11.287 (April 7,
1998) 참조.
113)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 69 참조.
114) Carson Osberg, Mexican Congress Approves Reparations Fund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o Comply with Inter-American Court Judgments (11 March 2011),
http://hrbrief.org/2011/03/mexican-congress-approves-reparations-fund-for-victim
s-of-human-rights-violations-to-comply-with-inter-american-court-judgments/ 참조.
115)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7 참조.

26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 입법부를 중심으로

기존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제인권규범 이행 감시 체계는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약할 경우
큰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정당 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고 집권당이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상
황에서는 의회 시스템은 취약할 수밖에 없다.116) 각각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의 정도에 차이
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위원회에 소관사항과 관련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기여가 어려울 수 있고, 시간과 자원의 부족이라는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117)
인권에 특화된 별도의 위원회, 기존 상임위원회 방식 외에도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국제
기구 혹은 유럽평의회 의회 등 지역기구에서 통용되는 방식인 특별보고관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특별보고관은 특정 이슈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는 기존 상임위원회를 통
하여 국회에 제출되게 된다.118) 다소 차원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참
여가 보장되는 국회 중심의 민관합동 위원회의 구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사례 19] 브라질: 민관합동 인권 및 외교정책 위원회
브라질의 인권 및 외교정책 위원회는 다기관 위원회로서 국회의 인권위원회, 행정부, 시민사
회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인권과 관련된 양국 간 혹은 다국 간
의제에서 브라질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통된 우선적인 이슈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은 이러한 이슈를 다루는 국회의 공청회 개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119)

별도의 조직단위의 마련을 포함하여 국회는 기존 상임위원회나 각종 모임 등을 통해 국
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주도하고 감시할 수 있다.

116) Dia Anagnostou and Evangelia Psychogiopoulou, Supranational Rights Litigation,

Implementation and the Domestic Impact of Strasbourg Court Jurisprudence: A Case
Study of Greece, JURISTRAS Case Study Report (2006), p. 14 참조.
117)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8 참조.
118)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A Framework for Designing and Determining Effectiveness (2014,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 4 참조.
119) Human Rights Council, Summar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panel discussion on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26/CRP.1 (22 May 2014), para. 21, http://www.ohchr.
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6/Pages/ListReports.asp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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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응 위한 의회 기제들120)
- 국제인권규범의 포괄성으로 인해 한 개의 또는 다수의 상임 또는 선별적인 위원회
(만일 1개 이상의 위원회가 있다면, 이들 위원회의 활동은 국제인권규범이 의회 활동에서
교차 부문적인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함.)
- 모든 분야의 활동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참고로 활용하고,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 관해 정
기적으로 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으며 각 정당이 포함된 인권위원회, 성평등위원회 등
- 국제인권규범과 그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당
모임이나 의원모임 또는 국회의원들이 참가하는 연구모임
-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상세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비공식 그룹

현재 국회에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제대로 논의하거나 심의하는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
다. 다만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인권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유엔조약기구 국가보고서, 유엔특별
절차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유엔 관련 업무
를 총괄하는 외교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외교통일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를 소관
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등121)이 포괄적인 인권 이슈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국회 내
에는 2020. 12. 4. 현재 59개의 의원 연구단체가 존재하는데122), 국회인권포럼, 여성･아
동인권 포럼 등이 관련 연구단체라고 볼 수 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유
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정책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 4. 23. 회의 개최를 통해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국방부, 농림
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부처별 유엔여성차별철페위원회의 권고 이행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는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123)

12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의원의 역할』(2018), p. 6
참조.
121) 국회법 제37조 참조.
122) https://www.assembly.go.kr/views/cms/assm/memact/memgroup/memgroup0101.jsp
참조.
123) 차인순, “CEDAW 협약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사례”,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4. 12. 17.), pp. 116-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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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제인권규범 준수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을 포함한 인권 전반
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로서 인권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이겠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내 소위
원회124) 구성 등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될 수 있다. 국회 내 국제인권규범 이행감시를 위한
상임위원회의 설치 등 조직구조 상설화는 효율성 및 효과성면에서 구체적인 검토를 요한
다.125) 당장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 대한 점검도 촉구가 안정적
으로 이루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점
검하는 체계를 작동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도 있다.126) 기존 연구단체 강화 혹은 새로
운 연구단체의 설립 등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을 연구하고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에 관
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국회뿐만 아니라 전문가단체, 인권단체, 학자 및 실무가들
이 함께하는 연구 모임을 결성하거나 유엔 권고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시민사회와 함
께 정기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개최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실질적인 권고이행을 이끌어내
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127)

124)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상설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그 의결로 의안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요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⑦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 홍일표,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4. 12. 17.), p. 110 참조.
126) 차인순, “CEDAW 협약과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사례”,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4. 12. 17.), p. 118 참조.
127) 이동화, “유엔 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3회 유엔인권
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3. 12. 3.), pp. 105-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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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혹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입법 마련
: 개인진정제도 도입을 위한 조약의 비준･가입 및 집행을 위한 법제 확립
국회는 국제적 결정과 조화를 이루는 입법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인권의 주류화를 꾀해야 한다.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을 위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국회는 즉각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 입법활동에 착수해야 한다.

[사례 20] 유럽평의회: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재심절차
2006년 현재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유럽평의회 국가 중 80%가 형사
절차에서의 재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50% 이상의 국가
가 재심을 허용하고 있다.128)

국회는 또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재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국회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배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만이 적절한 기금을 확보와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 국회는 국제인권기구의 결정 혹은
권고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보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129)
또한 정부의 지출을 감시하는 과정에서도 인권의 영역에서 적절하지 못한 지출에 대한 지
적과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130)

128)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58 참조.
129)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p. 57, 72 참조.
130)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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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1] 콜롬비아: 유엔조약기구 등의 결정에 대하 손해배상금 지급
콜롬비아는 유엔자유권위원회나 미주인권위원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금전배상 지급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였다.131) 이 법은 내무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대표로 구성된 위원
회에서 국제인권기구의 결정 송달 후 45일 이내에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국제인권기구
의 결정이 이행되었다고 확인될 때까지의 보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132)

[사례 22] 페루: 국제 재판소의 금전 배상 혹은 선언적 구제 이행
페루는 초국가 재판소가 선고한 금전 배상이나 선언적 구제의 집행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가
지고 있다.133) 국제 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외교부는 이를 대법원에 전달하고 대법원은 적
절한 관할법원에 이를 이송한다. 금전 배상액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10일 이내
에 법무부에게 이를 지급할 것을 명하고, 배상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에 그 배상액을 정한다. 이 법은 국내법과 국제 재판소의 결정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
는 절차와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제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34)

유엔자유권위원회는 1995년 8월 3일 ‘손종규 사건’에서 한국정부가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결정하였고, 이에 진정인은 이러한 조약감시기구의 결정을 근거로 국가배
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135)과 항소심136)에서 유엔
조약감시기구의 결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므로 법적인 기속력이 없고 법원이 그 판단에
기속되는 것이 아님을 판시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조약감시기구의 결정으로
새로운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137)

131) Colombia Implementation Law (Law No. 288) (July 5, 1996) 참조.
132) Colombia Implementation Law (Law No. 288) (July 5, 1996) 제2조-제14조 참조.
133) Peru Implementation Law (Law No 27.775) (June 27, 2002) 참조.
134) Peru Implementation Law (Law No 27.775) (June 27, 2002) 제2조 (a), (b), (c), (d) 3-5 참조.
135) 서울지방법원 1996. 5. 30. 선고 95가단185632 판결.
136) 서울지방법원 1996. 11. 15. 선고 96나2751 판결.
137) 황필규,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 모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2018, 법문사),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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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
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138)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유
엔인권규약위원회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
권위원회가 제시한 정부 입장에 대한 반박이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현재 국내법체계와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내법원이 판단하는 사안과 유엔인권이사회
가 판단하는 사안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국내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가 드물고, 개인이 형사절차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되며 재판을 받는 절차
와 기소가 되는 근거법이 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가만을 판단할 뿐이므로, 유
엔인권이사회의 결정이 법원의 최종판결을 번복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공무원의 과실이
나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국내의 재판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헌법재판
소의 심리까지 거친 후, 유엔인권이사회에 통보하여 대략 5년간의 기간이 걸린 후에 결정이 내
려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겪는 물적, 심적 고통과 다시 소를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법행위를 소를 제기한 개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고통을 야기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내 구제절차를 완료하고 개인통보제도
에 따라 결정이 날 때까지 국내법상 공소시효가 만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
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실효성있는 구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별법에 근거한 행정절차는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방법이 없으며, 민주화보
상심의위원회의 활동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결정
을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할 것이다.“139)

유엔조약기구에 대한 개인진정제도의 경우 개별 사건의 구제를 대상으로 하고 국내구제
절차 완료의 원칙이라는 보충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를 통하거나 새
로운 제도를 만들어 그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확정판결과 배치되어 현

138)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139)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에 따른 국내구제절차마련 특별법제정 및 고문방지협
약 제21조와 제22조에 대한 수락선언권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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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법제도하에서는 관련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140) 법무부는
2005년 개인진정의 국내구제방안에 대하여 연구자료집을 발간하여 재심절차의 이용, 국
가배상법에 특별규정 신설, 특별법 제정 등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141) 또한 법무부는
2007년에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재심절차, 국가배상절차, 금전보상 이용 등의 방안을
논의하였고, 2007년 10월중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42) 그러
나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개인진정에 대한 국
내이행방안 검토가 계획되었으나143)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144)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도 비슷한 ‘검토’ 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다.145)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개인
진정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을 위해 법원, 행정부, 전문가 간 협의 지속’이라는 애매모호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46) 국회 차원의 논의나 고민은 2006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 거의 유일하다.147) 개인진정이 개인의 권리구제까지 나아가는 실
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진정에 대한 국내적 구제절차의 마련이 시급하다.148)
이미 국내 이행법률에 대해서도 1) 개인진정 결정을 근거로 형사법상으로는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상으로는 국가배상법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 2) 국제
기관의 판정 결과를 재심 사유에 포함시키고, 피해자가 일일이 국가를 상대로 한 별도의 소
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곧바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3)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적 이행에 대한 조정책임을 법무부 등에 두자는 견해 등 여러 견해
가 제시된 바 있고 그 장단점 및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149) 가능한 안들은

140) 차지훈, 성창익, 문정호,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안의 연구』(2006, 국회법제사
법위원회), p. 12 참조.
141) 법무부 2005. 3. 9. 정책뉴스, “법무부, UN 개인통보제도 연구자료집 발간”; 법무부, 『국제인권규약
상 개인통보의 국내구제방안 연구: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중심으로』(2005) 참조.
142) 법무부 2007. 9. 18. 보도자료, “UN 개인진정 인용결정의 국내 이행방안 공청회 개최” 참조.
143) 대한민국 정부,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08년 수정판』(2008. 8.), p. 245 참조.
144)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평가 종합』(2011. 12.), p. 949 참조.
145) 대한민국 정부,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 3.), p. 298 참조.
146) 대한민국 정부,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 p. 270 참조.
147) 차지훈, 성창익, 문정호,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안의 연구』(2006, 국회법제사
법위원회).
148) 황필규, “유엔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의 발효와 한국 정부의 과제”, 국제인권네트워크･국회경제사회
정책포럼, 『UN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
149) 장영석, “개인청원 결정 이행 메커니즘”,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3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3. 12. 3.), p. 23-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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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충분히 제시되고 논의되었고 이제 국회의 입법적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
다.150) 결국 정책적인 결단의 문제만이 남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특별법 제정 전이라도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내적 이행에 대한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절차 관련 한국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조약감시기구의 현황 및 한국에 대한 개인진정 적용가능성151)
유엔핵심인권협약

한국가입

개인진정 근거

개인진정 한국 적용여부

인종차별철폐협약

1978

제14조

O

사회권규약

1990

선택의정서

X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1990/
1990

제1선택의정서

O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1984/
2006

선택의정서

O

고문방지협약

1995

제22조

O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등 선택의정서

1991/
2004/
2004

통보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X

장애인권리협약

2008

선택의정서

X

대한민국이 당사국이 아닌
유엔 핵심인권협약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통보절차에 관한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및 강제실종자보호협약

150) “국제인권규범 이행의 제고와 관련하여 주약감시기구의 개인진정 결정(견해)에 대한 국내 이행방안
에 대하여는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수년간 심도 깊은 연구･토론･검토 작업을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그동안의 작업을 바탕으로 이를 확고하게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그 실천의지
가 요구됨.”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이행상황』 (2013. 9.), p. 368
참조.
151) 황필규, “국제인권구제절차의 현황과 과제: 유엔인권시스템의 진정절차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 모임,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2』(2018, 법문사),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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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에 대해 유엔인권조약기구의 개인진정절차를 규정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
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국가 차원의 고문 방지 메커니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하고 있다.152) 실체법적인 인권조약을 가입한 이상 절차법으로서의 개인진정
절차를 규정한 선택의정서 등의 승인을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가 선택의정서 등을 비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정부의 국제인권기구 심사와 권고 이행에 관한 정기적인 국회 보고 및 감시
체계 확립
일반적으로 국회는 상임위원회 청문절차, 본회의 청문절차, 조사위원회의 설치, 서면질
의, 구두질의 등의 통해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기능의 효과성
여부는 국회의 감시 권한, 정보접근권, 개별 국회의원의 역할,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이슈의 비중, 여당의 적극적 역할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153) 한편 별도의 상임위 형식의 의
회의 인권감시기구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1) 그 활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여야 하고, 2) 의회가 위원회의 가이
드라인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내에 법안을 심의하고 의회에 보고할 수 있
어야 하고, 3)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고, 4) 위원회 자체를 다른 의원들이 존
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활동 내용이 의회 내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는 문화와 분위
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154)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의 인권기준 관련 결정과 법집행을 감시하여야 하고 국제인권규
범의 이행과 관련하여 행정부를 감독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유엔인권권고의

152)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37/11, 27 December 2017, paras. 132.7-132.12,
132-19.
153) Riccardo Pelizzo, Rick Stapenhurst and David Olson eds., Parliamentary Oversight for
Government Accountability (World Bank Institute, 2006), p. 8 참조.
154) Janet L. Hiebert, “Parliament and the Human Rights Act: Can the JCHR help facilitate a
culture of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4, no 1 (2006) p.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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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위해 관련 당국이 취한 조치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155) 국회는 유엔
조약기구에 제출되는 국가보고를 감독하고 조약기구의 주요 권고의 이행을 감시하여야
한다. 정부에게 적절한 기한을 부여하여 적시에 관련 행동계획이 수립되고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56) 보고절차는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
이고, 이는 국회로 하여금 국제인권기구 권고 이행조치의 효과성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보고절차는 국회로 하여금 자국과 타국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인식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적인 보고가 어려운 경우 국회의원이나 상
임위원회는 그 권한을 행사하여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의 상태에 관하여 행정부처로 하여금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는 다른 절차를 고려하여야 한다. 국회의 구성원은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국가보고서 등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157) 정부
도 국제인권조약의 협상과정과 유엔인권권고의 이행과정에 국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158)

[사례 23] 네덜란드: 유럽인권재판소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정부의 의회 보고
네덜란드 정부는 매년 네덜란드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과 그 이행 상
황에 관한 정보를 의회에 보고한다. 정부의 조치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의회 사법위원회는
정부의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고 권고한다. 이러한 조직화된 보고 시스템은 의회 차원에서
인권에 관한 논의를 주류화시켰다.159)

155)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paras. 6.1~6.2, 6.5 참조
156)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p. 66-67;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72 참조.
157)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 70 참조.
158) 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823 (2011) National parliaments:
guarantors of human rights in Europe, para. 6.3 참조
159)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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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4] 독일: 정부의 의회에 대한 다양한 보고 체계
의회 내 인권과 인도적 지원위원회와 법무위원회는 연방정부로부터 독일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결정과 그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정부는 비정기적
으로 인권 이슈에 관한 서면 혹은 구두 보고를 인권과 인도적 지원위원회에 제출한다. 또한
정부는 2년마다 한 번씩 개선을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160)

[사례 25] 남아공: 국제인권기구 권고와 관련한 의회의 적극적 역할
남아공 의회는 유엔조약기구에 제출되는 모든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장관 질
의, 정부 부처와 NGO 보고서 등 문헌 검토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승인한다. 또
한 남아공 의회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정부보고서 심의절차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러한 의회의 개입은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조약기구의 권고와 그 이행방안에 대하여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161)

국회는 국제인권조약의 비준동의 시 조약의 내용에 관한 논의를 일부 진행하기는 하지
만 그 적용 여부, 관련 권고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어떠한 기능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인권이슈에 국회가 관여하고 있고 사형제 폐지 등 정부가 수
용하지 않고 있는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안이 제출되고 있지만
개별 국회의원의 역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162) 정부는 국회와 소통할 의지가
거의 없고 국회는 이를 그 활동내용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160)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From Rights to Remedies: Structures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ecisions (2013), p. 68 참조.
161) Inter-Parliamentary Union, Parliament and Democracy in the Twenty-First Century: A
Guide to Good Practice (2006), p. 160; Human Rights Council, Summar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panel discussion on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26/CRP.1 (22
May 2014), para. 29,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
26/Pages/ListReports.aspx 참조.
162) 홍일표, “인권권고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책임과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4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4. 12. 17.), pp. 110-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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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절차를, 신설될 경우에는 인권위원회, 기존 국회
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혹은 그 소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는 방안
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고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곧바로 도래하지 않더라도 국회의
원들은 정부에 대한 서면 혹은 구두질의 통해, 그리고 국정감사 등 국회의 정기적인 절차에
의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및 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163) 그리고 국회가 유엔인권메커니즘 작동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적어도 권고의 이행 및 후속조치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64)

6.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국회 역할의 효과성 제고 방안
중요한 이슈에서부터 사소한 이슈에 이르기까지 정당 간,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 내부에
서조차도 다양한 수위의 갈등을 표출하는 국회의 모습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국회는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 소속 국
회의원들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국회가 인권과 관련하여 과
연 (행)정부보다 나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지적도 있다.165) 그러나 이
러한 현실이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정부의 인권 보호 혹은 침해 상황을 감시해야 할 국회
의 의무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가게 할 수는 없다.
국회는 아래와 같은 적절한 기준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혹은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기존 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특정한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
인권규범 이행 및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회는 또한 국제인권규범 이행과 관련

163)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and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Handbook for Parliamentarians (2005), p. 68; Human
Rights Council, Summary of the Human Rights Council panel discussion on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26/CRP.1 (22 May 2014), para. 22, http://www.ohchr.
org/EN/HRBodies/HRC/RegularSessions/Session26/Pages/ListReports.aspx 참조.
164) 이동화, “유엔 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3회 유엔인권
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3. 12. 3.), pp. 104-105 참조.
165) 이동화, “유엔 권고 이행에 관한 국회의 역할”, 대한변호사협회･유엔인권정책센터, 『제3회 유엔인권
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2013. 12. 3.), p. 1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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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 지향점과 행동계획을 분명히 하여야 하고 국제인권기준 및 권고 내용, 그 이행 방안
등에 관한 자체적인 인권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활동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단체 기타 다양한 민간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
접근권과 이행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별 국회의원들도 일상 업무
에서 인권 감시를 위한 활동을 상시적으로 행해야 하고, 스스로 국제인권기준과 권고 내용
에 대하여 학습해야 하며, 소속 상임위원회나 지역과 관련성 있는 인권이슈를 다루는 책임
과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166) 국회는 당장 적어도 정부로 하여금 유엔인권기구의 각종
권고를 모두 번역하여 그 이행 방안과 함께 국회에 체계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
고, 국회의원들도 유엔인권이사회(특히 한국 관련 특별절차 보고서가 제출되는 경우)나 한
국 국가보고서가 심의되는 유엔조약기구 회의에 공식적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표 8] 국회의 인권 감시 메커니즘의 효과성 결정 기준167)
항목

수준

자원

내용

목표

사회구성원

정당성

- 양질의 교육접근성을 포함하는 국 - 목표 달성에 충분하 - 구성원들의 필요를 - 정당성을 확보하기
회의원 및 직원의 인권전문성
지 여부
충족시키는지 여부 에 충분한지 여부
-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고 인권문헌
접근성
- 사무/자문 지원을 포함한 자원 및 - 목표 달성을 위해 적 - 구성원들의 필요 충 - 정당성을 확보하기
정보 접근성
용되는지 여부
족을 위해 전략적으 위한 방식으로 적
로 활용되는지 여부 용되는지 여부

정치적
지지

- 행정부와의 관계 및 정부의 감시기 - 목표 달성을 위해 - 구성원들이 적절하 - 필요에 따라 이용
능의 존재
전략적으로 활용되 게 고려되는지 여부 되거나 도전되는지
는지 여부
여부

협력
관계

- 협력, 조정, 자문 등을 통한 국가인 - 목표에 걸맞게 구 - 관련 구성원들이 협 - 협력관계가 정당성
권기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축되고 유지되는지 력자에 포함되는지 을 지지하는지 여부
- 사법부와의 관계
여부
여부

166)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A Framework for Designing and Determining Effectiveness (2014,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 10 참조.
167) Philippa Webb and Kirsten Roberts, Effective Parliamentary Oversight of Human Rights:
A Framework for Designing and Determining Effectiveness (2014, King’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pp. 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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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목표

사회구성원

정당성

- 임무의 내용 및 안정성
- 목표 달성에 충분 - 구성원들에게 다가 - 정당성을 확보하는
- 이슈의 독립적인 결정, 권고의 채 하지 여부
갈 수 있도록 사려 방식으로 활용되는
임무/
택, 증인과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
깊게 활용되는지 지 여부
권한
구, 법안 심사 및 개정안 발의를 포
여부
함하는 권한
- 민감한 인권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 목표 달성에 충분 - 구성원들을 지지하 - 정당성을 확보하기
의지
하지 여부
거나 구성원들에게 에 충분한지 여부
접근법
- 목표 달성을 위한 도전하는지 여부
방향으로 향하고 있
는지 여부
운영
방식

- 인권의무와의 조화/부조화 이유 - 목표 달성을 목적 - 구성원들의 필요 충 - 정당성 확보에 기
제시를 포함한 투명성
으로 하는지 여부
족에 맞게 고안되 여하는지 여부
는지 여부

정치

- 감시메커니즘의 구성에서의 초당 - 목표 달성을 위해 - 정치적 구성원들뿐 - ‘정치이슈화’가 정
파성
활용되거나 유지되 만 아니라 모든 구 당성을 훼손하는지
성원들이 고려되는 여부
는지 여부
-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지 여부

- 조약, 국제 및 지역기구, 분쟁해결, - 목표 달성에 기여 - 구성원들의 요구를 - 국가인권기구의 정
지지하는지 여부
당성을 지지하는지
자원배분 등에서의 국가참여를 통 하는지 여부
여부
한 국가의 인권에 대한 헌신
국내적 - 정치적 시스템과 환경 (대화 대 분열)
맥락 - 국회가 인권에 반대하는 세력에 지
배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전체적
인 민주적 구조의 수준
- 국회의원들의 구성 및 헌신

7. 국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의회는 정부의 인권 관련 정책과 조치를 감시하고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등
국제인권메커니즘에 참여함으로써 필수적인 인권주체로서 인권 증진과 보호에 있어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의회는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적 인권보호시스템을 설립과 유지를 보장하
고, 법치주의와 사법제도 등 관련 제도들의 기초 확립과 강화에 기여하고, 시민사회단체들
의 중요한 역할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의회는 풀뿌리 단체와 개인, 국가인권기구와 직접
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인권의 발전과 우려사항들이 의회의 입법 및 감시 역할에 직
접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의회는 국제인권규범 이행의 간극을 좁히는데 기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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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특히 취약한 집단에 대한 강화된 보호를 보장하는 독특한 지위를 가
지고 있다.168)
국회는 시급히 인권(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이행 메커니즘을 포
함한 실질적인 인권정책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회 내 국제인권규범 이
행을 감시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되 당장에는 기존 상임위원회
등 관련 조직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해서는 국제인권기구의
결정이 국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개인진정절차를 규정한
선택의정서 등을 즉각적으로 비준할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메커니즘에 대한 국회의 이해
와 참여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에 기초한 접근을 제대로 실행하는 국
회를 기대해본다.

168) Human Rights Council,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UN Doc. A/HRC/38/25, 17 May 2018, para. 56
참조.

제1주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발제 41

제1주제 - 토론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 1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원)

토론 2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토론 3

나현필 사무국장(국제민주연대)

제1주제 - 토론 1

해외 재난 법령 및 사례로 살펴본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관련 입법부의 역할
김민후 변호사(법무법인 원)*

169)

□ 미국의 사례
▲ 구체화 입법을 통한 피해지원
- 1973년 Rehabilitation Act 제508조 및 Stafford Act 제308조는 재난상황에서 장애
인 차별금지 및 피해자들의 인종, 성별, 종교, 장애여부, 국적, 성별, 영어능력, 나이, 경
제적 능력과 관련한 차별금지를 규정. 특히 Stafford Act 제308조 (b)항은 정부부처의
피해자지원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a)항을 따라야 함을 의무로 명시함
- 1964년 Civil Rights Act에 따른 FEMA Civil Rights Program과 그에 따른 FEMA
Office of Equal Rights를 두고, 별도 Civil Rights Specialist를 둠

* 주요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회 위원(간사)(2020~2022)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법무보좌관실 법무관(2018.8.~ 2019.7.)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피해자지원점검과 조사관(2016.2.~5.)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Nita M. Lowey’s Office] 근무(2003)

제1주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토론 1 45

- Stafford Act 제403조는 긴급 의료지원, 긴급 돌봄, 긴급 보호소, 음식과 물과 의약품의
지급, 향후 위험에 대한 경고, 정보의 전달과 특히 보건과 안전에 관한 정보전달, 애완견
과 애완동물을 위한 개개인들의 임시거처, 및 동물들에 대한 임시거처를 명시함

- Stafford Act 제404조는 대통령이 직접 재난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개인에게 재취업
지원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 제412조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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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등 의회 차원 진상규명을 통한 정책 수립
- 허리케인 카트리나 종합보고서1)는 아래와 같은 피해자지원 미비점에 대해 직접 지적하고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함

∙ 잘못된 임시보호소 정책은 열악한 피해자지원을 불러왔다.
∙ 대통령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올바른 조언을 듣지 못하였다.
∙ 연방기구는 매뉴얼(NRF, NIMS)에 친숙하지 못하였다.
∙ 비효율적인 지휘와 통솔은 피해자지원을 더욱 더디게 만들었다.
∙ 지역별 치안의 붕괴는 정보전달과 불안을 야기해, 피해자지원을 더디게 만들었다.
∙ 기관 간 협업부재로 적절한 의료지원과 대피계획이 사전 조율되지 못하였다.
∙ 재난의 규모와 지속기간으로 인하여, FEMA의 임시보호소 정책 범위를 넘어섰다.
∙ 많은 자원봉사단체로부터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으나, 미 적십자사 등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단체는 재난규모에 압도되어 역량이 미흡하였다.

- The Convention Center는 재난에 관한 뉴올리언즈 지역의 임시보호소로 지정되었다. 특
히 이 보호소(대피소)는 수 천 명의 사람들을 며칠 동안이나 기거하게 할 식량, 물 등이 턱없
이 부족했다. 또한 실제 허리케인이 해당 지역을 지나가게 되자, 임시보호소의 전력이 끊기
게 되었고, 비상발전기로는 에어컨시설 가동에 한계가 있었다. 화장실 배수까지 제대로 되
지 않아, 해당 임시보호소는 냄새와 온도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수준에 이르렀다.

1) Select Bipartisan Committee, “A Failure of Initiative”, 2006. 2. 15.,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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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법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국토안보부 장관의 업무 중 재난관리는 일부에 불과하여, 장관의 상황파악 능력 역시 한계
가 있다. 그러므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고위관계자들은 ‘국가대응체계’(NRF)에 따라 협
업체제를 만들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카트리나 재난 직후, 장관은 무
려 3일이나 이 협업체제(IIMG)를 열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 3일간 어떠한 적법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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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나 진상보고서> 中 피해자들의 정보접근권에 관한 사항
정부의 재난 발표는 아주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대중에게 성공적으로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한 원칙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 위협에 관한 정보는 일관적이어야 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분명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발생할 재난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 개인별로 정보에 관
한 접근 가능성과 무관하게 정보는 전달되어야 한다.
우리 진상조사위원회는 카트리나 피해자들로부터 카트리나에 관한 정보는 훨씬 더 효율적
인 방법으로, 인종적이고 사회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하여서 충분하게 전달되었어야 함을 아
주 심각하고 커다랗게 전달받았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다면, 그는 불신에 빠진다.
뉴 올리언즈에서 대피하였던 Doreen Keelersms(생존자)는 우리 위원회에 “지방정부 관료
들은 의무적인 대피를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요구하였어야 하였다”고 진술하며, “해당 지역을
고향으로 삼아 거주하는 노인들을 설득하여 대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만일 의무적인 대피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더라면, 노인들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이동시킬 수 있었고 그렇다면 더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나만 하더
라도 내 인척들을 대피하라고 설득하는데 24시간이 넘게 걸렸다.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
이 이야기 하더라. 이 카트리나 허리케인의 심각성을 지방 정부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다”
고도 진술했다.
물론 그 ‘지방 정부 사람들’은 이에 부동의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부동의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부 관계자들이 아니라 실제 대중이 대피의 심각성을 어
떻게 느꼈는지이다. 행동의 실패는 공감의 실패(a failure of empathy)이며, 더 많은 사람
들이 자신이 느끼는 심각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실패한 것이다.
9/11로부터 4년 반이 지났고, 미국민들은 단순히 재난이 들이닥치면 자연스럽게 목도하는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이 종합보고서에서 우리는 어디서 왜 혼란이 야기
되었는지를 적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카트리나 수준의 대형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더 나은 질
서, 더 나은 위기대응, 더 나은 기관 간 협업, 더 나은 ‘행동’이 있기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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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례
▲ 영국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정부 지침(‘인도적 지원센터’ 운영 지침)
(Humanitarian Assistance in Emergencies: Non-statutory guidance
on establishing Humanitarian Assistance Centres)2)
- 지침 1.14(대상)
인도적 지원은 다음의 항목을 포함한다.
∙ 기본적인 보호소 설립에 관한 사항
∙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 전달 사항
∙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법률적 지원
∙ 감정적 지원
∙ 더 필요한 지원에 대한 안내절차
∙ 피해자들간 만남 주선
∙ 경찰 조사의 방향성에 대한 안내
∙ 장기지원에 관한 연락안내

2) Cabinet Office(UK), “Humanitarian Assistance in Emergencies: Non-statutory guidance on
establishing Humanitarian Assistance Centres”, 201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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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침 1.15(원칙)
이 지침은, 피해자들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서 ‘인도적 지원센터’
(Humanitarian Assistance Centre)의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아우르는 대원
칙은 ‘재난이 일어난 장소가 어딘지와 관계없이, 재난 피해자들은 재난에 관한 정확한 정
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자문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충격에 빠
져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들은 안전한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언론을 다루는 가이드(부록-B)
자신의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 언론을 대하는 일은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다르게 반응한다. 어떤 이들은 언론이 진실을 밝혀주는 길이라고 판
단하기도 하나, 어떤 이들은 언론의 문제점을 본다.
많은 경우 피해자들은 인생에서 첫 번째로 언론과 마주치게 되며, 이런 경우 곤란함을 겪
게 된다.
언론기자들은 ‘Press Complaints Commission Code of Practice(PCC Code of
Practice)3)’에 따라 취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개인적 슬픔과 충격이 따르는 사건에서
언론은 신중하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별을 하여야 한다.”

※ 피해자가 언론 접촉을 원치 않을 경우
- 피해자는 언론에 말해야 할 의무가 없다.
- 언론에 접촉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라. 또한 “나는 언론 취재윤리 규정에 대해 알고 있고,
이에 따르면 당신은 나에게 계속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말하라.
- 만일 언론기자가 당신의 개인 연락처를 알고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지속적인 문제가 발
생한다면 이에 관하여 PCC에 연락하라 (07659 152656 이나 www.pcc.org.uk 로 연락
하라).

3) Press Complaints Commission, Code of Practice, 1993. 6. Retrieved April 1, 2016 from
http://www.edenbridgetown.com/ethics/reference/interest/pcc_code_practice.shtml
이 지침은 1. 정확성 2. 응답의무 3. 구별 4. 사생활 보호 5. 녹음 6. 병원 7. 취재원 8. 취재방법 9. 비용
지급 10. 애도 11. 친지 및 친구 12. 청소년에 대한 사진촬영 13. 청소년 성범죄 14. 범죄피해자 15. 차
별 16. 영리성 17. 비밀보호 18. 공공의 알권리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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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언론 접촉을 원하는 경우
- 반드시 언론기자의 이름과 소속과 연락처를 적어라.
- 유가족 또는 실종자가족을 대표하는 대변인(spokesperson)을 지정하라.
- 모든 것을 급하게 하지 말라. 언론기자가 deadline에 대해 언급하더라도 무시하라. 언론
기자에게 무엇이 궁금한지 질문지를 작성해 오라고 하라.
- 절대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로 별도의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 언론기자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기사화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라. 이는 친구나 상
담자에게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만일 언제든 불편함을 감지한다면, 인터뷰를 중단하라.

- 형제자매와 관련된 지침
<재난 대응과 회복 매뉴얼>
(Cabinet Office, Civil Contingencies Secretariat) 2013. 10.

제7장 제7절(p.129)
제1항
이 장에서는 피해자 군(群) 중 특별한 관심을 받아야 하는 집단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2항
특히 희생자 및 피해자들의 자녀 및 형제자매(children and young people)들에 대한 쟁점
은 특별히 부각되어야 한다. 이들은 어린 희생자들의 ‘부모 집단’이나 ‘학교 교직원’들이 겪
는 어려움에 비추어, 망각될 때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 집단이 겪는 고통에 대하여 이를 배려하고자(they know it will upset
their parents), 그들의 슬픔과 상처를 스스로에게 가둬놓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심각한 수준의 상처와 슬픔은 수 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러한 점은 학업(academic performance)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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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1호: 부모집단에게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도 똑같은 수준으로
정확하게 요구된다.
2호: 부모집단에게 주어진 정보와 똑같은 수준의 정보가 형제자매에 대하여도 최대한 빠르
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3호: 형제자매들에 대한 특별한 브리핑도 이들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제4항
교육심리학에 관한 특별한 전문성을 가진 지역사회의 일원이 언제든 형제자매들의 접근 범
위 내에 존재하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참사 발생 직후 아주 이른 시
기(very early stage of the response)에 요구된다.
제5항
형제자매들을 대한 공무원들은, 어린 학생들의 감수성과 아픔을 특별히 이해하는 아동학적
교육(education with particular dealings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과 훈련
(training)을 거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Identifying People’s Needs in Major Emergencies
and Best Practice in Humanitarian Response>
(Dr. Anne Eyre4), DCMS, Cabinet Office) (2006.10).5)

4) 영국 내각 문화통신부 소속 Dr. Anne Eyre 박사는 2014. 9. 25. 한국대사관에서 한국 공무원들을 대상
으로 ‘세월호 재난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특강을 한 바 있다.
5) Eyre, Anne. “Identifying People’s Needs in Major Emergencies and Best Practice in Humanitarian
Response”, Cabinet Office, 2006. 10. Retrieved April 1, 2016, from https://www.gov.uk/
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1224/ha_literature_review.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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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항>

1)

재난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재난대응이란 ‘피해자를 지원(supporting people)’하
고 관리하는 일이다.

2)

정의규정이 어떠하건, 모든 주요 위기상황은 신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사회적
(psychosocial) 피해도 발생시킨다.

3)

인도적 지원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은 재난대응 절차와 피해자들의 매일매일의 필요한
점 사이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4)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지침과 이 지침은 함께 병용되어야 한다.

5)

개인의 특정한 위험요소를 감안함과 동시에, 재난에 관한 넓은 의미의 피해자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6)

위기대응자들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일반적인 편견이나 관념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
야 한다.

7)

재난에 대응하는 사람들은 좀 더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피해자들
은 적절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본다.

8)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9)

재난 이후 계획담당자들은 상황변화에 대하여 계획하고 있어야 한다.

10) 지나치게 단순화 된 예상 타임라인은 지양되어야 하나, 대강의 개념을 잡고 있는 것은
도움이 된다.
11) 잘못된 선입견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재난은 때때로 동시다발적이거나 매우 추상적인 아픔을 동반한다.
13) 재난 직후 심각한 트라우마 반응은 일시적이다. 반응에 대한 설명과 사회적 자원의 소
개를 통하여 심리사회적 반응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14) PTSD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15) 정부의 개입은 회복력과 힘을 키우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목
표가 되어야 한다.
16) 재난 이후 반응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성공적인 접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17) 피해자의 ‘권리’(기본권) 중심 접근방법이 재난 계획, 훈련,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 공
무원들은 피해자 권리중심(rights-based approach)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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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능동적인 찾아가는 서비스(proactive outreach support)가 재난 초기에는 매우 효
율적임이 밝혀졌다.
19) 심리사회학적 지원은 피해자들이 서로를 만나게 주선하는 역할까지 포함된다.
20)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사회학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1) 재난현장에 직접 가보는 것은 필요하며 잘 준비되어야 한다.
22) 유해와 시신을 거두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유가족 지원에 관하여 심리사회학적
지원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23) 유품에 관하여는 유가족의 기본권을 중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유품에 관한 당국
의 태도와 지침은 유가족 권리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24) 재난 관련 성금문제(disaster fund)는 2차 재난(second disaster)을 야기할 수 있으
므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5) 여러 종류의 지원그룹은 감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룹들에 대하여는 협업
과 중재가 필요하다.
26) 종교나 추모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결정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일임되어야 한다.
27) 지난 20년 동안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심리사회학적 영향의 문제는 발전해 왔으므
로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구성하여야 한다.
28) 피해자들을 혼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원절차는 ‘원-스톱’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29) 때로는 장기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며 중요한 교훈이 얻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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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지침>

1)

단기 충격과 마찬가지로, 재난 지원과 훈련 등은 중장기 재난 회복에 관하여도 계획되
어야 한다.

2)

원-스톱 접근은 도움이 된다. 대체로 심각한 재난은 현장이 ‘복수’로 존재하므로, 복
수의 지원센터가 필요하나, 원-스톱 접근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3)

피해자를 접근할 때에는 소통스킬이 필요하며 능동적인 접근 방법도 중요하나, 이에
관하여는 유연함이 필요하다.

4)

심리사회 지원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도전을 감당해내야 한다.

5)

피해자지원 모델은 지역사회 회복의 원칙과 자가치유를 위한 지원을 반영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전략을 구상하여 회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뜻이 곧 정신건강에 대한 치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뜻의 정확한 의미는, 정신건강 치유가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심리지원은 피해자그룹에게 완전하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7)

지역사회 관련자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취득하는 것이 회복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8)

높은 수준의 예민한 서비스를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우 수준 높고 정교하게
엄선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서비스를 담당하여야 한다.

9)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관한 부분에까지 피해자지원을 담당하는 자들은 감수하여
야 한다.

10) 전략적인 결정을 내리는 자들은 리서치와 디자인과 서비스 적용에 있어 창의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재난별로 관련된 아주 특별한 도전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11) 대체로 첫 12달 내에 가장 중요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원의 형태
는 명확해지며, 정책결정의 신중함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여러 사람들과 이루어져
야 한다. 출구전략과 정기적인 프로그램 리뷰 역시 중요하다.
12) 사용자의 평가와, 교훈과, 향후 계획자들에 대한 제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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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토론 2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 역할의 필요성, 개선방향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1. 들어가며(토론의 관점)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이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메커니즘을 만든 궁극적 목표라고 해
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국내 인권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최소한 15년에서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동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해 왔으나 현재
까지 개선된 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표자의 발표내용은 오랜 기간에 걸친 실무적 경험, 학술적, 비교법적 조사 등을 바탕
으로 많은 국가들의 입법부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입법부의 국제
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역할을 자세히, 풍부하게 소개하고 있어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제 토론은 진부할 수도 있지만 국내에서 그동안 왜 국회가 국제인권규범 국내이
행을 위한 역할의 다 하지 못하였는지(즉 그 개선작업의 어려움 내지 한계점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그 역할이 중요한지,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간단히 소개하고
자 한다.

2. 입법부가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필연적 한계
국제인권규범은 대체로 구체적 사건해결, 한두 명 개인인권 침해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
가 아니고 마치 국내 법률처럼 많은 수의 시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규율하거나 정책에 관
한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이에 따라 정책변화 혹은 시민들의 인식변화는 물론 많은
예산, 자원의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입법부가 이를 입안하고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이행하는 데까지 최소 몇 년이 소요되는 장기 과제인 것이 보통이다. 이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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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권조약 보고서를 통한 조약감시기구의 권고와 조약감시기구의 개인청원에 대한 인
용결정은 물론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 따른 권고 등도 마
찬가지이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인용결정 등은 그 효력이 국내법률
혹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입법자를 포함한 관련 수범자에 대하여 대부분 강제력,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즉 이를 달리 말하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과정은 그 수범자의 자발적 노
력을 통한 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이행은 대부분 오랜 시간에 걸쳐 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론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이행은 입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이 장기간을 걸쳐 많
은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 자발적 개선이 필요한데, 그를 위해서 기존 정책, 시민들의
과거 인식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어서, 단적으로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구
성원으로 한 입법부로서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고, 장기간 노력이 요구되며, 달성하기
대부분 힘든 과제”이기 때문에 국제인권 국내이행에 관심조차 갖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국회, 입법부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현실적 이유
국제인권규범이 국제인권기구의 이행권고, 결정 등을 통한 국내이행을 통하여 궁극적
으로 시민(국민)들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수범기관(국내이
행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기관)이 (매우 자의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행정부
(그 일부가 입법부, 극히 일부가 사법부)라고 생각한다.
국제인권기구의 국내이행 작업을 하게 된 담당 행정부의 담당공무원은, 입법부 입장과 마
찬가지로, 대부분 과제들이 자발적 개선을 요하는 내용이지만, 수년에 걸쳐 개선을 해야 달
성될 수 있고 많은 예산, 자원을 투입하여야 하는 작업인데, 많은 노력을 투입된다고 하더라
도 곧바로 결실도 맺기 어려운 힘든 과제이고, 특히 자신의 임기 내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그 이행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이행할 동기부여를 좀처럼 찾기 어렵다.
심지어 국제인권기구의 국내이행 작업은 행정부의 기존 관행, 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대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부정(개선)하는 속성이 있어 본질적으로 행정부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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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동기부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같은 이유에서 사법부(법원 판사)도
개인청원에 따른 인용결정에 대한 구제에 필요성 내지 동기부여를 못 느끼는 점에 관하여
는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은 직접적으로 행정부, 사법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국내 법률처럼 대다수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거나 많
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정책을 규율하는(변화시키는) 업무로서 이를 위
해서는 국민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예산, 자원의 분배에 관한 업무, 즉 입법부(국회의원)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입법부의 본연의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은 시민,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그 이행에는
장기간에 걸쳐 많은 예산,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그 달성을 위해서
는 국민 전체 여론의 지지 내지 의식의 변화가 절실히 요청되는바, 이처럼 국민 여론을 수
렴하고 행정부, 사법부 등 다른 국가기관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
행을 위한 업무과정,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업무 처리에는 입법부의 역할이 행정부, 사법부
의 역할에 비해 매우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입법부는 정부의 어떤 기관보다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에 관한 업무관련성
이 높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헌법상 행정부, 입법부 등 정부기관의 업무, 예산에 관한
감독, 감시에 관한 권한(국정감사권)과 함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입법부는 위와
같이 행정부, 입법부가 업무내용의 특성상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이행 업무에 관하여 입법부의 감독, 감시 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내이행
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이라고 할 것이다.

4. 현실적, 실무적 관점에서 입법부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많은 국가들의 다양한 입법부 활동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우리 입법
부의 개선방안,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 소개는 생략하고 다만
극히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자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간단히 언급 내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의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등 법
적근거 구체적으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완전히 공감한다. 다만 법률 제정 이전에
도 입법부가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행정부, 사법부 등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감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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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사료되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소관위원회를 통하여 단
기적으로 이를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장래 입법부에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소관위원회를 창설하고 운영
하는 경우 그 업무가 장기간, 일관성, 연속성을 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고 호소하여야 하는 업무 성격상 여러 위원회에게 권한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특
정 소관위원회에게 그 업무를 위임하되, 다양한 정파를 참여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발표자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의 요체, 핵심은 국가
기관의 실천의지라고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
좌관 등 직원들을 포함한 입법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인권규범의 준수필요성, 당위
성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
넷째 입법부 특히 소관위원회에서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국제인
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 여론형성과 그 이행의 효율성 담보를 위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행정부 감독(국정감사 포함)은 물론 관련 업무에 관한 논의 과정이 가능한 한 정부기
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 홍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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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토론 3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토론문
나현필 사무국장(국제민주연대)

1. 국회 내 인권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황필규 변호사님의 발제문(이하, 발제)은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국내 흔치 않은 국제인권
분야 전문가로서의 식견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해 노력했
던 활동가의 고민과 현실적인 제언이 망라된 발제라고 감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발제에 따
르면, 국회는 “인권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신설하는 것이 좋으나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
하여 법사위내의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고, 이러한 국회 내 위원회 설치
가 어렵더라도 국회에서 인권을 연구하는 모임을 중심으로라도 시민사회와 적극 소통하면
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시급히 필
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발제에서 제안된 부분에 동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 인권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혹은 소위원회가 신설되더라도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
을지 의문입니다. 이유는 현재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사법부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
행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
니다.
한국의 정부 정책과 정치과정은 ‘국익의 관점’으로 포장된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여론
혹은 정서’로 포장된 특정 이익집단 혹은 여론을 주도하는 특정 계층의 목소리를 과대 반영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은 선거과정에서 공약에 항상 포함되지만
정치적 이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세한 차이는 있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정권의 이념적 지향과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나타
나는 모습이며, 이렇다보니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도 적극적
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규범을 어떻게 잘 이행할까에 대한 고민보다 정
치적 필요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을 동원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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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에 대한 인권관련 권고들을 취사선택하여 상대 정파 비판에 활용하지만 권고의
이행에는 무관심한 행태가 그러합니다.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만 국회 내 인권관련 위원회의 신설을 포함한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인권관련 위원회가 우선 만들어져야 국제
인권규범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발제에서는 법사위 내의 소위원회 혹은 외통위나 운영위를 통한 역할을 언급해주셨는데
현재 국회의 법사위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인권 소위원회가 생기더라도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인 부분은 차치하고 현재 법무부 주도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수립되
고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UPR)을 비롯한 유엔 조약기구 대응이 진행되는 점
을 감안하여 법사위 내 설치를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NAP와
UN관련 인권관련 대응은 이렇게 법무부 주도로 외교부와 인권위의 협력을 통해서 다른 정
부부처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인권위를
제외하면 사실상 법무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 다른 정부부처들은 인권관련 정
책의 실행을 ‘부처 협조“차원에서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인권정책에
대한 정부의 총괄 및 조정기능이 부재하고 이러다보니 정책의 일관성도 결여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최소한 국무조정실이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 및 조정기능을 맡는다는 전제1)하
에 국회에서도 정무위 내에 인권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런 방안은 인권기본법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제에서도 지적
되었듯이 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국회가 꼭 완수해야할 과제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그런 기
능을 맡게 된다면 청와대와 인권위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영위
가 겸임상임위란 점에서 소속 상임위와 상관없이 인권관련 전문성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1)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16개 정부부처 장관 및 중앙행정기관 장과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
제개발협력위원회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gory02/L04_S01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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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에서의 인권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발제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제인권과 관련된 대국회 활동을 하다보면 국제인권(다른 인권도 마
찬가지이지만)에 대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의 기본적인 이해 결여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국회에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포함하여 인권관련 공청회나 토
론회가 개최되면 행사를 주최한 의원실이 전면에 나서기보다 해당 정부부처 공무원의 입
장을 청취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행사가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다보니 행사의 성과가 해당 의원실에 축적되지 않고, 해당 이슈에 정통한 정부부처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들에 대한 국제인권 교육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인권이 포괄하는 범
위가 넓은 점을 감안하여 공통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노동인권, 기업과인권, 난민 및
이주민인권, 평화권, 환경권 등을 포함한 심화과정 인권교육도 더욱 확대되고 제공되어야
하며, 공통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도 국회에서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국
회의원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있음이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교
육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이수하도록 국회의원과 국회보좌진의 교육이수여부를 공개하
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가 이
렇게 앞장서서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정부부처 공무원들로 교육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심화과정 교육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국회 내에서 인권관련 연구
모임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제에서 지적했듯이 국회차원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이해하고 실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차원이라고 하면 해당 분야의 입법조사관을 확대 채용하는 것이 필
요하지만, 정당 차원에서 해당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정당들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연구원과 당직자들에게 국제인권과 관련된 교육이 제공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채용과 연수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UPR을 포함하여 인권조약기구 및 UN 인권이사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
여하는 정부대표단의 활동을 보면 순환보직의 영향도 있겠지만 정부차원의 관심이 부족하
기 때문에 준비된 정부의 입장을 대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UN에서 논의되는
한국에 대한 인권관련 논의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청합니다. 관련 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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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지기 이전에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정부 대표단에 참가하여 일방적인 발언이 아니라
국제인권기구와 소통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정부대표단 참가가 실현된다면 국회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정부대표단의 준비와 활동도 보다 내실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대표단 차원의 참가는 아니더라도 정당 차원에서 참관단을 조직하여 국제인권분야
에 관심 있는 연구원과 당직자들이 직접 국제인권기구의 논의과정을 체험하고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유엔인권이사회 현장 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을 각 정당차원에
서 조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코이카가 최근에 발표한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0-2023)』2)은 드물게 시민
사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기업과인권관련 기준과 논의, UN의
인권지표, 한국정부에 대한 UN의 권고 및 관련 국내법안을 충분히 이해고 반영하여 작성
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코이카에서 말 그대로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이행하는 정책문
서와 계획이 나온 것은 코이카란 기관의 특성도 있겠지만 국제인권규범을 잘 이해하는 실
무자와 해당 실무자의 활동을 지지하는 코이카 경영진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
입니다.
이렇듯, 국제인권규범을 잘 알고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은 정당과 국회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전반에 필요합니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은 바로 이러한 전문
인력이 실무단계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만 구체적 성과로 이어집니다.
전문인력 양성은 자원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국회차원에서 연수, 교육, 유학을 포괄하
는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예산확보도 논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http://www.koica.go.kr/koica_kr/8046/sub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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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최정인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 들어가며
국제정치의 공간에서 ‘인권’의 문제는 비우호적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인권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주장하고 보장받아
야하는 개별적 권리로서의 측면보다 국가 수준에서의 외교적 의무 사항으로 취급되는 경
우가 많았다.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준수 문제 역시 국제적･외교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조약 위반 시 국제적･국내적 분쟁해결절차
를 통해 제재나 보상이 이루어지는 통상조약에 비해 국제인권조약은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범력이 담보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도 국제인권규
범에 대한 관심이 이상론에서 나아가기 힘든 원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제 국제인권규범은 더 이상 외교적 수사나, 이상적 가치의 목록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은 국제적 사법기관을 통해 국제인권규
범은 점차 규범적 강제력을 확장하고 있으며,1) 국내적으로도 국제인권규범을 재판과정에
서 권리 주장의 근거로 삼거나 위헌심사의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
다.2) 학술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을 헌법재판의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
다는 주장이 지지를 얻어 가고 있다.3) 또한, 정부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엔
에 인권조약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제출하는 등 국제법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

1) 유럽인권협약 제19조에 따라 1959년 설립된 유럽인권재판소는 1998년 제11의정서 발효로 상설재판
소가 되었으며, 협약당사국의 유럽인권협약 준수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당사국
의 국내법에 대한 직접적 개폐 권한은 가지지 않으나, 개인청구권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어 국내법의 효력
을 직접 다툴 수 있게 함으로써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은 관련국에 대한 국제법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김성진, 유럽인권재판소를 통해 살펴본 지역인권보장체계, 헌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2015 참조
2)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적용 사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의미와 유형을 분석한 문헌
으로는 전종익, 헌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2019
3) 대표적으로, 이명웅,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저스티스, 통권 제83호, 2005; 신윤진, 국제인권규범과
헌법: 통합적 관계 구성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제61권제1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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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4),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등5) 대내외적으로 준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국제인권규범 이행에 관한
입법적 차원에서의 관심이나 노력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의무는 행정, 사법 작용뿐만 아니라 국가작용 전반
에 걸쳐 발생한다. 입법, 행정, 사법의 전 영역에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며, 헌법이 정한 국제법 존중주의에 따라 헌법상 의무로 도출된다. 국
제법의 국내적 수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행입법을 요하지 않는 일원론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체계상 국제인권규범은 그 자체로 규범으로서의 국내적 효력을 가지며 추가적인
입법행위를 필수적으로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원론을 견지하더라도, 입법과정에
서 국제인권규범과 저촉되는 기존 법률 또는 새로이 제개정되는 법률을 방지할 책임은 입
법기관의 책무로서 남게 된다. 국제인권규범이 입법정책의 기초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입
법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지침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어
떻게 구상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무를 다하면서 국회의
입법재량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제인권규범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도화하
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국제인권규범의 법체계상 지위
1) 국제인권규범의 의의
국제인권규범이란 당사국이 가입 및 비준함으로써 법률적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을
비롯하여, 법률적 효력은 없으나 인권 분야의 국제적 표준으로 기능하는 유엔의 각종 지침
(guideline), 협정(compact) 등 연성규범(soft law), 국제인권기구의 이행점검체계에 따
른 권고 등을 일컫는다.6) 조약 및 국제관습법으로 구성되는 국제인권법과 실질적으로 규

4) 유엔의 인권 분야 이행점검체계 중 가입국가의 보고서 작성과 심의는 핵심적 부분을 이루고 있다. 국제
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조약의 국내 이행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조약기구에 제출하고, 조약기구
는 정기적으로 당사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다.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의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서, 현재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
본계획(2018-2022)이 수립･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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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 의미를 가지는 국제인권문서와 원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의 참화 속에서 인간성에 대한 극단의 폭력과 박탈을 경험한 세계는 인권의 보
호를 개별국가의 재량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 공감에 이르렀으며 이는 유엔 설립의 계기
가 되었었다. 설립 이후 유엔은 국제인권규범 정립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엔에서 채택된 주요 인권규범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66년 국제인권규약으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f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7)을 들 수 있으며, 국제인권규약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개별 인
권조약이 채택되어 국제인권법을 형성하고 있다.8) 국제인권규범은 이와 같은 국제인권
법,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관습법을 포괄하며, 조약의 형식
으로 성립되지 않았으나 인권 관련 기준과 의무를 제시하는 유엔의 일반적 지침,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한 권고 등도 넓은 의미에서 국제인권규범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제도로 개별 인권조약에 따른 당사국의 보고의무제도
와 유엔에 대하여 개인이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원하는 개인통보제도가 있다.9) 이 중
보고의무제도는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이행을 촉진하고 국내적 인권사항의 자율적 개선
을 이끌어내는 제도로서 정책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6) 법무부 홈페이지 <https://www.moj.go.kr/moj/335/subview.do>
7) 두 규약에 더하여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1989년에 추가된 「사형
폐지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2008년 채택된 「경제적･사
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s, Social and Cultural Rights)를 더하여 국제인권규약을 구성하고 있다.
8) 유엔에서 1948년 「집단살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1951년 「난민지위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65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4년 「고문방지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r the Child), 1990년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채택되었다.
9)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20, pp.92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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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협약」(CERD), 1984년 「여성에 대한 모
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CEDAW), 1990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아동의 권리에 관
한 협약」(CRC), 1992년 「난민지위협약」(CSR), 1995년 「고문방지협약」(CAT),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가입하였다.

2) 국제인권규범의 규범적 지위
국제인권규범의 입법과정에서의 활용 문제를 검토하기에 앞서 국내 법체계에서 국제인
권규범의 규범적 지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국제인권규범이 입법과정에서의 심사지침
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범이 직접적 효력을 가져야 하며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이 있
어야 한다. 직접적인 국내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제인권규범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는 국내 법체게에서 규범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고, 법률과 같거나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면 입법과정에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론상 일원론과 이원론이 존재한다. 일원론은 국
제법과 국내법을 통일된 하나의 체계로 인식하고, 인권존중 및 개인의 복지에 기초한 국제
법 질서를 옹호한다. 일원론에 의하면 국제법은 통상 국내법의 일부가 되어 별다른 절차 없
이 그대로 국내적으로 수용되어 효력을 갖게 된다.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은 각기 국제
관계와 국내관계를 규율하는 별개의 독립된 체계로 보고 상호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이원론에 따르면 국제법은 자동적으로 국내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주권 우위에 기초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법으로의 변형을 통하여 국제법의 국내적 효
력을 인정하게 된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은
국제법의 국내법 수용 방식으로 일원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제법은 별
도의 이행입법 없이 직접적 효력을 해석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제인권규범 중 국제인권법 특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법체계 내에서의 규범적 지위에
대하여는, 국제인권조약의 성립 목적과 의의를 고려하여 헌법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
야 한다는 헌법동위설, 일반적인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률동위설, 헌법보다는 하위이지만 법률보다는 상위의 규범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상위설로 견해가 나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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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내용은 우리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국제인권법(조약)은 헌법적 차
원의 효력을 가지며, 국제인권법은 위헌심판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견해11)나 강행규범적 성격을 갖는 국제인권조약은 국내 법률보다 서열상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에 사실상 헌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12)는 입헌론 수
준에서는 심도있게 경청할 필요가 있는 타당한 논의이나, 국제인권조약 등에 대하여 ‘헌법
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헌법 등13)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 헌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 가입이 헌법에 규정된 엄격한 헌
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동의만으로 헌법개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된
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14) 국회는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중요한 조약의 체
결･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지며, 이에 따른 국회의 동의는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
하는 입법행위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
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는
국제법규는 일반적으로 헌법 하위의 효력을 가지되, 절차상 체결･비준에 국회의 동의를 얻
은 조약의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규범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
서, 국제인권규범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널리 승인된 국제관습법
에 대하여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인권 관련
지침, 이행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3)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를 매개로 한 국제인권규범의 적용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상 규범적 위계에 대하여는 헌법과 같은 효력
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법률 또는 법률 하위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
약 등 국제법규의 효력 발생 요건을 국내 법률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10) 전종익, 앞의 글, pp.511-512
11) 이명웅, 앞의 글
12) 박찬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그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고찰, 법조, 제609호, 2007
13) 국제인권조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입헌례에 대하여는 신윤진, 앞의 글,
pp.213-217
14) 전종익, 앞의 글, 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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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 입법부는 언제든지 국제법규에 배치되는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여 국제법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
며, 이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제평화주의 및 국제법 존중주의의 취지15)에 반하게 된
다. 국제인권규범에 대하여 헌법과 동일한 규범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의
국제인권규범 준수에 대한 헌법적 의무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의하여
도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인권조약에 저촉되는 법률은 국제법 존중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에도 이를 수 있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역시 현행법률 규정의 위헌성 및 국제인권규범 위반이 주장된 몇몇 사례
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대하여 직접 헌법상 규범력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
위반 시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 위반으로서 위헌이 된다는 논증 구조 하에서
국제인권규범 저촉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16) 물론, 헌법재판소가 국제법을 심사 기준이
아닌 참고 가능한 해외 입법례의 하나로 취급하는 사건도 다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국
제법 존중주의 위반을 이유로 한 위헌 논증 방식을 확고한 판단 방식으로 채택하였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헌법재판소가 국제법 존중주의 위반을 이유로 위헌을 선언한
사례도 없으나, 국제법 위반 시 국제법 존중주의를 매개로 한 위헌 선언이 가능하다는 논증
구조를 제시하였다는 의의는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가 헌법재판에서 현행 법률에 대한 국제
규범 위반 여부 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면, 법률의 심사 과정에서 위헌성
검토의 1차적 책임을 지는 국회 역시 입법과정에서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법률을 성립시켜
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
주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을 확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를 매개로 하여 국제인권규범은 입법의 지침
또는 입법의 심사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15) 헌법재판소 2005.10.27. 선고 2003헌바50 결정은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물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질서를
존중하여 항구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하고 있음”이라고 하여 국제
법 존중주의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16) 대표적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2011.8.30. 선고 2007헌가12 결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의한 예비군 훈련
거부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 규정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
제인권조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국
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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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헌법상 입법의무 인정 여부
한편, 국제인권규범으로부터 직접 국회의 헌법상 입법의무가 도출되고 국회가 이를 입
법화하지 않을 경우 위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
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17) 나아가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여 그
의무 불이행의 모든 경우가 바로 헌법을 위반한 경우라고는 단정할 수 없으며, 헌법상 구체
적 입법의무를 상당한 기간을 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해태한 경우에 자의적 입법의무 불이
행으로서 위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18)
일원론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현행 헌법의 국제법 수용 체계상 국제인권규범 중 헌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이 직접 인정되는 인권조약 등의 경우 효력 발
생을 위해 별도로 국회의 입법작용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국회의 입법의무가 인정될 여지
는 없고, 대한민국이 가입･승인한 인권조약이나 확립된 인권관습법이 아닌 인권 관련 결의
안,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 등에 대하여는 헌법과 동등한 수준의 규범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부터 헌법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19) 물론, 국회에 대
하여 명령적 입법의무를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와 국회의 입법재량을 통한 입법화가 가능
한지는 다른 문제이다. 입법부작위가 위헌이 아니더라도, 국회는 유엔의 인권 관련 권고
사항 등을 수용하여 입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인권조약 비준 이전이라도 해당 내용을
입법화하여 국제인권규범을 구체화할 수 있다.
17) 헌법재판소 2003.5.15. 선고 2000헌마192 결정 등
18) 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5헌마1177 결정 등
19)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7.26. 선고한 2011헌마306 결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을 포함한 청구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
여, 우리나라가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고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회에 대하여 위 견해에 언급된 구제조치를 그대로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구체
적인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보았다.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가 규약 당사
국의 국내법 질서와 충돌할 수 있고, 그 이행을 위해서는 각 당사국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등
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입법자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
되어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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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사례
1) 국제인권규범 실현에 관한 의회의 역할
가. 유엔 결의안
유엔은 국제인권규범의 이행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유엔 총회
는 2010년 12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인권보장사무를 뒷받침하는
의회 차원의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결의안(65/123)을 채택하였다. 유엔인권이
사회가 2017년 6월 채택한 결의안(35/29)20)에서는 회원국 의회가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
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권고 등 국제 인권 보장 메커니즘을 통해 도출된 권
고의 이행 노력을 포함하여 국제규범을 국내 입법 및 정책으로 변환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회원국의 인권 관련 의무 이행과 법의 지배 강화에 대
한 회원국 의회의 기여를 확인하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에 대하여 회원국 의회를 대
상으로 국제인권규범 이행을 위한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국제인권규범 이행 증진을
위한 의회의 역랑 강화 방안을 연구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다.21) 22)

나. OHCHR 보고서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따라, OHCHR은 2018년 5월 회원국 의회의 인권규범
이행 절차 현황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A/HRC/38/25)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인권 증진에 대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입법, 재정, 정부감독 등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의회는 국제인권규범의 실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체계를 구성하며, 정
부가 체결한 인권조약의 비준 동의의 책임이 있다. 의회는 정부 작용을 감독하여 인권의 존
중, 보호, 증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의회 내 자유로운 발언권은 보장되어야 한

20) 결의안의 명칭은 ‘인권이사회 사무와 국가별 인권 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의회의 기여’(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21)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7/190/92/PDF/G1719092.pdf?
OpenElement
22) 국제인권규범의 실현에 있어 입법부의 역할에 주목하는 학술 연구로는, Grégoire Webber et.al.,
Legislated Rights – Securing Human Rights through Legisl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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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의회는 정부의 인권 관련 권고 이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국제적 인권규범과
국내적 현실과의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를 해소하고, 취약 집단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의회는 또한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인권 관련성을 고려하여
야 하며 인권 보장 시스템에 대하여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의회와
독립 인권기구와의 상호작용도 중요한데, 의회는 인권기구를 통해 국내 인권 사안을 보고
받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함께 이를 논의하여 입법에 반영할 수 있다. 아울러, 의회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증진하여야 하며, 시민사회가 제시한 인권의제가 공적인 영역에서 논
의되고 입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23)
위 보고서는 각 회원국 의회에 질문서를 보내 답변을 취합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는
데, 답변이 전달된 56개 의회 중 35개 의회는 의회 내 인권상임위원회(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를 두고 있으며, 그와 같은 위원회는 공통적으로 해당 국가가 준
수하여야 하는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하는 법률안 심사, 정부의 인권 관련 의무 이행 감
독, 인권 사안에 대한 토론 및 청문, 국내 인권기구 관련 업무, 본회의에 대한 인권 관련권고
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표적 사례로 호주 의회 양원합동위원회(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는 국제인권규범 합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는 정부의 국내적･국제적 인권규범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정부에 대하여 인권 관
련 권고를 할 수 있다. 독일 연방의회 인권･인도적 지원 위원회(Committee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id)는 정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국제 인권 보장 메커니즘
을 통해 논의된 사안들을 알리고, 정부로부터 국내 인권 상황 및 EU를 포함한 해외 인권 상
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영국 의회 인권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는 정부의 국제인권규범 실천 여부를 감독한다.24)
위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의회의 국제인권규범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인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권 관련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의 가
입･비준을 촉진하고, 법률안 제출 및 심사 등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과 법률의 합치성

23)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2018, pp.5-7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G18/
135/75/PDF/G1813575.pdf?OpenElement>
24) 위의 글,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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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일 수 있으며, 정부의 인권 의무 이행을 감독하고, 인권 보장의 견지에서 예산안 편성
및 결산 심사에 임하며, 인권 사안에 대하여 청문회를 개최하고 증인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권고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25)

2) 호주 의회의 인권심사기준 활용 사례
가. 호주 기본권 규범 체계의 특징
호주 기본권 규범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연방헌법이 권리장전(Bill of Rights), 즉 상세
한 기본권 목록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호주 연방헌법은 포괄적인 기본권 목록 대신
배심원에 의한 재판 등 몇몇 권리만을 명시하고 있다. 몇 차례 헌법 개정 및 포괄적인 인권
법 제정의 시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며, 헌법해석을 통한 개
별 권리의 도출, 법원의 판례로 형성된 커먼로상 권리의 확인, 인종차별금지법(Racial
Discrimination Act),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등 인권 관련 개별 법
률의 제정, 주(州)차원에서의 인권헌장의 제정･시행 등을 통해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 여부
가 확인되는 방식으로 기본권의 영역이 확장되어 왔다.26) 호주 기본권 보장 체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11년 호주 「의회인권심사법」(Human Rights (Parliamentary Scrutiny)
Act 2011)의 제정으로 의회가 국제인권법을 기준으로 법률의 인권 침해 여부를 입법과정
에서 심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나. 호주 「의회인권심사법」의 주요 내용
호주 의회인권심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7) 먼저, 국제인권조약을 기준으로 인권
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법에서 인권이란 다음의 국제조약에서 승인되거나 선언된 자
유와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호주가 가입･비준한 총 7개의 국제인권조약(「모든 형태의

25) 위의 글, pp.12-13
26) 호주 연방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은 정당한 보상(제51조 제31항), 배심원에 의한 재판(제80조),
연방 내 통상의 자유(제92조), 연방의 종교 관련 입법 금지(제116조), 거주지에 따른 차별 금지(제117
조)이다. 김선희, 호주연방헌법상 기본권 보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20, pp.1~3 ; The
Constitution, Australian Government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
gov.au/Details/C2005Q00193>
27) Human Rights (Parliamentary Scrutiny) Act 2011, Australian Government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C2016C0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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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성립 순으로 열거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의회인권심사법은 법 시행 후 도래하는 각 원 첫 번째 회기에 양원합동인권위원회(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제4조). 양
원합동인권위원회는 상원의원 5인, 하원의원 5인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장관･의장･부의
장･상원위원장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제5조). 양원합동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절차는
각 원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제6조). 양원합동인권위원회는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 위
임입법28), 기존 법률에 대하여 인권 합치성(compatibility with human rights)을 심사
하여 심사결과를 각 원 본회의에 제출하며(제7조 (a),(b)), 법무부장관에 의해 회부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조사결과를 각 원 본회의에 보고한다(제7조(c)).
법률안을 제출하는 의원은 해당 법률안의 인권 합치성에 대한 성명(statement of compatibility)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제3항). 다만, 인권 합치성에 대한 성명
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공포된 법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8조 제5항). 인
권 합치성에 대한 성명은 법원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제8조 제4항). 위임입법(legislative
instrument)을 제정하는 자는 해당 위임입법안에 대하여 인권 합치성에 대한 성명을 제출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제2항). 다만, 인권 합치성에 대한 성명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위
임입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제9조 제4항), 인권 합치성에 대한 성명은 법원에
대한 기속력은 없다(제9조 제3항).

다. 호주 의회 양원합동인권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
양원합동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의회인권심사법에 따라 2012년 3월 양원합동
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양원합동인권위원회는 호주 인권 보호 체계의 핵심 요소로서,
인권의 이해와 존중의 증진, 입법정책의 형성에 있어 인권에 관한 인식의 확보를 목표로 한
다. 양원합동인권위원회의 심사는 인권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국한되고 정책적 타당성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29)
28) 호주 의회는 행정부에 제정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규칙, 규정 등 위임입법(legislative instrument)에
대하여 효력 부인(disallowance)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호주 입법절차법(Legislation Act 2003)에
따라, 위임입법의 제정 주체는 해당 위임입법의 관보 등록 후 6일 이내에 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하
고, 의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효력 여부 심사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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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합동인권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7개 국제인권조약은 가능한 한 보장범위는 넓게
인권 제한 사유는 좁게 해석되어야 하며, 양원합동위원회의 주요 심사내용은 심사 대상 법
률(안) 등이 허용가능한 인권 제한 범위 내에 있는 지 여부이다.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고문금지, 노예제 금지, 소급 처벌 금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금 금
등) 외에 국제인권조약 권리와 자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가능한 상대적 권
리인데, ⅰ) 법률에 근거하였는 지 여부, ⅱ) 정당한 목적의 존재 여부 ⅲ)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관련성과 효과성 여부, ⅳ)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비례성 여부의 기준을 충족할
때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안 및 위임입법의 제출시 의무화
된 인권 합치성에 대한 성명(statement of compatibility)은 위와 같은 인권 제한 심사
기준에 대하여 증거에 기반한 상세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30)
일반적으로 양원합동인권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의원 또는 정부 등 해당 법률안 또는 위
임입법을 제출한 주체에 대하여 인권 위반 소지에 대하여 기제출된 성명 내용 외에 추가적
소명 또는 답변을 요구하고 이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원 본회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양원합동인권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이해 관계인들의 의
견을 제출받아 심사에 반영할 수도 있다. 최종 보고서에는 인권 합치성 여부에 대한 의견뿐
만 아니라 인권 합치성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도 포함될 수 있다.31)
양원합동인권위원회는 인권 합치성 성명 작성 의무자를 위하여 안내 지침(Guidance
Note)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있다. 안내 지침은 두 유형이며, 전반적인 인권 심사 기준과
항목, 평가 방법 등을 기술한 안내 지침 1과 형사처벌 및 민사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특히
기술한 안내 지침 2가 있다.32)
라. 호주 의회 양원합동인권위원회 심사 현황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양원합동인권위원회의 법률안 및 위임입법에 대한 인권 합치
성 심사 통계 및 최종 보고서상의 심사 결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29)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9, 2020.8.26. p.1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Joint/Human_Rights/Sc
rutiny_reports/Annual_Reports/Annual_Report_2019>
30)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9, p.6
31) 위의 글, p.7
32)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Joint/Human_Rights/Gu
idance_Notes_and_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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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9년 호주 의회 양원합동인권위원회 법률안 심사 현황 및 결과
합계

의견 없음

권고 의견

답변 요구

법률안

213

146

43

26

위임입법

1385

1368

8

9

출처: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9, 2020.8.26. p.13

또한, 2019년 기간 동안 심사기준으로 활용된 인권 항목을 빈도 순으로 살펴보면, 사생
활의 자유(ICCPR 제17조), 표현의 자유(ICCPR 제19조, CRPD 제21조), 평등권 및 차별
금지(ICCPR 제2조, 제26조, ICESCR 제2조 제2항), 거주이전의 자유(ICCPR 제12조),
무죄추정의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형사절차상의 권리(ICCPR 제14조
제1항~제3항), 공정한 청문의 권리(ICCPR 제14조), 결사의 자유(ICCPR 제22조), 효과
적인 권리구제의 권리(ICCPR 제2조 제3항), 사회 보장의 권리(ICESCR 제9조), 가족 보
호에 대한 권리(ICCPR 제17조, 제23조, ICESCR 제10조 제1항) 자유권(ICCPR 제9조),
아동권･아동복지(아동권리협약 제3조)로 나타난다.

[그림] 2019년 호주 의회 양원합동인권위원회 심사 기준

출처: Parliamentary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Annual Report 2019, 2020.8.26.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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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
호주의 경우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입법절차에 대한 수용 또는 활용을 입법적으로 명확
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의회인권심사법」의 제정을 통해 의회 내 국제인
권규범 위반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심사의 기준이 되는 국제인권규범
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법률안 제출 단계부터 본회의 보고에 이르기까지 단계
별 절차를 규정하였다.
호주 의회 양원합동인권위원회 인권 합치성 심사 절차의 특징은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명확히 하되 그 효과에 대하여 구속력･강제력은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률안
및 위임입법을 의회에 제출하는 의원 및 정부기관은 인권 합치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내용
으로 하는 성명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되 미제출하더라도 법률 및 위임입법의 효력에 영향
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양원합동인권위원회에 대하여 인권 합치성에 대
한 심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면서도 법률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변경･수정 권한은
두지 않았고, 보고서를 통해 권고 의견을 밝히거나 답변을 요구하여 입법과정에서 간접적
으로 수정을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의회의 인권 합치성 심사 절차를 의무화하
면서도 입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려는 균형적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위임입법에 대하여도 의회의 인권 합치성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위임입법의 제개정 주체인 정부기관은 위임입법의 의회 제출 시 인권 합치성에 대
한 성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자체적으로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국제인권규범 이행도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호주 의회의 양원인권합동위원회를 통한 입법과정에서의 국제인권법 저촉 여부 심사 절
차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권리장전을 갖추고 있지 않은 호주 연방헌법 체계에 기인한 것으
로서 국제인권법이라는 보편적 인권 규범을 가져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세하고 포괄적인 기본권 체계를 갖추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헌법체계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융합되고 있다는 의의는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
의기관인 의회에 인권 합치성 심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무게
를 두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적 규범력 실질
화에 기여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입법심사기준으로서의 국제인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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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기초로 의회와 정부가 그 구체적 적용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
여 적용 사례를 축적해감으로써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4. 국제인권규범의 입법과정에 대한 적용
1) 두 가지 방향 : 입법의 기준과 입법의 자료
국제인권규범의 입법과정에 대한 적용은 규범의 성격상 두 가지 방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인권규범을 입법의 기준으로 삼아 성문화된 국제인권규범이 정한 인권 보장
의 기준을 법안 심사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이고 국제인권규범을 입법의 자료로 하여 국내
인권 사항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권고 및 특별보고관의 보고를 입법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하나이다.

가. 입법의 기준으로서의 국제인권규범
입법의 기준으로서의 국제인권규범은 가입･체결한 국제인권조약을 중심으로 한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인권조약의 경우 효력 발생을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를 요하지 않으
며,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통해 바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헌법 제6
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를 매개로 하여 국회의 입법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
라, 국회는 국제인권조약에 배치되거나 위반되는 입법을 하지 않아야 할 헌법상 의무를 지
며, 국제인권조약은 법안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입법과정에서의 심사지침으로
삼기 위해서는 규범으로서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최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준
으로서의 명확성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도, 입법과정에서의 활용 대상은 국제인
권규범 중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입한 인권조약
이 중심이 될 수 있다.
인권조약을 법안 심사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이 되는 인권조약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인권 관련 사안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법안심사의 기준을 정립하
고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목록화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설계 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 심사를 임의절차로 할 것인지 의무절차로 할 것인
지, 심사절차를 입법과정 중 어느 부분에 위치시킬 것인지, 심사기능 및 권한을 누구에게

제2주제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 발제 81

부여할 것인지, 심사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
여는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나. 입법의 자료로서의 국제인권규범
입법의 자료로서의 국제인권규범의 경우 국제인권조약 외에 연성규범(soft law)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제인권규범 중 국회의 동의를 얻은 국제인권조
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는 관습법 외에 유엔의 지침이나 권고와 같은
연성규범은 법률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침이나 권고
사항을 입법화 하기 전에는 대외적인 규범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국회는 입법재량에
따라 이를 입법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유엔 권고의 경우 현재진행중인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안에 대한 대응이
라는 측면이 강조될 수 있다. 또한, 입법 심사기준으로서의 국제인권규범의 경우 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과 비교하여, 입법의 자료로서의 국제
인권규범의 경우 입법정책에 반영할 기초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입법의 대상과 범위를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인권규범을 입법의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적 고려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원은 모두 법률안 제출권
을 가지고 있고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으므로(헌법 제52조, 국회
법 제79조), 이에 따라 정부 또는 의원은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법률안을 국
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법률안은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
반적인 법률안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게 된다.

2)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한 심사절차 도입 시 고려사항
가. 절차 의무화 여부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를 도입할 경우 심사 절
차를 임의절차로 할 것인지 의무절차로 할 것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해당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에 관한 입법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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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국회법상 의무절차인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위헌 여부 및 타법과의 관계에 대
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률안의 국제인권조약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조약 위반 여부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가능하며, 입법재량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법률안 제출 단계
또한, 심사의 주체와 심사의 단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결정하여야 한다. 먼저, 일종
의 사전 점검으로서 법률안 제출 단계에서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있다. 국회의원과 정
부가 국회에 인권과 관련된(관련가능한) 법률안을 제출할 때 해당 법률안의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앞서 살펴본 호주 「의회인권심사
법」에서 법률안 제출 시 인권 합치성에 대한 성명(statement of compatibility)의 제출
을 의무화하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지원기관 업무의 측면에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률안 성안 단계에서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 법률안
에 대한 사전입법영향심사제도 도입 시 입법영향심사 기준의 하나로 국제인권규범을 명시
하는 방식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사전점검을 통해 보다 인권 합치적인 법률안이 제출되
도록 하는 효과와 함께 이후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입법참고자료로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위원회 심사 단계
다음으로,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 심사절차를 두는 방안이다. 이
경우 누가 심사를 담당하는가가 문제되는데, 소관 위원회가 일반적인 법률안 심사 과정에
서 국제인권규범과의 관계를 심사하는 방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과정에서의
심사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별도의 인권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
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소관 위원회가 심사를 담당할 경우 법률안의 정책적 맥락과 취
지를 충실히 파악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 추가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
고 소관 법률안에 대한 일반적 심사와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어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
하다는 점이 장점이나,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심사가 형식적
절차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 심사과정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권 관련 쟁점을 압도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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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권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헌법상 기본권 규정과 국제인권규범의
유사성 및 관련성을 고려할 때 기존 체계자구심사의 경험과 역량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는 점은 장점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자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절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계자구심사절차를 더 확장하
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
하는 방안의 경우, 국제인권규범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다
는 점, 인권 관련 권고 사항에 대한 입법 추진이나 정부의 이행 감독 업무를 책임 있게 이끌
어갈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나, 소관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국회 상임위
원회 체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운영 과정에서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상임위원회 체계와의 조응하
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는 국제인권규범과 관련된 상설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대안
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심사의 구속력
소관 상임위원회 외의 주체에 법률안의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관한 심사권한을 부여할
경우 심사결과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할 것인지, 수정 또는 폐기 권한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된다. 소관 상임위원회 외의 주체(법제사법위원회 또는 인권 관련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고 법률안을 직접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할 경
우 인권합치성에 대한 단호한 효력은 확보될 수 있으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과도
한 개입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호주 의회 양원합동인권위원회의 경우에도 법
률안의 국제인권규범 위반 시 권고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외의 주체에 법률안의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대하여 심사의견을 제시하거나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정도의 효력을 인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84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 입법부를 중심으로

제2주제 - 토론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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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 토론 1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방안 (최정인) 발제에 대한 토론문
백범석 교수(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1.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에 관한 논문들은 90년대 이후 대략 40여 편이 지금까지 발표
되었다. 인권조약의 헌법규범성, 국제인권의 보편성 및 관습규범성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
이 비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경우 국내 법률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
장부터, 국제인권기구의 견해, 결정 및 권고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설사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단순히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까지 주로 국제법적
시각에 기반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사법부에 초점을 두어 국
내법원에서의 국제인권법 이행 문제를 주된 논의대상으로 삼아 왔다. 따라서 입법부를 중
심에 두고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의 활용방안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기
에 (사실 거의 없었다고 봄이 맞다) 이번 연구 발제는 그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발제자는 제2절 국제인권규범의 법체계상 지위를 논함에 있어 “국제인권규범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널리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대하여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인권 관련 지침, 이행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법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적시
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해석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국회의 동의
를 받은 조약이 법률의 효력을 지니는 반면 비동의조약은 시행령 이하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국내법학자들의 다수설이기도 하다. 그러나 많은 국제법학자들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권리협약의 경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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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체결, 공포되었는데,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가 여타 다른 주요인권조약
에 비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광범위한 영향
을 미치는 국제조약의 경우 의도적으로 사전 입법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기
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비동의 조약이라는 이유로 일반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더욱이 특정 조항을 유보한다는 조건하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인권조약의 경우 추후 국회동의 없이 유보를 철회하게 된다면 같은 조약상 조항들의
효력이 상이하다는 해석을 나을 수도 있다.

3.
인권조약기구 및 유엔특별절차상의 권고는 형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국내적으
로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제인권기구의 견해, 결정 및 권고
내용을 국내 행정기관 및 사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도 전달하여 그 취지 및 배경을 알리
고 향후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게
된다. 더욱이 국제인권법상의 권리들이 대부분 헌법상으로도 보장되고 있기에 국제인권법
에만 근거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거나 재판규범으로 삼는 경우는 드문 현실을 고려하면,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상의 대다수 문제는 국내이행입법의 부재, 조약의 미 비준 내지
유보, 그리고 해석상의 차이에 기인하는 등 정치적 의지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민공감대 형성 및 우리나라의 현실여건 고려 등이 주된 이유로 제시되는데 이러한
기존의 사유에 국한되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번 발제문을 통해 제시된 입법과
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방안들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된다.

4.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판단 및 해석과 국내적 적용 사이에 불일치와 간극이 오랜 기간 유
지된다면 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국제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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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상 보호되는 권리의 최소한의 보장기준(minimum standard)
은 국내법 체계 내에서도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정부기관의 행위는 인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법과정에서의 국제인권규범과 국내법률과의 합치성을 높일
수 있는 의회 내 인권위원회 설치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발제문 상
의 “현행 국회법상 의무절차인 법률안 체계･자구심사 과정에서 위헌 여부 및 타법과의 관
계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률안의 국제인권조약 합치성을 높이
기 위한 인권조약 위반 여부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도 가능하며, 입법재량에 대한 과도한 제
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라는 주장에는 적극 공감하게 된다. 다만 어느 나라
에서나 일반 법률가들은 국제법에 익숙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법 전반에 관한 전
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국회보좌관 및 연구위원도 여전히 많지 않다. 따라서 국제인권규
범을 입법의 기준 및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발제문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이미 유엔에서는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회의 역할
에 대한 논의를 10여년전부터 시작하여 왔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 및 보편적정례인권검
토(UPR)에 있어 의회의 역할과 기여가 중요함을 유엔총회 결의 65/123, 66/261, 68/272
및 70/298,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22/15, 26/29, 30/14 및 35/29를 통해 재차 강조한 바
있으며, 2018년 채택된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A/HRC/38/25)에서는 최종적으로 기존의
논의와 연구를 바탕으로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 초안(Draft Principles on Parliaments
and human rights)을 제안한 바 있다. 상기 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질문서가 유엔 회
원국들에게 회람되었는데 총 56개국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답변서 제출국가 중 의회 내
인권위원회를 설치한 국가는 총 35개국이었는데 대부분 (25개국) 의회규칙을 통해 설치하
였고, 나머지 15개국은 헌법을 기초로, 4개국은 개별 입법을 통해 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참고로 전체 답변서는 65개로 개별국 의회로부터 직접 제출된 것이 48개, 국가인권위원
회로부터 제출된 것이 7개였다. 대한민국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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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8년 보고서 채택 이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개별
국가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워크숍을 다음해인 2019년 6월 개최하였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서의 국가실행이 다루어 졌다. 특히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기반하여
인권이사회 및 인권조약기구들이 권고한 사항에 대한 1) 효과적인 국내 이행과 2) 이를 위
한 모니터링 및 3)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국가보고서 초안 성문 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과
기여가 강조되었다. 흥미롭게도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가 모범사례로 제시되기
도 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국제협력) ⑤ 정부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
서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이를 사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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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Draft Principles on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A/HRC/38/25 Annex1)

Acknowledging the crucial role of parliament in ensuring Government’s compliance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in translating these into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ies;

Recognizing that parliament’s main functions of, inter alia, ratifying human rights treaties,
scrutinizing legislation and overseeing the work of the executive in fulfilling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re crucial in order to support and ensure the Government’s own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cognizing parliament’s fundamental role in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effective
functioning of bodies and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in considering and approving national budgets bearing in mind human rights
implications;

Recognizing the significant contribution that parliament can make in connection with
the work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including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Taking note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65/123, 66/261, 68/272 and 70/298, which
welcome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HRC);

Taking note of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s 22/15, 26/29, 30/14 and 35/29 on
the contribution of parliaments to the work of the HRC and its UPR;

Taking also note of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Paris Principles) in enhancing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s well as the Belgrade
Principl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parliaments;

Acknowledging the leading role of parliament in supporting and overseeing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made through the UPR mechanism as well as by
other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and hence their contribution
to the strengthening of the rule of law;

Recognizing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role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arliament should consider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internal
committee dedicated to leading and coordinating these tasks.
The following Principles should guide parliaments in the setting up of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s, as well as in ensuring their effective func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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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ate
1. A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all be given as broad a mandate as possible,
covering all human rights as defined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The mandate of the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all also provide clear terms of reference setting
out its purpose and goal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2. A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all, inter alia, have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a) To encourage the ratification of or accession to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b) To introduce and review bills and existing legislation to ensure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nd propose amendments when necessary;
(c) To lead the parliamentary oversight of the work of the Government in fulfilling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as well as political commitments made in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d) To provide human rights related information to members of parliament during
debates on legislation, policy or government actions;
(e) To review draft national budge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mplica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f)

To ensure that development assistance and cooperation funds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recommendations from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in countries recipient of such funds;

(g) To call for the elabor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action plan and oversee its
implementation;
(h) To engage and consult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on human rights issues, developments, concerns and cases;
(i)

To lead parliamentary action in response to national human rights developments
and issues, including through legislative initiatives, parliamentary inquiries, public
hearings, public debates, and the issuing of reports on national human rights
issues and developments;

(j)

To hold public hearings, request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ummon and hear
witnesses, provide reports and recommendations to the plenary of the Parliament,
and initiate Parliamentary debate on its reports or subjects of its choosing;

(k) To conduct training and awareness raising of parliamentarians on human rightsrelate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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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all, inter alia, have the following role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a)

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consultations held in preparation of and during the drafting
process of reports to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b) To review and comment on the Government draft reports which the State is required
to submit to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such as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c) To participate in the UPR and in sessions of the treaty bodies, either as part of the
Government delegation or on its own;
(d) To participate, through a designated focal point, in the national mechanism for
reporting and follow-up, and ensure that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that require legislative reform, the adoption of
new laws, or budgetary adjustments are identified and given priority consideration;
(e) To lead the parliamentary oversight of the work of the Government in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s;
(f)

To meet separately from the Government with special procedure mandate hold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reaty body members, or UN officials dealing with
human rights and regional human rights bodies when they conduct a country visit.

Composition and working methods
4. A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members of Parliament with
human rights expertise, having due regard to the principle of pluralism, non-partisanship,
respect for all human rights, and gender-balance;
5. A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all develop and publish terms of reference to
define, inter alia, its working methods, the frequency of its meetings, its quorum, a procedure
for agenda setting, means of communication, involvement in other fora such as the
national mechanisms for reporting and follow-up, secretariat services, and modalities of
consultations with stakeholder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civil society
or individuals;
6. A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all be transparent in its operations, including
decision making. It shall publicise its work and hold hearings in public, except where there
is a clear, stated and justifiable reason not to do so;
7. A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all be provided with 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by the Parliament to enable it to carry out its functions effectively;
8. A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all have access to external independent human
rights advice, as required, including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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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s with expertise in human rights, academic experts,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ternational or regional organizations, or other relevant professionals
with expertise in the area;
9. A parliamentary human rights committee should conduct its work in such a way a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meaningful civil society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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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 토론 2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 지정토론문
이혜영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
3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강화 컨퍼런스 – 입법부를 중심으로 -』란 주제로 개최된 오늘 심
포지엄에서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 활용 방안”이라는 중요한 발제에 대한 지정토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이하에서는 편의상 발제자에 대한 존칭을 생략합니다.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토론문이라는 글의 성격을 감안하여, 생각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출처자료에 대한 정보
를 각주로 부기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서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자를 통해 자국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국가기
관인 의회는 입법권(법률 제･개정권,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등)과 재정권(예산
안 심의, 결산심사 등), 일반국정 관련 권한(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등) 등 의회 본연
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인권이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는 기관입니
다. 이번 발제는 의회의 다양한 권한 중에서도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규
범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발제자는 국회가 국제인
권규범을 입법의 지침 또는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검토한 후,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그러한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해외사례로서 호주 의회인
권심사법과 양원합동인권위원회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 다음의 내용에서 인용한 정보의 상당 부분은 이혜영, 법원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과 과제, 사법정책연
구원(2020)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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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의미한 발제입니다. 다음에서는 발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의문이 드는 사항
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지위 및 해석 관련
발제자는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이 일원론을 취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에서 국제인
권법(조약, 관습국제법)은 별도의 이행입법 없이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우리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국제법의 헌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국제법은 헌
법하위･법률동위의 지위를 가질 뿐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상 ‘국제법 존중
주의’를 매개로 하여 국가기관(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은 국제인권법을 준수할 헌법적 의
무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제자가 제시한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국내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로 조약이 헌법에 대하여
하위 규범이며 국회 동의를 거친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지닌다는 것이 국내적으로 확립된
사법실행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발제자의 전제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는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국회는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를 준수하기 위하여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의 이행을 확보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국제인권법을 입법의 지침 또
는 입법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이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국
제인권규범을 심사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일견 제
공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방헌법에 권리장전이 없는 호주와 달리, 헌법상
국민의 권리에 대한 자세한 조항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제 입법과정에서 사실상 얼
마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은 국가에 의하여 보호 및 신장하여야 할 개인의 인권을 규정한다는 내용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대상이 되는 권리가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언어로 규정되어서,
규정상 권리에 대한 해석의 중요성이 큽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인권의
내용이 유연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제18조
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권리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는 해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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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제인권법이 이렇듯 ‘헌법적 가치’를 규정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유사하거나 동
일한 권리에 대한 보장이 대한민국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
으로 국제인권법에 대한 위반이 주장되는 사안을 살펴보면,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
리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대한 위반이 함께 주장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
니다.
호주 연방헌법은 권리장전이 없기에 오히려 국제인권법을 가져와 헌법상 미진한 기본권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헌법 해석과의 충돌 내지
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과 같이 국민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 조항들을 가지고 있는 헌법체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를 헌법과 국제
인권법에서 모두 보장하는 경우, 국제인권법이 헌법에 대해서는 하위이며 법률과 동위라
는 명제는 사실상 국제인권법에 대한 해석이 상위 규범인 헌법 해석에 종속되게 되는 결과
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에서도 지속적으로 한계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추후 우리나라가 설사 호주의 예를 쫓아 의회인권심사법을 제정하고 국회 내에 인권위원
회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된 법률안이나 기존법률에 대한 국제인권법 합치성
을 심사할 때에도 동일한 이유로 한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국제인권법의 해석이 헌법해석에 종속된 예로,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가
입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등 행위 처벌) 및 형법 제341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11조 제4호(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에
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제45조의 2(제3자 개입금지), 지
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보안관찰법 제4조(보안관찰처분), 지방공무원법 제58조(사
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등에 따른 처분이나
처벌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고 주장된 수많은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
한 많은 판결에서 법원은 문제된 법률의 적용에 따른 처벌 내지 처분이 국제인권조약 조항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헌법규정에 대해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원･헌법재판
소의 해석을 따르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국제인권
법에도 (별다른 논증 없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제인권조약기구가 해당
법률의 적용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
도, 법원은 많은 판결에서 유사한 내용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에 조약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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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종속시킴으로써 조약과 헌법의 충돌 가능성을 부정해온 측면이 있습니다(최근 들어 긍
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
체 판결, 제2다수보충의견 참조)
물론 이러한 법형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 의무를 가져와
이로부터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적 견해를 존중하고 신의성실한 연계를 할 의무와, 문
제된 법률이 국제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함으로써 국제법을 국내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직접
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며, 국회나 정부, 사법부에서도 이를 매개로 국제
인권법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실행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렇지만 국제법 존중주의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의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
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며, 국내법에 익숙한 국내 법률가들 중 많은 수는 국내법 체계에서
동일한 규정이 일관되게 해석되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오히려 타당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하위규범인 국제인권법에 부합되게 헌법조항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 내지 생소
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제인권법이 헌법 하위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
국과 같이 구체적인 권리장전을 가지고 있는 헌법체계에서는 사실상 기존의 헌법해석에
국제인권법 해석이 종속되게 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이 차단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자국 헌법으로 국제인권법에 헌법에 준하는 지위 부여에 관한 규
정을 가지고 있는 예(과테말라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헌법)나, 국내 헌법 및 법
률의 기본권 조항을 국제인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할 것을 헌법상 원칙으로서 요구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예(페루와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를 참조하여, 국회의 헌법개정안 제
안･의결권의 행사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헌법개정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을 상정하여, 국
회의 입법과정에서 국제인권법이 어떻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헌법해석을 넘어서
서 기존법률이나 법률안이 국제인권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능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를 발전시키고 이를 공유해 나가기 위한 담론의 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
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에 익숙한 국내 법률가 및 실무가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과 국제
인권법이 공통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발전해 왔음을 이해시켜, 양자를 대립적 관계로 바
라보아 일방을 타방에 굴복시키려고 경쟁하는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불협화음인 상태에
서의 동등함”에 기반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규범적 연계가 중요함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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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의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관련해서 국제인
권조약기구와 “신의성실하게 규범적 연계”를 할 국제･국내법적 근거에 대한 이해 제고, 국
내법의 국제법 합치해석의 규범적･이론적 근거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
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국회나 정부는 국제인권법 위반 가능성이 주장될
때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헌법조항에 대한 기존의 사법기관의 헌법 해석을 내세
워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충돌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입법
미비나 국제인권법의 규범적 지위상 한계를 이유로 내세워 국제인권법의 해석을 기존 헌
법해석에 종속시키는 해석을 큰 문제의식 없이 계속 선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3. 국회 미동의 조약(ex. 아동권리협약)의 효력 관련
발제자는 국제인권규범 중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관습국제법은 법
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고 서술함으로써,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국제인권조약의
효력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비동의 조
약의 효력에 대한 국내 헌법학계 중심의 다수설은 비동의 조약은 시행령 이하의 효력만을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거로, 국회에서 일반법률이 통과될 때와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약 동의안이 통과되는데, 이
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약에도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법률제정권을 인
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한국의 헌법과 조약체결 실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견해라고 비판하며, 국회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적으로 모든 조약에 법
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해석상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한국의 조약체결 실
행과도 부합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예로 정인섭,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한국 판
례와 학설의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제22권 제1호 (2015. 6.) 참조].
사실 조약이 기존의 국내법률과 충돌하는 내용을 갖고 있거나, 조약 시행을 위하여 새로
운 법률의 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이는 헌법 제60조 1항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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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여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을 대통령이
단독으로 체결한다면 적어도 국내적으로는 위헌 무효의 조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수설
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국회 비동의 조약의 체결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
여 단독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유념에 둘 필
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약 중 아동권리협약이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은 예입니
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국내법 합치성을 검토한 결과, 협약
제9조 제3항, 제21조 가항, 제40조 제2항 나호(5)가 국내법과 충돌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조항들을 유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 충돌가능성이 있는 위 조항들을 유보하고 가입한다면 국내법과 충돌 가
능성이 없어서 국회동의가 불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위 조항들을 유보하고 국회
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협약에 가입하였고, 이후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관
련 국내법이 개정되어 충돌 가능성이 없어지자 비로소 협약 제21조 가항과 제9조 3항에
대해서는 유보를 철회하였습니다. 즉,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이 기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시
행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만 국회동의 없이 단독으로 조약을 체결･비준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국회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한 예들을 살펴보면, 대개 정
부가 법안 발의권을 행사하거나 정당과의 사전협의를 통한 의원입법으로 통해 국회에서
국내법률을 조약에 합치되도록 먼저 정비한 이후에 국회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
는데, 이 경우 국내법률이 사전 정비됨으로써 조약 실행을 위한 국내법 제･개정이 더이상
필요하지 않아졌다는 것을 유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을 염두에 둘 때, 아동권리협약과 같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조약에 대해
서 국내법상 법률이 아닌 시행령 이하의 지위를 가진다는 기존 헌법학계 중심의 다수설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또한, 만약 국회 비동의 조
약에 대하여 시행령 이하의 지위만을 인정할 경우, 아동권리협약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심사기준 내지 지침의 역할을 하는데 현실적 제약은 없을지에 대한 의견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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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논의의 필요성: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견해 이행을 위한 입법 마련 필요성 등
발제자는 국제인권규범의 입법과정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입법의 기준과 입법의 자료로
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유의미한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국제
인권조약기구의 견해를 이행･집행하기 위한 입법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을 돕기 위한 메커니즘 중 개인진정제도는, 조약기구(위원회)가 당
사국에 의해 조약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제기하는 진정을 심사하여 개
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
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개인진정 심사제도를 수락하였고, 시민적･정
치적권리규약 위반에 대한 개인진정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개인진정제도는 국내구제완료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조약기구로부터 위반 결정
을 받은 사건들의 경우 모두 국내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는 것입
니다. 조약기구의 위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원의 판결을 번복하는 효력이 인
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인으로서는 조약기구의 위반결정에 부합하는 법적 국내
구제조치를 받을 길이 사실상 요원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국가배상절차를 통한 금전
보상을 받는 방안이나 재심절차를 통해 유죄판결의 무효화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나,
현재 국내법 체계에서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첫째, 정부가 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라 직접 진정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상,
진정인은 법원에서의 국가배상절차에 따라 금전보상을 받을 것을 도모할 수 있을 뿐입니
다. 그런데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판결을 선고한 법
원 재판의 위법성과 법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에 대
해서는 상소 및 재심 등의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부여
되며, 법관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일반 행정작용에 의한 직무위반의 경
우와 달리 법관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관련해
서, 손OO가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 위반 결정을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후 국내법원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대법원 1999. 3. 26. 선고, 96
다55877 판결) 손OO의 청구를 기각하는 논거로, 조약에 의해 개인의 손해배상청구의 권
원이 별도로 새롭게 창설되지 않으며, 손OO는 국가배상법 제2조 등 국내법에 의거하여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손OO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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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상법 제2조에 의거하여 국가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위법성 및 고의･과
실 요건의 결여를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유죄판결의 무효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심절차에 의하여야 할 텐데, 조약기
구의 조약 위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국내법상 재심사유(형사소송법상
‘판결확정 후에 새로운 사실 내지 새로운 증거가 출현한 경우’와 ‘판결 내용의 오류를 나타
내는 원판결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는 힘들 것이므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외에 기존의 유죄판결의 확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약하면, 현 국내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유죄판결의 확정력으로 인하여 조약기구의
결정을 이행할 실효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정부 내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조약
위반 결정을 예외적 재심사유로 인정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
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특별재심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방
안 등 다양한 입법 가능성의 장･단점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입법적 결단을 촉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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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국･영문)
(베오그라드, 세르비아 2012년 2월 22-23)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세르비아 국회, 세르비아 국민
보호기관이 주관하고 세르비아 유엔국가팀이 후원한 2012년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
계에 관한 국제 세미나는1),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문,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옴부즈맨, 중재자와 다른 국가인권
기구의 역할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 63/169와 65/207, 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가
인권기구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 63/172와 64/161,인권의 신장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
권기구에 관한 유엔이사회 결의안 17/9에 따라,
국가인권기구가 의회와 “효과적인 협력”을 확립해야 함을 기술한 국가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유엔총회 결의안 48/134에서 채택된 파리 원칙)을 인식하여,
국가인권기구와 의회가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로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국가인권기구의 다른 기관 모델들이 존중되어야 함을 유념하면서 국가인권기구와 의회간
강화된 상호교류를 위한 분야를 밝혀야 하는 필요성을 상기하며,
국가인권기구와 의회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제
시하기 위해 아래의 원칙들을 채택한다.

1) 회의에는 에콰도르, 가나, 인도, 요르단,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그리고 영국의 국
가인권기구, 의회 그리고 대학에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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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기능, 독립성 그리고 신뢰성 확보에 있어 의회의 역할
A) 근거법
1)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심의할 때 의회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폭
넓게 의논하여야 한다.
2) 의회는 국가기구와 관련된 원칙(파리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의 일반논평과 모범 사례를 고려하여 기구의 독립성과 의회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를 확립하는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법적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3)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법안과 근거법에 대한 어떠한 개정안도 입안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
4)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근거법에 대한 잠재적인 개정안의 심사와 채택에서, 인권기구
의 독립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고 국
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단체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실행하여
야 한다.
5) 의회는 심사 중인 근거법의 이행을 지속하여야 한다.

B) 재정적 독립
6) 의회는 근거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국가인권기구는 의회에 전략계획 그리고/혹은 연간활동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기
구의 재정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회는 국가인권기구가 제출한 전략계획 그리고/혹
은 연간 활동프로그램을 예산안을 논의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8) 의회는 연간 예산과 관련된 전략계획 그리고/혹은 연간활동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자리
에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들을 초청하여야 한다.
9) 의회는 국가인권기구가 근거법에 의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충분한 재원을 가
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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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임명 및 해임 절차
10) 의회는 근거법에서 명확하게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의 선별 및 임명 절차와 더불어 만
일의 경우 해임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해야 하며 적당한 상황에서 시민 사회를 포함하
여야 한다.
11) 의회는 임명 절차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12) 의회는 공식적인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면책 조항을 근거법에 포함하여 국가인권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에 공석이 생겼을 때, 이 공석은 합당한 시간내에 충원되
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직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그 직원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D) 보고
14) 국가인권기구는 의회에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5) 국가인권기구는 의회에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설명요약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또한 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나 인권에 관련된 어떠한 다른 주제에 관한 보고서
를 내야 된다.
16)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검토하며 응답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인권기구의 최우선과제를 논의하는 것을 보장하고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중요한 보고
서를 논의하는 기회를 즉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17) 의회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논의하는 원칙있는 체제
를 발전시켜야 한다.
18) 의회는 국가인권기구가 발표한 권고사항에 대해 공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
19) 의회는 어떤 관련 공공기관이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였고 응답하였는지
에 관해 관련 공공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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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회와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의 형태
20) 국가인권기구와 의회는 공통의 관심인 인권주제를 논의하는 공식화된 체제를 확립하
는 것을 포함한 협력의 기반에 동의하여야 한다.
21) 의회는 의회내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연락처가 될 적당한 의회 위원회를 밝히거나 설립
해야 한다.
22) 국가인권기구는 만약 적절하다면, 양해각서 체결을 포함해서 관련 의회 특별 위원회
와 강력한 업무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인권기구와 의회 위원회는 또한 업무 관
련성이 있는 분야에서 공식화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23) 관련 의회 특별 위원회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은 정보의 상호교환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와 신장과 관련해서 협력가능한 분야를 찾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며 지속적
인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24) 의회는 각종 의회 위원회의 회의와 행사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
25) 국가인권기구는 의회에 국가의 국제인권의무를 포함하여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조언하고 권고해야 한다.
26) 국가인권기구는 감독과 감시 기능을 행사할 때 의회를 보조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할 수 있다.

Ⅲ. 입법과 관련한 의회와 국가인권기구의 협력
27) 법안에 반영된 인권 규범과 원칙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는 새로 발의된 법안
의 내용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국가인권기구와 논의해야 한다.
28) 의회는 국가인권기구를 법안 제정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는 발의된 법과 정책의 인
권 적합성에 관해 증거와 조언을 제시하도록 국가인권기구를 초청하는 것을 포함한다.
29) 국가인권기구는 국내법이 국내와 국제 인권기준 모두와 조화를 이루도록 필요시 법안
에 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30) 국가인권기구는 인권 의무, 조약기구의 권고사항과 법원의 인권 판결의 이행을 위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을 신장하도록 의회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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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가인권기구는 발의된 법안과 정책의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과정을 발전시키도록
의회와 함께 협력해야 한다.

Ⅳ. 국제인권메커니즘과 관련된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협력
32) 의회는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비준과정을 비롯해
서 국가가 모든 국제인권의무를 준수하는 지 감시할 때 국가인권기구와 협의해야 한다.
33) 국가인권기구는 발의된 유보나 해석선언, 국가의 인권의무 이행의 적절성, 그리고 국
가의무 준수에 관하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4) 의회와 국가인권기구는 국제 조약기구에게 국가의무 준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
공하는 것을 보장하고 또한 조약 기구의 권고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35) 국가인권기구는 보편적 정례검토, 조약 기구 그리고 특별 절차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인권메카니즘이 국가에 제시한 다양한 권고사항에 대해 의회에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36) 의회와 국가인권기구는 지역 및 국제 인권메카니즘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을 조직적으
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한 전략을 합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Ⅴ. 인권의 교육, 훈련, 의식고양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협력2)
37) 국가인권기구와 의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배양하기 위해 협동하여야 한다.
38) 국가인권기구와 의회는 관련된 국제 기준에 의거하여 인권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 학
교, 대학교 그리고 다른 관련된 맥락, 즉, 직업, 전문적, 사법의 연수에 충분히 포함되
도록 같이 협동해야 한다.
39) 국가인권기구와 의회는 인권과 의회의 과정에 관한 상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2) 인권 교육과 훈련에 대한 유엔 선언과 관련해서

참고 1 - 국가인권기구와 의회의 관계에 관한 베오그라드 원칙(국･영문) 109

40) 국가인권기구, 의회 그리고 모든 의회의원들은 대중 인식, 교육 캠페인에서 협력을 도
모하고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열리는 회의, 행사, 활동에 공동 참석을 격려한다.

Ⅵ. 인권과 관련된 법원과 다른 사법, 행정 기관의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
모니터링
41) 의회와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주제에 대해 법원 (국내, 그리고 적절하다면, 지역 및 국제)
그리고 다른 행정 재판소나 기관의 결정에 대한 행정부의 대응을 모니터링 하는데 적
절하게 협동하여야 한다.
42) 국가인권기구는 국가를 상대로 내린 국내, 지역 혹은 국제 재판소의 인권에 관한 결정
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에 법이나 정책의 타당한 개선을 권고
해야 한다.
43) 의회는 인권 결정 대응에 관한 국가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44) 인권기준의 완전한 준수를 이루기 위해서 의회와 국가인권기구는 행정부가 인권 결정
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격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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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인권이사회와 UPR업무에 대한 의회의 기여
A/HRC/38/25(17 May 2018)

□ 배경
1. 인권이사회는 “인권이사회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업무에 대한 의회의 기여”
결의안 채택(A/HRC/RES/35/29, 13 July 2017)
○ 자국의 법률 체계에 따라 인권이사회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협의 과정
에 의회 참여 격려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시 국가 대표단에 의원 참여 환영
○ 의원 능력개발 및 인식제고 등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국제의회연맹
(IPU) 협력 활동을 인권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 인권증진 및 보호를 위한 의회,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 장려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국제의회연맹, 국가, 유엔 기구 및 이해 당사자들과의 협
력을 통해 의회와 인권이사회 및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업무에 시너지 효
과 증진 방안 연구 요청

2. 위 결의안(A/HRC/RES/35/29)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이사회에
“인권이사회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업무에 대한 의회의 기여” 보고서 제출
(A/HRC/38/25, 17 May 2018)

□ “인권이사회와 UPR 업무에 대한 의회의 기여” 보고서 주요 내용
○ 의회는 정부의 인권정책 및 국제인권메커니즘 참여 등을 감시함에 있어 필수적인 인권
행위자이며 인권 증진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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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의 역할은 국제인권메커니즘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고양될 수 있으며 정
부보고서 제출을 위한 국내 협의과정 참여 및 정부대표단으로 국제인권메커니즘에 참여
○ 의회는 국제인권메커니즘이 국내적 차원 즉 입법, 예산 배정 및 감독 기능을 함에 있어
연계 역할 수행 (UPR 권고 약 50%이상이 의회 역할 필요)
○ 의회는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 이행 및 통합적인 접근 보장 및 국내 메커니즘 설립에
있어 근본적인 역할 수행하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 담당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의 국내 이행에 있어 의회 역할 수행
○ 정부의 권고 이행에 관한 의회의 정보 제공은 국제인권 시스템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도
록 역할
○ 상시적인 의회 인권위원회 설립 및 주요 책임
- 국제 및 지역 인권 문서 가입 및 비준 장려
- 현행 법률과 법률안 검토 시 국제 인권 의무와 양립가능 보장 및 필요시 개정
- 정부의 인권 의무 준수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
- 의원들에게 법률안, 정책, 정부 활동에 대한 토론 시 인권 관련 정보 제공
- 인권 향유의 관점에서 예산안 검토
- 국제 개발 원조 및 협력 기금이 수혜국의 국제인권메커니즘의 권고 이행을 지원하도
록 보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요구 및 그 이행에 대한 감시
- 인권 사안, 인권 발전, 우려사항 및 사건에 대한 관여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대
표와 협력
- 국가 인권 사안 및 발전에 관한 입법 활동, 국정조사, 공청회, 공개 토론 및 보고서 발
행 등을 포함하여 국가 인권 발전 및 인권 사안 대응에 있어 의회의 선도적 활동
- 공청회 개최, 정보 및 문서 제출 요구, 공청회 증인 소환, 의회에 보고서 및 권고, 보고
서나 선택한 주제에 대한 의회 토론 개시
- 인권 관련 사안에 관한 의원 훈련 및 인식제고
- 국제인권메커니즘에 제출할 보고서 준비 과정, 추진 과정 등을 위한 협의 참여
- 국제인권메커니즘 특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제출할 정부보고서 초안
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또는 별개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및 인권조약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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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담당자(a designated focal point)를 통해 보고서 제출 및 후속조치를 위한
국내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법률 제･개정 또는 예산 조정이 필요한 국제 및 지역 인권
메커니즘 권고를 확인하고 이를 우선 고려 보장
-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 권고 이행에 있어 정부 업무 감독
- 인권 사안을 다루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조약기구 위원이나 유엔 직원의 국가 방
문 시 정부와 별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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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안)
A/HRC/38/25 (17 May 2018) Annex I

□ 배경
1. ‘의회와 인권에 관한 원칙(안)’은 인권이사회 결의안(A/HRC/RES/35/29)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인권이사회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업무에 대한 의회의 기여”에 관한 보고서에 첨부됨
2. 이 원칙(안)은 연구 및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관행에 근거하여 개발되었으며, 국제
의회연맹 인권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정부간 기구에서 채택됨

□ 주요 내용
1. 위임사항
○ 의회 인권위원회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정의된 모든 인권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가능
한 넓은 위임사항 규정과 목적과 목표 등 명확히 규정

2. 책임과 기능
○ 책임

- 국제 및 지역 인권문서에 가입 및 비전 장려
- 국제인권의무와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법안 및 법률 검토와 제정, 필요시 개정안
제출
- 정부의 인권의무 및 국제인권메커니즘 과정에서 발언한 정치적 노력의 이행에 대
한 의회 감시
- 입법, 정책 또는 정부 활동에 대한 토론 시 의원에게 인권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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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향유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국가 예산안 검토
- 개발 지원 및 협력 자금은 수혜국이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의 권고 이행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보장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요구 및 그 이행 감독
- 인권 사안, 인권 발전, 우려사항 및 사건에 대한 관여와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대표와 협력
- 공청회 개최, 정보 및 문서 제출 요구, 공청회 증인 소환, 의회에 보고서 및 권고, 보
고서나 선택한 주제에 대한 의회 토론 개시
-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의원 훈련 및 인식제고
○ 역할
- 국제인권메커니즘에 제출할 보고서 초안 준비 과정, 추진 과정 등을 위한 협의에
참여
- 국제인권메커니즘 특히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 제출할 정부보고서 초
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정부대표단 일원으로 또는 별개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인권조약기구
참여
- 지정된 담당자(a designated focal point)를 통해 보고서 제출 및 후속조치를 위
한 국내 메커니즘에 참여하고 법률 제･개정 또는 예산 조정이 필요한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 권고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보장
- 국제 및 지역 인권메커니즘 권고 이행에 있어 정부 업무 감독
- 인권 사안을 다루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조약기구 위원이나 유엔 직원이 국가
를 방문할 때 정부와는 별도로 회의를 가지는 것

3. 의회 인권위원회 구성과 업무 방식
○ 다원주의, 비편파적, 모든 인권 존중, 젠더 균형을 감안하여 인권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의원으로 구성
○ 업무방식, 회의 횟수,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 또는 개인과 같이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방식 등 세부규칙 규정
○ 의사결정을 포함한 운영의 투명 및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공청회 및 업무 등 공개

122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강화 콘퍼런스 - 입법부를 중심으로

○ 국가인권기구, 인권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법학자,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외부 독
립적인 인권 조언에 접근 가능 보장
○ 유의미한 시민사회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 방식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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