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No.
2017-9
September 2017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유
유엔
엔 주
주요
요 소
소식
식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제62차 회기 개회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18일 제62차 회기를 개최하였다.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동
회기에서 위원회는 콜롬비아, 대한민국, 몰도바, 러시아, 멕시코의 사회권규약 이행상황
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검토하게 된다.
개회식에 참석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조약과 시몬 워커 과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현재 시리아와 미얀마 등 전 세계에서 폭력, 차별, 빈곤과 같은 다양한 인권 문
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부재 및 거부를 꼽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
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마리아 버지니아 고메즈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회기를 위해
모인 모든 이들과 워커 과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21일 대한민국의 사회권규약 이행상황에 관한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
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4차 보고서를 소개하며, 한국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은
한국사회의 전통적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013년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고, 이주노동자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증진하
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경숙 상임위원이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본심의를 참석하여 정
부 보고서 심의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포멀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 참석을 통해 심의 관
련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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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차 유엔총회 개막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제27차 회기 폐회
제72차 유엔총회가 지난 12일, 미로슬라
유엔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는 13일 제27

브 라이착 총회 의장 주재로 개막식을 열

차회기를 폐회하며, 에콰도르, 인도네시

고, 차기 총회 개시일인 2018년 9월 18일

아, 멕시코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행상

하루전까지 1년간의 새로운 회기를 시작

황에 대한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하였다.

채택하였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이주 아동 권리에 대한 두 개

이번 총회는 ‘사람을 근본으로: 지구상에

의 일반 논평을 채택하였다.

서 지속가능한 모든 사람의 평화와 품위
있는 삶 추구’를 주제로 진행되며, 국제평

위원회의 요세 브리란테스 의장은 동 회

화, 안전, 인권, 개발 등 9개 분야 총 172

기동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개 의제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진다.

대한 최종견해의 채택 외에도 다양한 생
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총회의

위원 및 여러 참석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

하이라이트인 일반 토의는 19일부터 25일

하였다. 또한 이주아동권리에 관한 일반

까지 이루어졌으며, 국가원수 90명, 부통

논평 채택에 있어 실무그룹과 유엔아동기

령 5명, 장관 56명 등 총 196명이 수석대

금, 국제이주기구, 세이브더칠드런, 오크

표로 참석하였다.

재단 등 여러 단체의 노력을 치하하였다.
북핵 문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한편, 제28차 회기는 2018년 4월 9일-20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개최되며 알제리, 가이아나, 세인트 빈센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

트 그레나딘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행

석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이들은 공통적

상황에 관한 국가보고서가 심의될 예정이

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한편, 추가

다.

도발을 경고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하였다.

2

유
유엔
엔 주
주요
요 소
소식
식

행
행사
사달
달력
력

유엔 사무총장, ‘북한인권상황보고서’ 공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
월까지의 북한인권상황을 담은 16쪽 분량
̇ ̇ 주요회의
̇ ̇ ̇ ̇ 일정
̇ ̇
UN

의 ‘북한인권상황보고서’를 공개하였다. 보
고서는 지난해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
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의거하여 작성됐

날짜
9/18-

회의
사회권규약위원회

으며,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10/6

제62차회기
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10/2-6

실무그룹

10/16-

제78차회기
자유권규약위원회

11/10
10/24-

제121차회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25

제68차회기

이번 총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에 장기간 역류됐다
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지난 6월에

비고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건 내
용도 담겨있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여
전이 미국인 3명과 한국인 9명을 억류하
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북한 당
국에 웜비어 사망과 관련한 명확한 이유
를 밝힐 것과 억류된 시민들을 조속히 석
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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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
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
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
다.

또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
치 및 이산가족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 ·내 식량 사정과 보건 문제, 아
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
악한 보호 환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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