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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공감 인권법 캠프 

일시 : 2009년 2월 19일 ~ 21일

장소 : 서울 여성플라자

주최｜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합니다!  





제2회 공감 인권법 캠프를 준비하며.......

최근 용산에서 철거민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과정에서 시민 5명과 경찰 1명

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하여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과격시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로만 보아 경찰 1명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사망한 점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무고한 시민이 5명이나 죽은 점에 대해서는 덮어버리려는 데에 급급

한 검찰의 태도는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엄중한 법집행도 아닐 뿐만 아니라 소

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권은 선험적인 원칙에

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역사와 장소를 초월해 인간을 억압하는 권력에 대한 반작용으

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은 그것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계

층에게서 그 요구가 제기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를, 그것만은 어떻

게든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권리에 관해서만 논할 뿐이고, 법에

서 정한 권리 이상의 인권개념과 국제조약상의 인권조항에 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캠프가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법을 다루게 될 여러분들과 ‘인권’

과 ‘법’의 관계, 그리고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본 ‘법’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각자가 그간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나와 다른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이번 캠프는 여

러분들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하는 이번 캠프

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실 소중한 여러분들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2009. 2. 19.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드림





- 5 -

목 차

여는 글

캠프개요 7

인권과 변호사

시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 /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13

인권의 개념과 역사

인권이론과 새로운 인권운동 / 조효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NGO대학원 교수)         35

인권과 법

법과 인권/ 정정훈 (공감 변호사) 51

장애인권

장애인이 작동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 박옥순(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사무국장) 69

성소수자인권

2009년,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현실과 사회적 위치 / 정욜(동성애자인권연

대 활동가) 93

동성커플의 가족구성권 이야기 / 장서연 (공감 변호사)                              103

국제인권

국제인권기준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 / 황필규 (공감 변호사)                  119

버마와 한국, 그 식민지와 민주화 운동의 공통경험 / 마웅저 (버마민주화 활동가) 161

여성인권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169

다문화가족지원 법률에 대한 인권적 검토 / 소라미 (공감 변호사)                    191

주거권

한국의 주거권 현실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 /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15

주민자치

지방자치와 풀뿌리시민운동 /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237

강좌

주제마당



- 6 -

공익인권법교수와의 대화 - 참고자료

[1] 로스쿨 공익법활동에 대해 궁금했지만, 묻기 두려워한 모든 것..                255

[2] 디스오리엔테이션 핸드북: 당신 스스로의 진보적인 법률교육 만들기             264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개 289

참여마당



- 7 -

날짜 시간 내용 강사 장소

첫째날

19(목)

10:30~11:00 오리엔테이션                황필규 다목적실

11:00~12:00 참여마당1 - 사람과 인권, 첫 만남 차혜령 다목적실

12:00~13:00 점심식사

13:30~15:00 전체강좌1 - 인권과 변호사 박원순 다목적실

15:30~18:00 참여마당2 - 차별, 게 섰거라! 영원 다목적실

18:00~19:00 저녁식사

19:00~21:00 주제마당1  
장애인권 염형국, 박옥순 다목적실

성소수자인권 정욜, 장서연 아트컬리지2

21:10~ 조모임 304호, 514호

둘째날

20(금)

8:00~9:00 아침식사

10:00~12:00 전체강좌2 - 인권의 개념과 역사 조효제 다목적실

12:00~13:00 점심식사

13:30~15:30 주제마당2
국제인권 황필규, 마웅저 다목적실

여성인권 김현미, 소라미 아트컬리지2

16:00~18:00 주제마당3 
주거권 미류, 차혜령 다목적실

주민자치 김영수, 오관영 아트컬리지2

18:00~19:00 저녁식사

20:00~22:00 참여마당3 - 인권의 재구성&시상식 염형국 다목적실

셋째날

21(토)

8:00~9:00 아침식사

10:00~12:00 참여마당4 - 공익인권법교수와의 대화
박경신, 양현아, 

이호중
다목적실

12:00~13:00 점심식사

13:30~15:00 전체강좌3 - 인권과 법 정정훈 다목적실

15:30~16:30 참여마당5 - 내가 꿈꾸는 법조인 소라미 다목적실

16:30~17:00 수료식 염형국 다목적실

공감 인권법 캠프 개요

◆ 일시 : 2009. 2. 19 ~ 2. 21 (2박 3일)

◆ 장소 :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 참가대상 : 예비법조인 50명

◆ 강사진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각 분야 인권활동가, 학계 전문가

◆ 주최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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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마당 안내

 정신없이 쏟아지는 빠른 언어들과 빽빽한 필기, 듣는 시간에 비해 너무나 부족한 

말하기 시간 그리고 이미 다 그려진 그림 위에 점 몇 개 찍고 오는듯한 소외감까지 

공감 인권법 캠프는 이러한 경직된 소통체계를 지양하고자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의의 및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자 합니다. 참여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나가는 시간입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소중한 결실을 맺는 참된 소통의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1) 첫째마당  ‘사람과 인권, 첫 만남’

몸풀기 게임과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이 마음을 열고 캠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몸풀기게임 ‘나의 짝은 누구?’

① 하나의 동물을 두 장의 종이에 각각 쓴 것 중에서 참가자는 종이를 하나씩 뽑

는다. 참가자는 그 동물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말은 할 수 없고, 동작으로만 그 동

물을 표현한다.

② 서로 돌아다니며 자신의 짝이 누구인지 찾는다.

③ 짝을 찾은 팀은 객석으로 옮겨 서로 인사를 나누고 참가동기를 나눈다.

* 서로 알아가기 - 모둠별 / 다함께

① 모둠별로 자기소개, 참가동기 등을 나누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② 모둠이름, 식권전달도우미를 정한다.

       

(2) 둘째마당 ‘차별, 게 섰거라!’

* 인권교육센터 ‘들’ 의 영원활동가가 진행 예정.

(3) 셋째마당 ‘인권의 재구성’

- 일상 속 인권상황을 찾아내어 재구성해봄으로써 현실적인 인권문제의 다양한 측

면을 고찰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및 표현 방식을 서로 나누어 봄으로써 문제가 되는 인

권 상황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을 가능토록 한다.

- 능동적인 협동 프로젝트를 통하여 깊이 있는 소통 및 친교의 기회를 마련한다.

① 모둠 별로 나누어준 주제 및 인권상황을 가지고 그 주제 및 상황에서 인권적

쟁점이 무엇인지 서로 토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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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의를 통해 도출된 쟁점을 토대로 그러한 인권적 쟁점을 부각시키고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표현 방법을 논의 한다. (ex: 상황극, 모의법정, 싸이코 드라마)

③ 적절한 표현 방식을 선정한 후 그를 완성도 있게 표현하기 위해 준비한다.

④ 이상의 준비를 위하여 각 모둠은 식사시간 및 쉬는 시간 교육 후 시간 등을 이

용한다.

⑤ 모둠별로 준비한 10분 동안 발표한다.

⑥ <창의성, 협동성, 완성도>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한 2개 모둠을 시상한다.

(4) 넷째마당 ‘공익인권법교수와의 대화’

- 로스쿨과 공익인권법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통해 공익인권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① 미리 나누어준 관련자료를 보며 틈틈이 고민이나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보고,

넷째마당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② 참여예정 교수 : 박경신(고려대 교수), 양현아(서울대 교수), 이호중(서강대 교

수)

(5) 다섯째마당 ‘ 너에게 하고 싶은 말’ 

- 참가자들이 꿈꾸는 미래의 법조인상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서로 나누고 캠프 참

가소감을 공유하며 캠프를 통해 얻을 것 등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① 캠프기간동안 틈틈이 각자 1년후 자신에게 쓴 편지를 정리하며,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법조인상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모둠구성원들과 나눈다.

② 참가자들은 편지지를 봉투에 넣고 1년 뒤 편지를 받을 주소를 적고 공감우체통

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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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

- 시민사회 시민사회를 지키는 국민권익의 첨병,

공익변호사의 가능성 탐색-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

 

1. 서문

“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너희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까지 막았다!“1)

법률가에 대한 이같은 저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2).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해 온 법률가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선량한 시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보다는 자신의 전문적 법률지식으로 권세가들의

옹호, 개인적 치부를 하는데 더 큰 관심을 보여 왔던 점 때문이다.

“부족시대에는 마술사가 있었고 중세에는 승려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법률

가가 존재한다. 어느 시대에도 장사의 요령을 익혀 그 지식을 두고두고 소중하게 간

직하는 영악한 무리가 있는 법이다. 그들은 그 전문적인 능력을 곡예적인 기술과 융

합시켜 동포인 민중의 머리 위로 군림하는 인간들로 된다.3)”

이것은 법률지식이라는 전문영역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중에 군림하는 부정

1) 누가복음 11:54

2) 변호사에 대한 적대적 표현은 세익스피어의 작품에서이다. “The first thing we do, let's kill all the

lawyers." (Henry VI Part II )

3) 프레드 로델 지음. 박홍규 옮김, 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도서출판 물레, 1986, p.23

강좌1. 인권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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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법률가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법률지식과 법률적 논리로 훈련되고 무장한 법

률가들이 그 지식과 논리를 사회 공공선에 사용하기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다 보니 일반 대중에 부정적 인식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은 그리 호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

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무조건 개인의 명리나 탐하고 이기적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변호사라는 과거 서양에서 직업은 한쪽으로는 비판의 대상도 되었지만 또한

편에서는 가장 명예롭고 고상하며 학식 높은 직업으로 존경받아 왔다. 이 땅에서도

과거 이른바 ‘인권변호사’4)들이 불의에 저항하고 인권변론을 위해 진력함으로써 국민

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다. 이들은 독재권력의 탄압에 직면하기도 하였지만 꿋꿋이

지난 70년대 이후 인권변론의 커다란 산맥을 쌓아 왔다5). 이들이야말로 불의와 혼탁

이 판치는 세상의 한줄기 빛이었다.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권변론의 전략과 내용, 방식도 사회발전의 양태

와 더불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독재정권 치하에서 양심적인 변호사들의 역할이란

그 권력의 희생자가 된 양심수들을 변론하고 사회불의를 고발함으로서 그 정권을 물

리치고 민주적 정권을 수립하는 일이었다. 적지 않은 변호사들이 그러한 시대적 역

할에 충실하였고 그것이 1987년의 6월항쟁의 촉발과 민주적 정부로의 이행에 일조

하였다6).

그 이후 10년의 세월동안 한국에서도 부족한대로 법치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었다. 이제 양심수를 변론하고 사회불의를 고발하는 것만으로 사회발전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정치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었고 사회불의의 내용 역시 단순히 정치적인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형태로 분화되고 복잡다기한 것이어서 보다 섬

세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단 정치적 활동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인권은

여전히 변호사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개념 역시 국가로부터

의 고문. 구속. 침해라는 좁은 의미로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변호사의 역할이 법정에서의 변론에 그칠 수 없게 되었다. 입법과정에서의

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의 옹호는 모든 변호사의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변호사’라는

명칭이 생겨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명칭이야말로 변호사들의 모습이 어떻게 국민들에

게 보여졌는가를 말해준다.

5) 박원순,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 온 변호사들-한국인권변론사 시론”, ‘무죄다’라는 말 한마디 -

황인철 변호사 추모문집, 문학과 지성사, 1995, p.53 이하 참조.

6) 자세한 것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백서 - 민변 10년의 발자취,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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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개입과 관여, 사법절차에서의 시민참여와 통제, 행정권력침해에 대한 구제활

동,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 이제 변호사사무소라는

좁은 틀 안에서 모두 소화시킬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제 과거의 송무업

무라는 영역과 남는 시간을 활용한 볼런티어 공익변론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전업

적 공익변호사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가 되었다. 특히 공공선을 확대하려는 각종의

시민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그 활동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일상적 지원을 소망

하고 있다.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변호사가 민주주의의 심화와 시민사회의

성숙에 견인차로서 기능 하여야 한다.

2.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1) 변호사 개인의 책임과 그 성격

(1) 법령상의 규정

△ 변호사법

제1조 (변호사의 사명)7)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

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

게 그 직무를 행한다.

이 조항은 변호사가 단순히 사적인 영업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기본 사명을 가지는 공공성을 지닌 직업이라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비록 변호사는 국가기관이거나 공무원은 아니지만 커다란 의미

에서는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8).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성실하게 변론하는 것이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는

일차적 역할임에는 의문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송무업무에 변호사의 역할이 국

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조항은 선언하고 있다.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를 실현하는 것”이라면 그 활동의 대상과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다.

7) 이 조항은 일본의 변호사법 제1조와도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8) 福原忠男, 增補 辯護士法, 第一法規, 平成2年,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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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윤리강령9)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2.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

3.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

4.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

5. 변호사는 민주적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

6. 변호사는 우의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부상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

7. 변호사는 국제 법조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변호사 윤리규칙10)

제1조 변호사는 자유를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정

진하여야 한다.

제2조 변호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며, 인격을 연마하고 학문과 지식의

함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변호사는 권세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항상 공명정대

하여야 한다.

이 간단한 규칙 안에 정해진 ‘윤리’마저 제대로 변호사가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반

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규칙은 변호사가 단지 ‘상인’이 아니고 ‘선비’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권세에 아부하지 아니하고” “재물

을 탐하지 아니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조항은 어쩌면 너무나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변호사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

을 한다. 완전히 공직자로 만들지 않는 한 이러한 영리성을 포기하게 할 수도 없다.

결국은 공익성과 영리성의 절충과 타협 속에 변호사의 공익적 역할이 정해져야 한

다11).

(2) 법조인의 인식 속의 변호사 윤리와 책임

△이병린 변호사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생기 발랄한 중립적 야인이어야 한다. 중립이란 정치적 의

도가 없음을 말하고, 야인이란 대중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 - 반역아

라고 하면 혁명을 전제로 한 정치적 용어같이 들린다. 변호사는 사회개선을 기하되

9) 변호사윤리강령 전문이다. 1962.6.30 제정되어 수차레 개정되었다

10) 변호사윤리규칙 제1장 일반적 윤리 부분. 1962년 6.30 제정되어 수차래 개정되었다.

1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박영률출판사, 1996,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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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문화적, 합법적 수단으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반역아와 다르고, 생생한 야

인으로 비판정신과 저항정신을 지니고 나아간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

- - 변호사의 직업이란 억울한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입법의

맹점, 사법의 불비, 행정의 독선을 대중의 위치에서 보고 느끼게 된다. 따라서 항상

대중과 같이 호흡하고 그 기질이 야인답게 되어 가는 것이다. - - - 변호사는 사회정

의를 실현하는 자이며 자유와 진리를 사랑하는 자이며 사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이다. 이러한 구실을 다하려면 개인으로서의 직무나 기타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변호사회라는 단체를 통하여 국정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그 거대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보다 일층 높은 식견과 인격이 요청된다. 권세

에 굴하지 않고 돈에 팔리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정의를 위하여 불의에 대립하여

투쟁하는 기백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12)

△김준수 변호사

“전문직의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그 직무가 공공에

의 봉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즉 변호사가 다루는 업무의 내용이 사법전반에 걸

쳐 있어 단순히 의뢰자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의 옹호에 그치지 않고 재판의

공정. 법률에의 진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옹호에 기여. 공

헌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 - - 우리나라에 도입된 변호사제도는 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순전히 일본 사람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입된 것이기 때문

에 변호사직의 ‘프로페션’으로서의 특성이나 속성이 소개되지 않았고 변호사의 공공

봉사의 정신이나 사명이 강조되지도 않았다.”13)

2) 변호사단체와 LAW FIRM의 윤리와 책임

변호사단체로서의 변호사협회는 개별 변호사의 윤리와 책임의 연장선상에서 민주

주의와 인권의 옹호, 사회진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버드 법대학장 로스코 파

운드는 일찍이 변호사라는 용어는 집단과 연결된다고 말했다14). 변호사들의 모임인

변협은 개별 변호사들이 할 수 없는 집단적 힘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을 포함하여 변호사단체가 나름대로 이 땅의 민주화와 법률문화 개선을

위해 파수견으로 상당한 역할을 해 온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호사단체가

변호사의 집단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기주의 모습을 보인 사실도 인정하여야

12) 이병린, “변호사를 뜻하는 법학도에게”, 법 속에서 인간 속에서. 청구출판사, 1967, pp.58-60

13) 김준수, “변호사의 사명과 그 지위”, 변호사 핸드북, 서울지방변호사회, 1984, p.19-22

14) Rosco Pound, The Lawyer From Antiquity to Modern Times 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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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변협이 왜곡된 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탈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고 변호사들이 일정한 윤리적 수준을 가지도록 견제하고 교육하는

역할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변협 자신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직업의 명예로운 전통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민변과 같은 임의적인 변호사단체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해 왔다. 특히 회원간의

동질적인 인식과 실천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

다. 최근에는 이른바 ‘헌변’이 생겨나 민변과는 다른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여성변호사회라거나 환경변호사회등과 같은 각각의 관심영역과 성향을 가진

개별 임의단체들이 생겨날 것이다.

공익 로펌의 존재도 고민할만한 일이다. 빈곤층과 법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공익 로펌의 출현도 기대가 된다. 최근 소액사건만 전담하겠다고 나선

변호사들이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이들의 뜻이 합쳐진다면 공

익적인 로펌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일반 서민의 접근이 지극히 어려운 시기15)에 이른바 ‘법률 클리닉’(legal clinic)

이 많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클리닉’도 그 뜻은 좋았지만 재정 적자로 많

은 어려움을 겪었다.16) 우리나라의 경우 민변 소속 회원들을 중심으로 로펌들이 만

들어져 비교적 활발한 법률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로펌이 기존의

다른 로펌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3) 외국의 변호사 윤리와 책임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대변자일 뿐만 아니라 법률체제의 한 구성원이며

법의 형평성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책임을 지닌 공적 시민”이다17). 미국변호사협회

의 변호사책임의 Model Rules의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이것은 변호사가 단순히 개

별사건의 당사자를 대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사회의 법률적 시스템의 한 구성요소

로서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18) 더 나아가 법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15) 1971년 American Bar Association Journal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70%가량이 돈 때문에 법률

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모든 성인 인구의 3분의 1이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본

적이 없다고 보도했다. (Philip B. Heymann & Lance Liebman, The Social Responsibilities of

Lawyers, Foundation Press, New York, 1988, p.51)

16) 1977년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33개 ‘법률 클리닉’ 가운데 11개가 파산되었고 5개가 재정손

실 때문에 외부 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14개가 그런 대로 유지되고 3개는 번성하고 있다고 하였

다.(Philip B. Heymann & Lance Liebman, 위의 책, p.51)

17) Center for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merican Bar Association,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1992 Edition, p.5

18) 이러한 지위에서 변호사의 다음과 같은 책임이 우러나온다. “ 변호사의 행동은 법률의 일반적 요구

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법적 절차를 오직 합당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고 남을 해치거나 위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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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고 있는 시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19). 변호사 직업의 공공성을 잘 설명하

고 있는 대목이다.

미국은 변호사협회가 직접 나서 이와 같은 변호사윤리와 책임에 관한 규정들을 발

전시켜 왔다. 미국변호사협회가 정한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과 ‘변호사활동에

관한 모범규칙’은 각 주변호사협회에서 약간의 변용을 거쳐 채용되는 변호사윤리규

정의 가장 대표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20). 후자의 제6조 제1항은 공익법무 활동을

법조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럽공동체 역시 그 지역내 여러 국가들의 변호사

윤리의 모범이 되는 ‘유럽공동체에서의 변호사활동에 관한 법전’을 제정하였다.21)

미국의 법철학자 로스코 파운드는 변호사라는 직업(profession)은 다른 직업과 같

이 수입을 낳게 하지만 그것은 다른 상업이나 사업과 같이 이윤추구가 으뜸가는 목

적이 아니라 단지 우연적이고 부수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는대도 주장하면서 변호사

직업의 특성으로서 조직, 학식에 뒷받침된 기술의 연마, 공공에 대한 봉사의 정신을

들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뉴저지 대법원장을 지냈던 반더딜트

(Vanderbilt)는 법률가의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들었다22).

1. 현행법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향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의뢰자에게 현명한 조언을 줄 것

2. 효과적으로 쓰고 또 말하는 능력과 인권을 주장. 옹호하는 기술의 연마를 비롯

하여 법정에 있어서의 변론에 숙달하고 있을 것

3. 그 직업 법원 및 법을 개선하는 일에 응분의 책임을 질 것

4. 여론의 형성에 지도적인 역할을 할 것

5. 공무를 맡을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을 응락할 것

여기서 1.2항은 송무업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3.4항은 송무외 업무에 해당한다.

특히 법의 개선업무와 여론형성 역할은 시민단체의 업무와 완전히 일치한다. 물론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변호사는 법적 체제와 거기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여야 한다.”

(위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p.5)

19) 이 지위에서 나오는 변호사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공적 시민으로서 변호사는 법률과 사법행정, 공

정한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식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는 고객을 위한 사

용을 넘어서 법률의 지식을 함양하고, 법률의 개혁을 위해 그 지식을 활용하고 법률적 교육을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는 사법행정의 모순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

에게 적절한 법률적 지원,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여 직업적 시간과 시민적 영향력을 바쳐야 한다.”(위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pp.5-6)

20) 이들에 관한 전문과 주석.입법사 등을 함께 보려면 Stephen Gillers & Roy D. Simon Jr.,

Regulation of Lawyers; Statutes and Standards 1993 Edi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1992 참조.

21) 이러한 미국변호사협회와 유럽공동체의 모범법전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해서 번역되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미국변호사윤리강령, 1994 참조)

22) 가재환, 법조윤리(상), 사법연수원, 1985,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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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업무는 언론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도 가능한 일이지만 시민단체에의 참여

야말로 일상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가 된다.

3. 근현대사 속의 변호사

1) 압제와 축재의 도구가 된 변호사

(1) 권력의 편이 된 변호사 - 군사독재체제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변호사제도

1895년 3월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법관양성소’가 설치되었으며 1905년 11월

‘대한제국변호사법’이 공포됨으로써 이 땅에도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러나 곧이어 일제에 병합됨으로써 독자적인 사법제도 발전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일

제의 사법제도로 편입되었다. 일제하에서 변호사의 인가, 등록 또는 변호사회의 조직,

징계 등이 모두 일제 총독의 권한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일제지배의 구조

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하였다. 일부 변호사가 독립운동가를 변론하고 서민의 억울한

일을 해결하는데 앞장선 사례가 없지 않지만 예외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해방 후 미군정의 실시와 더불어 구미의 인권옹호 의식이 잠시 불었으나23) 불행히

도 독재정권이 지속되었고 사법부의 예속이 불가피하였다. 변호사 역시 대부분 검사,

법관 등 현직을 거친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진정한 야인정신이나 인권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드물었다. 간혹 지사정신을 가지고 독재에 항거한 변호사들의 용감

한 목소리가 있었고 변호사회 역시 조직적인 저항을 벌인 사례가 없지 않았으나 이

것 역시 희소한 경우였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이른바 인권변호사의 흐름이 크게 확

대되고 변호사회의 인권옹호, 사회민주화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을 뿐이다.

이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아는 변호사의 공공적 성격이나 공익적 역할은 묻혀지

고 단지 독재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전락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정부에 저항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의 변론조차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변호사가 지닌 최

소한의 양식과 의무조차 방기한 행위였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회 역시 자신의 집단

이익을 지키려 한 것뿐 반민주적 정치체제와 그 아래서 신음하는 서민들의 삶은 아

랑곳하지 않았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희생당하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

23) " - - - 미군과 더불어 이 땅에 도도히 흘러 들어온 구미의 인권사상에 힘입어 인권침해를 바로 잡

으려 하였고 불합리한 현실의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여 다소나마 변호사의 국가사회에의 봉사적 기

능을 풍겨주었다.“ (김준수, 위의 글,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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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변호사와 그 집단이 그 시대적 요구에 아무

런 대응을 보이지 않은 침묵과 절망의 시대였다.

(2) 돈벌이. 송무에만 몰두해온 변호사 - 폐쇄적 송무주의 변호사관

불의한 국가권력에 대한 침묵을 대가로 변호사집단은 그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변호사의 공적 임무에 대한 무관심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업무상의 책임

에 대해서도 거의 면책을 누렸다24). 변호사 숫자의 희소성은 대부분의 개업변호사들

을 부자로 만들었고 이들은 판사, 검사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부러운 직업의 대명

사가 되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 좋은 신랑감이 되었으며 변호사로서 개업

후 몇 년 안에 평생 먹을 것을 마련한다는 속설이 보편화되었다. '전관예우‘ ’변호사

수임료‘가 변호사 축재의 사다리가 되었다25).

변호사들의 특권과 고소득은 더 이상 변호사로 하여금 다른 업무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만들었다. 변호사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사회의 각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

가 드물었다. 변호사의 직역을 스스로 제한한 이유는 변호사들 스스로 가지는 고정

관념이나 의식구조 때문이다26). 변호사는 단지 송무활동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변호

사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인 것이다. 1961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사법시험 출신자

가 비법조계에 진출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27).

진출기관 경찰 안기부 교수 기업체 감사원 법제처 공정거래위 합계

인원 23 7 12 6 5 3 2 58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특권적 지위와 세속적 성공으로 말미암아 변호사직은 많은

사회악 양산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였고 점차 국민적 불신의 적이 되어 갔다.

"몇 해 전에 일간신문지의 사회면 기사에는 의례껏 소송사건 브로커와 함께 소위

악덕변호사의 행적이 자주 실린 적이 있었다. - - - 법원 주변의 부조리 일소를 표방

하고 나선 후에는 항상 낙인찍힌 변호사들의 이름이 사회면에 지적되어 ‘동네북’의

24) 변호사의 업무상의 고의, 과실에 대한 소송 사례는 대단히 적다. 그것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

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일반인의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김천수, “한국의 변호사 책임론”, 변

호사책임론, 소화, 1996, p.391)

25) 변호사 업무의 고소득은 송무중심주의, 전문성 부족의 원인이 되었다. 일반 송무만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데 구태여 다른 영역의 일을 찾을 이유도 없었고, 전문성을 갖출 노력을 할 이유도 없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위의 책, p.85)

26) 최대권, 법사회학, 서울대 출판부, 1983, p.266

27) 자료: 대법원. 법무부. 총무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위의 책,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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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릇을 하였던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다. 이래서 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임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그 지위는 형편없이 저하되고 말았다. 변호사를 산다는 말이

이제는 일반국민의 관용어가 되다시피 되었으니 대중의 눈으로 볼 때에 변호사란 다

른 기능공과 마찬가지로 한낱 법원이나 검찰사이의 통로에 밝은 사건주선 기술인으

로 여겨지고 노임만 지급하면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28)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존경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사실과 그 희소성에서 오는 부러

움 정도일 것이다. 어느 변호사도 자신이 단지 사업가나 상인이라고 생각지는 않는

다29).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모든 국민의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에 정해진 바로 변호사 자신의 본연의 임무, 공공적이고 봉사적인 삶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2) 국민의 적이 된 법조인 -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

“거액의 검은 돈과 결탁된 변호사의 파렴치한 비리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0여

년간 공공연히 자행되며 선량한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음

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무주택국민들의 한 맺힌 내집 마련 자금을 교활하게 편취

하도록 교사시켜 온 중학 동창생의 피를 빨아먹다가, 사기범행의 가책 속에서 자살

에 이르게 된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개전의 정은커녕 뻔뻔스럽게도 법정에 서서 피

고인의 변호를 하고 있는 악덕변호사 000에게 철퇴를 가하여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와 사회질서 회복, 나아가 국가안위를 위하여 울분에 찬 00 주택조합의 피해주민들

의 절규에 귀기울여 주십시오.”30)

“나는 강원도에 사는 보잘 것 없는 촌부로서 소위 법치국가, 민주국가라는 이 나

라에서 저 악명 높은 공산치하의 인민재판보다 더 혹독한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통

과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직도 그러한 폭력적인 불법판결이 시정되지 않음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람들을 교육시켜 온 이 나라 법과대학 교수들에게 엄중한 항

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 - - 길거리를 걷는 사람들에게 소위

법조인과 그들을 교육시킨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십

시오. 민중의 힘이 모이면 쇠를 녹이고 그 비난이 쌓이면 산을 무너뜨린다고 하였습

28) 김준수, 위의 글, p27

29) 이해진, “변호사의 법정외 법률실무”, 변호사핸드북, 서울지방변호사회, 1984, p.197

30) 1998.4 자 00주택조합 사고대책위원장 최병곤의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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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31)

이 두 가지 예시는 오늘날 법률가에게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원한 맺힌 하소연

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법절차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오늘도 이 기관 저

기관을 방랑하며 눈물의 하소연을 하고 있다.

때로는 이들의 억울한 사연이 밝혀지는 때도 적지 않다. “억울한 동생, 형이 구했

다 - 폭력혐의 구속되자 진범 찾기 추적 7개월 무죄 밝혀내”32), “검경 강압수사 국가

축낸다 - 피해자들 앞다퉈 손배소, 억울한 옥살이 국가 상대 승소 많아”33), “어느 경

관의 억울한 살인 누명 1년 - 누가 내 인생 보상하나”34), “윤화 가해자로 몰린 시민

3년반 법정투쟁 진실입증 - 경찰 사고현장 조작 혐의 씌워”35), “까막눈 할머니가 검

찰 이겼다 - 최기남씨 법정투쟁 안팎”36), “교통사고 피해 20대 여인 가해자로 몰려 -

추적 1년만에 무죄”37), “우리 딸 죽음 자살 아닌 타살 - 노부부 애끊는 10년 탄원

”38), “15년 억울한 옥살이, 자살로 절규”39), “무고한 시민 삼청교육 보냈다 - 80년 불

량배로 조작”40)

이 끝없는 원죄(冤罪)사건의 행렬 속에 변호사들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이 사건

들의 대부분은 적절한 변론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 스스로 힘겨운 법정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승리이다. 그나마 이 기사들은 진실이 밝혀진 사건들에 불과하다. 어둠에 묻

혀버린 억울한 사연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변호사들 역시 이들 피해자들 앞

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변호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은 급증하고 있어 변호사

들의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턱까지 차올라 있는 실정이다.41)

3) 한 줄기 양심의 불빛 - 인권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들이 희생과 도탄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특권

31) 1995.10.13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1리 장홍근 농부가 전국의 대학교수에게 보낸 서한 중 일부

32) 1993.11.3자 중앙일보 기사

33) 1993.11.9자 동아일보 기사

34) 1993.12.10자 문화일보 기사

35) 1994.5.22자 동아일보 기사

36) 동아일보 22373호

37) 1994.8.18자 문화일보 기사

38) 1996.6.7자 한겨레신문 기사

39) 1997.2.6자 한겨레신문 기사

40) 1997.6.24자 한국일보 기사

41) 서울변호사회가 펴낸 <진정서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1993년 진정건수는 모두 206건으로 1992년 78

건에 비하여 3배 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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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탐닉하고 있을 때 그래도 일군의 변호사들이 이들을 위해 나섰던 것은 그나마 변

호사직의 명예를 지킨 일이었다. 일제시대에도 허헌, 김병로, 이인 등의 변호사들이

독립운동가를 변론하고 서민의 인권을 옹호한 사례가 있었다. 1970년대 초 유신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땅을 드리울 때 홀연히 나타나 군사정권의 계엄령을 반대하며

감옥행을 자초했던 당시 대한변협회장 이병린은 말 그대로 의인이었다.

1974년 유신체제와 긴급조치의 발동 이후 이병린의 활동에 고무된 이돈명, 조준희,

홍성우, 황인철 등 이른바 4인방과 이들의 의로운 뜻에 동의하는 수십명의 변호사들

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군사독재의 발톱에 상처난 희생자들의 변

론에 앞장섰다. 1980년대 중반 후에는 더 젊은 50여명의 변호사들이 이들과 합류하면

서 정법회가 만들어지고 이어 1990년대의 민변으로 확대되었다. 민주주의가 억압되

고 국민의 기본권이 유리되던 절대 폭압의 시대에 변호사들이 자신의 안일을 물리치

고 사회정의의 수호에 나섰던 것은 변호사들의 자랑스러운 신화와 전통이 되었다.

그러나 독재정권이 사라지고 형식적 민주주의가 복원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인권

변론의 물결은 어떻게 계승되어야 하는 것일까.

4. 시민운동과 변호사

1) 시민사회와 변호사 역할 증대의 배경

(1) 법치주의 확대와 강화

한국사회가 과거의 권위주의시대의 터널을 빠져 나왔다고 하여 민주주의가 완성되

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제 겨우 민주주의의 문턱을 넘어선 것에 불과하다. 보다

더 진전되고 심화된 민주주의를 향한 중간단계와 통로는 결국 법치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가부장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전통과 경향이 많이 남아 있는 한국사회에서

는 법률이라고 하는 보편적 수단보다는 인적 통치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1987년 6월항쟁 이후 사법권 독립의 확보와 다양한 의견의 분출, 특히 시

민단체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법치주의가 확산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입법과정에서의

공익단체들의 개입도 늘어났으며 법집행 과정에서 이해집단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강

화되었다. 법치주의가 부분적으로나마 작동됨으로써 동시에 사법부와 검찰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역할도 커졌다. 과거 정치적 고려가 개재될

수밖에 없었음직한 각종 공익소송들이 이제 자유롭게 제소되고 승소하는 경우가 많

아졌다. 이른바 ‘인치’의 영역이 줄어들고 입법자와 권력자도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

는 것이다. 그만큼 변호사들의 공익을 위한 활동공간이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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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현상은 아직 초보적이거나 실험단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것은 입법과정과 법집행, 법적용과정에서 공익적 관점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모니터

하고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아

직도 그러한 모니터. 대안제시기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

하다. 학자와 변호사 등이 제법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공익단체들의 그러한 기능을

보충하고 있으나 아직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2) 법의 흉기론과 무기론

이와 같이 법치주의가 확대되면서 과거 ‘무늬만 법치주의’ 시대하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풍조가 점차 종말을 고하기 시작하였다. 군사독재정권은 그 자체가

하나의 폭력체제로서 그에 대한 폭력적 저항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법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강자의 논리를 대변하는 존재로 전락하기 마련이

다. 법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법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 보다는 보호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법률이 흉기로 기능하

던 시대에서 무기로 전환하게 된다.

물론 지금 이 단계가 ‘법의 흉기성’을 종식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전히 권위주

의하에서 탄생된 법률이 그대로이고 재벌을 비롯한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켜주는 법

률이 지금도 제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인의 법앞의 평등’이란 구호는 여전히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북소리일 뿐이다42).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징하듯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보기 어렵다43).

그렇다고 하여 ‘법의 무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공익을 지키고 진전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정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이미 제정된 법률의

철저한 적용을 위하여 그 성역이 되었던 존재들에게 법적용을 강제하려는 사회적 압

력을 행사하는 일은 이미 시민단체의 중요한 활동패턴이 되었다.

42) 한국가족문화학회가 내놓은 19981년과 1997년의 <생활문화의식조사> 결과는 우리의 법의식과 법현

실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법대로만 하다가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렇다는 답이 1981년에 31.5%였던 것이 1997년에는 54.5%로 뛰었다. 질서도 지키는 쪽이 손해라는

응답이 33.3%에서 45.4%로 늘었다. 억울할 때 법에 호소하면 쉽게 해결된다는 응답이 42.8%에서

18.6%로 격감한 반면 돈이면 안되는게 없다는 51.9%에서 65.6%로 증가하였다. 기막힌 결과이다.

(1997.1.18자 한국일보 기사)

43)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997년 3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자가운전자 10명 가운데 1명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그 가운데 50%는 단속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무마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한국일보 1997.3.8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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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운동과 변호사운동론

법치주의가 확산되어 가는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커진다. 마른 물에서 놀던

고기가 물을 만난 꼴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법률은 장식품이고 사법장치는 허구이다.

이러한 시대에 변호사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도 형식적이고 허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치주의가 살아날 때는 변호사가 의지하는 법이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고 작

동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옹호함으로써 공

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시민운동은 이제 법률운동의 형식을 띄지 않을 수 없다.

공동선에 부합하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

록 감시하는 역할이 바로 시민운동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회가 민주화하면서 일반

국민과 주민들이 자신이 당한 권익의 침해를 묵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

향이 높아졌다44). 이들을 지원하고 대변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고 그 배경의 제

도적 문제를 개혁하는 데에도 시민단체의 역할이 있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견인차는 역시 변호사이다. 변호사는 사회현상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그를 시정하기 위하여 고소, 제소하거나

그 현상을 개혁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데 전문이다. 시민운

동에서 변호사의 참여가 필수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변호사의 전문성 때문이다.

2) 시민운동 전업변호사의 시대

(1) 파트타임자원봉사 시대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감당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나선 것은 시대적 당위이다.

과거 적지 않은 변호사가 시민, 사회단체의 법률적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나섰다.

이들은 그러한 단체의 법률자문역이 되거나 상담역이 되었다. 그 단체에 몰려오는

민원이나 호소에 대해 자문․상담하거나 그 단체의 구성원이 가진 법률적 애로를 해

결하고 그 단체의 핵심사안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데 대체법안을 작성하는 등의 일

이 바로 변호사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호사들은 전부 자신의 변호사사무실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때때로 그 단체에 나와 상담에 임하거나 또는 그 단체들이 보

내주는 사건들을 수임하여 돕는 경우였다. 말하자면 파트타임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한 셈이었다. 과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권변론 역시 이러한 양태를 벗어나지는

44) 특히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쉽게 해결되었던 폐기물매립지나 처리시설등이 이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에 부닥쳐 심각한 집단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집단분쟁의 실태와 대안에 대해서는 홍준

형, “집단분쟁의 실태와 분쟁해결의 문제점”,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치주의와 약자.소수자.피해자보

호, 1994.11, p.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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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이러한 자원봉사에 나서는

변호사가 적어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지원을 충족시켜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도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내의 소송사건을 처리한 것 외에 사회적 봉사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맹목하다. 영미 법조의 역사에서 사회적 공익을 위한 무료봉사활동(Pro

Bono활동45))가 확고한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46). Pro

Bono 활동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법적 의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나 법적 강제여부를 떠나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연스럽게 봉사

활동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법과대학 교육과정에 Pro Bono활동에 관

한 교육과 실습을 하도록 규정하고47) 또한 이것을 변호사법 또는 윤리규정에 의무적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풀타임 자원봉사 시대

하지만 시민단체들의 증대와 그 역할과 기능의 확대는 이제 파트타임 자원봉사로

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그 단체들의 간사들이 이따금 방문하

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어 법률상담을 해 내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이들

단체에 폭주하는 법률구조요청과 법률적 업무는 상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상근 변호사의 요청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들 상근변호사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다. 자연히 이들은 상근하

면서도 사실상 보수가 없거나 최소한의 생활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지사적인

의협심이나 의로운 선비의 자세로 살지 않으면 안되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3) 풀타임전업변호사 시대

이제 한국사회는 풀타임전업변호사 시대를 맞고 있다. 법정을 오가며 일반적 송무

에 매달리는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근무하면서 공익소송을 맡고 입법업

무에 종사하는 변호사가 생겨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단지 자원봉사자로서

가 아니라 하나의 직장인으로 시민운동가가 된다.

최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소장변호사들은 이러한 점에서 풀

45) 법률가의 무료봉사활동은 원래 라틴어 pro bono publico라는 말에 그 어원이 있으며 단순히 pro

bono라고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무료제공이 그 본질적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공

공의 이익을 위한 모든 무료 활동이 pro bono의 범주에 속한다.

46) 자세한 것은 황희철, “공익법무론 도입을 위한 시론”, 사법연수, 17호, 사법연수원자치회, 1995, p.159

이하 참조.

47) 사법연수원의 경우 1995년 이후 사회봉사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연

수원의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서울시청과 구청, 법률구조공단, YMCA등 다양한 기관에서 법률상담

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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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전업변호사 시대를 열고 있다. 물론 지금은 이들이 희소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향후 수년 이내에 풀타임전업변호사의 봇물이 터질 것임이 틀림없다. 시대의 대세이

고 조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업적 시민활동가로 변호사가 나서고 이들에 의해

시민운동이 주도될 때 우리사회는 온전한 법치주의로 한 걸음 내딛게 되고 그만큼

성숙한 민주주의로 다가가게 될 것이다.

3) 시민운동과 변호사의 역할

(1) 공익소송 수행과 사회진보

사회진보를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술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거나 집회, 시위 등으로 대중의 여론을 환기시킨다거나 정부, 의회 등에 로비를 함으

로써 일정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많

은 방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공익소송의 방식이다. 소송의 결과 이루어지는

판결은 구체적인 집행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은 하나의 선례가 됨으로써

동일한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나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 판결

의 광범한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어 있다면 더욱 그 효과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소송은 그 동안 망원동 수재사건을 시발로 단속적으로 제기되

어 왔다. 물론 공익소송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 시발점과 공익소송

의 역사는 달라질 것이다. 아무튼 수많은 공익소송이 여러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인

권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가장 본격적으로 공익소송의 이념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공익소송을 운동

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참여연대이다.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창립

당시부터 곧바로 공익소송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사안에 대해 시민고발. 위자료청구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공익소송의 영역을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등으로

확대하여 사회변혁의 한 수단으로 자리잡게 만들었다. 이 모든 역할을 중심적으로

수행한 것은 물론 진보적인 청년변호사층이다.

(2) 입법운동과 변호사

종래 변호사들이 입법운동에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법률제정업무는 법무부나

법제처, 국회사무처 등에서 종사하는 법제관, 입법조사관, 검사 등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여러 사회단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켐페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법

안을 기초하고 그 제정운동을 벌이는 것이 하나의 운동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변호

사들의 힘을 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여성단체들이 이러한 시민입법운동에 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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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입

법청원을 하면서 대체로 그 골자만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 가운데 참여연대

는 변호사 파워를 활용하여 언제나 조문화된 법안을 제출하였다.

특정 켐페인에 관련된 사안 외에도 우리나라 법제 가운데는 개선해야 할 내용이

부지기수다. 과거 권위주의정권시절 국회기능이 제약 당해 있을 때48) 통과된 수많은

법률들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거나 비현실적49)이어서 개폐의 대수술이 요구된

다. 뿐만 아니라 사회발전과정에서 관료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규제적 법률

들 역시 혁파대상이다. 변호사들의 활동영역과 시민운동감이 될 수밖에 없다.

입법운동이 반드시 법안의 제출과 비판에만 있지는 않다. 국회의원들의 법안 투표

성향 조사,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모니터, 선거감시, 유권자의식계몽등 유권자운동

등이 모두 입법운동의 범주안에 들어 있다. 이 역시 법률을 잘 아는 변호사들의 직

접 간접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3) 법률상담과 법률구조

한국은 억울한 사람들의 천국이다. 소송절차의 불비와 변호사수의 제약, 국민 일반

의 법률적 무지와 사법관계자의 무성의. 불친절 등으로 변호사 선임은 힘들고50) 선

임해도 만족도가 낮으며51) 억울한 사람들이 끝없이 양산된다. 이들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 검찰의 항고절차, 헌법재판소의 불복절차를 다 끝내고도 여전히 승복하지 못한

다. 마침내 이들은 언론기관, 청와대, 시민단체의 방문을 노크한다.

지금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는 물론이고 각 시청이나 지역사회에

서의 법률구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법률구조법에 근거한 법률구조공단이 설치되어

많은 서민들의 법률구조의 센터가 된 것은 물론이다. 또한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이른바 ‘무변촌’에서 농어민과 영세민을 위한 법률구조의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의 제

한, 인력의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다수 국민들의 법률구조요청이 거부되고 지연되고

48) 5.16군사혁명 이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 1972년의 비상국무회의, 1981년의 국가보위입법회의등

은 정상적인 국회를 정지시킨 채 단시간에 수백개의 법률을 아무런 여론 수렴절차 없이 제정하곤

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언제나 여야간의 정쟁으로 소란스러웠고

이 때문에 많은 법률들이 정상적인 심의절차 없이 무더기로 통과되곤 하였다.

49)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이러한 법률의 비현실성을 웅변해 준다. 한

때 대법원은 적법절차를 어기면 준법절차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996.8.2자 한국일보 기사 참조)

50) 1990년-1996년 사이의 평균 변호사 선임율은 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28.4%이다. 사건의 종류별로 보

면 형사사건 36.2%, 행정사건 33.8%, 민사사건 26.9%, 가사사건 12.8%등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생

활경제국 거래개선팀, 변호사 법률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p.5)

51) 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선임 변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40.6%에 그치고 31.5%는 그저

그렇다, 27.9%가 불만족이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 거래개선팀, 위의 자료,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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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더구나 민간단체들의 법률구조는 국가기관이 할 수 없는 고유한 영역과 기능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하는 법률구조기관 외에 민간영역의 법률구조업

무는 여전히 그 필요성이 높다52).

또한 변호사의 문턱은 높기만 하고 공익로펌의 출현은 아직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소액사건만 담당하겠다고 나선 로펌도 있지만 아직 신문가십거리를 넘지 못한

다. 당직변호사제도가 실시되어 서민들의 변호사접근에 큰 전기를 이루고 이들의 권

익옹호에 이바지한 바가 크지만53) 주로 형사사건에 국한된 이 제도만으로 법률구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현재의 법률구조 체계와 역량은 실

제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구조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법률구조역량을 갖추지 못한 시민단체에까지 그러한 법률구조

요청이 몰리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사회정의를 외치고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소

수자보호를 주장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은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를 보내게 된다.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가진 사회적 영향력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들이 각종 민원을 가지고 시민단체 앞에 줄을 서게 되는 것

이다.

YMCA 시민중계실과 같이 비교적 오랜 역사와 전문적 상담역량을 쌓은 곳도 있지

만 대부분의 시민단체는 그러지 못하다. YMCA는 주택임대차, 할부금융 등의 몇 가

지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특히 성과를 쌓았다. 소비자단체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법률

상담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은 여성인권에 관

해 전문적인 상담을 해 왔다. 민변은 고문, 가혹행위와 같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법률

구조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참여연대의 경우 작은권리찾기본부를 만들어 일

반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벌어지는 온갖 불법, 불편, 부당한 일들을 찾아 이를 개

선하려는 운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당초에 하려는 기획업무 보다는 밀려드는 법률상

담업무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들 단체를 돕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으나 정기적으

로 나와 간사들이 1차 상담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러나 상근변호사들이 구조업무에 나선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가능해

질 것이다.

52) 법률구조법은 민간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무부에 등록한 법률구조 법인에 대해서 보조금 등을 교부하

도록 하고 있다.

53) 1994년 3월 현재 당직변호사로 등록된 변호사가 347명이고 1993.5.1 시행된 이래 1994.43.31까지 10

개월간 접견건수가 1,098건에 이르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자료집, 199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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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천후 변호사의 영역

변호사의 업무가 반드시 법률업무에 국한될 이유는 없다.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분쟁과 갈등을 조정. 해결하고 특정 현안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대변하는 일

에 익숙하다. 많은 사회적 분쟁을 다룸으로써 현실적 안목과 구체적 해결능력을 갖

추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시민운동이 요구하는 사회현안에 대한 의견 정리, 재정적

문제의 고민, 광범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직 등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것이다.

서방국가들의 시민단체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송무업무나 법률업무만을 맡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재정관리, 펀드 매니저, 행정업무, 시민교육, 로비스트는 말할 것도 없

고 조직전체의 책임을 지는 사무총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변호

사의 법률적 소양과 사회적 경험이 시민운동의 영역에서도 간절히 소용된다는 말이

다.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4) 민변과 시민운동

민변과 일반 시민운동의 차이는 법률가단체인지 여부에 있다. 민변은 법률가단체

로서 변호사들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한때 민변 내에 이른바 ‘민변모체론’이

제기된 바 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른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민변

에 모여 각 위원회54)에서 활동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사회 각 분

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변호사 수요를 민변으로 일원화한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오히려 ‘민변모체론’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민변 소속의 많은 훌륭

한 변호사들이 다른 시민단체에 나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권유하고 그 대신 이

들이 외부 시민단체들에서 겪은 각자의 경험을 민변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여

그 전공영역에서의 변론방법을 어떻게 개선하고 공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 숫자의 증대와 더불어 민변 역시 과거의 변호사회와 같은 규모

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그 소속 변호사들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려기보다는 외부

시민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신 이들에게 전공별로 변론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훈련

하는 모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마치 미국의 National Lawyers Guild와 같은 발상에

서이다55).

54) 민변은 기획. 회원. 사법. 홍보출판. 국제연대의 상임위원회와 교육문화. 환경. 사회복지. 경제정의.

노동. 언론. 동북아. 통일 등 상설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제12차 정기

총회 자료집, 1999.5.29, p.10참조)

55) National Lawyers Guild는 Immigration Project, National Police Accountability Project등 수많은

캠페인과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인터넷 주소 www.nlg.org.참조) 그러나 이 많은 Project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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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익변호사의 탄생과 여건의 성숙

다행히 그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증가로 변호사로 진출하는 인력은 늘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사회정의와 공익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기존의 로펌에 취직하거나 개인사무실을 개업하여 시

민단체를 돕기도 하고 스스로 공익적인 사안을 찾아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단

체는 그 자체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변호사가 자신

의 노력과 의지를 결합시켜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법연수원 수료자들 가운데 시민단체 상근의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들에게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대부분의 시

민단체들은 간사들에게 생존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시민단체들의 재정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장차 시민단체들의 변호사 고용의 조건을 만들지 말라는

법도 없다.

특히 이들 시민단체 근무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마련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공익소송 특히 대규모 집단소송의 경우 적은 보수라고 할지라도 전체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소속 변호사들이 공익소송을 수

행하고 그 승소결과 받게 되는 금액의 일부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변호사가

받는 소송비용도 엄청나 시민단체들의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향후 시민

단체의 원고적격이 확대되는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근변호사의 확대는 요원의 불길같이 될 것이다.

5. 결론

지난 20세기는 우리 민족에게 시련과 고난의 시기였다. 오랜 독재와 저항의 악순

환이 지난 세기,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아직 분단과 냉전의 어두운 그림자

가 완전히 걷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독재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이제 다양성과 관

용의 분위기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 보다 진전되고 성숙된

민주주의는 역시 시민 자치와 참여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시민 자치와 참여를 조

직적으로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전달하는 기능은 시민단체의 몫이다. 그러므로 앞

으로 민주주의적 발전은 시민단체의 발전과 이를 기초로 하는 시민사회의 성숙에 달

세미나 등이 NLG 내부의 인사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일하는 NLG회원들에 의

해 조직되고 수행된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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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창조적 소수’에 의해 선도되기 마련이다. 종래 변호사가 시

민운동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버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변호사는 송무업무라는 갇힌 틀과 변호사사무실이라는 울타리

를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확산되어 가는 시민사회의 견인차로서 변호사가 시

민운동의 일선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전업적 상근 활동가로서 변호사들의 시민운동

참여는 시대의 대세에 부응하는 길이다. 그것은 또한 변호사라는 직업의 위상과 의

미를 새로이 아로새겨 넣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의 변호사직56)의 특권과 결별하고 이 세상 낮은 자리에 임하고자 하

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가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품었던 뜻, 우리가 법률

을 접할 때 그것이 가르친 이상(理想), 사회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과제를

외면할 수 없지 않는가?

"If a man has the soul of Sancho Panza, the world to him will be Sancho

Panza's world ; but if he has the soul of an idealist, he will make - I do not say

find - his world ideal."57)

56) 미국의 어느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말로는 이상적이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호하는

데 열성이다”고 비꼰 적이 있다.(Robert V. Wills, Lawyers Are Killing America, Capra Press,

Santa Barbara, 1990, p.8)

57) Oliver Wendell Holmes, "The Professsion of the Law ; Conclusion of a Lecture Delivered to

Undergraduates of Harvard University on February 17, 1886", Collected Legal Papers, Harcourt,

Brace and Howe, New York, 1920,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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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론과 새로운 인권운동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NGO대학원 교수)

들어가면서

작년 12월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60년이 되었다. 오늘은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확인되고 규정되고 시정되는 과정, 즉 인권운동의 전 과정

이 오늘날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점을 따져 보려 한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인

권운동에 관한 ‘의제설정-실행 모델’의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인권운동’은 인권단체의 활동만이 아니라 인권보호와 인권신장에 개입하는 모든 움

직임을 지칭하는 넓은 뜻으로 사용할 것이다. 인권운동에 있어 ‘의제설정-실행 모델’

이란 현실 속에서 인권문제를 찾아내고 그것을 시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적 요소들의 총합, 즉 ‘목표-방법-사실-가치’가 종합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말한다.

어떤 분야의 인권운동을 하든 간에 일정한 ‘의제설정-실행 모델’을 암묵적으로 전제

하기 마련이며, 그러한 모델과 인권운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변화한다.

이 글 전체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을

때 전제되었던 인권운동의 의제설정-실행 모델이 오늘날 심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변화는 우리 인권운동에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1. 인권운동의 ‘목표’는 고정불변인가?

<세계인권선언>이 인류에 기여한 공헌 중의 하나가 인권의 개념을 뚜렷하게 ‘형상

화’해서 제시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지, 인간이 스스로 자율적이고 평등한 존재로서 다른 인간들과 사회 전체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확정해 주었다. 이러한 ‘형상화’는 역사적으로 보아 18세

강좌2. 인권의 개념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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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후반 미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혁명에서부터 비롯되었지만 1948년의 <세계인권선

언>에 와서야 진정으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선언의 형태로 형상화되었던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운동의 일반적인 목표는 인권법 체계에 성문화되어 있는

인권의 목록을 현실에 잘 적용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인권이 인권법의

목록과 거의 동의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인권운동의 목표가 설정되는 논리와 그 과정을 살펴보자.

수십 개를 헤아리는 성문화된 각종 국제인권법, 기본권을 강조하는 헌법 및 국내법

들의 영향으로 이제 현실의 각종 인권침해를 법조문에 비추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일

반적이 되었다. 물론 아직도 현실 속에는 해결된 인권문제보다 해결되지 않은 인권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보편적

인 방법으로서 법의 지렛대를 이용한다는 원칙은 이제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법의 지배’ 원칙과 더불어 또 다른 경향도 분명히 대두되고 있

다. 그것은 성문화된 인권이 현실에 더 많이 적용될수록, 즉 인권문제가 법에 의존해

해결되면 될 수록, 시민들의 권리의식도 더욱 더 늘어나는 경향을 말한다. 거칠게 비

유하자면 인권문제가 산술급수적으로 해결될 때, 권리의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다. 늘어난 권리의식은 늘 허기진 상태에 있다. 권리의식은 새로운 욕구를 창출하고

그것은 다시 인권의 새로운 목록을 요구하게 된다.

전통적인 인권운동이 인권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

한 ‘정태적’ 모델에 의존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권리의식이 새로운 인권목록의 확장

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동태적’ 모델에 의존하는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동태

적 모델은 피드백 과정을 통해 계속 확대되기 마련이다. 이것을 ‘인권요구의 재귀적

(reflexive) 증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권법이 제대로 집행되기만 한다면 인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는 전제 자체도 이제 의문시되고 있다. 인권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보다 훨

씬 더 많은 새로운 이슈들이 권리의 이름으로 생겨나고 권리의 이름으로 해결을 요

구하기 때문이다. 이제 각종 사회문제, 개인의 욕구, 부조리나 불의의 시정을 요구하

는 온갖 민원에 ‘권’자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

롯한 각종 공식 민원담당 기구, 일반시민들의 호소를 늘 접하는 인권단체들, 청소년

들의 불만을 항상 듣게 되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경향은 이제 일상사가 되다시피 하

였다.

이와 함께 권리를 ‘당사자주의’와 ‘주체화’의 관점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경향도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권리운동과 청소년 인권운동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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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연소자, 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여성들이 국가, 공동체, 연장자, 비장애인, 남성

들에 의해 ‘보호주의적’ 배려를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런

추세 속에서 인권운동은 더 이상 권리주체와 의무주체가 명확하게 대응되는 청구권

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을 넘어설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인권이 세상의 모든 억압권력

에 맞서는 하나의 도구적 개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은 이제 공평하고 좋은 세상의 상징적 등가물, 즉 ‘은유로서의 인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사회적 고통을 해결하는 치유제로서의 인권이다.

그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억압권력을 찾아내고,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맞서는 대항권력을 조직하는 운동으로서의 인권이다. 그렇다면 ‘은유로서의 인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꿈꾸는 좋은 세상의 그림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통분모로서 그것은 점점 더

민주주의 사상 자체와 비슷한 내용을 담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2. 어떤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것인가?

인권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므로 출발부터가 가장 궁극적인 일반화를 전제

로 하고 있다.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며, 거리낌 없이 ‘보편성’을 주창

했던 계몽주의와 프랑스혁명 식의 낙관적인(또는 순진한) 세계관을 바탕에 깔고 있

다. 하지만 인권의 ‘보편성’ 주장은 국민국가라는 개별성 내에서 실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 따라서 인권이 국민국가라는 시스템 내에서 실천된다는 말은 보

편적 주장이 특수한 조건 내에서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

과 국민국가의 개별성을 동시에 지향한 근대적 인권체제의 역설이라 할 수 있다. ‘세

계정부 없는 보편 인권’이라는 말은 ‘솥 없는 밥’과 비슷한 모순어이다.

한나 아렌트가 국가 간에 통용될 수 있는 유일한 보편인권은 자신이 원하는 나라

에 가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 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도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둔 발

언이었다. 하지만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하나는 보편을 지향하는 인권의 요구

가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는 사실, 다른 하나는 좋든 싫든 국가체제는 적어도

당분간 소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이라 하더라도 국가라는 집행기구를 통해야만 의

미 있게 구현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유

일무이한 주체로서 주로 국가만을 인정해 왔던 것이다. 국제법상 국가가 인권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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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 이유는 국가만이 주권적 입법기능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

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인권단체들은 어떤 반정부세력이 지배하는 지역 내에서

그 세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하지 않는 게 상례였다.

그들의 인권유린 행위를 간과해서가 아니라 국제인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

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래서 반정부세력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그 나라

정부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가는 때로 인권을 침

해하기도 하지만, 원리상 인권보호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유일하고 핵심적인 주체

였다. 따라서 국가 외의 모든 비국가행위자는 국제법상 무시되기 일쑤였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 외의 비국가행위자들이 점점 더 국제법상 의무의 주체로 등장

하는 추세가 생기고 있다. 국제인권법에서 비국가행위자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

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몇 가지 설명이 있다. 첫째, 지구화로 인해

법적 관할권이 모호한 수많은 초국적 존재들(예: 다국적기업)이 등장하였다. 둘째, 보

건, 교육, 교도소, 수돗물, 통신, 보안, 군사훈련, 군사작전 등의 공적 영역에서 민영화

경향이 나타났다.

이제 공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 계약업체에 대해서도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적

인 책임추궁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셋째, 내전상황에 있는 국가 또는 국가시스

템이 붕괴한 ‘실패국가’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분절화’가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하는 비국가 세력에 대해서도 인권보호 의무를 강조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넷째,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현실이 더욱 더 폭로되면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사적 영역의 폭력

과 차별도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이때 인권존중의 사적 의무주체에 대해서도 인권책

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의 내용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각종 비국가행위자들에게 인권운동이 인

권의 침해에 관해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거가 확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다. 예를 들어 인권운동은 다국적기업에 대해 국제인권법상의 직접적인 의무를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에 대해 국제법상의 한 주체로서 행

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인권운동의 활동방식에 주는 함의는 다양

하다. 첫째, 연구와 사회학적 상상력을 통해 인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을 찾아내고 그것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와의 관계설정이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어떤 비국가행위자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고발하기 위해 인권운동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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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협력할 상황도 있을 수 있는가? 인권운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포섭의 위험을

미리 예방하면서 국가와 협력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가? 어떤 논자는 현시대를 ‘포스

트-정치의 시대’로 규정하기도 한다. 국가의 공식채널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는 방

식 -- 통상적인 정치의 문법 -- 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정치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다.

비국가행위자의 국제법상 지위변화와 그것이 인권운동에 제기하는 도전은 ‘포스트-정

치’의 한 예라 할 것이다.

3. 인권침해의 ‘사실’이 언제나 명확한가?

전통적으로 인권운동에 있어 인권침해의 ‘사실’ 자체는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적은

분야였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인권침해 문제는 법과 규범으로 다스리면 된다고

하는 비교적 단순한 인과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제가 바뀌고 있다. 첫째, 인권침해의 ‘사실’에 관한 질문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뚜렷한 대인적 관계를 전제로 해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인권침해’라는 말을 ‘인간의 사회적 고통’으로, ‘사실’이란 말을 ‘발생’으로 바꿔보

라. 즉, 누가 누구에게 인권침해를 ‘가했는가’라고 묻지 말고, 인간의 ‘사회적 고통’이

왜 발생하는가라고 물어 보자. 이렇게 묻는다면 인간의 사회적 고통을 발생시키는

구조적 조건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요한 갈퉁에 따르면 ‘구조적 인과요인’은 인간의 욕구충족을 방해하는 경제-사회

구조,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메커니즘, 더 나아가 사회적 고통을 양산해 내는 ‘정상’ 체제의 내적

논리와 그 작동방식을 지칭한다. 인권문제를 야기하는 구조적 인과요인과, 인권침해

가 발생할 수 있는 맥락적 조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권운

동이 단순히 가해자를 찾아내고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조와 맥락에 따른 가해관

계를 입증하고 그것에 책임을 물으려면 엄청난 상상력과 공력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21세기형 인권침해의 본질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둘째, 인권침해의 가해자 또는 가해세력은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짓

을 저지르는가? 이런 질문은 사이코패스의 심리적 동기를 조사하는 수사관에게만 필

요한 일이 아니다. 인권운동은 인권침해를 저지르는 가해자를 별도의 괄호 속에 집

어넣어 예외적 존재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겉으로 보아 ‘정상적인’ 인간, 우리와 전

혀 달라 보이지 않는 보통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일을 자행할 수 있으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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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게는, 그러한 행위의 끔찍한 결과를 덮어둔 채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인권침해의 발생기제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인권침해를 정상화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여기서 흥미 있는 연구 한 편을 살펴보자. 그레턴은 저임, 열악한 노동조건, 아동

노동, 대량해고 등을 상시로 저지르는 기업인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인권침해

를 자행하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를 저지른 후에 어떻게 평상시와 같이 태연히 살아

갈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는 악덕 기업인들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인권침

해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세탁’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①“점진적 실행”: 아주 작은 조치들을 완만하게 실행할 때 별다른 심적 부담 없이

인권침해를 할 수 있다. ②“일상화”: 인권침해를 어떤 예외적인 현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실천한다. ③“언어의 비인간화”: 인권침해를

묘사할 때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면 인간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원을 ‘다운사이징’으로, 억울한 피해를 ‘부수적 손실’로 표현한

다. ④“물리적 폭력의 부재”: 자신이 직접 물리력을 사용할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일

차원적 죄책감에 대한 알리바이를 미리 마련한다. ⑤“육체적·정신적 거리두기”: 인권

침해가 시스템상의 불가피한 결과로 인해 발생하므로 자신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생

각한다. ⑥“정신의 구획화”: 상황이나 역할에 맞는 다중적 인격을 발전시켜 인권침해

를 저지르는 자아와, 자신의 일반적 자아를 분리시킨다.

예를 들어, 피도 눈물도 없는 CEO이면서 동시에 자상한 가장, 점잖은 신사, 열심

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레턴은 놀랍게도 이 여섯 단계가 홀로코스트에

가담했던 나치 일당이 사용했던 과정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악덕 기업인과 나치의 죄과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집단들이 동일한 경로를 밟으면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인권운동에 시사하

는 바가 적지 않다. 인권운동은 인권침해가 점진적인 단계별 상승작용을 통해, 그리

고 가해자의 완벽한 자기정당화 -- 그것이 아무리 자기기만에 가까운 것이라도 -- 가

가능한 방식을 통해 발생하는 기제를 깊이 이해함으로써 그러한 인권침해에 더욱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어떤 인권침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인’(否認)할 때 인권운동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인간이 타인의 사회

적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놀랍게도 보편적이고 광범

위한 현상이다. 이 문제는 인권운동에 가장 근원적인 도전으로 다가 온다. 명백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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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인권침해가 벌어졌는데도 그런 사실조차 -- 일차적인 사실관계조차 -- 부인한다면

도대체 어떤 인권운동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연구한 인권학자 스탠리 코언에 따르면 ‘부인’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문자적’ 부인이란 어떤 엄연한 사실에 대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

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인권침해 사실 자체, 또는 사실에 관한 지식 자체를 부인

한다. 둘째, ‘해석적’ 부인은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사건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보

통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한다.

예컨대, 경찰의 폭력적 탄압이 있었을 때 경찰당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 사건이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다른 성격의 사건이라고 주

장한다. 해석적 부인을 하는 쪽은 단어를 바꾸고, 완곡어법을 구사하며, 기술적인 전

문어를 써서 어떤 사건의 인지적 의미를 왜곡한다. 셋째, ‘함축적’ 부인은 어떤 사건

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이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만 그

것에 부수되는 심리적·정치적·도덕적 함의를 부정한다.

예를 들어, 인권침해 사실을 접하고도 ‘그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나와 직접 상관은

없는 일이야.’라고 말해버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복잡한 부인기제를 거치면서 인권

침해 사실이 사실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지극히 어렵게 된다. 이 때문에 오늘날 인

권운동은 객관적으로 인권침해라고 인정되는 ‘사실’의 시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넘어

서, 사실 자체의 인지적 ‘시인’에 대한 투쟁까지 전개해야 한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점은 가해자, 피해자, 관찰자 모두가 각기 다른 동기에서 인권침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권력이 스스로의 인권침해 사실 -- 또는 공적인 행위의 결과

-- 을 부인하거나 왜곡할 때에는 사회전체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공권력은 어떤 사건의 실체에 윤색을 가하고, 공적인 의제를 선점하며, 진상을 왜

곡하거나 해석의 프레임을 전환하고, 교묘한 여론조작을 실시하며, ‘시인’과 ‘부인’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때 대중은 비교적 단순

한 ‘사실’조차 통상적인 방식으로 묘사할 수 없게끔 하는 ‘인지적 가혹행위’의 피해자

가 된다.

4. 인권운동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이것은 얼핏 들으면 아주 우둔한 질문처럼 들린다. 인권운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

로서 인권 외에 어떤 다른 가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세계인권선언>의 작

성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답이 돌아왔을 것이다. “인권은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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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존엄성을 뜻하므로, 인권은 그 자체로서 인간

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다.”라고. 그런데 역사를 통해 인권이 발전해 온 과정

을 추적해 보면 인권이라는 표현을 똑 같이 쓰더라도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존엄성’이라는 말은 하나의 선언적·규범적 포부일 뿐 그것이 지향하는 구체적

인 가치는 쉬지 않고 변천, 진화해 온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당시에 인권이라는 규범에 내재되어 있던 가치는 프랑스혁명의

정신, 즉 자유, 평등, 우애와 정확히 일치하였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 1조에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있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자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권리는 모두 똑 같으며”(평등), “서로 상대방을 형제애의 정

신으로 대해야 한다”(우애). 더 나아가, 1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보석처럼 숨어

있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성과 양심’을

가진 존재라는 근거에서 인간이 자유, 평등, 박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이 한 마디 속에 서구의 고대-중세-근대를 잇는 인본주의적 정신사의 핵심이

담겨 있다. 물론 <세계인권선언>은 전체 인류를 상대로 발언한다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스토아학파, 자연법 전통, 칸트식 인간관이라는 특정한 사상적 기원을 굳이

밝히지는 않았다. 그냥 괄호 안에 넣고 처리해 버린 것이다.

어쨌든 <세계인권선언>이 상정했던 인권의 가치 --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나 당연

해 보여서 굳이 부연설명이 필요없다고 생각되었던 -- 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개개

인의 존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언의 30조 전체 항목에 나오는 이러저러한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이성과 양심을 가진 개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간

주하였다. 그래서인지 <세계인권선언>이 상상한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독립적일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개인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권운동이 추구하고 있는 인권의 새로운 가치란 무엇인가? 그것

은 단순히 개인이 ‘이성을 가진 주권자’라는 식의 도식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인간관을

넘어서서, 자기발전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충분히 자력화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시민

권을 행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한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수동적으로 누

리는 것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정치공동체의 주인이자 적극적인 행위주체

인 인간의 탄생, 바로 그것이 인권운동이 지향하는 새로운 인권의 가치가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간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의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과

똑 같이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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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국가에만 맡기는 식의 인권운동 방식이 철 지난 모델이라는 점을 위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요컨대 새로운 인권가치는 인간 개개인이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무의 주체도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인권이론에서

권리론만을 강조하지 않고, 권리론과 의무론을 정치적 선익의 동등한 가치로 인정한

다는 점에서 인권이론의 새로운 경지를 여는 관점이다.

인권의 가치를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상의 구현이라는 식으로 재구성할 때 국

가의 전통적인 역할도 새롭게 규정되어야 한다. 인간이 적극적인 시민권을 행사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려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물적 토대와 기본적 욕구

를 먼저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때 국가는 적극적인 의무의 주체로 재규정된다. 인

간의 주체적 행위를 촉진하며 그들의 자력화를 돕는 것이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이다.

이렇게 될 때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며 단순한 수급권의

보장도 아니다. 시민들의 인간역량을 제고하고 적극적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무가 된다.

나오면서

지금까지 <세계인권선언>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서 인권운동에 있어 ‘의제설정-실

행 모델’의 변화상을 알아보았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권운동의 개념화로부터 그것

의 해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새로운 현상이 대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오늘날 인

권운동의 ‘목표-방법-사실-가치’를 다루는 방법론적 모델은 60년 전의 그것과 확연한

대비를 보인다. <세계인권선언> 당시의 의제설정-실행 모델에는 계몽주의, 국민국가,

법의 지배, 법실증주의, 합리적 정책과정 모델, 자유주의적 인간형 등의 근대적 요소

들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합리성’에 입각한 의제설정-실행 모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권운동 모델을 ‘자유주의적·합리적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의

제설정-실행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본 바대로 이러한 모델은 오늘날 변화의 와중에 있다. 인권운동의

‘목표’는 성문화된 인권법의 준수를 넘어 모든 억압권력에의 투쟁으로 바뀌고 있다.

인권운동의 ‘방법’은 국가를 인권문제 해결의 유일한 주체로 간주하던 태도에서 벗어

나 각종 비국가행위자들을 인권의 의무주체로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인권침해의

‘사실’에 관한 새로운 차원들 -- 구조적 인과요인, 맥락적 조건, 인권침해의 경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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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자체의 부인 -- 도 더욱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인권운동이 추구하는 ‘가치’ 역시

개인을 단순히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간의 적극적인 자력화와 권리/의무를

함께 지향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을 ‘다원적 구성주의’에 입

각한 의제설정-실행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원적 구성주의’ 모델 하에서 인권운동은 모든 억압권력을 찾아내고, 인간의 사

회적 고통이 발생하는 구조적·체제적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

께, 권리의식의 확산에 의해 급속하게 적극적인 주체로 발전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

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조처를 마련하도록 국가 및 여타 인권의무가

있는 비국가행위자들에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인권은 더 이상 인간존엄성의 수호라는 내재적 목표에 의해서만 이해되지

않으며, 점점 더 권리의식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요구할 수 있는 도구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 구성주의 인권 모델’의 등장으로 인해 인권

운동은 민주주의의 심화와 주체적·능동적 시민의 구현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일반

시민사회운동과 만날 수 있는 접촉면이 더욱 넓어졌다. 아니 오히려 인권운동이 오

늘날 전체 시민사회운동이 고대하고 있는 새 시대의 지도원리를 제시할 수 있는 좋

은 입장에 서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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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세계인권선언 60년의 역사는 세계역사의 축소판

<세계인권선언>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지난 60년간의 인권 발전상과 세계역사의

변화상을 동시에 살필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

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되었다. 당시 유엔총회는 뉴욕이나 제네바가 아니라 파리의 ‘팔

레 드 샤이요’ 궁에서 열렸다. 파리의 에펠탑에 오르면 세느강 바로 건너편 강변에 2

개의 길쭉한 대칭형 건물이 보인다. 그곳이 팔레 드 샤이요 궁이다. 독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를 침공했던 히틀러가 파리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을 기억할 것이다. 그 사진을 찍었던 곳이 샤이요 궁이었다. 그래서 파시즘의 참화를

딛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던 사람들에게 샤이요 궁은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기

에 안성마춤의 장소였을 것이다.

1948년 당시 전세계 유엔 회원국은 58개국이었다.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투표에 부쳤을 때 반대한 나라는 없었고 8나라가 기권을 택했다. 도대체 어떤 나라

들이 기권을 했을까? 우선 소련권의 6개국이 뭉쳐서 기권했다. 소련을 위시하여 벨로

루시, 체코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유고슬라비아, 폴란드가 그들이었다. 그리고 남아

프리카공화국과 사우디아라비아도 기권하였다. 이들의 앞 글자를 따서 <세계인권선

언>에 기권했던 ‘3 S’ 국가들이라고 부른다. 그때 투표에서 찬성을 던졌던 나라 중에

서 그 후 인권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도 많았다. 아프가니스탄, 버마, 이

라크, 과테말라, 칠레, 엘살바도르, 리베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당시의 찬성국 중에서

유엔에서 축출된 나라도 있다. 중화민국(타이완)은 그때만 해도 유엔에서 중국 전체

를 대변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본토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면서 타이완은 유엔회원국의 지위를 잃었다.

기권국가들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선 소련권 나라들은 <세계인권선언>이 자

유민주주의 이념을 너무 강하게 반영하고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너무 적게 들어갔다

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다. 백인우월 정치를 당연시하던 남아프리카는 인종과 피부색

을 초월하여 차별 없는 인간권리를 옹호하는 <세계인권선언>에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인권선언>이 서구적인 가치를 너무 강조하고 이슬람

권에 적대적이라고 느꼈다. 즉, <세계인권선언>에 기권표를 던졌던 나라들은 인권에

대한 여러 비판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즉, 보편적 인간평등에 대한 반대 (남아프

리카), 정치적·시민적 권리의 지나친 강조에 대한 반발 (소련권), 문화상대주의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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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비판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그것이다. 이런 비판은 오늘날까지 일각에서 제기하곤

하는 문제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기권국들이 오늘날에도 인권에 비판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 8나라는 오늘날 적어도 국제무대에서는 인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완전히 변신하였다. 예컨대, 현재 47개국 정원의 유엔인권이사회의 구성을 보

자. 러시아(구소련),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가 정식 이사국으로 들어

가 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는 향후 이사국으로 예정되어 있다. 폴란드는 어린

이·청소년권리협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의 시점에서 봤을 때 인권은 이제

말 그대로 전세계적인 대세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계 모든 인류가 인권이 완

벽하게 보장되는 파라다이스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인권이 이제 사실상

‘보편적’ 담론의 위치에 오른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대한민국과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은 같은 해에 이루어졌다. 우리식으로 쳐서

쥐띠 무자년(戊子年)에 태어났으니 동갑인 셈이다. 정부가 수립되었어도 유엔에 가입

하지 못한 처지였으므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국제뉴스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

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였고 세계인권에 관심을 기울였다.

기록에 따르면 1950년 전쟁 중 부산피난 시절에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를 했고 언

론을 통한 홍보활동도 있었다고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지난 60년간 세계사적으로

크나큰 공헌을 하고 인류의 인식을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그와 동시에 격렬한 논쟁

의 대상이 되어왔다. 인권의 어떤 면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인권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누가 인권을 주장하기에 적절한 주체인가, 등등은 여태

까지 풀리지 않는 본질적인 질문들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우리 사회를 인간화하는 데 커

다란 공헌을 하고, 한국민의 인권의식을 고양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역시 인권을 둘러싸고 격렬한 진통을 겪었고, 지금도 첨예한 논쟁의 와중

에 있다.

흔히 지적되는 바이지만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달성한 성공적인 정

치공동체이다. 민주화와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가까운 개념이고, 산업화는 생존권의

기반을 닦은 것이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달성했다는 말은 인권의 주요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해결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미완의 인권 과제들이 많

이 남아 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과거사 문제와 연관된 ‘회복적 정의’, 복지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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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을 위한 ‘분배적 정의’,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의 ‘자기결정적 정의’가 아직도 해

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정치적 입장과 이념을 떠나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젠더차별 철폐, 사회 안전망 확충, 비정

규직 대책, 과거사 규명과 화해,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등에 관심을 기울여 마땅하다.

마찬가지 논리로 북한 인권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마땅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요즘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식

품, 환경, 삶의 질 등 리스크 사회에서의 생활안전권, 소수자·장애인의 자율권, 이주

노동자의 권리와 궁극적인 시민권의 문제, 양심에 따른 자기결정권 등도 더 이상 미

룰 수 없는 초미의 인권과제가 되었다.

인권을 둘러 싼 논쟁은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한다. 예를 들어 과거 민주화운

동 시기에는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주장하는 측과 ‘먹고 살’ 조건을 옹호하는 측이

팽팽하게 논쟁을 벌였다. 요즘은 한편으론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확장을 주장하는 측

과 법치의 강화를 주장하는 측이 논쟁을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사회적 권

리의 보장을 요구하는 측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권리를 주장하는 측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과 같이 민감하고 뜨거운 주제가 논쟁거리로 부상하는 것은 어

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논쟁은 철학을 둘러 싼 본질적인 논쟁이라기보다 인권의 기본적인 전제를 오

해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권을 둘러 싼 논쟁을 심화시켜 인권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고, 일관성 있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관이 정착되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건설적인 태도라 생각된다.

인권에 대한 오해를 넘어서

인권의 기본전제를 오해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우선, 인권에 대한 오해 중 요즘

제일 흔하게 듣는 말부터 살펴보자. 이는 ‘우리나라는 이미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왜 아직까지도

인권을 계속 요구하는가?’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질문은 인간이 ‘발전적 존재’이

고 인권은 ‘진화적 개념’이라는 기본전제를 오해한 물음이라고 생각된다. 인권은 인

간이 언제나 더 큰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저항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발전단계에서 ‘더 나은 인권과 더

많은 자유’를 모색한다. 따라서 인권을 판단하는 비교기준은 ‘지금 여기’일 뿐이다.

역사 속에서 우리사회가 성취한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우

리를 억누르는 모든 억압권력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하는 것이 인권이다. 옛날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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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해서 많이 좋아졌으니까, 혹은 극빈국에 비교하면 우리가 잘 사니까, 이제 제발 인

권요구를 그만 두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참 정신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보다 사정이 더 좋은 선진국 국민들은 인권요구를 전혀 하

지 말아야 하는가? 또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인권이 시대수준에 따라 자동적으

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이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과거로 후퇴하기

쉽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옛말에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학문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하기 마련이다.”

(學問 如逆水行舟 不進則退). 이는 인권에도 꼭 들어맞는 말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우

리는 “인권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후퇴하기 마련이다.”라는 교훈을 늘 가슴에 품어야 한다.

둘째, 인권은 ‘진보적’ 의제라는 오해가 있다. 인권이 항상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과제라는 뜻으로 쓴다면 인권은 진보적인 개념이다. 하지만 인권이 진보-보수를 가르

는 이념적·정파적 구분상 전자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는 큰 오해이다. 인권

은 진보-보수를 초월해서 전세계 모든 국가, 모든 정치공동체가 인정하는 개념이다.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보편적·인도적 사상인 것이지 특정한 이

념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저의가 있는 정치공세가 아니다. 만일 인권을 특정 정파의

선전으로 본다면 <세계인권선언>을 제정한 유엔도 특정 정파의 선전기관인가? 우리

나라가 배출한 유엔의 사무총장도 특정 정파의 지도자란 말인가? 우리사회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세력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그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적어도 인권만큼은 정파적 관점을 초월해서 볼 줄 알아야 하겠다. 이 때문에 인권을

‘중첩되는 합의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인권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성숙

한 안목, 그것이 바로 ‘선진화’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셋째,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국제인권기준들을 법적 문헌으로만 인식하는 오해가

있다. 마치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신으로부터 석판에 받아온 십계명처럼 <세계인권선

언>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게 왜 문제인가? 인권을 법적인 개념으로 한정해서 실

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유권해석의 대상으로만 보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물론 인권

보호에 있어 법은 가장 핵심적인 제도이며 가장 중요한 보호장치이다.

하지만 인권과 법의 관계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 뉘앙스를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권을 엄밀한 법률 해석의 대상으로만 한정시

킬 때 인권은 화석화될 수 있고, 오히려 인권의 이름으로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정당

화될 수도 있다.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집’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알집’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압축파일을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알집’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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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도 같다. 한 조항 한 조항 속에 인류가 역사 속에서 자유와 존엄을 쟁취하기 위

해 투쟁했던 피와 땀과 집단적 노력이 압축되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계

인권선언>의 짧은 구절들 속에서 수 세기에 걸친 역사의 장엄한 기억들을 풀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고정된 법문헌이 아니

라 우리가 더욱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할 현재진행형 사회적 파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잊혀진 조항을 찾아서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에서 더욱 주목받아야 할

구절이 무엇일까? 우선, ‘전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가 다함께

달성해야할 하나의 공통적인 기준”으로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는 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글로벌 기준을 지향한다면 <세계인권선언>이 바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 소위 ‘잊혀진 조항’이라 불리는 28-29-30조, 그 중

에서도 특히 28조에 더욱 주목하면 좋겠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

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필자는 이 조항 속에 오늘날 이 땅에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왜 계속해서 인권운동에 매진해야 하는지, 그 궁극적인 해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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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강제력 + 동의

- 마키아벨리의 반인반수(半人半獸)

- 그람시의 헤게모니

- 디케(Dike)의 칼과 저울

법과 인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법의 두 얼굴

검사 하비덴트 켄타로우스

○ 그람시의 강제와 동의’의 결합에 대한 인식. 마키아벨리의 반인반수(centaur). 힘

과 동의, 권위와 헤게모니, 폭력과 문명, 개인적인 계기와 보편적인 계기, 선동과

선전, 전술과 전략 등의 차원(김현우, 『안토니오 그람시』) 헤게모니는 한 계급

이 단지 힘의 위력으로써만이 아니라 제도, 사회관계, 관념의 조직망 속에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는 수단. 성공적인 헤게모니는 지배계급의

이해(利害)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종속집단인 피지배계급으로 하여금 이러한 지

배를 자연스러운 것, 또는 상식적이며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는

것. 헤게모니의 기초는 단지 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문화생

활 속에 존재하는 통합적 관계망이라고 생각.

강좌3. 인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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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법치’ - “배트맨은 법치를 선택한 것일까”

배트맨은 고뇌 끝에 이중성의 가면을 버리고 ‘법치’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웅에 의한 법치’는 없다. 법치는 법에 의해 권력을 통제하

는 시민들의 정신이다. <다크 나이트>에서 법치를 이야기하자면, 하비 덴트가 ‘투

페이스 하비’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 권력의 속성에 내재하는 악의 경향성을 통

제하는 것이다. 권력이 악과 싸운다는 명목으로 악으로 전화하지 않도록 권력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다.

그런 관점에서, 괴물로 변한 권력을 은폐한 배트맨의 선택은 오히려 법치의 정신

에 반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괴물로 변한 권력을 기억해야 한다. 권력과 괴물의

두 얼굴이 하나의 뿌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정치화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 불행한 결말을 기억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정의와 평화가 회복될 것인지

는 열려진 결말이다. 배트맨은 진실을 조작하고 기억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결

과적으로 다시 영웅으로의 귀환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속편은 계속되

어야 하니까.(^^)

법은 종종 ‘가면 쓴 권력’이라는 조롱을 받아왔다. 배트맨은 가면을 벗어도, 권력

은 언제든지 법이라는 보편성의 가면을 쓰고 행사될 수 있다. 권력이 주장하는

법치는 ‘가면 쓴 법치’일 뿐이다.

○ 동의 없는 법률 - “받들어 법”

법의 특징은 사회적 동의를 기반으로 강제력을 지닌다는 점에 있다. 시민에 대한

국가의 강제력(폭력) 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전제로 한 법에 근

거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법의 지배’라고 부른다.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하면 이렇

다. “법=동의+강제력” 그렇다면 사회적 동의 절차가 무시된 법은? 답은 자명하다.

폭력이다. 동의 없는 강제력은 법률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폭력이라 해야 마땅하

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동의 없는 악법은 폭력에 불과하다.

○ 소크라테스의 경우, 정당한 법률에 근거해 내려진 부당한 판결, 그리고 악법의

문제, '철학 포기 조건부 석방'

○ 국가와 조폭의 같음과 다름이라는 문제 - “충성맹세의 강요는 조폭 논리”

조직폭력 집단도 조직원 가입 절차에 충성 맹세를 강요한다. 정당성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유지하려면 비판을 불허하는 맹세의 형식이 필수적일 터이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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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정당성을 구성원의 자유·평등을 보장하고 배분적 정의를 달성하려는 국가

적 노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 맹세의 강요를 통하여

손쉽게 확보하려는 국가 철학은 빈곤하다. 국가는 맹세를 강요해 절대자의 자리를

넘보지만, 내게는 그러한 시도가 ‘조폭 논리’의 국가적 버전으로 읽힌다. ‘국민’을

‘넘버 스리’로 만드는 충성 맹세 강요를 폐지하는 것만이 주권과 권력의 정당성이

국민한테 있음을 선언한 헌법의 정신에 맞아든다.

○ 간통죄 논쟁- “법의 과잉과 윤리의 빈곤”

간통죄 폐지 여부는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로부터 접근해야 한다. 몸에 새겨지는

처벌의 효과로서만 사회의 성적 질서와 윤리를 지킬 수 있는가? 다산 정약용은 예

(도덕)와 법의 긴장을 강조하며, 형벌의 근본은 삼가고 또 삼가는 데 있다고 설명

한 바 있다. 그리고 현대의 법 논리는 이를 ‘형법의 보충성 원칙’으로 확립하고 있

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두 재판관의 반대 의견은 이

문제를 적절하고도 흥미롭게 지적한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윤리 도덕을 지키

는 주요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윤리의식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1990

년 재판관 김양균) “간음한 여자를 공개된 장소에서 돌로 치라고 했다는 율법에

대하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여 반대한 것은 이 문제가

절도죄에 대한 처벌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다.”(2001년 재판관 권성)

형법의 적용이 어둠속에 돌을 던져 버리는 무책임한 행위가 되지 않으려면, ‘도덕

의 형법적 강제’라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뇌가 담겨야 한다. 무릎으로부터 치마 길

이를 재며 호통을 치던 오만한 국가가 가능했던 것도 도덕 문제를 법적인 강제 위

에 가볍게 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덕적 판단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법적 강제

의 문제로 바꾸는 것은 사회의 자유를 질식시킨다. 그리고 오늘의 윤리가 풍부하

고 새롭게 규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한다.

○ “그러면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요한복

음), “왜 혁명인가? 예수가 법의 근본 구성요소인 강제력의 필연성에 도전하고 있

기 때문이다.”(김욱,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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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로서의 인권, 그리고 법

○ “仁 = 人+人, 즉 인간관계, 인간人間을 사람人과 사람人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

관계가 존재”(신영복, 『강의』, 41쪽)

○ 피해자 - 가해자 인권?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 담론이 이런 인간과 인간

간의 비대칭성을 삭제한 채, ‘모두에게 인권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듣기에는 좋으나 아무런 해결

도 하지 못하는 꽃노래로 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

가권력의 팽창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묻혀 지금 여기 존

재하는 사람들 간의 폭력을 어떻게 중재하거나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미루게 하는 지연의 계기로 작동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해자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어

쩌면 유일한) 윤리적인 자리는 자기 자신이 바로 그 범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인정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질 것이다.“ (권김

현영, 격월간 『사람』33호)

○ 군포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인권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가치가 아니다. 옥소리에 적용된 가치를 성

폭력범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인권은 이렇듯 ‘상황’과 ‘관계’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필연적으로 ‘권력관계’가 개입한다. 유감스럽게도 인권은 하늘

이 부여해준 것(천부인권)이 아니라 약자에 대해 강자가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다

고 강자의 선의지만으로 보장되지도 않는다. 약자의 요구와 투쟁을 통해 ‘권리’로

서 쟁취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특한 위상의 독립 국가기구가 따로 존

재하는 것도 최상위 권력인 국가가 삼권분립의 내부 견제장치만으로 약자인 국민

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약자의 (투쟁적) 요구와 이

를 통한 국가의 (시혜적) 제도화라는 국가인권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기구다. 인권은 상황과 권력관계가 얽힌 상대적 가치이자, 그럼에도 권력에 맞서

일관되게 요구해야 하는 가치다. 인권의 보편성이란 가치기준으로서 보편성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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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약자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지향적 과정으로서 보편성인 셈이다.”(안영춘,

“유영철 사건 비사로 돌아본 ‘얼굴공개’”, 미디어스 2009년 02월 03일)

○ 가해자-피해자 틀에서 벗어나서 피의자-국가의 관점으로 문제를 포착해야함. 가

해자-피해자 구도에서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출구를 찾기 어려움.

○ 인권의 보편성 논쟁 - 히잡 착용 문제

세계인권선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

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

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① “지난해 말 미국 조지아주의 한 지방법원에서는 법정에서 히잡을 벗지 않았다

는 이유로 판사가 무슬림 여성에게 징역 10일을 선고해 논란이 빚어졌다.”, ②

“2004년, 프랑스에서 공립학교 교내에서 무슬림 여학생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종교적 상징물 착용 금지법’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입장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 ③ “미국에선 이슬람 교도 경찰의 히잡 착용을 놓고 법정 공

방이 한창이다.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지난해 12월 히잡을 쓰고 출근

했다는 이유로 여자 경관을 해고한 필라델피아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

태다.”

○ 인권은 소외된 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다.(이상돈, 『인권법』), “보편주의가

아닌 ‘보편화 가능성’으로서의 인권을 모색하라는 가르침이 문화상대주의가 인권에

선사한 교훈”(조효제, 『인권의 문법』, 228쪽)

○ 성매매여성 - 법과 인권의 관계 1

#1. “지나치게 아마츄어적인 발상으로 성매매 특별법처럼 우리들이 원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제멋대로 고쳐 마치 성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단하게 보호하는 양 왜곡

하지 않으면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과 관련, 성매매 여성에 대한 에이즈 검진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권고 결정을 하자,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위와 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시 나는 인권의 관점에서 에이즈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론화한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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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고 있었다. 강제검진 문제에 대한 공동행동의 입장은 분명한 것이었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제검사를 통해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근

거 없는 환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다. 폐지돼야 하는 것은

‘강제’검진이며, ‘강제’검진을 폐지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발적 ‘검진’의 기회와 조건이 확대·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논의 과정의

결론이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공동행동이 공론화한 이러한 입장

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었다.

강제검진 문제에 대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인권은 결론

이기 이전에 과정이어야 했다. 당시 민성노련의 성명서는 아프게 다가왔다. “우리

성노동자들의 인권침해를 고려했다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 같은 사회공론

화 과정이 먼저 있었어야 했”다는 비판은 인권을 말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하

는 것이었다. 기존의 법에서 배제되었던 에이즈 감염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법에

담고자 했으나,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소외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것

이다. 법으로 차이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으나, ‘차이들의 차이’마저는 온전하게 고

려하지 못했던 하나의 에피소드다.

#2. “성매매방지특별법은 법과 인권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법은 성노동

하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보호법과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를 사는 성구

매자, 알선업자 그리고 업주들을 처벌하겠다는 처벌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가

족부와 성매매를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은 처벌은 강화되어야 하며 여성들은 보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의 바탕에는 성매매 하는 여성들은 피해자이

고, 비록 스스로는 자발적 노동이라 해도 실은 강제로 그 일을 하게 된 자들이라

는 전제가 깔려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인권을 침해

당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법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인 것이다. 이 논리는 그 자체 문제점을 안고 있

다. 누구의 인권을 말하고, 누가 인권을 말하는가를 질문하는 순간 이 논리의 모

순이 드러나기 때문이다.”(고정갑희, 「성매매방지특별법이 ‘보호’하는 인권은 누

구의 인권인가?」, 2006. 10. 공감 뉴스레터)

○ 성전환자특별법 - 법과 인권의 관계 2

“ 아들을 딸로 인정하겠다는 아버지의 확인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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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주시”하라던 마초적 가부장인 아버지가 “호

적 파가라”고 버럭 성을 내버리면 일이 어려워진다.

사회적 편견이 가족질서 안의 권위라는 형식으로 드

러나는 경우에도, 법은 그 편견의 부당함을 단호하게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편견 자체를 적극적으

로 해소해 나가는 구실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

은 가부장적 권위에 법적 정당성을 종속시킨다. 부당

한 ‘아버지의 법’을 ‘큰 아버지의 법’(대법원 지침)으

로서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쓸쓸하다.“(”천하장사 마

돈나, 그 이후“)

#1. 성별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최초의 결정인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4스42결

정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 창조질

서를 선언한 ‘말씀’으로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교인 등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쟁점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쟁점의

가운데서 대법원은 2006. 9. 6.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

침’(대법원 호적예규 제716호 )을 제정하여 위 결정의 내용적 의미를 스스로 제한

하고, 제한된 의미를 법률적 근거 없이 일반화함으로써 찬반양론에 걸친 위헌적

인 줄타기를 시도한다.

위 지침을 통하여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1950년대의

기묘한 논리가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변주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만을 전환한다.” 더욱

이 우려되는 것은 성별, 나이, 결혼, 전과, 질병, 신용불량 등 한국 사회의 대표적

인 사회적 배제의 분할선들이 중층적으로 촘촘하게 이른바 진성(?)의 성전환자를

걸러내는 기능을 하고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지침을 통해서는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에 대하여 고통스러운 절규로서

존재의 인정을 주장해온 살아 숨 쉬는 구체적인 인간을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

은 입법의 공백을 우려하는 ‘법적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구체적인 현실 관계 속

의 성전환자들을 ‘지침’이라는 틀에 넣어 고통없이 편안하게 동일한 형태로, 벽돌

찍어내듯 찍어내겠다는 동일화하는 권력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지침을 통해

기존의 결혼, 가족, 신분등록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대법원의 고려는 과

잉되게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구체적 인간 존재의 근원을 결정하는 판단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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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대법원의 고민을 읽어낼 수 없다. 대법원 지침이 줄타기를 시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 지침의 한계 지점이다.

#2. N개의 성? 그리고 법

“그런데 본 법안이 정의하는 성전환자는 수많은 성전환자 중에서 ‘일부분’만 지시

한다. 본 법안이 ‘성전환증’과는 차별적인 거리를 두면서 그들의 개인적 가치관을

비정상성이나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특히 성전환자의 주관적 요건을 공부상의 성이 자신의 진정한 성이 아니라고 확

신하는 상태로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를 실천하는 자들, 성전환자라는 주관적 요소와

의학적 판단기준은 항상 만나는가? 만약 만나지 않는다면 누구의 판단이 우선인

가? 또한 제3조의 1항의 의사 2인 이상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의사인가? 결국 본

법안이 성전환증과는 차별적인 거리를 두면서도 의학적 판단기준(제 2조의 성전

환자 정의를 의학적 조치를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으로만 규정)을 중요한 요건으

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이미 혼인관계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적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면 의학적 기준의

상대화와 함께 성전환에 대한 주관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다른 기준들이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변혜정, 성전환자특별법 공청회 토론문, 2006. 6. 21.)

-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별을 변경하는 기준(성 결정 방식)

ⓛ 성결정방식 ② 젠더결정방식 ③ 성 자기확인방식

(sex determination) (gender determination ) (gender self-identification)

○ 불법체류자 vs 미등록이주노동자 - 법과 인권의 관계 3

“ 내일의 빵으로는 나는 살 수가 없다.” 검은 영혼의 시인 랭스턴 휴스는 이렇게

‘내일’이라는 장밋빛 미래의 약속을 거부하고, 단호하게 ‘오늘의 자유’를 선언했다.

대선 정국이 한창이다. ‘오늘의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약으로 제시되는 ‘내일

의 약속’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유독 ‘오늘의 자유’도 ‘내일의 빵’도 없는 예외적

존재들이 있다. 우리가 쉽게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리는 미등록 이주자

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외국 인력’이었고, ‘불법 체류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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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살아가거나 내보내진다. 노동력을 부르면 ‘사람’

이 함께 들어오고, ‘사람’ 자체는 합법·불법의 대상

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외국 인력’과 ‘불법 체류자’

라는 규정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 보지 않았다.“(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빵

과 장미”)

#1. ‘불법체류자'라는 규정은 메마른 법의 언어, 행정

의 언어다. ‘체류'가 ‘불법'이므로 그 ‘불법'은 행정

적인 처분의 대상일 뿐이다. 사람 자체가 불법/합

법의 대상일 수 없으나, ‘사람'을 ‘체류'의 관점으로

한정함으로써 건전지 ‘폐기처분' 하듯 간단히 ‘행정처분'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

놓는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통해 구체적인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불

법체류자'라는 규정이 수행하는 행정의 전략이다. ‘불법체류자'라는 규정 하에서

우리는, 다 쓴 건전지를 폐기처분하는 수준 이상의 인식과 실천을 얻기 어렵다.

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규정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인식과 실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노동'하는 육체의 건강함과 고단함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 바깥

에 존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이웃'의 모

습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미등록'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들에게 더해지는

곤궁한 처지를 되살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존재 자체를 간단히 ‘불법'으로 규

정하는 위험에서 빠져 나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사람'과 만날 수

있다.(“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버리자!”)

#2. 불법체류자(법) : 미등록이주노동자(인권)의 풀리지 않는 도돌이표

○ 관계, 경계, 그리고 법 - 망치 들고 법학하기 (“관계를 위해 망치를”)

법과 제도의 핵심은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합리성이 존재하지

않는 법과 제도는 관계의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부당한 ‘경계’를 생산

하고 폭력적으로 고착시킨다. 법이 새로운 ‘경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거나 부당

한 관습적 경계의 존재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주로 경계 내부의 안전을 위해

경계 외부를 배제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그 경계의 자리에는 법적·제도적 우상이

세워지곤 한다. 우상이 세워진 경계의 자리에는 상호 간의 능동적 작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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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실현할 수 있는 관계의 지평은 사라진다.

이렇듯 촘촘하게 짜인 ‘경계’ 내부에서 ‘관계’를 희생한 대가로 ‘우리’는 안전하지

만, 그 안전은 동굴 속의 안전에 불과하며, 개별적 인간의 존엄을 희생하여 집단

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체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동굴 속에 드리워져 있다. 구

체적 관계 아래서 절대적 타자란 존재할 수 없기에 배제의 결과와 전체주의적 일

상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다. 그럼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 계속되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계로 말미암아 경계 너머와의 소통은 물론이고 경계 내부

에서의 소통마저 왜곡되기 때문이다.

니체의 저작 <우상의 황혼>의 부제는 ‘망치 들고 철학하기’이다. 법과 제도의 영

역에서 우상을 대면할 때 준법의 논리로 구체적 고통을 외면하거나 법보다 주먹

이 가깝다는 논리로 ‘주먹’을 앞세우기 이전에, 우상을 향해 ‘망치’를 들고 법적

정당성을 의문에 부치는 단호한 인식의 점검이 필요하다. 법과 제도의 영역에 존

재하는 우상들은 그 외견상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합리성의 기초는

매우 취약하다. 제한된 대의제적 한계를 넘어서 일상의 삶에서 입법자가 되어 현

실을 대면할 수 있다면 법적 우상들은 스스로 그 기초를 잃고 무너질 것이다. 부

당한 경계를 해체하여 관계를 구성하고, 경계 내부의 보편성 확립을 통하여 경계

너머의 가능성을 여는 것은 관계의 길인 우리들의 ‘공감’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3. 대화로서의 법과 인권

“2002년 한국 영화가 낳은 문제작 중의 문제작 ‘복

수는 나의 것’(감독 박찬욱). 지독히도 잔인한 방법

으로 딸의 복수를 감행한 동진(송강호)이 한숨을 돌

릴 즈음, 불현듯 나타난 중년의 네 사내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당한다. 그런데 동진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가슴팍에 꽂힌 판결문(?)을 읽으려 무던히

도 애쓴다. 거기서 예상치 못한 썰렁한 웃음이 유발

된다. 그리고는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린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그 코믹한 그로테스크

함이 전에 맛보지 못했던 짜릿한 전율을 안겨준

다.”(씨네마조선, 2003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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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비평가는 왜 없는가?

“나는 오늘의 사법적 현실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판례 비평’

이라고 생각한다. 오늘의 법적 현실을 보면 판례에 대한 ‘해설’은 난무하지만, 이

에 대한 체계적인 ‘비평’은 부재한다. 사회의 여타 부문의 담론에서는 비평의 기

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법률 영역에서는 판례에 대한 비평적 기능이 실종되

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수의 예술비평가도 있고 경제비평가도 존재한다. 그런데 삶

의 가장 구체적인 국면에서,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손해를 수시로 판단하게 되는

판결에 대한 예리한 검토 작업을 담당하는 법률비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

가 이 전인미답의 영역에 등장해 법의 정의에 대한 기탄없는 분석과 비평을 해준

다면 좋겠다. 법원을 들락거리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된다.“(이명원, 한

겨레, 2007. 8. 22.)

○ 세종이 한글을 만든 직접적인 계기는?

○ “법학자는 진리를 추구하지만 법률가는 설득력에 관심을 둔다”(마셜 대법관)

법적 논증 과정(삼단논법)에 숨어서 판단자인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 문제에

대한 고뇌와 결단, 그 근거를 모두 법적 논증과정 속에서 드러내야함.

○ 박철 판사의 판결문 - “아름다운 판결문”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

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

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

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

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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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

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

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

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

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

이 우리의 견해이다.“(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 산드라 오코너 대법관, 판결문에 인용할 구절을 찾기 위해서 폴저 세익스피어 도

서관에 자주 출입. 법의 세계는 그 자체가 글쓰기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 언어로

씌어진 법률이나 법조문을 언어로써 해석하고 법 적용의 결과를 역시 판결이라는

형태의 언어로 말하는 것, ‘법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작업’(차병직, 『글쓰기의 최

소원칙』,「글쓰기 작업으로 구성되는 법의 세계」

○ 동어반복의 지옥(김훈), 동어반복은 전체주의(김현) - 동어반복의 문제는 법의 본

질 문제와 연결(강제+동의)

○ “법이 인권을 권리로 안착시키는 제도로만 이해되는 것은 매우 협애한 이해이다.

법은 권리의 체계에 불과하지 않고, 바로 공론영역의 비판과 토론을 활성화시키

는 촉매제로 기능한다.”(이상돈, 『인권법』, 110쪽)

○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정보(情報)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리”이며, 소리는 앉아

서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신영복)

○ 법의 대화, 인권의 대화, 법과 인권 사이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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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

○ 소송사회, 법과 정의의 분리

“서동진의 「소송하는 사회, 불평하는 주체」를 거칠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

늘날 법과 정의는 분리되었고, 더 이상 법은 정의를 표상하지 않는다. 단적인 예가

법률서비스를 (노골적으로) 상품화하는 로스쿨의 논리다. 이런 상황에서 ‘법대로 하

자’는 말은 이전과는 다른 울림을 갖는다. 법과 정의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느낌은

사라지고, 복잡하고 귀찮은 타인과의 윤리적 갈등을 (쿨하게) 회피하는 몸짓이 되

어버렸다. 불평하는 주체들의 소송하는 사회에서의 법의 풍경이다. 법이 더 이상

정의의 윤리를 대표하지 않고(과소대표) 이해관계만을 대표(과잉대표)하듯이, 정치

의 풍경도 마찬가지이다.

서동진의 ‘소송사회’에 대한 진단에는 중요한 통찰들이 빛난다. 그러나 나는 또 다

른 방향에서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다. 법과 선(善)의 관계에 대하여 들뢰즈는 다

음과 같이 분석한 바 있다. 플라톤 이래 과거에는 선(정의, 윤리)이 법을 규정했지

만, 칸트 이후의 근대에는 법이 선을 규정한다. ‘법으로부터 선이 도출되는 것이지

그 역은 아니다.’(『차이와 타자』, 서동욱) 법과 정의의 분리(단락)라는 서동진의

진단 역시, 법과 선의 관계에 대한 들뢰즈의 법 분석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 지점은 법과 정의의 ‘분리’라기 보다

는, 분리 이후의 전도된 관계다. 법과 선이, 법과 정의가 분리됨으로써 오히려 법

그 자체가 선이 되고, 정의가 되어버렸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법

이 윤리를 떠난 이해관계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이해관계를 윤리로 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송사회는 이해관계가 윤리가 되고, 법이 정의로 인식

되는 사회의 다른 모습은 아닐까.“

생각의 차이는 서있는 자리가 다르고, 사회를 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우리 (근대)사회의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헤게

모니는 ‘법’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법을 ‘통한’ 실천이 아니라, 법에 ‘대한’ 실천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다. 상투적이만 여전히, 법이라는 매끄러운 정의의 형식

이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를 끄집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법과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분리시키는 윤리적 실천에서 소송사회에 대한 해답의 방

향을 찾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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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스대며 재판관은 말하네, / 분명하고도 엄격한 어조로.

법이란 내 항시 말하기에 / 짐작건대 그대들도 잘 알리라

한 번 더 되풀이해서 말하자면 / 법은 법이다.

(중략)

내 비록 완곡하게 / 유사점을 읖조리는 것으로

그대와 나의 헛된 꿈을 / 묻어 두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랑스럽게 말하리, / 법은 마치 사랑 같다고.

사랑처럼 어디 있는지 / 왜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랑처럼 억지로는 안 되고 / 벗어날 수도 없는 것. 사랑처럼 우리는

흔히 울지만 / 사랑처럼 대개는 못 지키는 것.“

'법은 사랑처럼', 오든 [Auden, Wystan Hugh}

○ 법은 사랑처럼?

오든은「법은 사랑처럼」(Law Like Love, 1939)을 통해, ‘법’이라는 개념을 정의하

는 일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의 개념과 속성을 압축된 언어로

제시했다’는 평가처럼, 오든의 시는 ‘법’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경쾌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든의 경쾌한 시어에도 불구하고, ‘법은 과연 사랑일까’라는 점에 대하여

는 여러 생각이 교차합니다. 물론 법과 사랑은 많은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든이 ‘완곡하게 유사점을 읆조리는’ 것과 같이 법은 ‘사랑처럼 어디 있

는지, 왜 있는지 모르는 것, 사랑처럼 억지로는 안 되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며,

사랑과 법이 모두 동어반복(‘사랑은 사랑이다’, ‘법은 법이다’)의 폭력성을 띄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든의 시와는 다른 측면에서, 법과 사랑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사랑의 열정에 빠진 사람들이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사랑의

언어(密語)를 찾지 못해 하얀 종이 앞에서 밤을 지새우듯이, ‘법’의 언어로 정의

(justice)를 드러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

이라는 고전적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언어의 제한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법을 통

해 정의를 발견하려는 부단한 ‘해석의 노력’은 어쩌면 언어라는 바위를 굴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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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스의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우리는 단호히 말합니다. 당

신을 사랑하는 것이 ‘시지프스의 형벌’일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누군가의 표현대로 사랑은 종종 ‘등을 바라보는 일’이 되곤 합니다. 사랑은 너무

늦게 오거나 너무 빨리 와서 사랑임을 알게 된 순간 대상은 그 사랑을 떠나고 없

거나, 내 사랑을 아직 쳐다보지 않고는 합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항상

늦게 옵니다. 삶의 구체성은 언제나 법보다 우선합니다. 법이 도착한 자리에 있던

삶은 이미 저만치 가 있고는 합니다. 삶과 법 사이의 시간차로 인한 술래잡기는

때로는 제 자리만을 고집하는 사랑의 집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즐거운 사랑의

놀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열병을 치르는 과정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위태로운 삼각관계’도 마찬

가지입니다. 사랑의 불안은 질투를 낳고, 그 질투는 사랑의 대상을 독점하려는 욕

망을 낳습니다. 그 지배 욕망은 다시 지배를 가능케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변화해 갑니다.(이종영, 2001, 『지배와 그 양식들』, 새물결) 사랑의 삼각관계가 연

애의 전형적인 트라우마인 것처럼, 법-정의-권력의 삼각형에는 불안과 질투, 배신과

복수의 드라마라는 전형이 잠재해 있습니다. ‘사랑의 지배’ 혹은 ‘사랑을 빙자한 지

배’를 경계하듯, ‘정의를 가장한 권력’과 ‘법의 지배’마저도 항상 경계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에 눈멀어 ‘사람’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듯, 법에 눈멀어 정의

와 권력의 긴장을 살피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구속

하는 일이 ‘사랑의 거짓’이듯이, 삶을 살핌으로써 법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당

한 법으로 삶을 강요하는 ‘법의 지배’도 거짓입니다.

이 밖에도 사랑과 법의 은유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유사한 측면들이 이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든의 ‘법은 사랑처럼’이라는 비유에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생각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은유로 관계를 ‘낭만화’하는

‘은유의 위험성’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령 사랑처럼 법을 운명의 자리에 배치하

는 비유를 통해 가리워지는 관계의 구체성은 없는지, 오든의 시에서 ‘사랑’을 ‘권

력’이라는 말로 바꾸어 시를 읽어보더라도, 시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리

고 오든의 시가 사랑과 법의 관계에 들어있는 비이성적인 광기의 순간과 폭력성마

저 온전하게 포착하고 있는지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한계와 금기를 넘어서는 관계 맺기의 방식’이라고 할 때, 법은 과연 사랑

일까? 아니면 실연의 상처일까? 또는 사랑의 알리바이(현장 부재증명)일까? 하는

부질없는 의문들이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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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에서 생존으로’, 다시 ‘생존에서 존엄으로’

독재의 사슬을 벗어나니, 시장의 굴레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97년 IMF 관

리를 계기로 시장 우선적 자유주의, 이른바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사회에도 확

립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97년 이후의 10년, 이제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고경영자(CEO)’를 자처합니다. 재벌기업이 ‘공화국’이 되고, 대한민국은 ‘주식회

사’가 되어 서로의 자리를 열렬히 구애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기업이 지배하는 시

장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들은 획일적으로 시장으로부터 나와, 시장에

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제2항을 헌법에서 삭제

하려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시장의 권력은 헌법의 경계를 부담스러워하며,

국가와 헌법으로 하여금 시장의 ‘보이지 않는 주먹’이 되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전일적 지배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이라는 핵심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기업사회’(김동춘), ‘모욕사회’(장은주), ‘속물사회’(김홍

중), ‘불안사회’(고병권)라는 시대 진단이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푸석한 욕망

이 날을 세운 시장에서, 사회와 인간은 속물화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오래 전에 해결했다는 이 사회에서, 경계의 바깥으로 내몰리는 삶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과 같이, 삶의 안전과 지속성이 위협받는 이들에게

는 ‘존엄’이 아니라 ‘생존’이 절박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8만원 세대’인

젊은이들은 인문의 정신을 고양하려는 노력보다는, 불안사회의 낙오자가 되지 않

기 위해 ‘스펙’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매진합니다.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인

간 존엄에 대한 총체적인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정 60년, 세계인권선언 60년, 인간 존엄(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우리의 감성은 오히려

‘존엄에서 생존으로’의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진전과 정신의 축소’로

평가되는 이 모순적 상황이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인권

과 법은 이 근원적 상황을 질문하고, ‘다시 생존에서 존엄으로’의 길을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엄한 생존’을 위한 인권과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근본을 묻는

질문과 대답들이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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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작동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 알릴 것인가, 말 것인가

장애를 이유로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다. 김

아무개는 ‘내게 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참는다. 이 아무개는 다른 사람에게 분

풀이를 한다. 송 아무개는 당한 일을 친구에게 수다로 풀어낸다. 그런가 하면 신 아

무개는 장애인권 단체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그리고 장애인차별시정 기구

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위

의 경우 중에서 장애인에게 하나의 선택을 요청하고 있다.

장애인이 7년간의 고단한 투쟁으로 권리구제를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고,

실제로 작동시키는 주체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행된다고 해서 장애

인 차별로 명시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동사

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분명히 명

시되어 있다. 그러나 동사무소 현관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동 직원 앞까지 시각

장애인을 유도하는 음향장치를 설치한 동사무소는 거의 없다. 이런 경우를 당한 시

각장애인이 ‘장애인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을 때야 비로소 동사무소에 음

향유도장치가 설치될 것이다.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차별 당했음을 알리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실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작동은 장애인

의 차별 진정 등의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주제마당1. 장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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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 과정

80년대 민주화 바람을 타고, 이어진 우리나라의 공익법 입법 운동은 그 수를 헤아

리기 어렵다. 제대로 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기 위한 싸움들이 계속 되었다. 이런 투쟁으로 사회 제반 여건의 성숙 속

에서 일반적으로 시민권 획득의 성과를 가진 영역과 계층이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이 투쟁은 지속돼야 만 할 것이다.

장애인 역시 80년대 후반부터 ‘시민 되기’ 싸움을 계속 해왔다. 그러나 과학과 경

제 발전으로 판타지를 꿈꾸는 21세기 초반에 장애인의 삶은 여전하다. 아직도 집구

석이나 시설에 처박혀 살아가고, 교육은커녕 노동 현장에 진입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계속 철로 점거와 버스타기와, 일상적으로 집회와 일인 시

위, 온라인 투쟁, 그리고 점거 투쟁을 해야 하는 야만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아마도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이 다른 영역과 계층의 ‘시민 되기’ 싸움과는 천지차

이로 다름을 느끼는 시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복잡한 서울 한복판을 가로 막아 교

통 체증을 일으키고, 공공 기관 점거로 공공 업무를 마비시키고, 이순신장군 동상을

두 번이나 오르고, 광화문에 현수막 걸기, 한강대교 기어가기,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을 포함하여 본청을 점거하고, 경제계와의 싸움 한판을 걸판지게 치루는 한편, 종교

집단과의 싸움도 거칠 것 없이 해내는 장애인 투쟁에 어떤 분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

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싸움은 현재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 인권활동가들도 공감하고 동의할 것이

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 운동도 장애인이 시민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쟁취하는 과정이었다. 만 7년간의 투쟁은 그야말로 풍천노숙으로 쟁취한 피

맺힌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장

차법 제정 운동 기간을 결코 7년이라고 하지 않다.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부지부식

간에 또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터진 장애인 차별의 수백 년의 역사가 있

었고, 이 차별을 철폐하고자 조직을 구성하고, 대안을 만들고, 투쟁하여 법안을 제정

하기 까지, 과연 7년의 세월로 그 역사성을 가름할 수 있을까?

장애인운동은 1970년 후반에 미미하게 시작되어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에 들어와

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의 전시적인 서울장애인올림픽 반대



- 71 -

투쟁에서부터 1990년대 있었던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노동권, 교육권 운동과 최근의

이동권, 기초생존권 및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활동보조인제도화 투

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운동은 끊임없이 사회적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

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운동의 결실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자 유례없이 전장애계가 힘을 모아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장애인운동에

있어서 큰 획을 남기게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아래와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도로의 턱을 없애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84년에 목숨을 끊은 고

김순석 씨에서부터 2002년에 여성장애인으로서 장애로 인한 고통과 생활고라는 이중

의 고통에 맞서 최옥란 열사의 죽음 등을 헛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들의 의무일 수

있다. 480만 장애인들의 어쩌면 통증도 느껴지지 않는 멍든 가슴을 보상하고, 후세대

에는 더 이상 차별적 사회를 남기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며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운동

이다. 그동안 정부나 학자들의 견해를 받아서 만든 법제정과 집행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계에서 직접 경험을 담아 법률안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

는 것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운동과정

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법률로 제정하려는 운동은 한국의 민

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일조하는 것이다.

장애인이 더 이상 복지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인권

전반을 강화하는 운동이다. 최근 장애인단체들은 인권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의 활발

한 참여를 통해 이제는 장애인만의 권리운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은 장애인당사자에게는 차별을 제

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우리 사회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

하고 있는 차별을 깨닫게 하고 이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할뿐만 아니라 누구나 차

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생각하고 차별당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국민을 성숙시키

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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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세상에 나오다 조직을 구성하다 법안을 마련하다 투쟁하다 하나

문제제기 ▶ 조직결성 ▶ 대안 만들기 ▶ 입법운동
? - 2002 2003 2003-2004 2005

▲ ▼

피드 백
(feed back))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다

투쟁
하다
세엣

시민∙인권∙여성이 
나서다

지역 장추련 결성
및결의대회

투쟁
하다
두울

정부와 
국회∙경제계가 
반응을 보이다

▲ ◀ 정책결정 ◀ 확산 ◀ 반응
2007 2006 2006

<그림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투쟁과정

장차법 제정 운동은 위의 <그림 1>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됐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에 걸쳐 나타난 장애인 차별에 관한 당사자의 문제 제기로(-2001-2002), 조직을 구

성하게 되고(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2003), 대안을 만들었으며(장애인차별금

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안, 2003-2004), 정말 풍천노숙의 투쟁으로 입법운동을 했고

(2005-2006), 정부와 국회가 뒤늦은 반응과 갈등을 일으키고(2006), 여기서 시민∙인권

∙여성 단체들이 힘을 가세하면서, 결국 2007년 3월 6일 장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

다.

3. 장애로 인한 차별인가, 아닌가

장애로 인한 차별을 당했을 때, 중요하게 주목할 것은 장애로 인한 차별인가, 아닌

가에 관한 것이다. 당사자가 느끼기에 심정적으로는 장애로 인한 차별임이 명확한데,

가해자, 또는 상대방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아닌, 다른 사유를 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해고한 사업주가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사유를 말하지 않고, 회사

내의 대인 관계, 또는 업무 수행 능력 평가 등을 이유로 댈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기가 녹녹치 않다.

이런 경우는 사업주 또는 가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임을 말하게 하거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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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가해자 등과의 대화 내용을 기

록해두거나(일기 형태), 상담기관과의 상담을 하거나(상담 기록), 이메일, 팩스 등, 가

족 또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소송 등을 기

피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상당한 에너지를 쓰

게 하는 습관이 될 것이다. ‘장애로 인한 차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차별’ 받은 상처보다 ‘차별 입증’을 하는 것이 오히려 큰

고통을 수반할 수 도 있다.

1) 장애인 차별 알아내고, 말하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길거리를 지나갈 때, 눈이 휘돌아가도록 쳐다보는 행

위가 ‘차별’이라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쳐다보는 비장애인도,

길거리를 지나는 장애인도 이를 차별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런 행위를 차별이라 하고, 그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 노동, 재화용역, 모·부성, 사법·행정절차, 가정·가족·복지시설,

건강권 등의 권리 항목이 있으며, 이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게는 어쩌면 필

독서이다. 장애인차별을 발견하고 알아내는 것이 소중한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 ‘차별’이라고 말할 ‘도

전’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가족, 지역 사회 등 사적 영역에

관계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차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더구나 ‘진정’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굳이 소송

문화가 없는 사회임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별을 단지 ‘말로만 표현’하는 것조

차 ‘마음의 힘’을 필요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말 또는 몸으로 표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차별’은 특성상,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낸다. 한번 할퀴고 간 상처가 난 가슴은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상처의 겉은 봉합될지라도 가슴 깊

은 곳의 상처는 그대로 남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아예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도적인

차별도 있지만, 몰라서 하는 차별도 부지기수이다. 이럴 경우에 ‘차별’임을 알리는 것

또한 장애인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 차별’을 당한 ‘그 사람’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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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L센터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장애인에게

“어딜 나간다고 이 난리야? 네가 IL센터에 가서, 배우면 어디다 써 먹으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주지 말고 그냥 집구석에나 쳐 박혀 있어!”라고 말한다.

이럴 때, 방으로 돌아가 주저앉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잔뜩 화를 내고 집을 나서

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엄마가 그렇게 말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아파

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이다.

장애인 차별을 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상처’가 나지 않도록 결국 ‘차별’하지 않도

록 하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홍보하여 예방하는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처벌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차별하지 않고’, 상호간에 동등한

사람으로 살아갈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살고 싶다는 강력

한 바람을 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차별’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즉 장애인 차별을 알고,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도전’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는 것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공공영역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사람에게는 가차 없이 법적 절차를 밟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7년 4월 제정되었고, 2008년 4월부

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 2년여의 준비기간이 있음에도 당연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

하지 않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분명 위법이다. 당당한 주권자의 한 사람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진정과 소송은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적

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3) 차별은 곧 범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악의적인 차별에 한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그 권리를 구제하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

태료 3천만원 이하, 악의적인 차별에 한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이는 ‘차별’이 곧 ‘범죄’임을 명문화 한 것이다. 차별인지

몰라 당했던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일들이 차별이었고, 그 ‘차별’은 사실 ‘범죄’행

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이동할 수 없어 교육받지 못했고, 교육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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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결국 국가의 지원 또는 지역사회의 지원에 의존하

여 삶을 살아가는 장애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그렇게 살아가도록 방치한 것은 결국

범죄적 행위로 귀결된다.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기본권적인 삶에서

배제되게 만든 국가, 사회, 가족, 지역사회 등 그들은 모두 그 장애인에게 범죄를 저

지른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어느 누가 제한하

고 분리하고, 배제하고, 억압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적 영역

에서 차별을 포함하여 공적영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차별을 범죄로 명시하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명문화한 것이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 그 후

1)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수선쟁이’다

동대구 KTX역사에 설치된 인터넷 방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에 대해 진정을 낸 이후 한 달여 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전화를 건 중증의 언어장애를 가진 여성에게 “아무런 대책 없이 이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하냐”며 툭 끊어버린 114안내원을 대상으로 진정을 내자, 한 달여 만에 114

국장과 담당직원이 중증장애여성에게 찾아와 백배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며,

인권교육을 받겠다고 했다.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하러 OO화재보험사에 전화를 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거부당

하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한 달 여 만에 보험사의 책임자와 담당 직원이

찾아와, 백배 사죄하며 “콜 센터에서 모르고 한 행위이고, 회사 차원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 거부를 하지 않는다”며 “재계약하자“고 했다.

서울시 교육공무원 시험에서 차별을 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내자,

시각장애인 시험 시 점자시험지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장문의 대책 안을

진정 인에게 보낸 서울시 교육청.

위는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나타난 차별에 대한 진정

결과이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수선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고 하루

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 장애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서 진정을 해야만 조금씩 변화

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돈’을 지원하지도 않고, ‘물품‘을 주지도 않는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한꺼번에 정책이 변화되지도 않는다. 장애인이 직접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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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살고자 하는 소망으로 ’내가 당한 차별‘에 대해 외부로 표현하고, 진정을 해야

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벌어지

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공공영역의 차별을 금지하며, 정책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법, 최저임금법, 상법

732조 개정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 이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다. 장애인차

별금지법은 장애인에 의해 우리 사회를 아주 조금씩 개선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투쟁이다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갖지 않은 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차별’

이다.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많이 하지 않은 사람, 정

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성적 소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차별’이

발생하는 문화 안에서 우리 모두는 살고 있다. 그런 문화는 경제개발주의 정책이나,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제 그 문화를 바꿔보자

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권력 즉, 돈, 교육, 지식, 정치, 직업, 미모 등

사회적인 권력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기에 그 차별의 양태는 다양하고, 심각하다. 장

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그 권력의 이동을 꿈꾸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배

제, 제한, 억압, 분리를 당했다면, 그 고리를 끊고, 평등할 권리를 갖겠다고 선언한 것

이 바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지금까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우위에 있겠다는 것도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을 작동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아주 미미한 투쟁행위이다. 소송 문화가 미약한 우리 사회에서, 타인에

게 내가 당한 고통을 얘기만이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투쟁’이다. 권력의 이

동을 꿈꾸는 장애인의 투쟁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에 쏟아낸 투쟁의 열정을

다시 모아, 법률을 작동시키는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5. 차별과 구제

차별 당했다고 느꼈을 때, 가장 먼저 취할 행위는 장애인 인권 상담기관과의 상담

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이 있을 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여부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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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진정을 하여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지

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도전하지 않고 그 결과를 어떻게 알 것인가. 상담의 중요성은

다른 문제에 있다. 자신이 당한 차별이 인권위원회에 먼저 진정을 하는 것이 나은지,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 지,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권리구제 방법 중에서 자신의 차별에 관한 권리를 구제받

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향후의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와 같은

예는 이런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영강사인 이아무개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를 가졌다.

회복 이후에 회사로 복귀했으나, 회사는 3개월여가 다 지나감에도 일거리를 주지 않

았다. 이아무개씨는 현재의 장애를 가지고 수영강사를 할 수 있고, 설혹 어려운 상황

이 발생한다면, 수영강사가 아닌, 다른 업무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아무

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아무개씨는 해고가 임박함을 알게 되어 회사를 상대

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진정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회사 동료들 까지도

비난하게 되었고,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이아무개씨는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인권

위원회에 낸 진정 사항은 조사 과정에 있지만, 이아무개씨는 현재에 아무런 경제활

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럴 때는 법원에 임시구제 신청을 먼저 하여 간

단한 서류 조사를 통해 장애차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고, 필

요하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

차별 사안에 따라서는 예컨대 차별 사안의 경중 또는 현행 범죄에 해당될 경우 경

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구제 수단의 하나로 검찰과 경

찰을 활용하는 것도 있다. 특히 인권침해 또는 폭력, 범죄적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뜨거운 여름

저녁, 맥주 한잔을 마시기 위해 호프집에 갔으나, 거절당하였다. 거절 사유를 물어보

자, 주인은 장애인이 호프집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맥주 집에 발걸음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해한 사람이라는 사유를 말했다. 이에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했고, 호프집 주인은 모독죄로 약식명령 30만원을 언도 받았다.

1) 진정과 직권조사

진정은 장애인 인권 상담 기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상담을 통해 자신이 당한

차별에 따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법적 과정의 첫 걸음이다. 진정 방

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홈페이지 왼쪽 상단에 있는 진정 서식을 작성하여, 전화,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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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이메일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또는 주

변인이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권위원

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합의 조정과 시정권고

차별 당사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 사안을 담당

하는 행정 실무자를 통해 차별 조사를 실시한다. 차별 사안에 따라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장애로 인한 차별 여부를 파악하고,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차별 여부를 확정한다. 장애차별이 확정될 경우에는

차별을 가한 자 또는 기관에 시정권고를 한다. 시정권고의 내용은 사과와 재발방지,

인권교육 등이다.

차별 진정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차별을 가한 자가 스스로

차별했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와 인권교육을

약속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경우에 피해자 스스로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진

정 당사자가 직접 전화 또는 팩스, 이멜 등을 활용한다. 간혹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위원회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차별 사안에 관해 조정을 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하게 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으로 처리된

다.

3) 시정명령과 과테료 3천만원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시정권고 내용은 당연 법무

부에 전달된다.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법

무부에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법부무는 행정 실무자를 통해 사안에 관한 조사

와 아울러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확정할 수 있다.. 알아두

어야 할 사항은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②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③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④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정명령의 내용은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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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별행위의 중지

② 피해의 원상회복

③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④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임

시정명령은 법무부장관이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

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고,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법무

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

구하고,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아래의 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정명령’이라는 권리구제

가 명시되게 된 주요 사례이다.

장애를 이유로 제천시 보건소장 승진 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

회는 제천시에 시정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제천시가 이를 받지 않아, 권리 구제가 이

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진 최고의 권력, 시정권고를 정부기관이 수용하

지 않은 것이다.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재제조치가 없는 시정권고가 무력함을 알

게 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를 뛰어넘는 법제도를 연구하여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천 만

원을 가해자가 부과해야 한다.

4) 소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사회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그리고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방법, 예컨대, 소송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로는 그 기간이 길고,

돈이 많이 들며, 승소 가능성 여부를 점치기 어렵기도 하지만, 사생활이 노출되기도

하고, 패소했을 때의 그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

은 자신의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약자의 입장에서 입증의 문제가 어려운 과제로 대

두된다. 이런 여러 조건들로 인해 장애인차별에 관한 소송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맞서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은 사람

들이 있다. 당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없었음에도 차별에 저항하여, 도전한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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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차별에 대해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사

례 3가지를 소개한다.

① <참정권> 2층 투표소에 대한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서울지방법원은 2006년 7월 21일, 이 '장벽'을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가 2층 투표소 설치로 불편을 겪은 장애인 8명을 대리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

다. 지난 2005년 4월 13일 총선 때 1급 지체장애인인 서승연씨(1급지체장애, 경기도

광주군)는 투표장으로 향했으나, 투표소가 2층에 설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

이는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승연씨의 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가 선관위

측에서 배치한 도우미가 있는지 알아 보려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 사람에게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럼 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라는 빈정거리는 말만 들

어야했고, 서승연씨는 결국 투표장 앞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참여연대와 서승연

씨는 2005년 6월, 이렇게 2층 투표소 설치로 투표권 행사를 하지 못한 서승연씨 등

장애인 8명에게 "국가는 금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

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하였었다.

② <재화용역> 보험거부 소송에서 200백만원 손배 판결

푸르덴셜로부터 종신보험을 거부당한 조병찬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2002

년) 만 2년만에 장애인차별로 인정,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손해배상금액은 2백50여 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임을 밝히는 주요

한 판례로 남겨졌다.

③ <학습권> 장애인의 학습권 침해 승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 박지주씨는 학교 내의 정당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언론

의 대대적인 관심 속에서 이뤄진 현장 검증 당시, 박지주씨가 겪은 학교 안에서의

이동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위 사례는 2000년 이후에 주로 제기된 소송으로 참정권, 재화용역, 교육권 등 장애

인의 주요 권리 항목에 관한 차별 사례들로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들끓게 한 역할까

지도 수행한 사건들이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사회적 파급력을 높였으며, 장애인차

별금지법안을 만드는데 주효하게 작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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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이 부리는 ‘마술’

위 사례에서 말하듯, 일단 소송이 이뤄지면, 사람들은 최소한 “무슨 일 있는 거 아

냐? 소송을 걸 정도로 힘들었을꺼야”라며 관심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도 언론의 관심

을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파급력은 결코 적지 않다. 장애인 차별인지 몰랐던 사

람들이 알게 되기도 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재판 과정에 영향

을 끼칠 수도 있다. 따라서 소송은 장애인 차별 문제를 알리는 홍보 또는 예방을 향

한 장애인 인권 운동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물론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부정적인 효과도 가져울 수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충분한 전략을 세우고 관련 법률 전문가와도 상담 등

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 단체 등과 충분한 정보 공유 및 공감이 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승소할 경우에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하나의 사례(판례)를 널리 알려 사회적으로 비슷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

도록 예방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한다. 또한 ‘장애인 차별’에 관한 정책적 미비함을 공

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으며, 이 사례들은 향후 장애인 운동

에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 승소할 경우에는 권리항목을 추가하기도 하는데, 실제

로 장애인의 학습권은 박지주씨 소송으로 인해 장애인의 권리 항목에 추가되었다.

소송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문화를 확산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마술’이 되기

도 한다.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런 점에서 향후 장애인차별에 따른 소송의

문화를 확산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법원의 권리구제, 손해배상, 입증책임 배분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권리구제 수단은 그런 점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

다.

6) 법원에서의 권리구제 수단 및 절차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말하는 법원의 권리구제는 진정, 또는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

에서 일시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차별을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간단한 소정

양식에 따라 자신의 차별 사안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해 간단한 증

명 절차를 거쳐(소명), 차별 행위의 중지 및 적절한 임시조치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로써 임시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한 차별 소

송이 진행되고 난 이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학을 강요하는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거나, 임금 차별을 당한 장애인 노동자가 판결이전까지는 시정을 위한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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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조치를 통해 침해된 권리를 임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7)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배분 그리고 벌칙

장애로 인한 차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피해자가 차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차별로 인해 가해자가 얻은 재산상의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

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다. 입증책임 배분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만이 아니

라, 가해자가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한 차별 행위를 악의적으로 행한 자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악의적인 차별이라 함은

① 차별의 고의성

②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③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④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를 전부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이를 법원이 받아 가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

우에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6. 나오는 말

장애인차별금지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로 인한 차별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들의 작동을 통해 장애인 차별이 금지될 수 있는 역동성을 어

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위에서 언급한 많은 권리구제수단들이 법령집 안에서 잠을

자게 할 것인가, 그 속에서 빠져나와 실제로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 이는 차별의 실

제 당사자인 장애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를 향한 핵심적 목표를 수

행하기 위해서는 차별을 당한 당사자의 주체적 행위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개인적이

거나 공공영역이든 마찬가지다. 앞서 수차례 강조했듯이 본인의 행동과 태도여부에

따라 장애인 차별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기도 하고, 묻혀버리기도 한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전술과 전략 등이 필요성이다. 모든 차별이 권력의 속

성이라 한다면, 그 싸움은 결코 만만치 않다. 개인, 지역, 장애인인권단체, 법률가 등

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여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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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바람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바람을 만드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진정과 소송 등을 통해 장애인 차별에 저항하도록 한다. 장애인 차별에 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장애인 차별이 금지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으나, 직접 행동을 통해 장

애인 차별철폐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도 무엇보도다 소중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의 고정관념을 깨우지 않고는, 하나의 장애인 차별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다른 영역과 부문의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거리에서의 투쟁을 포함하

여 진정과 소송 등을 통한 공익소송을 통한 직접행동으로 장애인 차별 철폐의 바람

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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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거리]

장애인과 인권

박숙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개요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관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보는

것을 의미하며 권리의 문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

고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실은 아직까지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장애인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

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차별금지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동시에 장

애로 인한 특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확대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리적 배려’와 ‘적극적 조치’를 통한 사회권 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이 장에서는 장애인의 개념과 실태, 장애인 인권 핵심과 발달과정, 권리영역별

장애차별실태와 차별금지원칙, 관련법 체계와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장애인인

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장애’에 대한 정의와 실태

1. 무엇이 ‘장애’인가? ‘장애’ 그 자체인가 ‘사회적 환경’인가?

장애인의 인권은 그가 속한 사회가 장애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장애를 개인의 불운, 전생의 죄의 결과로 바라보는 사

회에서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아 왔다. 우생학이

강조되던 나치정권하에서 장애인은 가장 먼저 끔찍한 대량학살을 당한 피해자였다.

장애의 개념을 ‘개별적 손상’과 ‘의학적 상태’로 바라볼 때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서

보다는 치료의 대상, 자선의 대상으로 대상화되기 쉽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선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저항과 투쟁의 결과 장애에 대한 정의는 점차

개별적 손상과 질병에 따른 ‘개인적 문제’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사회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개념의 변화

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즉 ‘장애’는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로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 85 -

발생58)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장애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사회 환경에 따라 장

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장애를 가진 사

람’이 아닌 ‘그가 속한 사회 환경’으로 본다. 예컨대 휠체어를 탄 사람의 경우 계단이

없는 평지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장애를 겪지 않지만 계단으로만 이루어

진 경우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

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장애문제 해결의 책임을 그가 속한 사회에 두고 장애인

의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와 범주

장애에 대한 법적정의 역시 그가 속한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

애에 대한 법적정의는 장애인복지법59)에서 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1988년부터

장애인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기준 등록장애인의 수는 170만 명을 넘어

섰다. 그러나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6억이 넘는 사

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용할 때 우리나라에는 약 450만 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

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

애 10가지로 확대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흡기장애, 간장애, 간질장애, 안면기형장애,

장루․요로장애를 포함하여 15가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차례의 장애범주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상이나 기능 이상이 겉으로 완벽하게 드러나야 장애로 인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사회․환경적 개념을 포함하여 보다 적극적

인 정의와 해석을 통한 범주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스웨

덴등 서구 복지국가에서와 같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노동자, 이동이 불편한 임산

부 등의 한시적 장애도 장애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인권의 핵심과 발달과정

장애에 대한 정의의 변화에서 보여지 듯 장애에 대한 관점은 지난 20년에 걸쳐 자

58) 실제로 장애인의 90%이상은 교통사고, 산재, 각종 질환, 환경오염 등에 따른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

생한다. 즉 휠체어를 탄 사람의 경우 계단이 없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장애를 겪지 않

으나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공간에서는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으므로 장애는 사회적 환경이며 그가

가진 기능과 주변여건과의 지속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59)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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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인 접근에서 권리에 기초한 접근으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1981년 유엔총회에

서는 회원국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펼 것을 촉구하며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하고 이듬해인 1982년 ‘세계장애

인의 해 행동계획’을 채택했으며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정

해 장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

다. 세계장애인10년이 끝나가던 1992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는 세계장

애인의 해 행동계획과 세계장애인 10년의 성과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라 1992년 4

월 UN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세계장애인 10년>을 계승․발

전하려는 취지에서 <아태장애인10년> 선포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2가지 행동강령

을 채택했으며 매 2년마다 각 국의 장애시책 진전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위해

ESCAP회의를 소집하였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은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장애인이 연

령과 성별 등의 사회적 조건에 맞는 보편적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함으로서 사회통합

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장애인을 위한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사회

복지시설에 수용하거나 특수학교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작업장 등 분리된 환경

에서 교육하고 고용하는 기존 장애인정책이 반인권적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권운동은 1980년 중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계

기는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최소한의 장애인복지제도도 갖추지 않고 장애인

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지 못한 사회에서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기만이라

며 올림픽거부 및 장애자생존권보장운동’을 전개하면서 시작되었다. 88올림픽 거부투

쟁과 생존권 확보운동을 주도했던 장애운동의 주체들은 장애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풀어가기 위한 조직적 운동의 토대를 세워나갔다. 이후 93년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권 확보에 집중해왔던 사회

운동의 관심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사회권 확보에 집중되면서 본격화되

었다. 이러한 사회적 토대위에 90년대 장애인운동은 장애관련 4대입법 즉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이끌어 냈으며 김대중 정부

가 들어서면서 1998년 12월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장애인을 인권의 주체로 선포하고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장애인인권헌장은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장애인이 인권의 주체임을 명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상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국가차원에서 다



- 87 -

룬다는 추상적 의미만 있을 뿐 정부 정책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4대 장애

인 관련법 역시 장애에 따른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아내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는『국제장애인권리협약』제정이 되

었으며, 국내에서는 장애인 단체가 연대하여 7년간의 고단한 장애인 투쟁으로『장애

인차별금지법』제정을 이뤄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과거 생존권 확보에 집중되

었던 장애인운동이 인권에 기반하여 보다 견고하고 구체적인 반차별 운동으로 발전

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별금지원칙과 장애인의 권리영역별 차별실태

1. 차별금지원칙

장애에 대한 인권적 관점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들을 사회적 문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 권리의 정

당한 소유자로 본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점이 문제

의 지점을 장애인의 외부에 놓는다는 것과,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과정 속에서 장애

라는 차이를 고려하는 방법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논쟁은

그래서 사회에서 차이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보다 큰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장애

인의 권리논쟁은 특별한 권리 향유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

들이 차별 없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하도록 보장하는 것과 관련되

어 있다. 차별금지원칙은 나이, 성(gender) 그리고 아동의 경우처럼 장애라는 특정한

맥락 속에서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권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차별금지와 그것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혁의 주제이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엔의 당사국들은 명

백하게 장애에 관한 인권적 관점으로 움직여가고 있으며 39개국이 장애의 맥락에서

차별금지법 혹은 기회평등법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장애인차별금지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들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들어 구체적인 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권리영역별 차별 실태와 다중차별

장애는 시민,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의 권리가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

계임을 주장하고 증명하는데 최적의 영역중 하나이다. 이는 장애인의 차별실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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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잘 드러난다.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매우 심각하고 뿌리 깊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각

의 차별은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장애인이 폐쇄적인 사

회복지시설에 수용되는 경우 거의 모든 사회적 권리가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60)

권리영역별 차별실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자면 첫째, ‘참정권’의 경우 선거시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있어 청각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을 고려하고 있지 못

하거나 투표소를 2층에 설치하여 접근을 차단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

서는 것을 제한하거나 비하하는 사회적 장벽 등에 의한 차별이 존재한다. 둘째, ‘자

유권’의 경우 편의시설 설치의 미비 또는 적절한 이동수단과 활동보조인 지원 등 사

회적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데 따른 이동의 제한이 심각하다. 또한 장애로 인해 법

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회복지시설 또는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있어 ‘자의에 의

해 구금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으며 시설 수용시 종교선택의 자유, 사상표

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가(在家)장애인

의 경우도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회적 자유를 박탈당

하게 된다. 또 장애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보장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지체인의 경우 보

조인의 참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불리한 상황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여 피

해자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차별은 장애인이 동등한

권리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 또는 결여 즉 ‘합리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은데 따른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권의 경우 대부분의 장애인은 노동을 통한 수입을 갖지 못하고 수급권

과 수당을 통해 빈곤과 낙인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서는 장애인을 최저

임금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여 최저임금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61) 또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단, 적절한 교육환경의 부재로 인한 권리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은 의무교육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있었다.

마지막으로 권리영역별 차별실태와 더불어 장애가 있는 여성 또는 아동, 노인, 이

60) 즉 강제입소와 퇴소금지를 통한 이동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감금과 폭행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

해, 종교선택 및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 참정권,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의 침해와 강제노역을 당하지 않을 권리에서 의․식․주와 건강권에 이르기까지 거

의 모든 권리가 심각한 수준에서 상호의존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61) 장애인의 수급률은 전체 인구대비 수급률의 3배를 넘고 있으며 장애인실업률은 평균실업률의 약 10

배에 달하는 25%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실업률은 70%를 넘으며

그나마 취업이 된 경우도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비정규직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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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성애자 등 다중적 차별구조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해져 교육과 노동 등 각종 실태에서 남성장애인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편견에 의해 무

성(無性)적 존재로 치부당하거나 모성을 박탈당하는 등 이중적 차별구조가 심각한 것

으로 보고 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국제협약, 국내법체계, 공

익소송운동

1. 국제법 체계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정 노력

장애인의 인권이 보편적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이를 구체화한 자유권협약, 사회권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의 국제협약에서 정한 권리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에 대한 권리적 접근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이전에 제정

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협약은 ‘장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유일하게 아

동권리협약만이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이외 장애

인인권헌장(1975,UN제30차 총회에서 채택), 농․맹인의 권리선언(1977),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1971,12.20유엔총회), 정신질환자의 보호 및 정신건강서비스 증진을 위한 원

칙(1991), 장애인과 관련된 주요 지역별 문서로 아프리카인권헌장(1981), 아메리카인

권협약(1969), 유럽인권협약(1950), 헬싱키최종법(1975), 유럽사회헌장(1961) 등의 관련

선언과 문서 등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선언

적인 수준으로 법적 구속력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세계장애인의 해가 선포된 이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필요성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오다 2000년이후 국제장애인권리협약62)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다. 현재 추진 중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초안은 유엔인권헌장에서 주요하게 보장되고

있는 6개 핵심 권리협약에 명시된 내용을 장애인의 전 영역에 걸쳐 권리로 인정하도

록 함과 동시에 장애에 대한 시혜적 접근에서 벗어나 인권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

62) 2001년 9월 제5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조약을 다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

의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조약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 7-8월에 제1차 특별위원

회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2003년 7월에 있었던 제2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

을 결의하였다. 이윽고 2004년 1월에는 실무그룹회의를 진행하여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초안을 완성

하였다. 조약의 초안은 총 2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자유권과 사회권 및 고유의 권리 보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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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애인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을 향유해야 함을 재확인 ▲ 차별금지와 기회균등

을 보장하고, 장벽 제거를 위한 편의제공 결여와 적극적 조치의 결여는 차별 ▲ 영

양, 수질, 공중위생, 빈곤악화, 사회보장교육, 고용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실현하

는 것 ▲ 장애의 종류와 정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국적상 지위의 차이를 막론하

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 ▲ 정책형성과정과 평가에서 모든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 등을 구현해야 할 원리로 추진되고 있다.

2. 헌법과 법률에서의 장애인 인권보장

일반적으로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은 국내에서 구체적인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들이 국내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 34조 5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1989), 장애인고용

촉진및직업재활법(1990), 특수교육진흥법(197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

에관한법률(199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2005)에 의해 복지서비스, 직업재활, 노

동, 교육, 편의시설 설치와 물리적 장벽제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

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이외에도 각종 법률에 장애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보편적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별제거와 적극적 조치

를 통한 평등을 구현하기에는 아직까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헌법은 제 34조 5항

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

시하고 있으나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행헌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권리의 주체로서가

아닌 보호의 대상 즉 자선과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

애인복지법을 비롯한 5개 장애인관련 법률은 생존권과 노동, 교육, 편의제공, 이동권

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차별금지와 기회균등에 있어

서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애차별과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1998년 선포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은 전문과 13개 조문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에 불과하여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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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소송운동

보편적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서 정한 내용의 수준과 함께 법에 정한 내용을 일상에서 구체적인 권리로 살아 움직

이도록 만드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이후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개정운동과 함께 공익소송운동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 왔다. 예컨대 97년 대통령선거당시 TV토론회 자막 혹은 수화방송 실시를 위

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방송 3사가 자막 및 수화방송을 실시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

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뇌성마비 장애

가 있는 회사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장

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승진에서 배제된 의사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

상을 받은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공익소송운동은 장애차별에 대한 구체적 법률규정이 결여된 현행 법률체계

상 패소율이 높고 권리침해가 발생한 사후조치란 점과 소송과정에서의 비용문제와

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장애차별을 보다 보편적

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늘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데 있어 실천 활동이 갖는 힘을 고려할 때 공익소송운동은 의

미가 크며 사회적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첫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함께 협약에 대한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

라 장애인 인권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 또

는 기회균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장애차별의 내용과 차별제거를 위한 노력,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향후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셋째,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에서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

로만 다루고 있는 점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다 명확하

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관련 법률에 산재해 있는 장애차별 조항63)이 삭

제되거나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보장과

63) 예컨대 도로교통법 70조에서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운전면허결격사유로 규정하여 면허취득을 제한하

거나, 공무원법상의 신체검사규정에 의해 채용전 신체검사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경우 등을 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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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법제개정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적

장애와 정신질환, 치매 등에 의한 의사표현능력과 결정능력이 취약한 성인이 최대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받고 잔존능력이 존중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서의 금

치산․한정치산제도를 개정하여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토론 거리

1. 왜 사람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가?

2. 장애인 고용 할당제(의무고용제도)가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3. 심한 지적장애가 있거나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기 힘든 중증 장애가 있는 사람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사회복지생활시설에 입소를 강요당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이들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4. 장애인시위대가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이나 버스를 점거하는 행위는 정당한

가? 만약 내가 점거당한 버스나 지하철의 승객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 주요 용어

사회통합, 합리적 배려, 적극적 조치, 차별금지원칙, 직접차별, 간접차별, 국제장애인권리조

약, 성년후견인제도, 공익소송운동

□ 읽을 거리

UN인권고등판무국 편 제라드퀸, 테레지아 데게너 외. 『인권과 장애』, 장애우권익문제연

구소 옮김, 2005.

김창엽 외,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 『장애우법률입문』, 2004.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 해설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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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현실과 사회적 위치

- 법 제도 제․개정 운동을 중심으로 -

정욜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1. 2007~8년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맞선 성소수자들

1) 차별금지법 제정 배경 및 과정

(1)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역할

- 헌법의 핵심 원리인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으로서 헌법 이념

의 실현을 도모

-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역할 (차별을 예방하고 억제시키는 효과)

-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 인종, 학력,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차별 피해자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법원은 차별중지, 손해배상, 임금, 근로조건 개선 등 적극적인

차별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음.)

(2) 차별금지법 제정과정과 성소수자들의 대응

- 2002년 노무현 정권 대선공약 중 하나로 언급

- 2003년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내 차별금지법제정특위를 구성, 초안 작성

- 2006년 7월24일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에 법안 제정 권고

- 2007년 10월2일 법무부 입법 예고, 20일 간 의견 수렴기간 공고

- 2007년 10월16일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주축으로 동성애반대본부(가칭) 발

주제마당2. 성소수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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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법무부에 삭제청원팩스운동 조직

- 2007년 10월22일 <동성애자차별금지법안저지를 위한 의회선교연합> 발족

- 2007년 10월25일 법무부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시위’ 시작

- 2007년 10월30일 법무부, 비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해 7개

항목 삭제 결정

- 2007년 10월31일 성소수자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모임 개최

- 2007년 11월2일 법무부, 성적지향 등 7개 항목을 삭제한 채 법무부안 공식 확정

- 2007년 11월5일~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

동행동’ 결성 및 대응활동 전개 (기자회견, 1인 시위, 집회 및 시위, 국제연대, 문화제

개최, 대선대응 등)

- 2008년 1월4일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 2008년 1월29일 새로운 차별금지법안 접수

- 2008년 5월17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족

2)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응활동의 의의

- 성소수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

-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보다 성적지향 삭제에 분노

- 이후‘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확대 -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여전히 진

행중

- 지지와 연대에 자신감이 고양된 성소수자 운동

: 여성․인권․법조계를 중심으로 연대를 선언, 특히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

인연대 발족

- 반면 反 동성애 운동 진영 또한 조직화, 가시화되기 시작

: 「동성애허용법안반대국민연합(동성애반대연합)」이 설립

: 2008년 9월 기독교 가치관 수호를 위한 기독시민연대가 탄생

: 차별금지법 제정을 넘어 성소수자들과 첨예한 갈등관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가

능성 높음

2. 2008년 군형법 내 ‘추행’죄 논란을 통해 본 성소수자들의 법적

지위

1) 국방부훈령 제898호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에 관한 훈령>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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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 개요

  최근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와 더불어 동성애자 인권보호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됨

에 따른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임.

 □ 현실태 / 문제점

   ○ 군 외부로부터 차별 시정 요구 지속 예상

   ○ 병영 내 동성애자 실태파악/관리지침 미흡

   ○ 병역 내 유입/확산 차단대책 미비

   ○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역 조치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우려

 □ 세부지침

   ○ 일반병사와 동등 관리

   ○ 신상 비밀 보장

    ※ 전역시까지 대대장 관심병사로 중점관리

   ○ 차별 금지

    ․ 강제 채혈 및 AIDS 검사 강요 금지

     단, 단체 헌혈시 동참 유도, 검사결과 비밀 보장

   ○ 정신교육 강화

   ○ 지속적인 지휘관심 경주

    - 인성검사결과 ‘동성애 성향 잠재자’로 분류시 집중관리

    - 보호 및 관심병사로 선정

    - 아웃팅에 따른 불안감 해소 방안 강구

   ․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 필요시 보직/근무지 조정

    - 가용시 침실/샤워장 사용여건 개선

   ․  異性愛者로 전환 희망시 적극 지원

    - 정신과 군의관․군종장교․전문상담인력 상담 주선

    - 체육․동아리활동을 통한 성적욕구 해소 권장

 □ 시행일자 : ’06.4.1부

- 2006년 2월 한 동성애자 사병에 대해 동성애자임을 입증하다며 성관계 사진을

요구하고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것이란 가정 아래 강제 채혈을 실시하는 등 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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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제정됨

(1) 문제점

- 동성애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두어 인권보호나 보장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듦

-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 기초

- 다른 인권보호 조항을 무력화

2) 군형법 상 추행죄를 통해 본 성소수자들의 법적지위

(1) 군대에서 커밍아웃 했을 때 겪게 되는 과정

- 지휘관에게 보고, 관심병사 지정, 면담/상담 실시

- 정신과 진료, 비전캠프 입소

- 아웃팅과 자살시도

- 현역복무부적합 심의

(2) 군형법 92조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계간(鷄姦)이란 남자끼리의 성행위(특히 항문성교로 해석)를 의미

(3) 추행죄 발생 시 부대의 반응

- 호기심, 사생활 침해

- 비정상으로 규정

- 혐오감, 공포 조장

- 배신감

(4) 2008.5.25 선고 대법원 2008도2222 판결

- 군 간부가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며 무죄판단을 확정

-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을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

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

(5) 변화의 움직임, 2008년 8월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신청이 제청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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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남성 간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의 강압적 요소가 없는 행위마저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존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률조항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동성애를 죄악시 보게 하

고, 남성 간 성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조장하고 있다”

3.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 이슈

1)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의 삶의 경험

(1)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성과 자신의 성별정체성 사이에서의 충돌

- 끊없는 긴장감 형성, 혼란, 불안정성 등으로 뒤엉킴

(2) 빈곤

- 노동기회로부터 좌절 : 불완전한 노동에 의지

● 낮은 학력 - 여성적 덕목과 남성적 특징을 강제하는 학교교육의 끔찍함.

● 구직활동의 어려움 -서류 상의 성별과 외관상 인식되는 성별의 차이로 면

접조차 어려움

- 노동현장에서의 배제, 생계 위험

● FTM을 남성으로, MTF를 여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은 노동현장 분

위기 - 장기근무 불가

● 특히 성전환자들의 적극적인 의료조치로 외관상 변화하는 과정을 무시하

거나 혐오

(3) 가족, 사회, 제도 (특히 신분등록 및 제시)로부터 배제

(4) 사회적 관계에서의 갈등, 긴장, 협상 : “타인과의 관계 맺기는 모든 갈등의

시작점”

- 육체와의 경합

- 정상성에 대한 긴장

- 가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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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모색

(1)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이 희망하는 정책 및 서비스

(참조.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1위. 성별변경에 대한 법안마련

2위. 성전환 수술을 위한 보험 적용

3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금지법 제정

기타. 지속적인 상담, 공공기관/기업체에서 무리한 주민등록증 요구 제재, 취

업상담 서비스 제공 등등

(2)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

4. 법과 인권, 그리고 성소수자

1) 법제도 제, 개정 과정을 통해 본 성소수자들의 사회적 위치

(1) 문란할 것이라는 사회적인 비난

(2) 끝없는 원인탐구와 비정상 논쟁

(3) 윤리, 도덕, 종교 안에 갇혀버린 성소수자 인권

2) 법과 성소수자 인권

(1) 우선 성소수자들이 전생애적으로 겪게 되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공감

(2)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출발하되 종교적 신념, 윤리적 잣대, 변할 것이라는

기대는 불필요

(3) 성소수자들의 다양한 삶의 경험과 고민이 담겨 있는 법, 제도 마련 필요

- 전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인권감수성을 확산시켜나가는 노력과

- 성소수자들이 안전한 삶을 유지시켜 나가고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기 위

한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5. 더 나은 삶을 위한 성소수자들의 요구

- 이 내용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2008년 대선 때 제출했던 요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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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1] 성소수자 차별적인 사회인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①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② 성소수자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별시정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③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④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정

기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⑤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지닌 문화 행정을 개선해야 합

니다.

⑥ 성소수자와 그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구안 2] 성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요구안 3] 행정 기관, 사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등에서 성소수자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①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의무

화해야 합니다.

②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성적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구안 4]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①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②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이 겪는 위험한 불법의료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

선할 수 있도록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③ 성전환자/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고용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④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 면제 규정을 대폭 완

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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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안 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① 모든 청소년들은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

아야 합니다.

②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학교 내부 규정을 철폐해야 합니다.

③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과정 내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합니

다.

④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⑤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사 연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요구안 6] 특히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고 사회적 지위 및 경제권이 보장되

어야 합니다.

①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

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② 여성 성소수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경제적 차별이 해소

되어야 합니다.

[요구안 7]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소수자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

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①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② 동성 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

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요구안 8]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피해자

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① 군형법 92조 ‘계간(鷄姦)’이라는 표현은 동성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조항이므로 반드

시 삭제해야 합니다.

② 동성애자를 현역 부적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 ‘변태적 성벽

자’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③ 동성애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성애자 전환 지원’ 등의 잘못된 관점을

담고 있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폐지해야 합니다.

④ 지휘관 및 행정 보급관,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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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니다.

⑤ 군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구안 9]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초점을 둔 지금의 HIV/AIDS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감염

인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① ‘순결’보다 ‘인권’을 중심에 둔 HIV/AIDS 관련 교육을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에게 제공

하여야 합니다.

② 실효성 없이 성적 지향을 강조하는 감염 경로 역학 조사를 익명성과 자발성의 원칙

을 기초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요구안 10] 생물학적 남녀 관계 중심인 성폭력 관련 법률 빛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①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피해자 및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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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의 가족구성권 이야기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여전히 한국 사회에는 “동성 커플” 또는 “동성 커플 가족”이 ‘보

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 동성애자의 존재는 얼마나 될까, 또는 동성 커플의 존재는 얼마나 될

까. 한국 사회에도 동성 커플의 수가 적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문

제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그 존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성애자의 존

재가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그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는 다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마주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동성애자들의 지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중적으로 동성애자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연예인인 홍석천씨의 커밍아웃 이후부

터 이다. 90년대 홍석천씨는 커밍아웃 이후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더 이상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당시 이 문제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

았다. 이후 트랜스젠더인 하리수씨의 등장이 이와 종종 비교되어 언급이 되곤 하는

데, 하리수씨는 성별정정과 결혼에도 성공(?)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한국 사회

의 성소수자의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이를 바라보

는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남녀로 이분화되고 성별화된 이성애 중심의 가족관을 드러

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마당2. 성소수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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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이성애 중심의 가부장적 ‘정상가족’의 이데올로기는 비단 성소수자들

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성애 중심의 남녀 간의 결합과 혈연을 기반으로 한 가족주의,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의 사회정책제도 및 사회보장체계는 비혼, 한부모가정,

미혼모가정, 재혼가정, 장애인공동체, 동성커플 등 그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개인과

법제도 밖에 있는 생활공동체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한국 법제도에서는 “동성 커플” 또는 “동성 커플 가족”의 존재

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나.

그렇다면 한국법제도는 동성애자와 동성커플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헌법과 민법의 해석

혼인과 가족에 대해 헌법 제 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이 조항에서 법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양성(兩性)의 평등’이란

부분이다. 헌법이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다는 쪽에서는 ‘양성’은 남성과 여성을 의미

하며 이는 혼인이란 이성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한 명의 남

성과 한 명의 여성간의 결합이라고 기술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이는 명확히 이성간의

결합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1997년에 ‘혼인이 1남 1녀의 정

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판례가 그 근거가 된

다.64)

하지만, 헌법이 동성혼을 원칙적으로 배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쪽에서는 ‘개인의 존

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라고 서술한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이는 혼인과 가

족생활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남성과 여성간의 평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65) 만약 그렇지 않다면, 헌법 제

64)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 8권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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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란 규정과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에 위배된다고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66)

이러한 헌법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외국에서도 있어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00

년 11월에 동성애자에게도 이성간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를 인정한 독일의 경우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보장한 기본법(Grundgesetz: 독일의 헌법) 제 2조 1항에

의거해 법을 만들었다.67) 동성애자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의 마가렛 마샬 대법관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

이라고 본 오랜 정의는 개인들에게서 법률적․개인적․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습인 결

혼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박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근본적인 상위의 기본이념은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며 제11조 ‘평등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여러 가지

기본권이 파생되는데, 이성이든 동성이든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자기결정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 제36

조 제1항이 남녀 이성간의 결합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존

엄성 및 평등을 가장 근본적인 기본이념으로 취하고 있는 헌법취지에 위배되는 해석

이다.

65) 이은우 변호사는 2004년 6월 25일에 열린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가

능한가’란 자리에서 성적소수자의 결혼은 현행법상으로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동성혼

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하였

다.

66) 박선영 법학박사는 『시민과변호사』에 게재한「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과 가족형성의 원리」라는

글에서 헌법 36조 1항이 남녀간의 결합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곧 동성 커플의

친밀함이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헌법 제 10조의 개인

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과 동성애자의 가족형성의 권

리는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이성애자 커플의 법률혼만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67) 조재현,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헌법학연구』, 제 8권 제 3호에서 재인용

이 논문에 의하면 독일에서는 동성혼을 반대하는 이들조차도 동성애자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에 의

한 보호는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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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시적으로 이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고, 동성간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나 동성간 혼인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도 명백하

지 않다.68) 다만, 민법의 혼인의 효력부분에서 ‘夫婦’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민법 상 혼인은 남녀 이성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고, 현실에서도 동성커플의 혼인신고는 수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아래 사

례1. 참조).

<사례1> 혼인신고 수리를 거부당한 게이 커플

저희는 지난 3월 7일 동성애자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는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카페에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남자끼리 공개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을 마치고 나선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까지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은 남자끼리 찾아와 혼인신고를 하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며 쩔쩔매더군요. 동사무소는 여섯 시간이나 검토한 끝에 “선량한 미풍양

속에 어긋나므로 접수 불가”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는 국어사

전에 나온 뜻 그대로 ‘국민이 의무적으로 행정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보고하는

일’이지 ‘허가’가 아니므로, 저희는 나라에 ‘결혼했음’을 알린 ‘정식 부부’라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권단체, 동성애단체 등의 도움을 얻어 동성혼인 문제

를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등에 정식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 세계일보, 2004년5월20일, [마이너리티 리포트]

"사랑도 결혼도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요"

68) <민법>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 (혼인적령)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

인하지 못한다.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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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들

 ① 2005.02.21.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교육시설이용차별

[1] 진정인이 속한 ○○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센터는 여성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추구하고, 여성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설립목적으로 하므로, 설립목적 및 업무내

용상 여성발전기본법이 정한 여성단체에 해당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동아리 등록대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지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69)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법 중에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유일한

법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또는 “성적지향”을 이

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근거로 이성애 중심의 법

률혼 부부,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정책들 밖에 있는 동성커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

을지는 의문이다. 헌법 제36조에서 가족의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렇지 않아도 가족중심주의 문화가 강한 사회에서는 그 차별의 정도를 묻지 않고 그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70)

6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

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

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

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

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70)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적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이라는 차별금지사유는 국가인권위원

회의 권고차별금지법안과 법무부의 입법예고안에서도 모두 명시하고 있던 차별금지사유인데, 법무부

가 나중에 국회에 상정한 안에는 둘 다 빠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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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이 진정인의 교육수강을 거부한 행위는 성적지향을 이

유로 교육시설이용에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2] 위 [1]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 여성센터의 장에

게 향후 교육수강에 있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

치를 취할 것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단법인의 감독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하여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함

② 2003.03.31. 성적지향에 의한 행복추구권등 침해

[1] 동성애는 정신의학상 정신질환이 아니고, 정신적 장애와 아무 관계도 없으

며,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발행

의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가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

의 형식이고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음란증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라고 할 수는 없다.

[2]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적행동의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바, 이와 같은 성적행동에는 동성애도 포함

된다 할 것이므로, 동성애를 표현한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

년들의 접근을 막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별표1]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제7

조 관련)은 동성애자의 성적자기결정권, 곧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

유없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를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해 심의기준(제7조 관련)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③ 2004.08.03. 헌혈문진시 성적지향에 의한 평등권침해

[1]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 중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다’는 문

항은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하여 HIV 감염확률이 없는 동성애자도 헌혈에서 배제

하고,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잘못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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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법원의 견해

아직 한국 법원에서는 동성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결을

선고한 바는 없다. 다만, 동성 커플의 일방이 사실혼71)을 이유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

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의 결정(아래 사례2. 참조)에서 여전히 한국 법원은 남

녀 이성간의 결합만을 ‘혼인’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례2> 사실혼관계로 인정받지 못한 레즈비언 커플.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42세의 레즈비언으로, 상대 여성과 20여 년간 여느 이

성애자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함께 생활해 왔고 재산을 함께 모으고 관리해왔다

고 밝혔다. 그러나 상대가 휘두르는 폭력으로 인해 관계 해소를 원했으며, 이에

따라 파트너 여성을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법원은

이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인의 상황과 구체적인 요구들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다

만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

미하며, 동성간의 동거관계는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

기 때문에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했을 뿐이다. 재판부는 그들의

이성애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가정

폭력 피해를 방치하는 결과마저 낳은 것이다.

 - 일다, 2004년8월2일자,

‘법원이 동성애자 차별과 폭력 조장하나’

3. 한국 사회의 동성커플들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커플들은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공유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살아

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헤어질 때(‘이혼’하거나 ‘사별’할 때) 재산분할이나

유산상속 등 공평하고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위 사례2.), 일방이 갑자기 아

71) ‘사실혼’은 법률상 용어로서, 사실혼관계에서는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일방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 원

칙이지만,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이혼’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2000도494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

는다.



- 110 -

프거나 다치더라도 병원에서 법률상 보호자가 될 수 없으며(아래 사례3.), 가족단위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로 인하여 국가가 보장하는 배우자의 지위로서 국민연금, 의료

보험, 세금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아래 사례4.), 직장에서 역시 배우자의 지

위로서 가족수당, 경조사로 인한 휴가 등도 없다(아래 사례5.). 또한 동성혼이 이성혼

(이성간의 결혼)과 동등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 이미 동성애는 비정상적

이라는 편견을 조장하고 강화시키고 있다.

<사례 3> 파트너에 대하여 의료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례

20대 중반의 레즈비언 커플인 A씨는 늦은 밤에 파트너 B씨가 갑작스런 출혈

을 일으켜 급히 응급실로 갔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 보호자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해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살아 지금 올 수 없다고 하자, 병원에서

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보호자가 되려면 100만원의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고 했

다고 한다. 가난한 살림이었던 탓에 밤중에 100만원을 구할 수 없었던 A 씨는

하는 수없이 멀리 사는 B씨의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한

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3년 12월

<사례 4> 국민연금 적용의 차별

우리는 남성 동성애자 커플로 2000년 6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현재까지 한 집

에서 함께 살고 있다. 결혼 직후 2000년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

A씨가 직장에서 불입하는 국민연금의 상속이 파트너에게 가능한지 문의하였으

나 공단 측은 법적으로는 A씨가 솔로이므로 사망 후 연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

된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에선 매달 3만원씩 배우자수당이 다른 이성애자 부부

들은 수당을 받아 가는데 비해 우리는 받지 못하는 것 역시 사회적 차별이다.

- 여기동, ‘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퀴어문화축제 무지개 2004 토론회 발표집, 2004

<사례 5> 경조사 휴가신청과 관련한 차별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녀와 동거를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다. 그런데 어제 그

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함께 내려가 그녀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장지까지 따

라 가고 싶지만, 회사에 경조사 특별휴가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성애자라면

사실혼 관계에도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그녀를 친구라

고밖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전국인권활동가대회 <반차별 포럼-노동과 차별> 자료집, 200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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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범위 시민결합73)
  동성결혼 이전 

  시민결합인정
동성결혼

  전국

덴마크(1989)     노르웨이(1993)

스웨덴(1995)     그린란드(1996)

아이슬란드(1996) 프랑스(1999)

독일(2001)       포르투갈(2001)

핀란드(2002)     룩셈부르크(2004)

뉴질랜드(2005)   영국(2005)

안도라(2005)     체코공화국(2006)

슬로베니아(2006) 스위스(2007)

콜롬비아(2007)

비등록 동거

이스라엘(1994)   헝가리(1996)

크로아티아(2003) 오스트리아(2003)

네덜란드(1998)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1999)

벨기에 (2000)

네덜란드 (2001)

벨기에 (2003)

스페인 (2005)

캐나다  (2005)

남아프리카공화국 (2006)

타국 동성 결혼 인정국

이스라엘 (2006)

아루바 (2007)

네덜란드령 

앤틸리스 제도 (2007)

  일부

미국(1997)       아르헨티나(2003)

호주(2004)       브라질(2004)

이탈리아(2004)   멕시코(2006)

스페인(17개 지역 중 

12지역) (1998)

캐나다 (QC, NS and 

MB) (2001)

매사추세츠주 (2004)

 논쟁 중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 리카, 그리스, 아일랜드, 이

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폴란드, 

<사례 6> 법적 관계로 인정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차별

5년째 동성 연인과 함께 동거중인 레즈비언 P씨(30대 초반)는 2003년에 미국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파트너 M씨는 떨어져 지내지 않기 위해 한국에서의 직

장까지 정리하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갔으나 이성애자 부부와는 달리 법적 관계

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하고 취업은 불법이라

할 수 없었다.

-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상담 자료 중 2005년 2월

4. 동성 결혼 및 파트너십과 관련한 해외 입법의 동향

1) 전 세계 동성 결혼 및 파트너십 현황72)

72)가족구성권연구모임 “파트너십 관련 해외 법률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동성애자 가족구성권” (친구사이)

73)가정적 동반자 관계, 동반자 등록법, 시민 결합, 민간 결합 계약 관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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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에르토 리코, 미국, 우루과이 (무순)

<표 1> 동성 결혼 및 파트너십 지역적 현황 ( 'same sax marriage',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en.wikipedia.org/wiki/Same-sex_marriage)

2) 각국의 입법례74)

(1) 네덜란드

1998년 1월부터 ‘동반자 등록법 National Registered Partnership'에 따라 동성애

자 커플도 법적 지위와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 법은 2인의 이성도 등록할 수 있

었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상원의회는 인종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결혼

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동등함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현을 위해 마침내

2000년 12월 혼인제도개방법(Act Opening the Institute of Marriage)을 승인하였다.

2001년 4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2명의 여성이나 2명의 남성끼리의 결혼을 전통적 의

미의 결혼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은 시청에서 혼인식을 할 수 있으

며 자국 내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고 또한 법적으로 이혼도 할 수 있다. 또한, 이

미 ‘동반자’관계로 등록된 커플들은 그것을 ‘혼인’으로 변경시킬 수도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6개월 동안

1,902쌍(레즈비언 커플 849쌍, 게이 커플 1,053쌍)의 동성 커플이 결혼했으며 이는 전

체 결혼의 3.6%에 해당한다고 한다.

(2) 독일

2001년 8월 1일자로 동성간 ‘동반자 등록법 The Registered Partnership’이 효력을

발생해 동성애자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되었다. 제한된 형태의 혼인을

승인하는 이 법은 이성간 부부와 마찬가지로 공동의 성 사용권, 상호간의 부양 의무,

상속권, 파트너에게 불리한 증언거부권을 비롯하여 거주 혜택과 의료보험, 양육보험

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외국인 동성 파트너에게 독일 영주권이 부여되며 이들

사이에서 양육되는 아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권이 주어진다. 또한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에 대한 ‘등기’의 말소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성 간에는

등기소에서 결혼 신고를 하지만 동성간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또한 교회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75) 또한, 실업 상태의 파트너를 부양할

7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국가인권위원회)” 10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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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상속세 등의 세금감면, 공무원법상에 명기된 기혼자의 권리와 입양권 등은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차별은 남아있다. 그나마 이마저도 보수적 성향의 일부 주 정

부에 의해 위헌 소송에 휘말렸는데 2002년 7월 17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동성 간

에도 결혼할 권리를 주는 것이 헌법상의 혼인과 가정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3) 덴마크

세계 최초로 동성 커플의 법적 관계를 인정하는 ‘동반자 등록법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을 제정하였다. 1989년 6월 7일에 의회를 통과하여 그 해 10

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법률 조항은 기존 혼인법률과 거의 유사하게 짜여져

있으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교회에서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최근

2년 동안 덴마크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는 점, 그리고 혼인증명서(marriage

license)가 아닌 파트너십증명서(partnership certificate)가 발급된다는 점이 다르다. 그

러나 2000년도에 다른 국가와의 마찰이 생길 수 있는 해외 입양만을 제외하고 동성

애자 부부에게도 아동양육권을 허용해 이성간 결혼과 거의 유사한 단계까지 접근하

였다.

(4) 미국

1993년 하와이에서 3쌍의 게이 부부가 낸 결혼권 인정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승소

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후 하와이 주는 1997년에 ‘가정적 동반자 등록

법(Domestic Partnership Registration)'를 도입, 동성 커플을 비롯하여 성인 두 사람

은 누구나 상호우호관계를 등록하여 권리와 의무를 나눌 수 있는 호혜법을 제정하였

다. 하지만, 이 법은 사업장이나 지방정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같은 하와이 주

내에서라도 다니는 직장이나 거주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문

제점이 있었다. 그러다, 2000년 4월에 이르러 버몬트 주 의회가 시민연대법(The Act

to Civil Union)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결혼(Marriage)이란 단어만을 쓰지 않을 뿐

이성간의 혼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로지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적

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어 캘리포니아 주와 매사추세츠 주에서 시민연대법과 유사

75) 이것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더라도 교회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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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의 동성애자 파트너십을 인정하는 법을 만들었으며, 급기야 2004년 2월 4일엔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이 이성애자 커플과 똑같이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결혼

(marriage)을 허용해야만 헌법의 정신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것이라며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 커플과 똑같은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일대 사건이 벌어

졌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미국은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5)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동성간 동반자 등록법’을 만든 국

가로 흔히 일컬어지지만, 비록 혼인에 버금가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동성애자의 공동

생활’을 인정하는 법률은 이미 1987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73년엔 국회에

설치된 민사법 심의 위원회에서 동성애 관계는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할 하나의 공동

생활형태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진보적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4년 6월 23일

‘동반자 등록법’이 제정되어 9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또한, 2002년 6월에

는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2003년부터 시행중이다. 이

법에 따라 스웨덴의 동성애자들은 국내외 입양이 가능하고 병원에서 인공수정도 받

을 수 있다.

(6) 스위스

취리히 주가 가장 먼저 동성간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2002년 9월 전통적인

기혼자들(남녀 커플)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동성 커플에게도 확장하는 사안이 주민투

표에 붙여졌고 압도적 찬성으로 권리안이 승인되었다. 찬성이 63% 반대가 37%였으

며, 투표의 결과에 따라 취리히 주의 동성 커플은 동반자 등록을 통해 이성 커플과

동등한 세제혜택을 비롯해 상속과 사회보장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독일 법안을 모델로 삼았는데 외국인 파트너의 체류권, 건강, 질병 등을

이유로 한 방문권, 상속권, 증언거부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동성 커플이 취리히 주에

거주해야 하는 것과 6개월 이상 가정을 꾸리고 살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입양권은 없다.

스위스에서는 취리히와 제네바 주 두 군데에서만 시행되다가 지난 2004년 6월 10

일에 스위스 연방의회가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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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의 동성 커플들도 이성 커플과 동일하게 연금이나 유산의 상속, 세제상의 우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7) 영국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영국은 동성혼에 대한 인정이 느린 편이다. 2001년에야 처

음으로 런던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징적 차원에서 동성 커플의 관계를 공식적

으로 인정하고 결혼식과 유사한 의식을 치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겨우 시행했다.

일명 ‘런던 동반자 등록(London Partnerships Register)’란 이름의 이 법은 동성 커플

이 일정 수수료(85 파운드)를 내면 수요일과 토요일에 GLA 본청(Greater London

Authority; 런던 시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

근래 유럽 각국의 변화에 고무 받은 영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법을 제정하는데 나

서, 2004년 3월 31일 동성애 커플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Civil

Partnership Bill’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 커플은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

`동반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자녀양육, 재산상속, 의료 및 연금 혜택 등에서 이성 부

부에 준하는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2명의 증인과 함께 관공서에

나와 등록담당 관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 서약서와 유사한 `동반자 계약서'에 서

명해야 한다. 이혼을 할 때에도 보통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중재를 거친 뒤 이

혼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 위자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보수 세력의 반발을 우려, 결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헌신적인

관계를 갖기로 계약한 모든 커플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한을 누린다"고

규정했다.

(8) 캐나다

캐나다 역시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외에 다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일생

동안의 자발적 결합이다.” 라는 법 조항을 가진 나라였다. 하지만, 2003년 6월 10일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에서 혼인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한 현재의 연방정부 규정은

위헌이며 이를 근거로 온타리오 주 지방자치단체는 동성간의 혼인신고 접수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즉시 동성간 혼인신고를 접수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곧 연방정부

에서 그 판결을 받아들여 각료회의에서 연방법을 수정하기로 2003년 7월 결의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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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2월엔 대법원이 정부의 의결을 승인해 2005년 2월 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네덜란드, 벨기에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동성애자의 결혼을 이성애자와 동등하게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캐나다는 이미 2년 이상 동거 관계의 동성 커플에 대해서는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

로 의료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상대가 외국인일 경우 이민이 가능한 동성간

파트너십 보호 법률이 있었으나, 연방정부는 혼인의 규정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부분을 ‘두 사람’으로 고쳐 두 남자 혹은 두 여자 사이의 혼인까지도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캐나다에서 혼인의 정의를 규정하는 것은 연방정부 소관이지만 혼인신고의

접수, 증명서 발급 등은 주정부가 주관한다. 따라서 주마다 약간의 절차상 차이가 있

으나 기본적으로 당사자 두 사람이 판사 앞에서 서약하고, 두 사람과 판사가 서약서

에 각각 서명한 뒤 이를 시청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혼인신고가 끝난다. 어느 주에

도 신고인의 거주지(국적) 제한은 없다.

(9) 프랑스

동성 결혼 합법화란 다소 골치 아픈 문제를 풀기위해 프랑스가 선택한 것은 '민간

결합계약 Pacre Civile de Solidarite, (이하 PACS)'이다. 1999년에 제정된 이 법의 특

징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 커플(단, 기혼자이거나 근친간은 안

됨)에게 기혼자와 동등한 재정적, 사회적 권리를 상당 부분 주는 것이다. PACS는 거

주지 관할 법원서기에 등록을 하면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임대차 권리 상속, 사회보장

과 파트너의 경조사 등에 의한 유급 휴가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PACS 등록 후 3

년이 지나면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진다.

그동안 PACS가 결혼한 남녀 중심으로만 묶였던 가족의 경계를 확대시켰다는 평가

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론 무리가 따르는 해석이다. 왜냐하면, PACS 커플에게는 입양

권과 인공수정을 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이성애자에겐 결혼과 PACS 두 가지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동성애자는 여전히 결혼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PACS는 결혼을 할 수 없는 동성애자와 결혼은 하기 싫은 이성애자 커플들을 위한

법인 것이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원래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이성애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 법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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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의 전망 및 과제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에 대한 차별 역시 가시화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역설적이게도 작년 말 있었던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에서이다.

지난 차별금지법 입법과정을 통하여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국가조

찬기도회, 성시화운동본부, 한기총과 KNCC)' 등 보수기독교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동성애 진영 VS.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전선이 가시화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차

별금지법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줄기차게 로비하고 결과적으로 그것

을 성공시킨 보수기독교 단체들은, 현재도 ‘반동성애국민연합(?)’을 결성하고 국가인

권위원회 앞에서 시위하는 등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와 차별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마치 동성애가 확산되는 질병인 것처럼 묘

사한다거나 우리 사회의 결혼율, 출산율 감소나 에이즈 문제가 동성애자들 때문이라

는 식이다.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그대로 묵인하고, 정부가 이들의 요구에 의하여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사유

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한 것은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차별을 정당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동성애자의 존재가 가시

화되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먼저 가시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

상황에서, 동성애자의 가족구성권의 법제화의 길 역시 결코 쉽지 많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혼 및 가족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이성애, 혈연중심

의 전통적 법률혼이 아닌 다양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

으로 동성커플을 포함하여 법률혼 외의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가 점차 증가할 것으

로 보이며, 이들의 관계에 대한 법적 문제와 법적 보호의 필요성도 점차 대두할 것

으로 보인다. 제도 밖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는 누군가에게는 기존 법률혼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한 경직성 또는 불합리성으로 인한 대안적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를 들어 동성 커플과 같이. 이성애, 혈연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이 될 수 없는 법적 소외 계층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동성커플의 생활동반자관계가 공동생활의 실질에 있어서 법률혼이나 대법원 판

례의 사실혼과 차이가 크지 않고, 계속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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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인권적 관점에서도 분명히 문제

이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전통적 법률

혼 외의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특별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처

럼 동성커플에 대하여 법률혼을 완전히 개방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다. 파트너십 관

련한 해외 입법은 주로 법률혼을 할 수 없었던 동성커플의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서 발달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반

드시 동성커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파트너십 관련한 입법은 각

국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성커플 등 파트

너십 관련한 입법을 마련한다면, 동성커플에 대한 찬반여부 뿐만 아니라 그 파트너

십의 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따라 논쟁이 될 지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신분관계의 변동, 상속권 인정여부 및 상속순위의 문

제, 자에 대한 공동입양 및 공동친권의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한국에서도 동성커플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를 위한 법제개선과 입법

이 되려면, 우리 사회 또는 개인들이 요구하는 대안적인 파트너십의 상은 무엇인지,

또는 현재 존재하는 파트너십의 관계들은 어떤 모습인지,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논

의와 고민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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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과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76)

황필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이후 정부가 한 소위 해명성 발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국제기준’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국제법상 “약속은 지켜져

야 한다”며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설명하였다. 도대체 정부의 이러한 엽기적인 언행

의 끝은 어디인가.

국제기준을 지키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약속은 새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

제기준’을 지키고자 한다는 사실이다. 과연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에 대해서도 정부

는 그러했는가.

세계인권선언이 올해로 6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인권에 대한 국내의 다양한 논의

를 살펴보면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등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국제인권기준의 내용이

무엇인지, 과연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지키면 혹은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당

면한 인권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진지하게 자문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을

함께 해보기 위해 썼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순서로 국제인권기준이 가지는 의의

및 한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올해 이루어진 한국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에서 한국정부가 제시한 인권상황 그리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최

종보고서를 살펴보고자 한다.

76) 이글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33호(2008년 7-8월)에 실은 글임.

주제마당3.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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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인권기준의 의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면 한국이 가입한 6대 유엔인권조약

과 관련 국제관습법 등이 적어도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인권과 관련하여 입

법·사법·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법을 해석,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인권기구 등이 국제인권기준을 근거로 한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권고 혹은

지적은 한국의 인권현실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국제인권조약기구의 조약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유엔특별보고관의 권고 등이 곧바로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 기구의 유권해석이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국제인권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법과 명백히 배치되지 않는 한

이는 충분히 존중되고 그 취지는 충분히 살려져야 한다.

국제인권기준의 대부분은 국내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국제인권기준은 규율하는 주제의 다양성, 내용의 포괄성, 인권보호의 정도와

방법 및 그 접근방식 등과 관련하여 ‘인권적 상상력’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국제인권기준은 그 보편성으로 인하여 다른 법제를 가진 타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국제인권기준은 특정 국가의 특정

인권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국가, NGO, 개인이 공동으로 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2. 국제인권기준의 내용, 적용 및 해석의 한계

일반적으로 국제인권기준은 인류가 도달하여야 할 이상적인 인권 가치를 드러내주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국제인권기준이라

는 것이 역사적·정치적 타협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많은 조항이 사

실상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 추상성으로 인하

여 법적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적인 적용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등에서도 그 타협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다수의 국제인권기준의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그 법적 효력 유무와는 무관하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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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과 집행력을 결여하고 있어 현실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

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의 한계가 국내적인 차원에서도 국내 법제

를 통해서나 관행의 축적을 통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는 국제인권기준 그 자체에서는 왜 특정한 권리가 인권으로

서 어떻게 성립했고, 왜 그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직접적인 답을 제시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즉 특정 인권의 존재의의 및 그 필요성은 별도의 해석과

논의과정, 깊이 있는 성찰을 필요로 한다.

유엔인권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인권기준의 적용은 이러한 국제기구의 구조

적인 한계, 즉 잠재적 가해자인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전체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활

동을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국가들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NGO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 역량, 재원, 접근성 등

의 측면에서 국가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외적 적용에 관한 세 가지 주체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인권현실을 논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과연 누구의 시

각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하고 인권현실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예컨대, 유

엔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한국정부의 보고서도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한’ 한국 인권

현실에 관한 보고서이다. NGO의 반박보고서도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한 보고서이고,

조약기구의 최종견해 혹은 권고도 관련 조약을 적용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다. 조약기

구의 시각이 투영된 최종견해 혹은 권고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작성되

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조약기구와 국가의 공식적인 대화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주도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는 ‘인권현실’을 반영하기 보단 ‘정부 의

견’만이 반영될 위험성이 크다. 특히 국가의 인식이 반영된 국가보고서는 잠재적 가

해자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그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반면에 NGO 혹은 피해자의 시각은 비록 그 역량상의 한계, 전체적인 상황보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려는 경향 등이 있어 내용과 형식면에서 권위를 충분히 확보하기

에 국제기구나 국가에 비하여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객관적인 진

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관점, 소수자의 관점이라는 확고한 인식의 공유

가 없다면 국제인권기준의 실질적인 객관성의 확보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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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와 대한민국

2006년 3월 15일 유엔 총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신설하기로 결의하였

다.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나라별 결의안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선별성, 인

권의 정치화 경향,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신설된 유엔인

권이사회는 그 지위를 유엔총회의 직속보조기구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로 있던

유엔인권위원회에 비하여 그 위상을 높였고,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

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운영하게 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국제인권상황에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는 앞으

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유엔인권이사회가 새로 설치된 이후 4년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의 전체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제도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의

도입이 유엔인권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NGO들, 국가인권기구, 정부

등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기존 유엔인권시스템 내에서 다

루어진 각각의 국가 관련 내용, 정부 외 NGO들의 의견을 요약 정리한다. 인권이사

회 내 3개 이사국들이 각각 한 국가를 맡아 1차 심의하고 인권이사회에서 최종의견

을 채택하게 된다.

그렇지만 정부대표들에 의한 검토, 3시간 밖에 안 되는 심의회의 시간, NGO보고

서들이 다 제출된 다음에 제출되는 정부보고서, 보고서들의 제한된 분량, 심의회의

등에서 NGO의 공식개입 배제 등 웬만한 조약기구의 심의과정보다도 그 실효성의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졌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

권이사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부분적인 인권이 아닌 인권 상황 전반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천명된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유엔의 공식입장이 정리된다는 데 있다. 한국

은 올해 5월 초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에서 1차 심사가 있었고 6월 초 유엔인권이

사회 본회의의 최종심사 후에 최종보고서가 채택되었다.

5. 신속한 공개, 광범위한 의견수렴

한국정부가 약 30년간 유엔인권조약기구에 30여 개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

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의 몇 번의 사후적인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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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된 공개 논의나 국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인권이사회에 있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책임의식’을 이

야기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공개사과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정

부의 진지한 자기성찰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편적 정례 검토가 공정성, 투명성, 포괄성이 보장되는 포럼이어야 하고

정부는 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는데, 공정성,

투명성, 포괄성의 핵심은 공개성이다. 정부보고서의 즉각적인 공개뿐만 아니라 NGO

와의 광범위한 협의과정은 관련 NGO 관계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형

식을 취해야 한다.

지난 4년 간의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나온 내

용은 모든 국민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정부는 이를 당연히 모든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또한 공개성은 정부 측에 있어서나 NGO 측에 있어서 책임 있는 협의

를 가능하게 해준다. NGO의 의견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명확한 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2008년 1월 25일 한국 내 37개 NGO들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 관련 NGO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하였다. 그 뒤

2월 29일에는 공문으로 정부 담당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정부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

주체와 한국 NGO가 함께 하는 토론회를 제안”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민간단체와

정부보고서를 작성 중인 정부가 만나 인권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

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사부에서는 비공개, 비공식 간담회를 역제안하였고, 이를 NGO측

에서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월 18일 NGO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37개 NGO

가 불참하고 다른 3개 NGO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비공식 협의’를 강행하였다. 5월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대표단 단장에게 이를 문제제기 하였

고, 정확한 경위를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그 후 5월말에도 정부 측은

비공개 간담회를 일주일 전에 통지하고 강행하였다. 왜 이러한 의견수렴절차가 필요

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것이 정부의 ‘국제기준’

준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6. 생색내기 급급한 속빈 인권정책

정부는 국제인권기준의 기본원칙, 기본적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용구,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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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여구들을 보고서 곳곳에서 실체적인 내용 없이 나열하면서 마치 이러한 원칙이나

접근방식이 정부의 기존 입장인양 주장함으로써 정부의 미흡한 혹은 그릇된 인권의

식을 호도하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이 정부의 확고한

공약”이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원칙에 대한 인식 하에 이를 보장하고 증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도 헌법상 기본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조차도 ‘자유

권적 기본권-인간의 권리-소극적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국민의 권리-적극적 권리’라

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회권적 기본

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보고서에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호했는지에 대해

서는 거의 내용이 없으면서, 상당수의 법과 제도, 계획만을 나열하여 형식적인 성과

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국내적인 인권의 제도적 강화 및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 중”임을 자

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를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

제로는 기한까지 명확히 설정한 세부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사

문화시키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 포함되었던 국가보안법의 폐지,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 인정과 적절한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등이 왜 배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에 의하여 조장, 방치되어 온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빈곤의 심화, 고

용불안정성의 강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억압 및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 등의

인권침해 상황을 마치 외부요인에 의해 주어진 외적 환경인양 규정지으면서 기존의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그 원인 파악을 통한 근본적인 해

결책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는 현상의 나열과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책만을 제시

하고 있다.

정부는 스스로의 인권의식의 결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한 채, 국민의

공감대 부재나 국민의 낮은 의식수준을 핑계로 한국 내의 핵심적인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고 관련된 인권침해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사형제

도의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하여 모두 ‘국민적 합의’

의 부재를 이유로 들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인권에 관한 대중의

일반적 인식이 전통적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이해에 머물고 있고, 교육·근로·

보건·환경·문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차별이나 침해를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대중에 대한 인권교육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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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 스스로의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의 문제

점을 국민에게 뒤집어씌워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정규직의 양성화, 해고의 자유화 등 전반적으로 반인

권적 정책기조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집회·결

사의 자유 등 일부 인권현안에 대해서 아예 그 언급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

7. 아쉬움 남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최종 보고서 평가

5월 유엔인권이사회 실무그룹의 심의 시 한국의 NGO들은 각국의 대표들과 개별

적인 접촉을 통해 한국의 주요 인권현안에 대하여 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는 상당 부분 실무그룹의 보고서에 반영되었다. 6월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는

정부 측과 NGO 측의 발언이 있은 후 사실상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채

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보고서에 담긴 주요 권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인권기준: 조약기구의 견해에 대한 이행과 홍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유보조항 없는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 등

② 자유권: 사실상 사형 집행유예의 유지 및 사형제도 폐지: 고문과 부당한 처우를

금하는 대책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국가적 예방메커니즘을 설립; 국가보안법 폐지/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의 법적 보장 및 대체

복무 방안을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법적 보장; 사생활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제의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엄격한 제한 등

③ 여성과 아동, 성적 지향: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가 친고죄

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는 법 조항과 다

른 관련 조항을 재검토;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의 범죄화를 통한 가해자들의

기소 및 처벌,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들의 채택;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

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의 시행;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포함 등

④ 이주민과 난민: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의 강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의 보호·실현 및 차별을 금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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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시행;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노력의 강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의

강화와 더불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조치 시행; 1951년 난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 이행, 국제 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 개선 등

그 권고의 추상성이나 모든 주제가 다루어질 수 없다는 점 등은 이미 충분히 예견

한 것이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첫째 사회권의 문제는 권고

의 내용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짧고 일방적인 회의구조에서 구조적인 인권

문제를 차분히 제기하고 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본 심의과정의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사실상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됨으로써 최종보고서는 결국 하나의 체계적으로 정리된 국가별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라기보다는 실무그룹의 회의록 요약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보고서

내의 권고도 사실상 개별국가의 발언으로 전락해버렸다. 셋째 따라서 ‘국가별 인권상

황 정례 검토’의 결과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

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위 광우병사태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백화점이라면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와 관련하여 정부가 보여준 태도나 내용은

국제인권기준과 그에 근거한 관할권 내의 사람들의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평

가할 수 있는 백화점이다. 또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 검토’는 유엔인권시스템의 가

능성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국제기준’에 대한 강조

가 ‘국제인권기준’에도 미치기를 기대해본다. 이는 권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준수

의 문제이며 그 정부의 정당성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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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과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77)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들어가며

모든 독재 권력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권력의 실질적 법적 통

제라는 법의 지배(rule of law) 혹은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 혹은

철권통치와 동일시하는 데 있다. 인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법제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하지만 권력이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가 강화되는 시기에

는 국제인권기준이 국내적으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가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노동3권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법원에 계류 중

에 있다. 노동자가 노동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정부는 상고심

에서 노동문제를 사측의 입장에서 다루는 데 정평이 나 있는 한 로펌을 고용하였고,

이례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그 권리의 배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 준 항소심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문제는

헌법 등 국내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부가 국내법을 그들의 구미에 맞게 악용할 때에는 불가피

하게 국제인권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이주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국제인권기준 국내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등록 이주민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핵심적인 요소들, 즉 차별금지 원칙의 성격과 내용,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의 의미 혹은 함의, 국가의 인권보호 책임의 내용 등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

77) 이 글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34호 (2008년 9-10월)에 실은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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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특히 이주 혹은 미등록 이주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국가 주권과 ‘이주통제’

‘이주관리’가 가지는 다양한 요소들을 분석·구별하고, 끝으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

서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에서의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권, 차별금지, 취약성 및 국가의 책임

1) 차별금지

세계인권선언은 제2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적 또는 그 밖에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과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도 각각 제2조에서 이와 유사

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국제인권법은 모두 몇몇 예외적인 조항, 예컨

대 자유권규약이 제25조에서 참정권의 주체를 ‘모든 시민’으로 규정한 것 등을 제외

하고는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 함으로써 국적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적

용상의 상호주의를 부정함으로써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도 제1조 제1

항에서 인종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사국은 국민과 외국인(무국적자 포

함)의 평등한 이들 권리의 향유를 국제법이 인정하는 범위까지 보장하여야 할 의무

가 있다. 당사국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적 보장이 출입국자격과 무관하게 외국

인에게 적용되고, 법령의 적용이 외국인에게 차별적 효과를 낳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출입국정책이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기초한 차별적 효과

를 낳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비록 취업허가가 없는 외국인에게 일자

리 제공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고용관계가 시작되면 그것이 종료될 때

까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근로와 고용과 관련된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인정

하여야 한다(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제30호 제 3, 7, 9 및 35항).

또한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되기도 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70년 Barcelona Traction Light and Power Co. Ltd. 사건에서 “차별금지의 원칙은

특히 인종과 관련된 경우, 오랫동안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되어 왔다”고 판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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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South West Africa 사건에서 Tanaka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평등의 원

칙은 유엔헌장의 불가결한 부분으로서 또는 일반 국제법의 독립된 연원으로서 직접

적용이 가능”하며 “인종에 기초한 차별 혹은 분리금지의 규범은 국제관습법이 되었

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일 뿐만 아니라 강행규범(Jus Cogens)일 수 있다. 조

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에 의하면 강행규범이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

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을 의미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금지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임을 언급한 바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는 일반적인 차별금지가 아닌 인

종차별금지가 명확하게 수용되고 인정된 강행규범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인종차별금

지가 강행규범으로 간주된다면 ‘인권의 이론과 유엔의 원칙’상 성이나 국적 기타 사

유에 따른 차별금지가 배제되어야할 이유나 정당화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미주인권재판소도 2003년 미등록 이주민의 권리에 관한 권고의견에서 “국내적

국제적 공공질서의 전체적인 법적 구조가 법 앞의 평등, 법의 평등한 보호 및 차별

금지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고 이 원칙은 모든 법에 스며들어 있는 근본적인 원칙이

라는 점에서 이는 강행규범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취약성(Vulnerability)

취약성 개념은 국제인권(법)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이다. 예컨대 유엔 웹사이트를 검색하면 ‘취약성’(vulnerability) 혹은 ‘취약

한’(vulnerable)의 용어가 포함된 문서가 3만6천개에 이른다(2008. 6. 10. 현재). 그러

나 현재까지 취약성이 국제인권법상 인정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그 개념

의 정의나 개념요소들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국제인

권법상의 정의나 의미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어왔다. 예컨대 이주민의 인권

에 관한 정부 간 전문가 실무그룹은 취약성이 국가 혹은 국가 간 권력구조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권한 혹은 권력의 부족 혹은 부재’(lack of empowerment or

powerlessness)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적절

한 먹을거리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특별한 프로그램

을 통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특히 빈곤한 인구의 구성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 취약

성의 개념이 국제인권문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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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개념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취약성의 개념은 차별금지사유와 차별적인 법과 관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당수의 유엔인권조약이 여성, 아동, 소수인종, 고문의 (잠재적) 피해자 등 특

정한 취약한 집단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다.

둘째, 일부 취약한 집단에 대한 구별은 엄격한 심사와 차별의 추정을 수반한다. 예

컨대, 성과 같이 국제인권장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차별금지사유은 특별한 취약성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차별의 역사뿐

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이들 집단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특정집단의 사회적 취약성의 구조적인 성격은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허용한다.

넷째, 장애인이나 수용자 등 대부분의 취약집단에 대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

기 위해서는 특별한 보호조치 혹은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차별금지 원칙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나 특별한 보

호조치 외에도 기존의 권리에서 유래하고 발전되어 온 독립된 권리가 요구되기도 한

다. 예컨대 자유권규약상의 소수민족의 권리(제27조)는 일반적인 문화, 종교 혹은 언

어에 대한 권리와는 명확하게 구별된다.

여섯째, 차별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익형량78)은 취약성에 의하여 상당하게 영

향을 받게 된다. 다양한 사회적 집단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이들 집단에 대한 차별

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마련함에 있어서 취약성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

용함은 소위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집단의 취약성의 원인과 결과 및 성격에 대한 분석은 취약 집단에

대한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접근과 바람직한 권리에 기초한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국제인권법에 의하더라도 이주민의 정치적 대표성의 부재와 상시적인 강제추방의

가능성은 정당화될 수 있다. 자국에서 떠나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주민의 취약성의

출발점이다. 이것은 문화적 및 언어적 장벽, 거주국의 법과 관행에 대한 무지를 수반

한다. 노동자, 여성 혹은 아동으로서 이들은 다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결국 차

별은 이주민의 취약성의 기초가 된다. 차별은 성, 인종, 종교 등과 맞물려 더욱 강화

되는데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 사회서비스, 사법제도, 교육, 주거, 건강 및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 등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배제,

78)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과 권리가 충돌할 때 법조문이 내포하는 가치나 원칙을 가늠하여 균형있

는 형량을 산출해야 한다는 원칙.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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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및 침해의 상호강화의 패턴을 만들어낸다(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이주와 개

발: 인권적 접근」, 2006). 특히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비록 이주민의 권리가 국내법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강제추방의 두려움

과 출입국과 관련된 처벌에 노출된다. 이러한 ‘보복의 두려움’은 이주민의 권리 행사

의 능력과 의지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3) 국가의 책임

국제인권법의 수용은 국가가 동의에 의하여 국제인권규범에 스스로를 구속시키는

주권적 행위이다. 이러한 국가의 자발적인 행위는 바로 그 주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국제인권법은 국가 주권과 충돌하지 않는다. 국제인권법이 과도한 기대를 유발하는

이상적인 어떤 것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고 인권조약이 강대국의 입장이 상당 부

분 반영된 국제정치 혹은 협상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유엔헌장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인권

조약의 계약적인 측면은 당사국으로 하여금 조약상의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

다(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1호).

유엔회원국이자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인 국가의 경우 그 기초 작업과 조문화 과

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준을 통해 이러한 문헌에 담긴 권리, 특히 차별금지의 원칙

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차별금지 원칙과 기타 일부 국제

관습법 혹은 강행규범의 경우, 비록 국가가 이러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고 하더

라도 이러한 의무를 여전히 지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인권조약 자체가 명

시적으로 차별 기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하여 국

가의 의무를 특정하기도 한다. 차별금지 원칙의 불가결한 요소를 구성하는 취약성이

개인 혹은 집단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취약성의 확인은 국가에

게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게 되고 보호의무의 부과에까지 이르게 된다.

(미등록)이주민과의 관계에서 차별금지의 적극적인 요소가 특히 중요성을 가지는데

많은 이주민이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주로 정식 시장이 아닌 곳이나 가정에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유엔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미등록)이주민에 대

한 많은 인권침해가 사적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언급하면서도 국가의 책임이 없

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밀입국알선자와 인신매매자, 고용주 등의 인권침해 행

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사적 개인이나 회사에게 있지만, 당사국은 이주민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적절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 책임을 보유한다. 당사국은 입법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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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통해서 이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3. 국가주권과 이주통제

유엔인권시스템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의 유일한 명시적인 예외는 참정

권과 강제추방과 관련된다. 이는 국가들의 영토적 권한, 즉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을

통제하고 국적을 부여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이주

통제에서의 국가주권’에 관한 주장은 그 개념의 불가분성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국

가는 외국인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보다 적은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고, 제한된 조건 하의 일정한 권리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그

러하다. 그러나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거나 생산

요소 혹은 개발인자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외국인이 그를 받아들이는

국가의 관할권 내에 들어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차별금지의 원칙 하에서 국제법

및 국내법제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그 외국인에게 부여한다는 국가의 주권적 결정

을 포함하게 된다.

입국, 체포, 구금 및 강제퇴거 상의 절차적 권리는 국가주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

다. 이는 법의 지배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와 같은 근본적인 권리 보호의 문제일 뿐이다. 외국영토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시민·

정치적,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는 그 체류의 기간이나 정규성과 무관하게 그 국가의

영토 혹은 관할권 하의 모든 이의 권리를 차별 없이 증진하고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의 어떠한 제한이나 차별은 국가주권의

문제가 아니며 정당한 목적과 균형성에 입각한 심사의 대상이 될 뿐이다.

결국 이주통제에서의 국가주권의 문제는 체류의 허용(기간 포함), 취업의 허용(기

간, 종류 포함), 비정규 이주민, 그리고 법이 특정한 경우 정규 이주민의 강제추방 그

자체와만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도 난민이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등 일

정한 예외가 존재한다. 그리고 과연 국가가 이러한 권한을 갖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

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현존하는

국제인권기준의 틀은 넘어서는 논의이다.

4. 유엔인권기구가 바라보는 한국 내 (미등록)이주민의 인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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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이주민의 인권 현실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를

자유권규약위원회(CCPR) 최종견해(2006년 11월 2일),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최

종견해(2007년 8월 17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최종논평(2007년 8월 10일),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SR) 보고서(2007년 3월 14일 방문)를 통해 알아본

다.

1) 차별금지

한국법에는 인종차별의 정의가 없고, 평등과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 제11조 제1항

은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항에서 언급된 차별금지사유 중 그 어느 것도 포함하

고 있지 않다(CERD para. 10). 한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은 자동적으로 국내법이 되

기 때문에, 현실에서 비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대부분의 권리와 자유를 국민과 동등

하게 향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헌법 제10조에 엄격하게 따를 때에는 국민만이 법

앞에 평등하며 헌법 제2장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CERD para. 14).

고용, 혼인,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노동자와

민족 간 결합을 통하여 출생한 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차

별이 지속되고 있다(CERD para. 11). 역사적으로 한국은 스스로를 단일민족사회로

바라보았다(SR para. 53). 그러나 한국이 민족적 단일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영토 내

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우의를 증진시키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여전히 쓰이고 있는 ‘순혈’과 ‘혼혈’ 같은 용어, 그리고 그러한 용어가

야기할 수 있는 인종우월주의는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CERD para. 11).

2) 노동 및 사회보장

한국정부는 이주의 흐름을 조직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함께 요구되는 이민자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SR para.

53). 이주노동자, 특히 비정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내 차별적인 대

우, 임금 체불 혹은 미지급, 산업 재해의 경우 적절한 법적인 보호와 구제를 제공받

고 있지 못한다(CCPR para. 12; CERD para. 18). 2007년 8월이면 고용허가제 시행의

3년 주기가 마무리되고 정부는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제도를 수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2007년

개정될 고용허가제법을 통해 합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법무부와 출입국 당국

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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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SR para. 25)79)2).

3) 구금 및 강제퇴거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수색하고, 구금

하고,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한 구금명령서의

발급은 구속영장이 법관에 의하여 발부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

다.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과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법무

부 공무원들이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

권을 침해하였다고 논하면서 출입국관리당국이 속한 법무부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SR para. 27). 당국은 비정규적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추방

을 강화하였고, 한국에 남아있는 모든 비정규적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고, 종종 매우

열악한 환경 하에서 구금하고, 추방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였다(SR para. 28). 구

금 장소에서의 고문 혹은 부당한 대우가 주장되고 있고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철

저한 조사와 적절한 처벌이 결여되어 있다(CCPR para. 13).

정규적 등록 이주노동자 또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하여 구금되고 조사를 받아왔

는데 이는 이들로 하여금 비정규적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소재를 밝히게 하려는 노력

에서 비롯되었다(SR para. 29). 2006년 12월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구의 절반을

넘는 적어도 18만 9천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

자는 비자의 기한을 넘어서 체류하였으며, 일부 이주민은 계속적으로 추방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아무런 서류 없이 10년 이상을 한국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특히 중소

기업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고 이들이 한국어에 능통하고 더 나은 작

업 기술을 지닌 장기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체류는 묵인되었다(SR para.

30).

4) 이주여성 및 아동

현재 한국 내의 여성 이주노동자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장 내 성희롱과 학대의 위협에 빈번히 노출되어 있고, 이들의 평균임금

79) 노동부는 2008년 7월 9일 입법예고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통해 ①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의 약화를 구조화시키는 노동부 산하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외국인력정책위

원회 산하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로의 전환 ②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의 위험성에 노출시키는 근로

계약기간 1년 제한의 완화 ③특정사용자 종속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조장하

는 사업장 변경 요건에 대한 시정 없이, 변경 허가 기간 제한만을 완화하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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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료 남성노동자들보다 더 낮다.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체포와 강제퇴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이 겪은 폭력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한다(SR para. 32). 외

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러한 현상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CERD para. 16; CEDAW para. 19). 비정규적 이

주민의 자녀들에 대한 강제퇴거 역시 특히 우려되는 문제이다. 혈통주의에 입각한

현행 국적법에 따라, 노동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

다 하더라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SR para. 31). 아동의 교육권

의 문제가 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관련 인권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

지 않다(SR para. 56).

6. 결어

국제인권기준과 국가의 법제와 관행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

다. 하지만 그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오히려 국가가

그 간격을 넓히려는 태도와 자세를 견지한다면 그 국가의 존재의의는 진지한 고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국제인권기준의 틀을 넘어서는 논의는 별도로 검토하

더라도, 지금 한국과 같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국가가 나서서 법제와 관행

을 통해 조직화, 체계화시키고, 미등록 이주민의 취약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국가

의 인권보호의무가 부정되고, 출입국관리의 이름으로 모든 인권침해가 합리화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 136 -

난민의 인권80)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한국의 난민 상황 개관

1)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의 평가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한국의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난민과

관련하여 “난민 신청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이 복잡한 절차와 장기간의 지연으로 인

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발효된 이후 제한된 수의 난민 신청자들만이 난민

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관한 한국법은 난민

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기타 승인된 국제기준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면

서 “특히 난민지위인정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하고, 난민신청자와 인

도적 보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어야하며, 한국사회에서 난민들의 통합

을 촉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들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난민인정절차는 투명성을 결하고 있고 난민

신청자들이 직면한 위협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정

책은 모호하고 자의적이다.”는 점을 비판하였고, 휴먼라이츠워치도 한국이 “1992년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한 이후 (2006년까지) 950여명의 난민 신청자 중 겨우 48명에

게만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주민들과는 달리, 난민 지위를 가

진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추상적인 언급에 불과할 수 있는 지적들이지만 한국 내 난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80) 이 글은 대한변호사협회 2007 인권보고서 난민의 권리 부분은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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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민과 관련한 한국의 법적 의무

한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및 같은 협약 의정서(1967)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난민, 즉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well-founded)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

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

하는 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국제법적인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난민의 ‘보호’는 국제

적 및 국내적 법제를 활용하여 ① 난민신청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추방되거나 강제

송환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② 모든 난민이 그가 난민으로서 부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모든 난민의 인권을 보장함을 그 내용으로 하고,

난민에 대한 영구해결책, 즉 자발적 본국귀환, 비호국내의 정착, 그리고 제3국에서의

재정착 중 하나를 협약당사국은 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한국의 난민 상황 관련 통계

한국은 그 후 1993년 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 조항을 신설하였고, 1994년 7

월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발표되어 1994년 처음으로 난민신청을 접수하게 되었다. 그

러나, 협약상 난민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집행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된 이후이다. 2002년 이후 난민신청자는 급증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94년부터 2007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전체 난민신청자

는 1804명이고 그 중 717명이 2007년에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심사가 종결된

649명 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65명, 본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가 허가된 사람이 53명이다. 전체 신청자 대비 난민인정 비율은 3.6%로 매우 저

조함을 알 수 있다.

2. 난민법 제정의 필요성

난민에 관한 법은 관리나 통제의 관점 중심의 출입국 관리가 아닌 중립적인 실체

적, 절차적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고, 난민에 대해서도 그 인정의 절차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나 난민의 지위 보장이라는 실체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므로 별도의 난민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법률의 제명을 『출입

국 및 난민(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의 목적(제1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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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난민신청

1) 난민신청절차 일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난민인정절차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으며, 결국 각국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와 관련한 다양한 법제를 예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령과 관행에 의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서의 제

출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면담과 조사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권고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1차 결정 ⇒ 난민인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결

정 ⇒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의 수순을 밟도록 되어있

다.

난민인정절차는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로서 규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사실과

법률에 근거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들의 전문성, 불편부당성,

독립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난민신청의 제한된 접근성, 난민신청자의 (장

기)구금, 난민신청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부정,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투

명성, 신속성 부재, 인도적 지위 인정 요건 등 불비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 난민신청의 제한된 접근성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를 입국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의 대부분의

경우가 구호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난민에 대한 입국 자체

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난민에 대한 예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난민은 입국을 하면서 공항과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 현행법은 이미 선박 등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난민에 대해 사무소장이나 출장소

장이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90일 범위에서 난민임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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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허가를 할 수 있고 이 허가를 받은 때에만 난민신청 등을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

도록 하여(출입국관리법 제16조의2) 법제상, 관행상 입국시의 난민신청을 봉쇄하고

있다. 즉,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난민에 관한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은 사무소장이나 출

장소장이 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판단이 지극히 자의적으로 흐를 위험성을 제도적으

로 보장하는 것이다. 임시상륙 후 신속한 난민지위인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한다.

난민신청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법률구조 등 변호인의 조

력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회유와 협박 등을 통하여 신청철회

를 강요당하는 관행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입국 후 1년으로 되어있는 난민신청기한의 경우(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

법무부는 3년 전부터 초지일관 그 제한을 없앨 것임을 천명하여 왔고 난민제도의 취

지상, 그리고 법무부에 의해서도 이 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 충분히 인지되

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난민신청기한의 제한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체류자격 없는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한 경우, 범칙금을 요구하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난민신청절차진행을 거부하고 있는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법무

부는 이러한 위법적인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범

칙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실제 난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절차로부터 배제되

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되며, 난민인정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만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인정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

3)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의 문제

⑴ 난민신청시의 구금

법무부는 최근까지 난민인정처리지침상의 규정을 근거로 체류자격 없는 장기거주

난민신청자의 경우 구금을 원칙으로 하여 왔다. 즉, 개정전 난민인정처리지침에 의하

여 체류자격 없이 3년 미만 거주한 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 전 범칙금 납부를 요구하

였고, 체류자격 없이 3년 이상 거주한 자의 경우 구금된 이후에만 난민신청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여왔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난민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정임이 지적되어 왔고 최근 이러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⑵ 구금 중 난민신청을 한 경우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를 즉시 대한민국 밖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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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이에 대한 어떠한 보충해석 규정도 없음)에는 “송환이 가

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무기한의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보호가 비록 행정처분이라고는 하나 실질에 있어서 사실상

의 “구금”에 해당한다는 점 및 이러한 “장기간”의 보호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규정은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

배되는 인권 침해적인 규정이다. 즉,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 주거의 자유에 대

한 과잉금지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송환할 수 없는 경우”를 일시적인 경우와 장기적인 경우 등 구체적으로 그 사유

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강제퇴거심사를 위한 보호기간 규정과 같이 그 보호의 상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장기간의 송환불능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

4) 난민신청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부정

현행법은 난민신청자에게 체류자격 외에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즉

난민신청자에 대해서는 난민신청 당시 적법하게 체류 중이었던 경우 G-1(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난민신청 시 미등록체류였던 경우에는 별도의 체류

자격 없이 난민신청접수증만 발급될 뿐이다. G-1과 난민신청접수증 모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수반되지 않는다. 체류자격은 부여하면서 합법적인 생계유지수단

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난민신청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

이다. 영국의 법원은 “빈곤한 난민신청자에게 숙소 기타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고문, 기타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행위 또는 처벌을 금지한 유럽인권협약 제3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강제퇴거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2조). 그러나 “정

치활동의 자유”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 협의의

참정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하는 등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의 참정권은 주권과의 관계에서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로서 별

도의 논의를 요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기준 없이 일반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난

민신청을 한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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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 및 특별한 배려의 부재

난민인정절차를 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의 전문성과 적정한 인적, 물적 자원의 문

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난민인정절차의 장기화는 난민신청자

의 삶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권리행사를 어렵게 함에도 현재 그 신속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최소 1년 이내에 난민지위에 관한 모든 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 신청부터 결정시까지의 적절한 기간제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 당국의 양적․질적 인력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난민인정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두 번 결정하는 구조와 행정심판의 청구를 배

제하는 것(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 외에는 결정절차의 기준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

부재하며, 이러한 구조는 최소한의 실질적인 이의신청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

에는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현재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난민인정협의회는 단지 심의

기구에 불과하며 개별 사건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자원이 확보되어 있

지 않다. 출입국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무부가 아닌 전문성을 갖춘 독립된 기구

에 의한 난민인정절차의 진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난민신청자의 면담 등에는 변호인의 조력, 적절한 통역의 제공, 진술한 내용대로

면담기록에 기재되었는지 확인 또는 승인할 기회의 부여 등이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

한 어떠한 법적 보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난민인정결정의 핵심인 결정주체 등에

의한 청문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80조 제2항은 “난민 … 인정을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 이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조사에서 필요적 통역 및 번역을 규정

하고 있는 것과 대별된다. 난민신청자는 통상 충분한 물적 증거를 제시할 수 없고

실제로 그 심사가 난민신청자의 진술의 일관성, 신뢰성 등에 기초한다고 하였을 때,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진술을 자신의 언어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심사의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통역이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난민

신청자의 확인을 요하는 진술조서 등은 국문뿐만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

는 언어로 작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의신청기간의 경우 언어상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14일이 이의신청을 준비할 충

분한 기간이라고 평가될 수 없으며, 난민인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 등을 난민신

청자에게 공개하는 규정이라든지 결정시 그 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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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현행법제에서는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

다. 또한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에 준하는 법률 규정과 관행상 실체적,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

항(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4 단서)은 재고를 요한다.

행정절차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

의 권익을 보호함”이라고 규정하면서 청문, 문서의 열람, 처분의 이유제시 등 해정절

차상의 제반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제2항에서 출입국, 난민인정 등의 해

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도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의하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거명령의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할 수 없 … 다.”고 판

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도 난민신청에 대한 처분 시의 근거와 이유 제시에 관하

여 유사한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권

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명백히 헌법

상의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난민은 각종 정치적 박해와 처벌(고문, 폭행, 협박, 강간, 납치 등)을 경험한바 많은

매우 특수한 사례이므로 조사과정 등에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조사과정, 특히 면담과정에서 정신과 진표 및 상담 등 각종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와 어린이나 여성 등에 대한 배려가 구체적으로 규정을 통하여

강제될 필요가 있다.

6) ‘인도적 지위’의 인정 요건 불비 등

그동안 법무부는 난민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국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인도적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왔는데,

그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허용된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단기이고, 취업이

금지되어 있었고, 이 기간의 연장이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 일임되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인도적 지위부여의 요건 및 그 인도적 지

위를 부여받은 자의 권리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그 부여의 요건은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따라 난민협약이 포섭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을 외국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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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등을 참고하여 포함시켜야 하고, 그 권리는 기본적으로 난민의 권리와 같거나 유

사하여야 할 것이다.

4. 난민인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난민인정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 일반

그동안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의 법원의 태도를 보면 난민인정에 있어서

재량행위로서의 난민인정처분의 성격 규정, 박해가능성의 입증과 관련해 ‘합리적 가

능성’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하는 입장, 현장체류난민의 경우 ‘박해가능성’이

아닌 사실상 ‘선의’를 요건화하고 있는 태도, 난민인정불허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여

러 판단근거가 채택되고 있는 현실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2) 난민인정과 관련하여 재량행위로서의 난민인정처분의 성격 규정

협약상 난민의 상황은 필연적으로 그의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기

이전에 발생한다. 따라서 난민으로서의 지위의 인정은 그를 난민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으로서 선언하는 것이다. 그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즉,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요건은 선언적인 규정이지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난

민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판결들은 난민의 권리 인정을 재량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국

제법상의 의무 일반과 난민협약에 대한 그릇된 해석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난민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또한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조약’인 난민협약 등에 의하여 ‘외국인’인

난민은 그 ‘지위가 보장’된다. 따라서 난민협약 등의 내용은 그 가입, 비준 시 유보를

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어도 대한민국의 법률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 내용에

의하여 난민의 국내에서의 법적 지위는 보장된다고 하겠다.

위 판결들은 출입국관리법이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

만 해석상 적법한 국내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

으로 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상의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임을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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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구별되는 별도의 설권행위를 포함하므로 그 설권행위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

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협약은 난민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난민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포함하

고 있고 이들 규정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출입국관리법상 난민의 법적 지위

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 ‘국내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국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을 통한 권리 보장의 구체화와 난

민협약의 권리규정이 국내 법률의 규정과 배치되는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

법우선의 원칙 등의 적용의 문제가 남는다.

위 판결들은 또한 난민협약상 난민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

76조의2 제1항의 난민으로 인정하여 적법한 국내체제자격 부여 등 일정한 비호를 부

여할 것인지는 법무부의 재량이며, 협약상 난민이라 하더라도 제3국으로의 강제퇴거

나 보호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는 난민협약에 반할 뿐만 아니

라 난민협약이 난민의 지위를 보장하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헌법 제6조에

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판단이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체약국인 이상 난민인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난민인정절차를 통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기만

하면 난민협약과 기타 국내법령에 의한 난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법적 의무가 국

가에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박해가능성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

⑴ 입증책임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증거 법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데(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 만약 이러한 일반 증거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난민인정

의 요건사실과 이를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난민인정신청자만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상의 난민인정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난

민인정신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신청을 제출한 자가 입증책임을 지지만, 난민

의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갖추

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고려된다. 즉, 신청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하여 진

실된 진술을 한 신청자의 경우 증명책임을 다 한 것이 되고, 이 사실들에 근거하여

적절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심사관에게 분담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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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임무는 관련 출신국가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심사관의 지식 등에 의하여 달성

되게 된다.

⑵ 입증의 정도

현행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고도의 개연

성의 확신’, 즉 십중팔구까지는 확실하다는 확신이 서야 된다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는 고도의 개연성, 주관적으로 법관의 확신 두 가지를 요구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난민협약 상 난민인정의 요건사실과 관련하

여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입증의 정도와는 질적인 차이가 존

재한다. 즉 난민인정과 관련된 증거의 요건은, 난민지위의 인정신청을 하는 자가 처

해 있는 특별한 상황에 기인하는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너무 엄격하게 적

용되어서는 안 되며, 난민이 자신의 사안의 모든 면을 “입증”하기란 불가능하고, 실

제로 이것이 요건이라면 난민의 대부분은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

청인의 주장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면, 그 주장에 반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

는 한, 심사관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도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

(benefit of doubt)을 부여하여야 한다.

영미법계에 있어서,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없는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 또는 ‘명백하고 확신적인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한 증명인 반면에, 민사사건에서는 이보다 훨씬 경한 ‘증거

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 또는 ‘가능성의 비교형량’(balance of

probability)을 의미합니다. 즉,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

성보다 높으면'(more probable than not)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난민인정의 경우, 입

증의 정도와 관련하여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doubt)의 원칙이 적용됨

으로써 영미법계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의 정도보다도 사실상 더 낮은 입증의 정도

를 요구하게 된다.

⑶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well-founded) 공포’ 의 입증의 정도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 즉 박해의 가능성은 난민인정에 있어서 핵

심적인 요건사실, 즉 주요사실인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난민인정

에서의 특수한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의 법리 외에도, 이는 과거나 현재의 확정

적 사실이 아니라 미래의 가정적 사실이라는 점, 가능성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직접

적인 증명이 곤란하여 간접사실의 증명을 통하여 이를 간접적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

다 점 등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 146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기초과정에서, 관련 위원회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전신인 국제난민기구(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 헌장에 규정된 ‘합리

적 근거’(reasonable grounds) 대신에 ‘충분한 근거‘(well-founded)의 표현을 채택하

였고, 그 최종 보고서를 통해 그 의미를 박해를 두려워하는 '상당한 이유'(good

reason)로 해석한 바 있다. 즉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공포의 경우, 그가

출신국에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이 협약상의 난민정의에 언급된 이유로 그에게는 참

을 수 없는 것이 되고, 또는 그가 출신국으로 돌아간다면 동일한 이유로 참을 수 없

는 것이 될 것임을 신청인이 '상당한 정도'(reasonable degree)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판단되어야 합니다(『편람』 제42조).

‘충분한 근거‘(well-founded)는 박해의 ’현실적 가능성‘(real chance)이 있는 경우에

충족되며 이 입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없는 정도’(beyond reasonable

doubt)나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정도

'(more probable than not)보다 낮은 정도를 의미하며 심지어는 단지 10%의 박해의

가능성만 인정되어도 난민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국가의 확립된 판례이다.

결국 80 내지 90%이상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고도의 개연성’을 사실판단을 위한

입증의 정도 혹은 심증의 정도로 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50%이상의 가능성을 의미

하는 '사실이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은 정도'(more

probable than not)의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합리적 가능성’(reasonable possibility)을

그 기준으로하기 위해서는 상당하고 질적이고 이중의 입증의 정도 혹은 심증의 정도

의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지 아니한 판단은 그 위법을 면하

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⑷ 법원의 태도

현행법 제2조 제2의2호 및 개정안 제2조 제3호의 난민에 대한 정의 방식이 1951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의 난민요건 규정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는 있으

나 난민협약상의 난민요건 중 well founded fear를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라고 오

역된 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실무상 난민신청자에게 엄격한 입증을 하도록 요구하

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법원이 비록 “박해의 입증책임은 난민임을 주장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고 할 것이나,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

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입

증의 정도에 있어서는 난민에게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하여 주장사실 전체를 입증하

도록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만 수긍할 수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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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임을 확인하고는 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에 대한 박해가능성 판단은 ‘더 많은 가능성’(50%이상의 가능

성)' 기준보다도 더 낮은 ‘합리적 가능성’(10%이상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선진 난민 비호 국가의 일관된 판례이며,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약에 관한 비

엔나 협약상의 해석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위 개정안 제2호 제3호에서 난민 협약상

의 난민 요건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규정하되 well founded fear는 합리적인 근거 있

는 공포라고 번역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가능성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체제 중 난민’(refugee sur place)의 ‘선의’(good faith) 요건의 문제

난민이 되기 위하여 국적국 밖에 있어야 하는 요건은, 반드시 난민신청자가 국적

국을 불법적으로 떠났어야 하고, 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그 국가를

떠났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인정된 난민과 결합하거나 또는 거주국

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서 거주국에 체제 중

에 난민이 될 수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체재 중 난민’의 경우 단지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하여 스스로 박

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

합하지 아니하므로 ‘선의(good faith)’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하여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다른

사정을 들어 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난민의 요건을 정한 제1조에 어

떠한 유보도 허용하지 않는 난민협약의 취지에 반하므로,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스스로 박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박해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

하는 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내 법원의 판결은 법무

부의 주장과는 달리 난민신청자의 ‘선의(good faith)’ 여부는 난민 인정의 요건이 아

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난민인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사실상 요건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보이기도 한다. 즉 ‘체제 중 난민’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인 ‘출신국 당국의 주

목 가능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오히려 난민인정의 요건이 될 수 없는 ‘선의'(good

faith) 유무를 사실상 주된 판단기준으로 삼아 판단하는 판례들이 존재한다. 원고의 '

선의'(good faith)는 결코 난민인정의 요건이 될 수 없고 원고의 의도나 의사가 아닌

박해가능성의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례는 “원고

가 난민인정을 위한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OO에 가입", "고의로 얼굴을 드러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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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의 근거로 삼기 위한 활동이었음을 추단", "불법체류자로서 본국에 송환되게

되어 더 이상 경제적 활동이 곤란해 질 것이라는 염려에서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추측", 난민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한도에서 소극적으로 참여 등등의

판단을 통해 원고의 ‘선의’(good faith) 유무의 문제를 난민여부의 판단의 가장 핵심

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5) 난민인정불허의 기준들의 문제점

난민인정불허 시 법무부나 법원은 적법한 여권의 소지, 한국입국의 동기, 한국 내

에서의 경제활동, 난민신청의 시점, 국적국내 박해받지 않는 가족의 존재 등 난민인

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불허사유가 될 수 없는 판단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5. 난민인정자의 권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제12조에서 제30조까지 난민의 권리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우선 모든 난민은 그 국가영역 밖으로의 여행이 가능하도록 신분증명서와

여행증명서가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난민은 자유로운 종교행사와 종교교육; 법적 지

원을 포함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 초동교육에 대한 접근; 공적 구호와 공적

지원에 대한 접근; 사회보장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발명, 상표 등과 같은 지적재산

권의 보호; 문화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의 보호; 그리고, 과세당국에 동등한 대

우 등의 권리와 관련하여 자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한편, 난민은 노동조합에 소속될 권리; 지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에 소속될 권

리; 그리고,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 등과 관련해서는 외국국민에게 부

여한 것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난민은 재산을 소유할 권리; 자

유업에 종사할 권리; 자영업에 종사할 권리; 주거에 대한 접근; 고등교육에 대한 접

근; 주거장소를 선택할 권리; 그리고, 국가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와 관련하여

서는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내의 난민의 경우,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외에는 사실상 제대

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 등의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2004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좋은벗들, 피난처 등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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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과 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

끼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난민신청인과 협약난민 모두 난민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

식부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난민신청인들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지위, 협약난민들은 교육의 문제에 대해 심각함을 호소하였다. 이 외에도 가족결합,

의사소통, 건강/의료, 인종차별, 주거, 개인신변의 안전, 혼인문제 등 인간다운 생활

을 하기 위한 최소한 전제조건 등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난민인정자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가 박해를 받을 지역으로 강제송환되지 않

을 권리인데,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3항 본문은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을 원용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단서에서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

여, 난민협약 제33조 제2항 규정인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최종적인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

국가 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에 의하여는 요구될 수 없다."보다 예

외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재량으로 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난

민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강제송환되었을 경우 난민의 생명권 등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침해를 가

져올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바람직하겠으나 설사 예외

를 규정하더라도 ‘난민이 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 등에 대하여 법원의 유

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등으로 매우 엄격하고 명확하게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정부가 난민에 대하여 난민협약이 규정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는 하고 있으나 이는 난민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난민의 권리가 법적 권리임을 무시한 규정이다. 난민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민의 사회보장, 사회보호 등이 기존의 국내법을 통해 실현되리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개별 법령을 개정하고 난민 관련법에는 이에 대한 포

괄적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

기 어려운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또는 각종 특수한 경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정부가 난민에 대하여 기본적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필

요가 있다.

비록 난민협약에는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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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확립되어 온 가족결합의 원칙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결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입국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 등과 관련된 필요한 규정과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은 난민신청자, 인도적 지위 부여자, 난민 등에 대하여 지원시설 등을

통한 지원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규정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대상이나

지원의 정도,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 등이 지극히 불명확하다. 법

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무시하겠다는 개정안에서 제시된 지원규정은 큰 의미를 가지

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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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업에 관한 유엔특별대표의 2008년

보고서81)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보고서의 배경 - 다국적기업과 인권문제

2007년 현재 7만7천개의 다국적기업이 77만개의 자회사와 하청업체를 두고 있고,

월마트(Wal-Mart) 하나만 6만개의 하청업체를 두고 있다고 한다. 2000년 현재 전 세

계 100대 경제주체 중 49개가 국가이고 51개가 기업이라고 한다. 포천(Fortune)지의

500대 기업의 본 국적은 미국이 176개, 유럽이 195개, 일본이 80개로 451개 기업이

그 본거지를 3개 국가/지역에 두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4년 통계에 의하면 2만

1,919개의 현지법인이 존재하고 816개의 지점, 그리고 3,263개의 사무소 등 총 2만

5,998개의 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 제조업이 전

체 해외투자 수의 60%, 그 전체 투자 규모의 50%이상을 차지한다. 해외 한국기업은

아시아, 미국, 유럽 순으로 그 활동하는 수가 많이 존재한다. 수적으로는 중국에 가

장 많고, 투자는 미국에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전체 해외투자 수의 62%가 중소기업

인 반면에, 그 전체 투자 규모의 76%는 대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지난 수십 년간 다국적기업은 수많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서 등장했다. 기업에 의

한 인권침해는 거의 대부분의 인권목록에 걸쳐 있지만, 그 중 특히 토지에 대한 권

리를 포함한 원주민의 권리,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권,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의 사

용, 적절하고 안전한 노동조건, 다국적기업에 의한 군사 혹은 민간경비업체의 사용,

분쟁지역에서의 활동, 뇌물과 부정부패 등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자원개발 분야에서

주로 집중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사회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로 분쟁 중

81) 이 글은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35호(2008년 11-12월)에 실은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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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국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저소득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다국적기업이 활동하는 현지의 정부는 이들을 규제하거나 인권침해 감시 시

스템이 없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인권침해를 자행하면서 이들 기업들이 국가범죄

를 교사하거나 방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인권법의 경우

에도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문제를 다루거나 국가 혹은 국가의 태도만을 문제 삼는

다. 이것은 국제법의 기본적인 법리상으로도 당연한 귀결인데, 이는 국가의 강제력

독점이 국가를 인권의 향유에 가장 핵심적인 위협으로 만든다는 데서 기인한다. 따

라서 현재까지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국제인권법을 강제할 국제적인 메커니즘이나 법

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1970년부터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의 현실 혹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에 대한 지난한 논쟁이 있어왔다. 그 논쟁을 단순화시키면 어떻게든 강제적인 방법

을 강구하자는 의견과 기업들의 자발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의견이 다양한 형태로 대

립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1976년 OECD는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1977년 ILO는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을,

그리고 UN은 2000년 <유엔 글로벌 컴팩>(UN Global Compact)이라는 자발적인 기

준을 제시하게 된다. 비록 이러한 기준이 그 내용의 계속되는 개정을 통하여 그리고

일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으로 자리매김하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립 당시부터 보다 강력한 규제수단을 제시하려다가 좌초

된 유엔 <초국적기업행동준칙안>(Draft UN Code of Conduc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혐의를 받았고, 현실에서도 다국적기

업의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서 2003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4년간의 논의 끝에 비록 엄밀한 의

미에서 조약처럼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기존의 유엔인권조약에 준하는

조약기구와 감시체제를 담고 있는 <인권에 관한 초국적기업 및 기타 기업의 책임규

범>(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을 마련하게 된다. 2004년 이 책

임규범안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되자 유엔 내에서는 대표성 없는 전문가들의 의견

이 이렇게 논쟁적인 규범을 성안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졌다. 좀 더

제대로 연구해보자는 애매한 취지로 2005년 7월 국제정치학자인 John Ruggie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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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의 ‘인권과 초국적기업 기타 기업 문제에 관한 사무총장의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이하 유엔특별대표)로 임

명하게 된다.

2. 보고서의 의의 및 한계

2008년 6월 제8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유엔특별대표 John Ruggie는 보고서82)를 제출

하게 된다. 기존의 보고서들이 주로 기업과 인권 문제와 관련된 핵심적인 법적·정책

적 측면을 명확히 하고 연구하는 것이었다면 이 보고서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문제

와 관련하여 견해와 권고를 제시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하게 현재로서는 기업과 인권이라는 주제에 관한 유엔의 가장 최

근의 그리고 가장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특별대표도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유엔특별보고관의 활동은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총망라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이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한 14번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국제적인 로펌이나

법률전문가들, NGO, 관련 연구기관 및 개인들의 지원을 받아 20여 건의 관련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20여 건의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1천 페이지가 넘는 각종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따라서 유엔특별대표의 다양한 보고서들은 그 어떤 문헌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없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83) 다만 문제는 이러한 문헌의 배치와 종

합이 유엔특별대표가 이야기하듯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

는 기업의 자발성의 강조라는 기본적인 기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유엔특별대표는 여러 차례 선입견 없는 객관적인 접근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이 그

의 기업친화적인 성향에 기인한 것이건 아니면 그의 구조주의적인 정치철학에 기초

한 것이건 간에 초기의 보고서들에서부터 유엔 책임규범안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대하여는 그 발전 ‘가능성’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3년간의 다양한 연

구조사를 활용하여 체계화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가 나온 직후 일부 기업 자문회사

들은 기업들이 이 보고서를 지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보고서가 결국

82)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http://www.reports-and-materials.org/Ruggie-report-7-Apr-2008.pdf)

83) http://www.reports-and-materials.org/Ruggie-docus-list-3-July-2008.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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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아무런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사실은 보고서의 성격

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결국 유엔특별대표의 수임사항의 문제일 수도 있지

만 다국적기업 중 그 파급력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자본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설사 강력한 기업규제를 이야기하였더라도,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회피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3. 보고서의 기본 틀

보고서는 그 제목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업과 인권에 관한 논의 전개를 이끌고 모

든 관련 주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적·정책적 틀’의 ‘핵심 원칙’으로서 ①기

업을 포함한 제3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duty) ②기업의 인권존

중책임(responsibility)(의무가 아님!) ③구제수단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접근의 필요성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들 원칙이 상호보완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유엔특별대표는 핵심원칙을 설명하면서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는 국제인권레짐의 핵

을 이루고 있고, 기업의 존중책임은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인 기대(?)라고 정리

한다. 또 구제수단에의 접근은 가장 통합된 노력도 모든 침해를 예방할 수 없고 사

법적 구제수단에의 접근은 문제가 많고, 비사법적 구제수단은 그 수와 범위 및 효과

성에 있어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다국적기업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을 극복하고 좀 더 적극적인 기준과 수단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에 대하여 기

업의 독특한 책임을 국가의 의무와 일치시키고 있어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

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이러한 틀은 사실은 기업의 자발성에의 의존이라는 자신

의 견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제설정을 통하여 기존의 논의의 전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즉, 기존의 논의의 전제는 그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

가 인권침해를 규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 그 기업의 근거지가 있는 국가가

관할권의 문제 등으로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운 상황, 기존의 자발적인 기준과 수단

이 점차 심화되고 강화되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속수무책인 상황, 2,500

개가 넘는 양자간투자협정 등을 통하여 다국적기업이 현지 국가에 대한 규제와 구제

수단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논의하기보다는

논의의 전제가 문제이므로 논의의 전제를 바꾸면 된다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더군다나 적어도 극심한 인권침해만이라도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논의를 앞뒤 문맥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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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권만 이야기한다’, ‘강한 규제는 국가 규제와 같다’는 등으로 왜곡하고 희화

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

게 된다. 결국 인권침해의 (잠재적)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존의 수단이 이에

대한 책임추궁과 피해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가해자만

이 가해자가 아니다’, ‘기존의 수단도 쓸모가 있다’, ‘그래도 한번 그 가해자를 믿어

보자.’라고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4. 소위 ‘3대 핵심원칙’의 주요 내용

1)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보고서는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

면서 첫째, 기업들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시장의 압력을 지지·강화시킬 수 있고,

둘째, 일부 국가가 기업의 형사책임을 결정할 때 ‘기업문화’를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것이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자하는 정부의 보다 분명하고 강한

역할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리매김 되는지,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활동과 관련해서

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다.

보고서는 정책의 조정 혹은 일관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인권의 보호를 이야기하

면서 그 이행을 경시하는 ‘수직적’ 비일관성, 정부의 인권보호의무 혹은 관련 기관과

무역, 투자증진 부서간의 ‘수평적’ 비일관성을 지적한다. 또한 현지국가의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인권보호의무의 경시, 본국의 수출신용기관의 인권에 대한 고려의 결여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의 제시라기

보다는 현상의 나열에 불과하다.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지침과 지원이 국가들이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

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엔인권시스템 전반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언급한다. 그러면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 그 구체성 등에서 많은 기

업과 기업단체의 자발적인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훈수까지 둔다. 문제는 이러한 시

스템이나 기준의 활용만을 가지고는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이 그동안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분쟁지역 등 비상사태에 처한 국가에서는 인권레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

에 이들 지역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본적국은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지표들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소재국은 당연히 그 관할권 내의 모든 기업의 인권침해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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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다수의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이들 분쟁지

역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 본적국이나 소재국이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2)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유엔특별대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유엔책임규범안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공식이라고 확실하게 낙인찍고 있다. 즉 모든 권리에

대한 기업의 특정한 책임을 정의하여야 하는데 유엔책임규범안은 부정확하고 광범위

한 책임과 연관된 제한된 권리의 목록을 정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친절

하게도 기업의 활동이 모든 인권침해와 관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의 2페이지에

걸쳐 도표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국

가의 의무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① “1차적인” 국가의무와 “2차적인”

기업의무의 구분은 불필요한 것이고, ②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최소한의 기대로서

인권침해는 다른 좋은 행동으로 보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③ “침해하지 않는 것”

은 소극적 책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수반하기도 한다고 정의한다. 하지만

소위 ‘의무’와 ‘책임’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책임’이라고 하였을 때 그 책임의 근본적

인 발생근거가 무엇인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만 하고 그 절차는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침묵하거나 기존의 틀만을 별도로

논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도대체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더욱 불분명하고 애매모호

하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과 관련하여 기존에 쟁점이 되었던 내용을 포함하여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인권침해가 기업의 직접

적인 활동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 영향권 내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이 있다는 논의), 그리고 ‘공범’(Complicity, 인권침해가 기업의 직접적인 활동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였다면 기업이 책임이 있다는 논

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우선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만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인데,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의 상황, 특정한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칠 영향, 기업이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하

여 인권침해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상당한 주의절차의 실체적인 내

용은 국제인권장전과 ILO의 핵심협약을 보면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인권에 관한 기본

적인 상당한 주의절차는 인권정책, 영향평가, 전 기업의 인권정책의 통합, 실행의 점

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상당한 주의에 대한 언급 전반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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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나머지 두 가지 주제인데, ‘영향권’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인권에 대한 영향과 제3자에 대한 영향력을 구분하고 전자만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혹은 상당한 주의와 관련된다고 하면서 기존의 ‘영향권’ 논의를 사실상 가치 없는 주

장으로 일축하고 있다. 또한, ‘공범’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존재, 세금납부, 인권침해

에 대한 침묵, 이익의 획득만으로는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하고, 그 기업의 작위 또

는 부작위가 인권침해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경우에만 ‘공

범’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인권침해 기여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주의에 의하여 판

단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공범’의 문제를 ‘상당한 주의’ 및 ‘영향권’의 논의와 연결

시켜 정리하면 가장 협소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기존의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

3) 구제수단에의 접근

구제수단에의 접근 논의도 문제되고 있는 현상이나 일부 긍정적인 움직임에 대한

나열에 그치거나 맥락 없는 추상적인 특정한 구제수단의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수준

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예컨대 사법적 메커니즘과 관련해서는 비용, 당사자 적격,

시효,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 불편한 법의 효력 정지, 주권의 문제 등 구제의 현실

화를 방해하는 사실상 혹은 법리상 장애물이 다수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다. 비사법

적 메커니즘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소들을 언급한 아래의 내용은 기존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강제적인 법적 절차에서도 이

러한 요소들을 형식적으로 확보하는 데에만 장기간의 인권운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의 별도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

다.

(a) 정당성: 특정 진정절차의 당사자 일방이 그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메커니즘은 분명하고, 투명하고 충분히 독립된 운영구조를 가져야 한다.

(b) 접근성: 메커니즘은 그것에 접근하고자 할 수 있는 이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

고, 언어, 식자, 인식, 재정, 거리 또는 보복의 두려움을 포함한 접근의 장애물에 직면

할 수 있는 진정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c) 예측가능성: 메커니즘은 각 단계별 기간구조와 절차와 결과의 명확한 유형뿐만

아니라 특정 결과의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는 명확하고 공개된 절차

를 제공하여야 한다.

(d) 공평성: 메커니즘은 진정당사자가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 하에서 진정절차를 진

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조언, 전문지식에 관한 합리적인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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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여야 한다.

(e) 권리조화성: 메커니즘은 국제적인 인정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결과와 구제책

을 보장하여야 한다.

(f) 투명성: 메커니즘은 문제되는 공공의 이익에 조응하도록 절차와 결과의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하여야 하고 가능한 언제든지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사

법적 메커니즘의 경우 특히 진정의 접수와 그 결과의 핵심요소들과 관련하여 투명성

을 확보하여야 한다.

5. 나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버마,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인권에 관한 법질서와 관행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 기업들의 인권침해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

다. 군부와 손을 잡고 강제노동, 강제이주 등 심각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

는 극단적인 경우에서부터 수십 년간 쌓아 온 노무관리의 노하우로 노조탄압, 위장

폐업 등 전형적인 노동권 침해를 자행하는 경우까지 그 침해의 양상은 실로 다양하

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영어가 되는 나라’를 이야기한다.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국’은 현재 한국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영어도 되고 한국 기업이 별다른 제재 없

이 이윤 추구를 위하여 마음껏 노동자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들인지 모른다. 그동안 오랜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통하여 쌓아왔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의 역사의 근간을 흔드는 최근 한국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다른 줄 알았

는데 비슷해서 위안이 된다”는 한 동남아시아 인권활동가의 농담 아닌 농담이 우리

를 슬프게 한다.

유엔특별대표의 2008년 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를 1970년대

초 유엔 초국적기업행동준칙안 논의 이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2008년 6월 유엔인

권이사회는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새로운 임무와 함께 유엔특별대표의 임

기를 3년간 연장하였다. 새로운 임무는 이 보고서의 틀에 따라 ①초국적 기업 및 기

타 기업에 의한 혹은 이들이 결합된 침해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국제

협력 등을 통하여 강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견해 및 구체적이고 실용

적인 권고의 마련 ② 모든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의 범위와 내용에 관한 정교화

및 기업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 ③ 기업 활동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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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 이들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에의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방안의 모색과 권고 제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앞으로 3년간 적어도 유엔 차원에서는 의도적으로 한계 지워진 틀에서 논의

가 전개되게 될 것이다. 유엔의 안과 밖에서, 논의의 틀과 내용에서부터, 그리고 논

의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생각하는 이들이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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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와 한국, 그 식민지와 민주화운동의

공통 경험

마웅저(버마민주화활동가)

이글에서는 1)버마의역사,특히과거의한국민주화운동소개하고, 2)버마와한국관

계를살펴보고, 3) 한국내버마민주화운동조직의현황을제시하고, 4) 한국시민사회역동

성의회전방향을살펴보겠다.

대부분의아시아국가들은비슷한과거사(서구와일본의식민지)를거치면서근대국민

국가를형성하였다. 이지역의봉건제는강제적으로서구와일본의식민지로편입되면서

해체 되었으며, 식민 지배가끝난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군부에 의한 장기 독재를

통해근대국가의모습을갖추게된다.

우리가오늘 아시아의문제,특히버마 문제에 주목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

한다. 우리는 비슷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시아, 특히 한국과버마의 공통점을찾을 수

있다.특히인권,평화, 민주화를위한여정이라는공통점에주목했으면한다. 한국의시민

사회가 서구의 민주화 이행 과정을배우고, 그들에게 지지와연대를 요청했던 것처럼, 지

금우리는아시아의민주화이행과정에관심을가지고, 아시아의민주세력들과연대해야

할차례라고생각한다.

1. 버마 민주화운동과 역사

가깝고도 먼 나라 버마. 버마라는 나라 이름이 생소하더라도 아웅산 수지에 대해

서는 모두 잘 알 것이다.84)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버마에 방문한다. 이때 그 유

84) 버마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948년 1월 4일 영국에

서 독립하여 국명을 버마연방(Union of Burma)으로 변경하였지만, 1989년 군사정권은 국명을 미얀

마(Union of Myanmar)로 개칭하였다. 이 글에서는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버마”라는 국

주제마당3.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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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아웅산 묘지 폭파사건이 발생한다. 그 이전에 한국과 버마는 박정희 시절 축구

대회였던 박스컵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다. 이러한 단순한 사건만 아니라 버마와 한

국은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다. 식민지, 해방운동, 군부독재, 민주화운동 등 버마와

한국은 아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슷한 역사의 진행 속에는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다. 한국에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있다면 버마에는 아웅산 장군이

있으며, 아시아의 민주화 지도자 김대중처럼 버마에는 아웅산 수지가, 현재 유엔 사

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에는 전 사무총장 우 탄트(1961년부터 71년까지 UN 사무

총장을 역임)를 거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버마의 독립 이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짧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버마는 13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다. 약8개(버마족, 카렌족, 몬족, 아

라칸족, 친족 샨족, 카친족) 정도의 민족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다

양한 민족들은 고유의 문화 언어를 가지고 있다. 종교 분포 역시 불교가 최대인

86%, 회교가 4%, 힌두교가 4%, 기독교 4.9% 등을 자치하고 있다.

버마는 1948년 1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 그 후 1948년부터 1962년까지 국민

국가 형성을 위한 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1962년 아웅산 장군과 함께 독립운동

을 했던 군사령관 네윈이 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74년 네

윈 군사정권은 군부독재를 감추기 위한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슬로건과 함께 자급자

족 경제체제를 이루기 위한 긴 실험에 들어가고, 그 결과 국가 경제의 파탄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45년간의 철권통치를 펼쳐 아시아의 부국에

서 세계 최빈국으로, 21세기 마지막 쇄국의 길로 버마를 인도하게 되었다.

군부집권 이전의 버마는 동남아시아에서 쌀 최대 생산국이었으며, 풍부한 지하자

원과 곡물을 많이 생산하는 자원 부국이었다. 하지만 이 과거의 풍요는 네윈이라는

독재자에 의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네윈 정권하인 1987년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 최빈국이 된다. 같은 해 군부는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돈이 하루 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게 된

다. 이것이 1988년 ‘8888 민중항쟁’ 이 일어났던 계기가 되었다.

1988년 8월 8월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대적인 민중봉기(8888항쟁)가 일어났으나 또

다른 군사세력에 의한 쿠테타가 발생하여, 무자비한 탄압에 의해 수많은 버마 민중

이 사살 또는 구속되면서 군부가 재집권 하게 되었다.

버마 내 민주화 운동에 세력은 크게 3가지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NLD(버

마 민족민주동맹-정당이면서 전선운동의 성격도 있음), 두 번째 - 학생운동(무장학생

운동, 학생지하운동, 학생정치운동), 세 번째 - 소수민족운동(군부 종식과 일부소수민

명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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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은 자치를 요구함)등 이다.

1988년 9월 18일 쿠테타 발생이후 군사정권은 국민의 끝없는 민주화 요구와 저항

에 1990년 5월 27일 총선을 실시한다. 그러나 90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여사가 대표

로 있던 NLD(민족민주정당)가 82% 이상의 지지를 얻어 압승을 거두었지만 군부는

정권을 내놓지 않고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다. 1989년에 처음 가택 연금된 노벨평

화상 수상자 아웅산 수지여사는 지금까지 총 3번의 가택연금을 당했으며 그 기간은

총13년이 넘는다. 아웅산 수지여사부터 4살 된 유아까지 강제로 체포된 정치범 수감

자는 2,100여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 18년 동안  단 한번도 의원회의가 열리지 못한 나라  

-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총과 체포, 고문으로 짓밟는 나라

- 정치적 탄압과 가난으로부터 수많은 난민들이 국경을 탈출하고 있는 나라

- 강제 노동문제로 ILO(국제노동기구) 창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재를 받은 나라

-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는 나라가 버마다.

2. 버마와 한국

버마와 한국의 외교 관계는 1961년 8월 10일 영사관계 수립, 1962년 9월 7일 총영

사관 개설, 1975년 5월 16일 외교관계 수립, 대사관으로 승격한다. 1964년 6월 17일

무역 협정(1967년 9월 20일 협정 개정), 1972년 1월 뉴스 교환 협정, 1978년 1월 28일

항공 협정, 1996년 3월 1999년 9월 투자보장협정 교섭 회담, 1999년 7월 임업약정 체

결, 2002년 12월 과학기술협력위 설치 MOU 가서명, 2003년 무역공동위 설치 MOU

문안 합의한 버마 자원협력위 TOR 서명한다.

한국과의 투자 현황(투자 승인 기준, 2006년 6월말~2007년말)은 인가기준 투자액

34건, 1.9억불이고, 투자 액수 12위(태국, 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본, 중국, 한국...), 투자 건수 4위(외국인 투자허가 금

액 중 1.38%)다. 무상원조는 91년~2006년 총 15.9백만불 규모(연평균 US ＄ 993천불)

이고, 기업 진출 현황(2006년말 기준)은 대우인터내셔널(주), 효성 2개사다. 투자 무역

업체는 대우목재, 포스코 등 50여개사, 봉제투자업체는 대우봉제, 오팔, 세계물산, 태

평양 등 48 개사(14개 봉제 협력 업체 포함)다.

버마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그룹이 대우인터내셔널(주)인데

대우인터내셔널(주)은 버마 군부와 광구 생산물 분배계약을 맺은 뒤 2002년 인도 국

영석유회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게 된다. 대우인터내셔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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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0년 8월 버마에 '쉐 프로젝트(Shwe Project)'라고 하는 아라칸(버마 소수민족)

주 해안에 위치한 ‘A1블록’ 천연가스전의 독점적 개발권 얻게 되는데 가스 생산은

2009년경 시작될 예정이라고 한다. 2004년 1월, 대우인터내셔널은 한국 내 기업이 발

견한 해외 가스전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국에서 5~8년 정도 쓸 수 있는 4.5조~8.5조

입방피트(금액으로는 472억~944억 달러, 최대 90조원)의 해당하는 가스층을 발견하였

다.

A-1 광구 쉐(Shwe)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4개 회사의 지분 구성은 (주)대우인

터내셔널60%, 한국가스공사 10% 외에 인도석유공사 20%, 인도가스공사 10% 로 구

성되었다. 생산된 천연가스는 중국이 전량 구매하기로 하고 대한민국 회사가 해외에

서 자원개발을 하여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를 통해 버마군부와 한국정

부는 막대한 수입이 생기지만 버마 국민들에게는 강제노동과 강제이주 등만 있을 뿐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그에 따른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다.

2008년 4월 17일 한국 내 시민단체들은 “정책제안 조사 요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문”에서 “쉐 프로젵의 위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지역의 극심한 군사화와 해외 에너지 회사와의 협력 아래 버마 군대의 체계적

인 인권침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들 침해는 강제노동, 토지몰수, 강제 이주와 마을의

파괴, 그리고 강간, 고문 그리고 법외적 살해 등의 폭력을 포함합니다.

미국 연방과 주법원에서의 유노컬사에 대한 소송은 2005년 3월 유노컬이 “원고와

그들의 대표가 생활조건, 의료보장 그리고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수송관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것으로 이

어졌습니다. 유사하게, 토탈사에 대한 소송은 2005년 11월 합의로 끝나서 원고와 유

사하게 영향을 받은 수송관 지역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한 2.5백만 파운드 가량의 연

대 기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올해로 46년째 군사독재정권이 계속된 버마에서 자원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버마 민중들에게 총칼로 통치하고 있는 그 군대를 대한 무기 수출했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

다. 그러나 언론보도와 한국 시민 단체들의 불법무기수출 규탄 공동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 군부에 불법으로 포탄제

조공장과 설비, 기슬가지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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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 수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8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무기 수출이 통제된 버마에 포

탄 생산 설비와 기술 일체를 1,400여억원을 받고 수출하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

우인터내셔널 전 대표와 두산인프라코어 임원 등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2000만원을

선고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들 두 나라의 관계는 시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고 있다.

3. 한국내버마민주화운동조직의현황

1999년에한국에와있던몇몇활동가들은버마민주화운동에대한논의를하던중버마

민족민주동맹 자유지역(NLD-LA) 한국지부를 결성하였다. 1995년부터 한국에 입국하게

된 활동가들은 부천을 중심으로 한국지부결성을 위한 회합을 하였다. 그러던 중 1999년

태국에 있는 버마민족민주동맹 자유지역(NLD-LA)본부로부터 당원 21명에 대한 한국지

부결성승인을 받게 된다. 그 이듬해인 2000년 NLD-LA 한국지부당원인샤린씨가 한국

정부에 의해 강제출국당할위기에처하자 21명의당원전원이한국정부에게난민신청

을하였다.

NLD-LA 한국지부는결성초기인 99년부터현재까지활발한활동을하고있다. 주된활

동은 한국에 거주하는버마인들을 대상으로버마 군사정권에 반대하는캠페인을벌이는

것이다. 이를위해해외망명인사초청행사를기획, 진행하고있다. 또한재한버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선전유인물을 제작배포를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

남동에 위치한 ‘주한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반정부, 민주화 요구 시위를 10년째 계속하고

있다. 또한 재한 미얀마공동체의 주요 직책에피선됨으로써 NLD-LA 한국지부와 재한미

얀마공동체가공동의행사를기획하고진행하는일을수행하고있다. 또한한국시민사회

단체(NGO)와지속적으로연대 사업을진행하고 있다. 1999년부터한국의 대표적인시민

사회단체방문을시작으로공동캠페인, 공동기자회견, 공동사업을진행하고있다.

부천을중심으로활발히반정부민주화운동을할수있었던이유가부천에재한버마인

들이밀집하여 거주한다는내부적인환경 요인도 있었지만,외부적인요인으로는 부천의

시민사회단체들, 종교단체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부천은

‘주한미얀마대사관’이보기에는블랙지역(black area)이고, 민주화세력에겐해방구와같

은공간이되었다.85) 부천에있는민주화운동조직은다음과같다.

85) 버마의 민주화와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단체들(반군부 단체)이 부천에 있기

때문에, 대사관의 입장에서 부천은 블랙 지역(black area)이다.



- 166 -

① NLD-LA 한국지부(1999년창립): NLD-LA 의 공식 한국창구 / 반정부 활동 주도 /

대사관앞시위주도/ 해외인사초청등활동

② 재한 미얀마공동체(Myanmar Association in Korea)(1994년창립): 재한버마인들의

공동체로민주화운동활동가,버마인이주노동자들의가교역할, 민족명절행사, 재한버마

인단합행사, 해외인사초청강연등.

- 이공동체의지도자의대부분은버마민주화운동가들이다. 이단체의목표는서로돕

기와이주노동자 인권운동이다. 미얀마공동체는한국에온 모든버마인들의공동체가 되

었다. 민주화운동가몇명외에대부분의버마이주노동자들은고향에돌아갈것이다. 그

래서일반적인버마이주노동자들이고향에무사히돌아갈수있도록 ‘버마공동체’라는표

현대신미얀마공동체라고부르게되었다.버마이주노동자들은버마대사관과관계를맺

고싶어하지않지만, 그관계를피할수가없다.죽은사람들에관한문제들, 여권문제, 비

자문제등의문제들이있으며, 이런사안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공동체,당사자, 대사관

등이같이관계를맺어야하는경험도있었다. NLD 한국지부와형제로지내왔던미얀마

공동체에게는 ‘주한미얀마대사관’은싫은존재이지만, 같이해결하지않으면더시끄러운

문제가될수있다.

③ 태국-버마 국경지역 교육지원 프로그램(Assistance Program for Education of

Burmese Children, APEBC. 2003년창립): 태국-버마국경지역의교육문제를고민하고지

원하는자발적인 NGO로써버마의미래를책임질어린이들교육을통해민주화의씨앗을

뿌리고있음.

④버마행동(2004년창립):창립당시에는버마인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로출발

하였으나,최근에는반정부집회등활동의영역을넓히고있음.

4. 한국시민사회역동성의회전방향

나는한국에서 10년이상살면서버마민주화운동활동가로서일하고있다. 나는한국의

중요한시기에한국의시민들과함께거리에서촛불도들고, 선거와민주화와인권을위한

여러가지한국의여정을지켜보고있다.

나는기회가있을때마다한국시민사회와시민사회단체에호소하고있다. 그호소의핵

심내용은바로한국시민사회의힘을한국만이아닌다른곳에써달라는것이다. 한국시

민사회는놀라운힘을가지고있다. 그리고그힘을중요한시기에적절히잘활용하는것

으로보아왔다. 총선연대의활동, 미군장갑차사건, 대통령탄핵사건때또지난여름광

우병쇠고기수입반대시위에도 시민의힘을직접현장에서확인하였다.

하지만한국 시민사회의힘은늘 한국사회안에만 있는 것 같다. 오늘도세계각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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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쟁과갈등들이 발생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여성과 아동, 소수자를 위

협하는일들이일어나고있지만, 한국언론이나시민사회어디에도이목소리에귀기울이

고구체적연대를위한행동은거의없는것같다.

국제연대는어려운일이아니라고생각한다. 우리주변에국경을넘어이주노동을하고

있는아시아의다양한친구들이있다. 또매년 100여명이상의난민신청자들이있다. 아시

아의많은시민사회단체는한국시민사회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으며, 지속적인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언어나 문화가 아니다. 한국 시민사회

와만날수있는문이없다는것이다.버마안에서활동하고있는활동가가한국시민사회

에연대를요청하는일은한국속담을빌리자면 ‘서울에서김서방찾기’라는생각을해본

다. 한국이다른세상과만날수있는문을하루속히만들었으면하는생각을해본다.

한국의민주주의는이미아시아발전의한모델로인식되고있으며, 한국의시민사회의

역동성은 아시아의 모델케이스로많은 관심의 대상이되고 있다. 하지만 이모델에는 한

가지부족한 부분이있는것 같다. 이모델이하나의 사례(case)가 아니라, 더욱완성된것

이되기위해서는한국시민사회는좀더외연을확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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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1. 문제제기

최근 국제결혼의 급증은 한국사회가 동종족 간 결혼을 이상시하는 ‘한민족내혼’의

오래된 가치관으로부터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신부’의 등

장과 소위 ‘혼혈’ 아동의 등장은 최근 여론과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제가 되

고 있다. 근대의 출현과 함께 결혼은 낭만적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성간의 결합으로,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가족 제도였다. 결혼에 대한 중산층의 관념은 결

혼 당사자 간의 변치 않는 친밀성, 신뢰, 애정이라는 문화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

기 때문에 가정은 지극히 사적이며 신성한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역사를 통

해 계층, 젠더, 지역성에 따라 결혼은 다양한 의미를 지녀왔고 당사자의 이해를 초월

하는 집단적·정치적·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결혼을 위한 이주’는 한편으로는 국

적과 인종, 지역을 초월하여 남녀의 사회적·경제적·성적결합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서는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최근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국제결혼의 급증은 잠재적 결혼인구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을 조

직적으로 대규모로 이동시키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이윤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현상이다.

본 논문은 1990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을 전 지구화가 수반

하는 거대한 경제질서와 ‘이주’라는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최근 아시아 지역의 여

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글로벌 이주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Piper and Roses, 2003; Suzuki, 2003; Hsia, 2004; 이혜경,

2005). 결혼이주는 두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이나 이민, 노동, 시민권에 관여

하는 국가제도와 법률이 관철되는 통치의 영역이다. 이주자들은 이러한 제도들에 의

해 규제를 받거나 협상을 벌여야 한다. 두 관련국가의 개인들을 매개하는 것은 다국

주제마당4. 여성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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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결망의 형태로 활동하는 중개업자들이다. 이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 직접 만

날 수 없는 결혼당사자들을 연결시키고, 이주하여 최종적으로 성혼에 이르게 하는

전 과정에서 거대한 이윤을 만들어낸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국제결혼을 사회적 의

제로 설정하는 것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개입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이주 및 이동시스

템이 구축되는 글로벌 - 로컬체제를 문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의미에서 국

제결혼을 ‘이주’ 문제의 하나로 다루면서 국제결혼의 정치 경제학을 성별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최근 국제결혼 이주자에 대한 운동단체와 학계의 연구물들은 여성들의 정착과정에

서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갈등이나 협상과정에 주목해왔고(설동훈외, 2005; 이금연,

2003; 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윤형숙, 2004·2005; 한건수, 2006), 이런 자료들은 외국

여성들의 한국 내 정착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나 문화 적응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

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초점은 여성들의 ‘이주과정’에 관여하는 다

층적인 권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려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외국 여성들의 한국으로

의 결혼 이주과정에 포함된 사회·정치 경제학적 요인과 문화적 맥락을 분석하고 동

시에 결혼 이주자로 한국에 온 여성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는 ‘친밀

성’의 위기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2회의공동연구를통해결

혼이주자여성들과심층 면접을 했고, 중국과 베트남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본 논문은 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국적을 지닌 결혼 이주자

여성들 중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현재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여

성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이고, 필리핀이나

일본 출신 여성들은 주로 통일교의 주선을 통해 한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여성들의 국적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현재

국제결혼의 정치 경제학을 다루는 데 매우 중요한 대상 국가이다. 1992년 한 - 베 수

교 이후 2000년까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은 200명 채 되지 않았으나,

그 숫자는 2001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1년에는 134명, 2002년에는 476명, 2003년

에는 1,403명, 2004년에는 2,462명으로 급증했다(한건수·설동훈, 2006: 112). 2005년 12

월 베트남 현지조사 시점에 한국 영사관을 통해 파악된 결혼비자취득자는 남부 베트

남의 호치민의 경우는 2,646건, 북부 베트남의 하노이의 경우는 674건에 이른다. 최근

베트남 여성이 급증하는 것은 한국인 남성들이 다른 아시아 여성들보다 피부색이 상

대적으로 하얗고 나이가 어린 베트남 여성을 결혼 상대자로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이보다 중요한 이유는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기가 상

대적으로 수월하고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으므로 한국 남성들을 베트남으로 유도하

고 있기 때문이다(한건수·설동훈, 2006; 고현웅 외, 2006).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업체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

고 있는 사실 또한 이를 잘 보여준다. 중개업자들은 전국 도시와 농촌 지역에 ‘베트

남 여성과 결혼하실 분, 초혼, 재혼, 장애인 환영’ 등의 거리 광고들을 통해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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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구매 가능한’ 대상으로 표상함으로써, 한국 남성들을 베트남 여성들과의 결

혼 중개시스템 속으로 ‘유인’해내고 있다. 실제로 국제결혼 시장에서 여성들의 국적

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들로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규제가

심하지 않고 좀 더 유순하다고 간주되어 결혼의 지속성이 보장되는 지역의 여성들을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한편으로는 베

트남 전쟁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구축 된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성애화 된

상상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한국 남성들을 동원해 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베트남 농촌 여성들의 미래에 대한 열망을 ‘국제결혼’이라는 구

체적인 실천으로 조직해내면서 거대한 이윤을 생산하고 있다.

2. 국제결혼과 이주의 ‘여성화’

국민국가의 건설과 이주는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한국에서 최초의 국제결혼 형

태로 알려진 것 은 ‘사진신부(picture bride)’ 제도였다. 이민 역사에서 사진신부 제도

는 단신 이주한 남성들이 정착지의 여성이 아닌, 자신의 출신국 여성들과 결혼하려

는 시도의 결과였다. 그러나 사진신부를 통한 국제결혼은 이주 노동자들의 장기적인

이민과 동화를 막기 위한 수용국의 권력장치였다. 이 제도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 미국이 국가건설을 위해 동원한 일본과 식민지조선의 이주자 남성들로부터 ‘백

인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Lee, 2003). 사진신부 제도는 동일인종 간의

결혼이지만 두 국가 간에 벌어지는 결혼 이주이므로 국제결혼으로 명명되었다.

이러한 국적이 다른 동종족 간의 국제결혼은 이주 남성들이 취해 온 ‘결혼전략’이

다. 현재에도 이민자 가족의 인종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가족 전략의 하나로, 주류

에 편입하지 못하는 이민자 남성들이 결혼시장에서 갖는 불리한 위치 때문에 자신이

떠나온 출신국 여성을 데려오는 것이 국제결혼의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Lievens, 1999; Hung, 2002).

자본, 노동, 이미지의 국경을 넘어가는 이동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전(全) 지

구화 체제 내에서 국제결혼은 다층적인 차원에서 진행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 지구

적 연결망은 인종과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채팅이나 인터넷 펜팔을 통해 ‘인터넷 로

맨스’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인터넷을 통해 구축된 상상력에 기반

을 둔 ‘친밀성’은 결혼 이주를 추동하기도 하고, 또한 인터넷은 결혼을 통한 이주를

기획하는 남성과 여성들이 거래하고 협상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Constable, 2003;

Schaeffer-Grabiel, 2003). 이처럼 국제결혼은 개인들의 문화적 상상력과 글로벌 커뮤

니케이션 시스템의 발달을 통해 증가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친밀성의 영역을 급격하게 상업화시키면서 ‘이윤’을 축적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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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국제결혼의 증가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국가 간

의‘경제적’ 차이를 사적인 차원의 성적 결합으로 변화시켜내는 국제결혼은 여성들의

이주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 상황은 소위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라 불리는 현

상을 낳고 있다(Castles and Miller, 2003; Piper, 2004; Piper and Roces, 2003;

Parrenas, 2001). 이주의 여성화는 이주하는 여성의 수가 남성을 압도하고 있는 현상

을 의미하며, 이주여성들이 전형적으로 ‘여성의 일’로 취급되던 돌봄 노동, 즉 가사,

육아, 환자 봉양 및 성적 친밀성 등과 관련된 노동을 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다는 점

을 강조한다.

이주의 ‘여성화’는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에서 생겨나는 여성의 경제적 또는 문화적

빈곤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는 고부가 가치 이윤이 창출되는 영역에만 투자한다

는 경제 논리로 기존에 육아나 보육, 교육, 노인 돌보기 등에 쓰이던 공공복지 예산

을 크게 삭감시켰고, 기업도 직원에게 지급하던 각종 특별 수당을 줄여나갔다. 기존

에 핵가족이 수행했던 ‘보호’의 역할이 침식되고 가정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모든 사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족의 위기’

이다(Castles and Davidson, 2000). 특히 남성뿐 아니라 여성의 임금노동시장 진출이

많은 나라들의 경우 ‘돌봄 노동의 공동화’를 메우기 위해 임금이 저렴한 다른 나라

여성들의 노동력을 사용해야 했다(Ehrenreich & Hochschild, 2002; Hochschild, 2003;

Parrenas, 2001). 즉 이러한 돌봄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가족 구성과 재생산 노동을 담당하는 ‘이주인력’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이주의 여성화는 소위 제3세계에서의 여성 빈곤이 심화되면서 가속되고 있다. 전면

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채권국이나 국제 은행들의 압박으로 제3세계의 농촌은 자

급 농업에서 현금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상업 농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경작

할 땅을 잃고 농업 노동자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는 계층들이 증가하자 국가는 늘

어나는 외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의 대규모 이주를 장려하고, 암묵적으로 후원

하게 된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훈련이나 취업에서 배제되어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 여성들은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식으로 국제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Kofman et. al 2000).

국제 이주 노동의 ‘여성화’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한 새로운 흐름이며, 가사 노동을

비롯한 감정 노동 영역이 급속하게 상품화되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또한 친밀성이

급격히 ‘상업화’되고 있는 후기 근대사회에서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욕망 산업은 이

제 인종과 종교, 국적이 다른 여성들을 유흥과 오락의 새로운 ‘자원들’로 포착해내면

서 국제적 이주를 추동하고 있다(김현미, 2005). 특히 아시아 지역 여성들의 이주는

국제 이주 노동의 이러한 ‘성별적’ 특성을 보여준다(이주여성인권센터, 2004; 이혜경,

2005; 양혜우, 2005). 여성들의 이주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허락되는 상황에서

자본이 없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적게 드는 분야로 이주를 할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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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이들은 초기의 거래 비용 모두를 남성들이 지불하는 ‘결혼’이나 유흥업 분야로

이주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일본, 한국, 대만 등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처럼 이주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비자 취득이 까다로운 나라로 이주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상대적

으로 경제적·법적 안전망을 부여해 주는 ‘결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에게 때로는 ‘위장’ 결혼(paper marriage)과 ‘진짜결혼’(pure marriage)의 구분이 명확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국제 이주는 경제적으로 좀 더 윤택한 지역과 주변부 제3세계

여성들을 연결하는 조직화된 매개물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코프만외

(Kofman. et. al, 2000)는 광범위한 여성의 이주를 여성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낭

만적 관점에 의거해서 해석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즉 이주 문제는 구조와 행위자를

연결하는 이주체제(migration regime), 이주제도(migration regulations), 그리고 개별

이주자라는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포괄한다. 이주 체제는 이주에 관여하는 각국의

법이나 제도의 속성, 송출국과 수용국의 관계, 이주자의 진입을 결정하는 조건과 거

주와 고용에 관한 권리들을 규정하는 통치체제를 의미한다. 즉 이주자라는 범주를

구성하는 단일 국가 또는 초국가적인 권력의 속성을 의미한다. 이주 제도는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공식적 국가기구와 중개업자,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일련의

제도들을 의미하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이윤을 만들어 내는 이주 산업(migration

business)의 규모가 결정된다. 이주의 문제는 이러한 이주 체제와 이주 제도라는 구

조적 조건과 더불어 고유한 역사, 사회적 정체성, 자원 조건 속에서 이주를 결정하는

개별 이주자의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여성들의 ‘이주’ 전략은 송출국과 수용국의 이주 체제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 과정

에서 이주 브로커나 중개인이 각국의 이주 정책과 제도의 특징이나 ‘약점’을 파악하

여 송출과 수용의 전 과정에 개입하면서 ‘이윤’을 만들어 낸다. 파이퍼(Piper, 2004)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의 이주 노동 수용국들은 이주 노동의 규모와 분야, 이주

기간에 제한을 둔다는 점과 사회적 통합보다는 재송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

점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특히 일본과 한국 같은 동종족 지향(homogenous) 국가의

이민 정책은 ‘성별화’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 국가들은 여성 이주자들이

스스로 법적 권리를 얻어 이주하기 보다는 남성들의 보조자나 종속자의 위치로서만

이주를 하게 한다. 통치의 기반 자체가 남성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가부장적 체제이

므로, 이주자들도 똑같은 성차별 시스템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결

혼은 여성들에게 주어진, 한국으로 정착형 이주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

주와 시민권 연구자인 캐슬과 밀러는 한국을 비롯한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동아시

아 국가의 이주 체제가 가부장적 구조와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

인 배제를 되풀이 하면서 유교적 가족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Castles and

Miller, 2003).

실제로 경제적·문화적으로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전 지구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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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주자는 그

사회의 도태자라든가 부적응자가 아니라 오히려 체제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는 적극적 행위자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 행

위자들은 이주의 전 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구조적 강제들’과 협상을 벌

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을 염두에 두면서 베트남 출신의 결혼

이주자에 관여하는 이주 체제와 이주 산업을 분석한다.

3. 한국과 베트남의 국제결혼 이주 체제

1)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

결혼 이주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률, 제도, 비제도적 관행들은 한국 이주 체제

(migration regime)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영역이다. 외국인의 정착형 이주나 이민에

대한 정책 자체가 부재한 한국 사회에서 이주의 문제는 ‘정책 없는’ 공허한 영역이

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정책의 부재는 가장 강력한 반이주자 체제(anti-migrants

regime)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보통 이주자는 단신으로 이주 노동자로 입국한

후 후에 가족과 결합하여, 정착형 이민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Kofman, 1999). 그러

나 한국의 경우 경제적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일어나는 주변부 노동력의 부재를 메우

기 위한 대체적·한시적 이주 노동자 수입에 집중되어왔고 단신 이주자 중심의 반(反)

정주 정책(anti-settlement policy)을 추구해왔다. 그러므로 한국 이주 노동자의 현실

은 임시적 노동자로서의 권리 부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 한국에 오는 결혼 이주자들은 최초의 ‘정착형’ 이주자인 셈이다. 이주 여성

들은 한국 국민의 피부양자의 자격으로서만 정주가 인정된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부터 ‘농촌 총각 결혼시키기’ 사업이라는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을 장려했다.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은 1980년대 일본의 여성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면서 배우자를 구할

수 없는 농가 후계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것이다(황달기, 1993). 일본 농가

후계자의 결혼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총체적 대응의 문제로 확대 심

화하는 과정에서 필리핀 여성을 신부로 데려오기 시작한 것이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

의 시초였다. 필리핀 측에서는 “자국 여성들의 결혼을 계기로 자매도시 관계를 맺어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484).

한국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의 영농후계자 단체들과 여성 단체들이 “알음알음으로

농촌 총각들의 중국 농촌시찰 명목의 맞선 보기 방문을 후원했다”(이혜경, 2005: 80).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재개된 이후에는 초기에는 공신력 있는 민간인을 통해서,

후에는 도시간 협정체결을 통해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이 추진되었다(81).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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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북 장수군, 전북 정읍시, 충북 보은군, 전남 담양군, 경남 합천군 등이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을 추진한 몇 개의 사례들이다. 2006년

2월 20일 경상남도는 국제결혼을 하면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총각혼인사

업지원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국제결혼 하는 데는 1,000만 원쯤이 드는데 이 목돈이

없어 결혼의 꿈을 접는 노총각이 많은 현실을 고려했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06

년 2월 21일). 외국 여성의 한국 농촌으로의 정착은 국가사업의 하나가 되고 있다.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은 농촌 지역 남성들과 그 가족의 투표권을 의식한 ‘정치적

선택’일 수 있고, 농촌 지역의 안정된 가족 재생산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고민의 결과

일 수 있다. 그러나 ‘외국 신부 데려오기’에 주안점을 둔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은 한

국 남성이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결혼을 추진하는 주체가 개인 남성인지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결혼 행태를 만들어 내는 데 일조하고 있다. 행정 주도형

국제결혼의 명목상의 주체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이지만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을

수행하는 전 과정에는 상업적인 중개업자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

제결혼은 중개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더 이상 농촌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재

혼을 하려는 한국 남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이혜경, 2005: 85).

알코올 중독, 사회 부적응, 폭력 등의 사회적 문제를 가진 남성이나 결혼생활을 독

립적으로 이루어 나갈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재한 남성도 가족과 커뮤니티의 ‘후원’

하에, 또는 상업적인 중개 브로커의 ‘중재’ 하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러

나 미디어 담론은 국제결혼에서 한국 남성이 ‘취약’하여 약삭빠른 외국 여성에게 얼

마나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는가에만 집중해 왔다. 실제로 ‘조선족 여성들의 사기,

위장 결혼’이나‘외국 신부의 잠적이나 이탈’에 대한 미디어의 감정적인 보도는 국제

결혼과 관련한 법을 개정하게 만들었다(윤형숙, 2004). 이전의 국적법에서 한국 남성

과 국제결혼을 할 경우 외국 여성은 혼인신고를 통해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1998년 개정된 국적법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녀는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

면서 혼인 상태를 유지할 경우, 배우자의 동의하에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단기적으로 여성들의 일탈을 막는 효과가 있었지

만, 한국 남성이“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았다(342).

국제결혼이 대규모의 결혼 이주자를 양산하고 다문화가족의 출현을 예견함에도 불

구하고, 한국 정부는 모순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 중심의 행

정 주도형 결혼을 장려하지만, 동시에 국제결혼은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

는 사회적 주변부 남성의 일이며 이들의 배우자로 한국에 오는 여성들 또한 주변부

여성이라는 생각 때문에, 특정 계급의 이슈로 간주되어 한국 사회변화의 핵심에 놓

인 중심적인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 국제결혼이 진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야 복지의 ‘대상’이나 저출산 위기 ‘해결’이라는 도구적 목적으로 결혼 여성 이주자들

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또한 인권과 인신매매와 관련된 국제 관행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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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개업자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어떤 정책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악덕 중

개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하게 되었다. 양산된 중개업자 간의 ‘경쟁’은 국제결혼을 ‘매

매형’ 상품으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2) 베트남 정부의 개혁·개방과 여성 이주

베트남은 1986년 12월 5차 전당대회에서 ‘도이모이’ 정책을 선언한 이후 개혁·개방

으로 급격한 전환을 했다. 1990년대 개방 이후 베트남은 네팔과 더불어 아시아 지역

의 새로운 노동 송출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전형적인 노동 송출국인 필리핀, 인도네

시아, 태국과 함께 베트남과 네팔 등 송출국으로 부상한 국가들끼리의 ‘경쟁’이 심화

되고 있다(Piper, 2004). 이 과정에서 각 국가는 어떤 부류의 국민을 송출하여 외화를

획득해낼 것인가를 고심하게 된다. 특히 기술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못한 농촌 여성

들은 가장 ‘낮은’ 범주, 즉 공식적인 채널도 부재하고 ‘권리’ 개념도 확립되지 않은

시민으로 쉽게 ‘처분 가능한’ 송출 인력으로 설정된다. 베트남의 국가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에는 남성 이주자의 수에 비해 여성 이주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여성 이주자는 전체 이주자의 52%를 차지하고 있다(Dang Nguyen Anh, 2005: 36).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주는 성산업 또는 가사 노동에 종사하거나 결혼을 통

해 이주하는 것이다. 송출국들은 ‘성매매’나 ‘인신매매’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국가는 많지 않다.

1991년 베트남이 자본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자마자 아시아, 특히 대만의 중소자

본들이 대규모로 베트남에 몰려왔다(Wang and Chang, 2002). 대만 자본의 진출은

동시에 베트남 여성을 ‘현지처’로 맞이하는 대만인들의 수를 증가시켰고, 베트남 여

성의 대만으로의 조직적인 결혼 이주를 추동시켰다. 2000년에는 그 수가 14만 명에

이르렀다. 대만 남성과 베트남 여성간의 국제결혼은 대만과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들

이 개발한 중개 시스템에 의해 가능했다. 이러한 중개 시스템은 현재 한국 중개업자

의 결혼 중개 시스템과 유사한 점이 많다.

최근 싱가포르와 대만 등으로 국제결혼을 한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 목적과는 다르

게 노인이나 환자를 봉양하는 역할로 이용되거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들이 속

속 드러나자, 베트남 정부는 여성위원회(Women’s Committee)라는 당 조직을 통해

국제결혼의 채널을 단일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도 불구하고, 재정과 인력이 공급되지 않는 명목상의 기관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상

업화된 국제결혼을 불법화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국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대외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정도다.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 러시는 베트남 사회의 젠더 불균형이나 근대

성에 대한 열망과도 관련이 있다. 1970~1980년대 베트남의 여성 인구는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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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남성 인구는 줄어들었다. 전쟁으로 인한 남성 사망률이 높았고, 특히 월남

치하였던 남부 지역의 많은 남성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 여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심각하게 부족했다(Goodkind, 1997). 이 현상을 구드킨드(Goodkind)는

‘이중적 결혼 압박(double marriage squeeze)’으로 부르는데, 베트남 현지에서는 여성

인구가 과다하여 남성 배우자 부족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해외로 이주해간 베트남

남성들은 여성들이 부족하여 적절한 결혼 상대자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

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들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버리거나,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남성들과 재혼을 하고,

이에 따라 복혼의 전통적인 관습이 부활하게 된다. 이런 젠더 불균형은 특히 베트남

의 남부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전반적으로 성별

불균형은 완화 되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새로운 성별 불균형이 생겨나고 있다. 현

지 조사 시 만난 여성 연구자에 의하면 최근 베트남의 젊은 남성들은 군대 징집을

피해, 또는 일자리를 얻거나 유학을 위해 인근 대도시로 몰리고 도시 노동자층이 된

다. 거주지역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베트남에서 남성들은 도시 여성들과 결

혼해야만 안정적으로 도시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고향에 내려가기보다는

도시에서 배우자를 구한다. 이 결과 농촌지역에는 여성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상

적인 ‘남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혼 안 한 미혼의 딸을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집안의 폭탄(bomb in a household)’으로 부를 만큼 딸의 조기 결혼에 대

한 부모들의 기대와 압력이 높다고 한다. 여성들의 결혼 연령도 보통 20~22세이다.

사회주의 영향력이 강한 북부 베트남보다 남부 베트남 지역 여성들의 결혼 이주율이

높은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 사회의 농촌의 경제 상황은 여성들에게 불리한 방향으

로 악화되었다(Goodkind 1997). 자유시장경제 원칙으로 물가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

고 지역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농촌의 개별 가구들은 소농으로

변화했다. 삼모작이 가능하지만 기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물소 등의

가축을 이용하거나 사람의 손을 통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베트남의 남부 농촌 지역

에서 주요한 노동 담당자는 여성들이다. 남성들은 물소를 다루지만, 여성들은 새벽부

터 저녁 늦게까지 잡초를 뽑는 등 쉴 틈 없는 고된 노동을 한다. 이 런 고된 노동은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을 인식한 젊은 세대 여성들 중에는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을 발

휘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하기 시작

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아버지는 내 결혼을 반대했지만,

어머니는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농촌 지역에서 여성으로서의 미래가

없음을 절감한 어머니들이 딸의 국제결혼을 격려한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 준다. 또

한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많은 베트남의 남부 농촌 지역에서는 갑작스럽게 집이 파괴

되어도 의존할 수 있는 ‘공적 장치’가 부재하다. 베트남 정부의 사회개발에 대한 적

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난한 농촌 사람들은 개별 가구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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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략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코프만 외(2000)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주 동기를

분석하는 데 있어 개인보다는 가족을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베트남

사회의 젠더 역할이나 기대 등은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

들은 노동자로서, 집안 경제를 갑자기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도구로서 인식된다. 그러

므로 자신과 결혼하는 사람이 대만인인지 한국인인지도 모르면서 어린 나이에 결혼

중개 시스템에 동원되어 한국까지 오게 된 여성들의 경우에 어디까지가 ‘선택’이며

‘자발성’의 문제인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결혼 이주는 사회주의 하에서 억눌렸던 근대적 소비와 낭만적 사랑에 대한 욕

망이 부상하는 시대적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딸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결혼 관

념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1990년 개방 이후의 젊은 여성들의 결혼관은 많이 달라지

고 있다. 하노이 민속 박물관의 <베트남 결혼 100년사> 전시물에 의하면 ‘배급 경제

시대’라고 불리던 1975년부터 1990년까지 베트남 젊은이들의 결혼식은 소박하고 간

소했다. 남성들은 군복, 여성들은 흰 셔츠에 검정바지를 입고 종이꽃을 흔들며 일렬

로 걸어가는 합동결혼식을 했다. 그러나 1990년 개혁개방(renovation) 이후 베트남 사

회는 낭만적 사랑에 의한 결합을 이상화하기 시작했고, ‘모던’하다고 일컬어지는 서

구식 결혼식이 도시를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결혼 청첩장, 사진 촬영, 드레스

를 입고 벌이는 호텔에서의 결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등은 베트남 중산층의 문화 자

본이 되고 있다. 국제결혼은 중산층에게만 가능한 이러한 결혼 문화를 농촌 여성에

게 ‘제공’해 준다. 1992년 12월에 한국과 수교를 맺은 베트남은 한국의 경제개발 모

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로 일부 여성들에게는 ‘한

국’이 새로운 욕망의 공간으로 떠오른 것도 사실이다.

인터뷰에 응한 베트남 여성들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

지만, 항상 ‘행운’의 가능성을 기대했다고 말한다. 실제로 베트남 사회에서 경제적으

로 자원이 많지 않은 계층에서는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 매

우 피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위안을 주는 것은 ‘운’이다. 외국인과의 결혼의 불행이나

폭력, 인신매매 등의 이야기가 들려와도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

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마을에서 외국인과의 결혼은 특히 ‘대단한 성공(a big

success story)’으로 회자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2005년 5월 25일 한국에 온 베

트남 여성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동네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여자가 있는데, 나뭇잎 지붕에 맨 땅바닥이라 비만 오

면 앉을 자리도 없는 집에서 1년 만에 튼튼한 시멘트 집으로 변했다. 안에 살림살이

는 다 비싼 것 갖다 놓고 산다고 했다. 나는 한국에 가서 내 몸 하나만 잘살아도 괜

찮겠다고 생각했다(고현웅 외, 2006).

딸을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것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전략’으

로 채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여성이나 여성의 가족이



- 179 -

엄청난 물적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최대 약 100만 원 가량의 결혼자금을 받

거나 “물소 한 마리 값 정도(약 250불, 한화 25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

나 ‘성공’ 신화들은 외국인 남성이 새로 집을 지어주거나, 가전제품을 사주거나 많은

현금을 주면서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켜 낸 제한적인 사례들로부터 구축된다.

4. 이주산업으로서의 국제결혼 중개업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들과 베트남 여성들은 각각 단일한 범주로 묶이기에는

개인적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이들의 결혼 동기와 경험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더욱 복

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하기 때문에 ‘구

조적으로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주 사업의 특수한 분야인 결혼 중개 사업은

단순히 결혼 브로커만을 의미하지 않는 다층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러한 이주 비

즈니스에는 중개업자, 변호사, 통역자, 관광업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중간 매개자들이

‘결합’된다.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도 한국 중개 업체뿐 아니라 베트남 현

지의 중개업자, 호텔, 서류대행업자, 웨딩업체, 여행사, 관광업체 등 베트남에서 활동

하는 다양한 이익 집단이 결합된 체제로 작동한다. 결혼중개 시스템의 중층적인 하

청과 연결 고리를 통해 한국 남성과 베트남의 여성들은 ‘성혼’에 이르게 되고, 그 과

정은 다음과 같다.

1) 절차화된 신속한 결혼

결혼 중개업자들에 대한 연구보고서(한건수·설동훈, 2006)에서 중개업자들은 “국제

결혼의 경우 도저히 국내에서는 결혼할 수 없는 남성이 결혼을 할 때 감격스럽

다”(24쪽4)라며 일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거나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사람(남성)이

랑 대화하는 것이 힘들다. 너무 소심하고 소박해서 힘들다”(25쪽5)며 어려움을 토로

한다. 즉, 한국 남성들이 지닌 자원을 과장하고 그들의 ‘결핍’과 ‘부족’을 비가시화시

켜 ‘성혼’에 이르게 하여 수익을 챙기는 것이 국제결혼 중개업의 본질이다. 중개업

경력 5년인 조민정씨는 국내결혼과 국제결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내결혼의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국내결혼은 남자 여자 양쪽의 요구를 모

두 맞춰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또 결혼 여부가 금방 결정되는 것도 아니

다. 하지만 국제결혼의 경우 2~3개월 안에 모든 과정이 딱 끝나기 때문에 국제결혼

중개가 더 나은 것 같다. 국내결혼의 경우 결혼의 선택권이 여성에게 많이 주어지지

만 국제결혼에서는 남성에게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남성들이 결혼하기 전

에는 많이 고민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만족해하는 경우가 많다(설동훈·김현미·한건



- 180 -

수2005).

성혼률 100%를 자랑하며 더 많은 수의 사람을 결혼시키고, 초고속으로 ‘성혼’에 이

르게 하기 위해서는 절차화되고 의례화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베트남 여

성과의 결혼이 붐을 이루기 시작한 2003년에 비해 현재는 국제결혼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중개업자에 의한 국제결혼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

성된다.

한국 남성 회원 모집→관광형 맞선→성혼 및 결혼식→한국에서의 혼인신고

→베트남 여성 결혼비자 신청→한국으로의 이주→가족 구성

한국 남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85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 이 비

용은 크게 1차비용(서류비용, 남성의 왕복 항공료, 인솔자 항공료), 결혼진행비(결혼

식/피로연 진행 비용), 수속비용(신부여권, 서류비용, 식대 호텔비용, 맞선 비용, 신부

관리비, 패물 및 신혼여행비용)과 지사 운영비(베트남 지사 및 직원 운영비) 그리고

성혼 사례비를 포함한다(고현웅 외, 2006: 22~23). 맞선－결혼식－합방－신혼여행으로

구성되는 베트남에서의 일련의 과정은 호치민의 경우 5박 6일이나 7박 8일이 걸리지

만, 하노이의 경우 비행기 도착과 출발시간을 맞추면 총 3박 4일 만에 맞선부터 결

혼까지의 모든 일정이 가능하다. 하노이로 가는 대부분의 중개업체는 아침에 공항에

서 남성들을 집합시켜 오후 1시에 하노이에 도착한다. 이후 저녁 8시나 10시까지 맞

선을 본다. 결혼할 여성이 확정되자마자 그날 밤으로 신부 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드린다. 다음날 아침 9시에 ‘신부’는 건강진단을 받는다. 당일 오후 1시에 결혼식을

올린 후, 오후에 하롱베이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밤으로 하노이에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하노이 시티투어를 한 후, 인천으로 귀국한다.

맞선은 보통 3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남성은 적게는 20~30명, 많게는

200~300명의 베트남 여성을 본다. 차례로 5~10명의 여성들이 들어오면 남성은 마음

에 드는 여성을 1차로 선택하고, 1차로 선택된 여성들 중 또다시 마음에 드는 여성

을 선택하는 2차 맞선으로, 2차로 선택된 여성들 중 또 선택하는 3차 맞선으로 이어

진다. 맞선 시 여성들은 남성의 신상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고, 남성은 통역자를 통

해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질문을 한다(고현웅 외, 2006:32). 2004년에 중개업을 통한

맞선을 보고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 박미자(23세)씨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억

한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여성들이 관광버스로 한 60명 정도가 와 있었다. 나도 여자

가 많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오기 전에 동네 아줌마는 운에 따라 될지도 모르

고 안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해 주면서 청바지랑 티셔츠 잘 입고, 조금 화장 잘 하고

오라고 말했다. 한국 남자는 2명이 왔다. 남자 2명이 앉아 있으면 여자 4명이 들어

간다. 그럼 남자가 맘에 들면 고개를 끄떡하고 그러면 남아 있는 거다. 남자 맘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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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여자들은 나가고, 계속 4명씩 번갈아 들어가고 그러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남편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이었다. 통역하는 아줌마가 신랑이 나를 선택했다고 말해주었

고, 부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물어봤다. 남편은 다른 소리는 안하고 회사를 여

러 개 가지고 있다고, 농수산 회사 사장이고, 자동차도 있고, 집도 있다고 통역하는

아줌마가 얘기해 주었다. 그 외에는 별 말은 없었다……. 한국에 들어온 후, 시부모

는 생선 장사 하시고…… 신랑은 회사도 안 다니고 매일 술만 마시고 계속 욕하고

때리고. 결혼하고 나서 술을 마시면 나를 때렸었다(설동훈, 김현미, 한건수, 2005).

한국 남성들 또한 비슷해 보이는 수십 명의 여성들 중 ‘외모’와 인상만을 보고 자신

의 결혼 상대자를 골라야 하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 맞선 과정에서 얼

굴만 보고 배우자를 골라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한국 남성은 다음과 같이 이야

기한다.

소장님이 베트남 가면 몇백 명까지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맘에 들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죠.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막상 긴장되고

잠깐 얼굴만 보고 고르자니 맘에 드는 여성도 없고 못 하겠더라고요……. 오전 맞선

에서 우리가 못 고르니까 ○○○ 사장님이 고르셨잖아요(고현웅 외, 2006).

최종으로 선택된 여성들은 그때부터 남성의 직업이나 가족관계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 결혼이 결정된 여성은 다음날 산부인과에 가서 ‘처녀임을 확인하는’ 건강검

진을 받거나 AIDS 검사를 받게 된다. ‘순결한 베트남 처녀’를 상품의 주요 이미지로

내세운 중개업자들에게 이 절차는 ‘품질 보증’을 의미한다.

맞선 다음날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합동으로 거행되기도 하고, 시간차를 두고 따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결혼식에 오는 교통비와 밥값을 절약하기 위해 여성 쪽 친지 및

친구를 15명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악덕 중개업자’는 연이어

벌어지는 결혼식에 쓰기 위해, 결혼 케이크를 자르지 말고 자르는 시늉만 하라고 요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결혼 중개업자에게 성혼은 곧 이윤을 의미한다. 이 때문

에 결혼이 적절하지 않은 사회적 비적응자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남성도 성혼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식 당일에도 여성들은,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남성의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통역자나 중

개업자들은 한국 남성이 단지 ‘점잖거나 수줍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 결혼식 사진을 담당하는 한국인 사진기사는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신부가

없는 사이 결혼 중개업자가 제대로 행동을 못하는 한국 남성들에게 ×× 새끼야, 똑바

로 해”라며 심하게 욕설을 퍼붓고 다그치는 것을 자주 본다고 말한다. 결혼식 이후

에 이루어지는 합방도 결혼 당사자들에겐 부담스러운 절차일 수 있다. 특히 나이가

어리고 ‘성’에 관한 지식이 없는 베트남 여성들은 ‘강요된’ 합방을 두렵고 놀라운 경

험으로 기억한다.

남성들이 한국에 들어가 혼인신고를 한 후 서류가 준비되면 비자 신청을 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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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성이 많이 몰리는 호치민의 경우는 보통 2~3개월이 걸리지만, 하노이의 경우는

빠르면 이틀 만에, 보통 20일 만에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더 신

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는 신

고 후 결혼증명서 발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들

과 서류 대행업자들은 법무부 담당 공무원들에게 ‘속성비’ 혹은 ‘급행료’ 명목의 금품

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2) 인신매매적 여성 관리 체제

결혼 중개 비용을 지불하는 한국 남성을 많이 모집할수록 이윤이 높아지므로, 한국

의 중개업체는 되도록 지역에 지사를 많이 거느리거나 인터넷·전화·현수막 등을 이

용하여 고객을 끌어 모으고, 남성들이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조직화된

중개업체는 베트남 현지에 한국인 중개업자를 두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의

한국인 중개업자들은 맞선, 결혼, 서류를 진행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베트

남어가 가능하고 베트남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

현지에서도 맞선에 내보낼 많은 수의 여성들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베트남 여

성의 모집은 일차적으로 동네의 친지나 뚜쟁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베트남 여성들은

이들의 손에 이끌려 호치민이나 하노이 같은 주변의 대도시로 가게 된다. 베트남에

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은 대부분 ‘무허가’ 결혼 중개업자

인 ‘마담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마담은 중매쟁이들에게

여성들을 인도받아 맞선을 위해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대마담은 모집 총괄책과 같

은 위치로, 여러 명의 소마담을 거느리면서 여성들을 적시 적소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는 “보통 소마담은 15~30명 정도, 대마담은 약 100명

정도의 여성을 데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여성들은 숙소에 머물면서 대

만이나 한국 남성들이 오면 맞선을 보러 나가는 생활을 하며, 맞선이 성사될 때까지

숙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숙소에 머무는 기간은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

베트남 여성들이 맞선을 준비하며 숙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드는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되다가 결혼할 때 한국 남성이 지불하는 비용에서 제하게 된다. 따라서 맞선을

거부하거나 중간에서 결혼할 의사를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성혼이 되어 한국

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여성들은 주로 대마담이 운영하는 숙소에 기거하면서 한

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과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사용법을 배우기도 한다. 여성들

은 대부분 외출이 금지된다. 한국 중개업자 최씨는 “여자애들이 괜히 밖에 돌아다니

다가 베트남 남자애들의 ‘손’을 타면 딴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쓴다고

하면서 이들을 통제하고 감금하는 것이 인신매매적 행태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

했다. 여성들이 잘못된 결혼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포기하거나 맞선을 보는 것

을 중지하고 싶어도 일단 중개 시스템의 노정에 들어온 이상 여성들의 자율적 의지

는 발휘될 수 없다. 현지의 중개업자들은 ‘빚’을 통해 여성들의 이동성 자체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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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현재의 중개 시스템은 안정적인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결혼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박탈한다. 무엇보다도 불충분한 정보의 제공, 이동의 자율성 제한, 강제적

선택 등을 중개업의 주요 업무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적’ 속성을

깊이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한국 중개업자와 현지 중개업자, 현지 중개업자들 사이의 위계적 하청구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여성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얻어내지만, 이윤의 분배 구조

자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즉, 한국 중개업자의 ‘몫’이 상대적으로 높고,

하청 구조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적은 이윤을 위해 경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현지인

들에 대한 착취를 가속시킨다.

5. 결혼생활과 친밀성의 ‘위기’

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인권 침해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부들의 결혼생활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서로에 대해 이해할 만한 시간도 없고 언어가 잘 통하지 않

은 상황에서는 개인들은 자신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관념들에 의해 행

동할 수 밖에 없다. 베트남 여성들은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권하에서

남녀 평등적 노동관을 내재화했거나, 동남아시아 특유의 모계제의 영향을 받아 여성

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보상 없는 희생’을 강조

하며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무화시켜내는 유교적 가족제도의 여성관과는 대조적인

삶의 양식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일상적 담론은 모든 결혼 이주

여성들을 무력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로 통칭한다. 이 여

성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라는

현실성 없는 관념들은 여성들이 이주를 결심하면서 상상했던 친밀한 부부관계나 경

제적 성취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 특히 생계보다는 ‘현금’을

동원해 낼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필요한 베트남 농촌에서 한국에 온 여성들은 결혼

전에 어떤 식이로든 돈을 벌어 가족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일에 참여했다. 중개업자들

은 베트남 여성들을‘ 어리고, 순박하고, 착하기 때문에 절대 도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전하면서 ‘문화적 허구’를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그러므로 한국 남성들에게 베트남

의 나이 어린 여성은 여전히 가난하고 무지하며 복종적인 위치에 놓여야 하는 존재

로 상상된다. 실제로 사회주의권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베트남 여성들은 남녀‘평등’

관념이 강하고, 한국 사회의 성 역할 구분에 대해 의아함을 갖고 있다. 베트남 공장

에 파견된 한국 남성과 연애하여 1996년도에 한국에 온 한후인(32세)씨는 오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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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의 성역할이나 행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베트남 같으면 남녀 차별 없이 누구나 돈 벌 수 있으면 벌고, 또 집안 일도 같이 하

고 그러는데. 물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뭐 별로 힘든 일도 아닌데, 그런 걸 여자인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싸우게 된다. 베트남에서는 친구들을 나가서 만

나도 외박 같은 것은 진짜 없다. 늦어도 11시면 다 집에 들어온다. 근데 여기는 느닷

없이 외박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데, 한국 남자들은 친구가 중심이다(설동훈·김현미·한건수, 2005).

또한 여성들은 남편이 ‘내가 큰 돈 내서 마누라를 샀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는 논리에 매우 저항적이다. 실제로 자신이나 가족이 그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중

개업자들이 받은 것이므로, 본인은 ‘팔려온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결혼 비용을 보통

남자 쪽에서 지불하는 베트남의 관행에 비추어보아서도 한국 남성이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혼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목돈’을 얻

어낸다기보다는 한국에 와 일을 해서 남편과 가족들에게 떳떳해지고,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은 모든 여성들의 공통적인 소망이다. 남편 가족들은 여

성들의 삶의 비전이나 현재적 열망을 이해하려하기보다는 여성들을 ‘가난한 나라에

서 온 무지한 사람’이란 고정화된 범주로 취급한다. 여성들은 한국말을 알아들을수록

식구들이 행하는 언어폭력에 더욱더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

요즘도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이상하거나 가난한 나라 모습이 나오면 나더러

‘너네 나라다!’ 그러신다(이현란, 21세).

남편이랑 싸울 때면 시어머니는 종이에 다가 1300을 써서 보여주곤 했다. 아마 나를

데리고 오면서 돈이 많이 들었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결혼할

때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 돈 다 내놓으라고, 없으면 베트남에 못 가는거라고 소리

질렀다(박미자, 23세).

그러나 이혜경(2005: 94~95)이 지적했듯이 현재 행해지는 국제결혼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국가 간 결합’이므로 ‘부부관계가 마치 준(準)계급관계’로 변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한국 남성들의 학력이나 경제력, 외모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 남성들은 낮은 사회적 위치에서 오는 열등감을 ‘국적’과

‘수용국’을 이용한 상징 권력으로 변화시켜냄으로써, 가족 내에서 사적인 통치를 구

현해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주 여성들에게 ‘결혼’이란 한국 남성을 위한 가족 내

무급 노동자, 성적 서비스 제공자, 가사노동자의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권

력장치로 작동한다. 그들은 한국 남성이 짧은 맞선과 ‘구애’ 기간 동안 보여준 다정

함, 예의, 물적 지원이 결혼 후 급격히 단절되는 것에 대해 놀라워 한다. 한국에 정

착한 후 남편의 무시, 난폭함, 무감정, 말 없음, 학대 등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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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개 시스템에 의한 국제결혼에서는 다른 어떤 관계에서보다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친밀성’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한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3일 동안은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잘해주었는데 3일 지나니

까 완전히 달라졌다. 신랑은 회사도 안 다니고 매일 술만 마시고 계속 욕하고 때리

고(박미자, 23세).

조직적인 중개업자에 의한 상업화된 결혼은 인간의 몸, 정서, 감정, 인격까지 구매

－판매의 관계로 위치시키고 있으며, 외국 여성의 몸과 인격이 ‘구매 가능한 상품’이

라는 의식을 강화시킨다. 또한 여성을 삶의 동반자이며 반려자로 보지않고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향을 강화한다. 이러한 인식을 강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의 중층적인 하청구조가 여성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남성의 권력을 확장한 불균형적 젠더 관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 과정 자체에 존재하는 권력의 위계화는 이후 여성들의 결혼 생활 전반으로 확

장되어, 다양한 폭력 상황을 만들어낸다.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피해 사례는 남

편의 폭력이다. 여성들의 경우 특별한 갈등이나 사건 없이 결혼 초기부터 언어적 폭

력, 물리적 폭력, 성적 폭력 등을 경험한 경우가 많다. 이는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

남성들 중 일부는 이미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습관화된 폭력 등으로 결혼 및 가족생

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결혼 생활에 부적합

한 남성들은 가족 내 ‘골칫거리’로 존재하다가 때로는 가족들의 묵인과 경제적 지원

에 의해 국제결혼 시장으로 유도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한국인 남편이나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 때문에 일어

나기도 한다(보건복지부, 2005: 127). 즉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방

편으로 자신들과 결혼했다는 인식 때문에 아내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심한 경우 의처

증 증세로 발전하기도 한다. 남성들 중에는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

인 부인을 철저히 통제하고, 폭력으로 겁을 주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

각을 갖는 사람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 남성들이 결혼 당사자이지만, 실제로 결혼의 전 과정에서 무기력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중개구조가 결혼관계의 ‘피상성’과 ‘일회성’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남성들은 자신이 선택한 외국 여성들의 삶에 대해 크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

는 생각을 갖게 된다. 외국 여성과 결혼을 선택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

요한 배우자에 대한 지식, 즉 베트남의 문화나 생활양식, 남녀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고, 감정의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의사소통

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186 -

베트남 여성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발견한 심각한 문제는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

이 부부간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축복할 만한 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는 점이다. 국제결혼에 대한 다른 연구물에서는 외국 여성이 아기를 낳게되면 ‘도망

가지 않을 것’이라는 안심 때문에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석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외국인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이나 부려먹기 쉬운 가사 노동자로

취급하는 남성들은 여성이 자신의 ‘정상적인’ 부인으로 변화되는 ‘임신’과 ‘출산’의 과

정에 매우 적대적인 감정을 보이며,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이상을 실현시

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한국 내 결혼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농촌 지역의 남성들을 위해 행정 주도

형으로 시작되었던 국제결혼은 결혼 중개업자들 간 경쟁의 난립으로 현재 그 목적이

심하게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 결혼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지닌 자(알코올중

독, 상습폭력, 정신장애)와 고령의 남성들이 국제결혼의 주요한 고객으로 등장하면서,

국제결혼은 간병인과 가사노동자, 성적대상으로 외국여성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이 함께 살아야 할 남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갖지 못한 상황에서 낭

만적 부부관계를 상상하며 한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6. 결론

상업화된 중개업체에 의해 수행되는 ‘국제결혼’은 우리에게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를 되묻게 한다. 많은 경우, 모든 개인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결혼한 커플의 삶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개입’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

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여성 결혼 이주자의 문제를 ‘자유주

의적 개인관’에 입각한 결혼의 개념 안에 놓아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 현재의 국제결혼은 글로벌 신자유주의 경제가 만들어 내는 ‘여성의 빈곤

화’, 각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여성을 쉽게 ‘자원화’하는 성차별적인 이주체제, 그리

고 여성을 이동시킴으로써 이윤을 만들어내는 준(準)인신매매적 중개업자들이 행사하

는 일련의 권력망에 놓여있는 사회적 문제이다. 이것은 글로벌한 체제안에서 진행되

지만 또한 로컬 정부의 ‘이민체제’의 성격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한국 사회가 결

혼 이주자의 시민권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현재의 인신매매적

이주 방식에 대해 어떤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성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한 시기다.

국제결혼을 한 여성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물들(윤형숙, 2004; 이혜경, 2005; 한건수,

2006)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각방쓰기’, 가출. 이혼위협, 이혼거부, 출신국이 같은 여

성들간의 모임을 통한 감정적 지원과 남편에 대한 압력 등의 방법 등을 활용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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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글로벌 시대의

결혼 이주자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한국으로 이

주하는 여성들은 누구의 배우자로서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와 한국의 국민으로서

국제결혼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전통적 의미에서의 배우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주노동자로서 또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획득해야 할 사람들이다. 파이퍼(Piper)와

로세스(Roses)가 지적한 것처럼,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여성들은 이주국에서 누

구의 부인이나 어머니라는 지위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자와 국적을 취득

한 시민이라는 범주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2003). 또한 자신이 떠나온 가족과의

연결망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 의미의 디아스포라인의 정체성을 담

지하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정체성이 구축되는 공간은 떠나온 출신지도 아니고, 남

편의 나라인 한국도 아닌 ‘초국적 공간’이다. 한국 사회의 결혼 이주자 지원 정책이

한국어 교육이나 풍습 익히기 등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이들을 한국 남성의 배우

자라는 편협한 범주에서만 사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주를 감행하고, 정착

하고, 새로운 미래를 기획하는 전 과정에서는 중층적이고 다중적 지위를 열망하는

적극적 행위자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사회가 한국에 들

어온 외국여성들을 가부장적 훈육체제를 바탕으로 ‘한국식’으로 적응, 개조시키려는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필요하다. 국제

결혼은 말 그대로 문화 횡단적 공간을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삶의 양식이지, 외국

인의 한국국민으로의 강압적 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서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시민이다. 그러므로 부부와 그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주의에 기반을 두어 향후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다양한 문화

적·경제적 자원을 확장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정책의 관심이 모아져야 한

다.

(2006년 4월 12일 접수, 2006년 5월 6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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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 법률에 대한 인권적 검토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1. 들어가며

한국사회는 100만 이주민 시대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을 경험하며 다문화사회를 구

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생산에 분주하다. 그러나 현재 생

산되고 있는 정부의 다문화정책 또는 다문화주의 담론은 국제결혼가정만을 주된 대

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0만 이주자 중 결혼이주자의 수

는 1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정부의 다문화 정책은 100만의 십분의

일밖에 안되는 결혼이주자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기획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이

주의 성격, 혈통 중심적이고 자국이기주의적 사회적 인식, 행정편의주의가 결합·반영

된 결과로 보여진다. 정부의 이주노동 정책인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불

허하는 단기 순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결혼이주의 경우 이주의 매개가 되는 결혼의 속성으로 인하여 이주자의 정주

를 허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빼앗아 갈 자, 잠재적 우범집단,

슬럼집단’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적으로 현존한다. 반면 한국 사람과 결혼하여

한국의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결혼이주자에 대하여는 ‘가족의 구성과 혈통의 유지’라

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 받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결혼

이주의 경우 정주를 전제로 한 이주라는 점,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비판

의 위험성이 최소화된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결혼이주자를 다

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결혼이주 이외의

다양한 형태로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존재는 배제되고 있다.

주제마당4. 여성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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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각을 견지하며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가족정책’으로 포장되어 생산되

고 있는 현행 법제도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해보고자 한다. 이주자에 대한 지원의

총론법적 성격을 갖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첫 번째로 살펴

보고, 거주외국인의 지원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겠다. 그 이후에는

결혼이주 형성단계에 개입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이주자의 귀화 조건

을 결정하는 국적법 개정의 한계 및 그와 관련된 정부의 사회통합교육이수 의무화

정책과 이주 아동의 국적권을,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한적이고 시혜적인

사회보장 급부의 부여를 검토해하고자 한다.

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1) 주요내용

2007. 5. 17.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

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이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

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제5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또한 위 법은 재

한외국인의 인권옹호․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

우․영주권자의 처우․난민의 처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

선 등 재한외국인 처우 규정을 두고 있다(제10조부터 제19조).

2008. 3. 21.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명 자체에서 천명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어 2008. 9월부터 시행되기 시작되었다. 동 법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

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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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

호(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과 자녀에 대한 차별 방지

와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제12조 제1항,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사실혼 포함)이민자와 그의 자녀

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영주권자의 처우

(제13조 제1항,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주권자에 대하여 국내 체류와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제12조 제1항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

다.

난민의 처우

(제14조 제1항, 제2항)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의 거주 혹은 출국을 지

원할 수 있다.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제15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재한외국인은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제

12조제1항 시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

선

(제1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

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그의 직계비속에 대하여 국내 체류

와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제1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세계인의 날

(제19조 제1항, 제2항)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하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

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

성하도록 한다.

정의규정

(제2조)

제1호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

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2호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재한외국

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실태조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2조). 양 법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기본

법적인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주요내용

(표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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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6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

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

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

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노력, 가정

폭력 피해 결혼이민자를 위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

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 확대 노력을 하여야 하며, 혼인관

계 종료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산전․산후

건강관리 지원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

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

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시 필요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아동 보육․교육

(제10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해 ①국가와 지자체의 차별 없는

보육․교육 실시 ②국가와 지자체의 신속한 적응을 돕는 교육지

원대책 마련과 시․도 교육감의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

그램 지원 ③국가와 지자체의 취학전 교육과 언어능력 제고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2조 제1항, 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원

센터는 교육․상담․정보제공․홍보․서비스연계 등의 업무를 수

행한다.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14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

용한다.

2) 쟁점과 과제

법의 적용대상으로 재한외국인법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

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법 제2조 제1호)로 규

정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족을 이루고 있

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이주민과

한국인이 결합된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할 경우, 이주노동자 부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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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출생한 아동, 외국인 유학생과 그 동반가족, 무국적 외국인과 그 가족의 문

제는 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매우

광범위함에도 법의 적용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

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

들을 한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인과 ‘가정’을 구성한 이

들에게만 정착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국적과 혈통에 기반 한 차별이 될 수 있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동일하게 ‘합법적’ 체류 자격의

외국인만을 법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체류자격’이 합법인지 여부를 기준에

두고 정착 지원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고 초과체류 상태가 된 결혼이주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할 것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이주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또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아동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

본적 권리는 그 향유자의 체류 상태에 좌우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국내법에 의

해 보호되어야 마땅함에도 배제되고 있는 법 현실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인권 수준

을 반영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경우 그 목적조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간 상호 존중”과 “사회통합”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문 내용상에는 다문화가 상호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공공정책을 시행할 것인지, 나아가 소수집단의 정체성 보

장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결사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내

용은 빠져있다.

3.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대하여

1)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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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이 조례는 oo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

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oo시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

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

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

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007. 10. 31.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

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을 마련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1. 현재 총 115개

자치단체에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거주외국인 지원 표

준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은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

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제3조)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을 지자체의 책무

로 부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자체는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제4

조),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으로 지원 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며(제6조), 나아가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제12조) 그러나 제5조에서 지원대상

을 ‘합법’체류 거주 외국인으로 분명하게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양천, 서초, 금천, 노원, 강북, 서대문, 구로, 강동, 종로구 등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각 구에서 시행중인

조례 내용은 대체로 행정자치부의 ‘거주 외국인 지원 표준 조례안’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구로구의 경우 제5조 제2항에서 “재단,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

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및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

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

상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구별

되고 있다.

(표3)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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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의 지

위 (제3조)

① oo시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

민과 동일하게 oo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oo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oo시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oo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제5조)

oo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

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

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지원의 범위

(제6조)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적응을 위하여 oo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oo시장은 전 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외국인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

조)

oo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

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13조)

①oo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세계인의 날

(제14조)

①oo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

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명예시민(제17조)
①oo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2) 검토

사회통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거주외국인을 지원하고, 거주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법의 기본 목적 및 취지가 확연히 다른 ‘출입국관리법’상

의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일

관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고,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 제한이 있을 수 있

을 뿐”이라고 판시하여86),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등록·미등록을 불문하

86) 헌법재판소 1994. 12. 29. 93헌마, 헌법재판소 2001. 11. 29. 99헌마 49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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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든 외국인에게 인정해온 것과 상반되는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외국

인 표준 조례안과 이를 좇고 있는 대다수 지역의 조례가 지원 대상을 ‘합법’체류자로

만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 소지를 내포한다.

또한 표준조례안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거주 외국인’을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내 거주외

국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계활동에 종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제5조 지원 대

상에 대한 규정에서 ‘거주 외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고만 제시되어 있어 생계활동

종사를 불문하고 모든 외국인이 지자체의 지원대상에 포섭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그 밖의 지원의 내용에 대한 모든 규정에서 ‘거주 외국인’임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

고 있다. 결국 지차제 관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자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 혜택, 한국어 등 적응 교육, 취업 고충 상담, 응급 구호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는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 체류 자격의 외국인이라는 이중의 조

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지원 대상을 한정할 경우 출산 및 건강, 기타 이주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생계활동을 중단한 이주자, 가사노동 및 양육·노부모 봉양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자, 관내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 여성 등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조례의 정의 규정에 ‘생계활동에 종사한다“는 내용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여, 그

의미를 단지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넓게 구직활동 중이거나

이직중인 경우 및 가사 및 양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하

거나 아니면 ’생계활동종사‘라는 그 구문 자체를 ’거주 외국인‘정의 규정에서 삭제하

여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가정 형성 단계에 대한 법적 개입_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

1) 국제결혼 중개행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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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종 차별적 광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국제 결혼할 당사자인 한국 남성을 모

집하는 것은 영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중개업자들은 보다 많은

한국 남성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 지면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등

온라인부터 오프라인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성 차별적·인종 차별적인 광고(예: ‘베트남 처녀와 결혼하세요. 초혼, 재혼, 장애인 환

영’,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만남에서 결혼까지 7일’, ‘베트남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부보증제‘ 등)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현수막은 재혼과 장애라

는 결혼시장에서 주변화된 신체들, 위계화된 글로벌 체제하에서 베트남이라는 국가

의 주변성, 글로벌 결혼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여성의 몸, 한국 사회에 깊게 내

재된 순결 이데올로기, 결혼이라는 틀 내에서 허용될 수 없는 매매혼적 성적 결합이

라는 현재 국제결혼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상징한다.87)

(2) 정보의 왜곡 및 은폐

‘국제결혼’ 자체를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이주의 한 형태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면, 그래서 공간적으로 격리된 두 당사자를 매개해주는 매개자로서 ‘중개업’자의 출

현과 개입 또한 필요악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이때 “국제결혼 중개”행위가

“정상적인” 상행위로서 인정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상대방

에 대한 적확한 정보 전달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

보의 양은 불균형하고, 부정확하고, 때때로 허위이다. 이주여성의 경우 최종 선택되

기 전까지는 상대방 남성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한다. 또한 통역서비스

의 미비로 인해 결혼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전문적인 통역자의 조력을 충분히 받

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남녀 모두에게 심각한 ‘정보의 부족’을 야기하며, 불

충분한 정보는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나 착취에 적절

히 대응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결혼 후 심각한 오해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필리핀 여성 안나(22)씨는 결혼정보업체에 속아 한국인과 결혼했다. 마닐라의

한국인 운영 결혼정보업체는 남편을 “30대 후반의 엔지니어”라고 소개했다. 다음날

87) 김정선 ‘다문화사회를 위한 시론: 차이의 문제로서 국제결혼, 국제결혼으로 초래된 가족, 인종, 민족,

국가의 변화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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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올리고 한 달 뒤 한국에 왔더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엔지니어라는 남편

은 트럭 야채상이었고, 나이는 결혼 전 들은 것보다 10살이나 많았다. 어떤 결혼업체

는 물정 모르는 여성들에게 한국에서는 농업이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결혼하면 남편과 단둘이서 살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친정에 돈을 보낼 수 있다고

달콤한 이야기를 속삭이기도 한다.88)

(3) 미인대회식의 대량 맞선 및 단기 속성의 성혼

2005. 3. 당시 가정폭력으로 충남의 한 여성 쉼터에서 생활하던 베트남 여성(23세)

의 예는 결혼정보업체가 주선하는 집단 맞선으로 결혼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그녀는

호치민에서 버스로 남쪽으로 5시간 거리에 있는 ‘깡촌’ 출신이다. 부모 형제 8명과

함께 농사를 짓던 그녀는 친구 소개로 현지 결혼정보업체를 알게 돼 ‘탈 베트남’을

위해 호치민에 올라왔다. 그녀는 결혼정보업체가 주선하는 한국 남성과의 집단 맞선

에 참석했다. 이날 선은 며칠 전 대만 남성과의 맞선에 이어 두 번째 선이었다. 그녀

는 운이 좋아 200명이 넘는 여성 중에서 1차로 압축된 10여명에 들어가 다시 5명->

2명-> 1명 순으로 좁혀진 ‘미인 대회식 신부 선발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됐다. 하

반신 장애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외국 며느리를 보기위해 찾아온 시어머니의 눈에

들었던 것이다. “그 선택에 동의하고 말고 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호치민에

올라온 지 9일 만에 결혼이 확정됐다. 다음날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신혼여행을 마

친 후 남편은 출국했다. 그녀는 두 달 후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 한국에 왔다. 그녀는

“한국에 가면 행복하고 엄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결혼했어요.”라고 말하고 있

다.89) 중개업자들은 단속에 대한 우려로 인해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맞선을 진행해

야 하며, ‘일대일 맞선’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한 명의

남성이 수백 명의 여성 중에 한명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맞선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이윤의 추구’라는 상업화된 국제결혼 중개 서비스의

이윤 추구적인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결혼당사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결혼 중개시스템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

고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속성으로 배우자 선택이 강제되는’ 구조라 할 수 있

다.

88) 조선일보, 2005. 3. 22. 자.

89) 조선일보, 2005. 3. 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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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제2조)

제1호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
제2호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4) 인신매매에 가까운 강압적 구조

현재의 결혼 중개과정은 조직적인 연결망에 의해 여성을 모집, 기숙, 관리, 통제하

고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국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신매매적’ 속성을 지닌다. 맞

선을 준비하는 기간 뿐 아니라 결혼 후 입국까지 여성들은 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숙

소에서 생활하면서 외출이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빚으로 계산된

다. 이러한 부채 예속의 상황은 여성이 중간에 맞선을 포기하거나 경쟁률이 높은 맞

선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강제로 작동하며, 이로 인해 결혼상대

자가 싫더라도 자의에 반하여 결혼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남성

과 결혼 한 여성들은 입국을 포기하거나 입국 후 2-6개월 이내에 집을 나오면 ‘지참

금’뿐 아니라 추가로 200만원을 한국 중개업체에게 변상해야 하며, 그 결과 여성들은

폭력적인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서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한 국제결혼 여성(사례34)은 자신의 부모가 받은 약 25

만원 때문에 한국으로 이주되어왔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은 베트남의 농가에서는

물소 한 마리 값에 해당하는 약 25-30만원의 돈을 융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것이다.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의 제정 및 한계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촉구됨에 따라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8년 6월부터 시행

되기 시작하였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

혼중개업은 ‘등록제’로 관할 지자체가 지도·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①신고필증을 게시 의무(제8조) ②명의 대여 금지 의무(제9조) ③

계약 내용 설명의무 및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제10조) ④외국 현지법령 준수 의무(제

11조) ⑤허위·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제공의 금지(제12조) ⑥개인 정보 보호

의무(제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4)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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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
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제4호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
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제5호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
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3조)

제1항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항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조)

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항 ‘시·도지사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3항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

제1항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고자 할 때에
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2항 ‘계약서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약관을 이용자에게 내
주어야 한다’
제3항 ‘계약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4항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
하여서는 안 된다’

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1조)

제1항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
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
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허위·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2조)

제1항 ‘거짓·과장되거나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2항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항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한국 남성의 ‘지적’ 장애 사실을 이주여성에게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현장에서 상담 접수되고 있다. 정신적 장애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충분한 통역 서비스와 대량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

혼 중개 구조 아래에서 은폐된다. 국제결혼 중개업자의 허위 정보 제공 또는 정보의

은폐로 인한 피해는 부주의하게 결혼을 결심한 이주여성의 개인의 탓으로 치부될 뿐

이다. 이와 같은 국제결혼 알선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

법은 사후적으로 행정적인 규제 장치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과연 혼인이 파탄 이후에 부가되는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치유의 의미가 있을지, 그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얼마

나 실효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은 결혼중개 행위가 합법적인

상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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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

는 취지에서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신성정보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

는 언어로 제공하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기재하여야 할 신

상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의무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은 점,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위반시 제재조치를 부가할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입법적 미비 지점이다.

한편 법적 절차에 따라 피해를 구제받기위해서 이주여성은 입증자료를 준비·제출

해야 하는데, 국제결혼중개라는 위계적 사슬 아래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처한 이

주여성이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도 간과되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결혼중개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

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결혼중개업체로부

터 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이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기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여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구제하기에는 너무나 먼

법이 ‘합법’이라는 날개를 달아 문제적 국제결혼 중개행위를 더욱 조장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중개 행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입법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어 법 시행 초

기부터 그 실질적 효력이 미미하다.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을 뿌리 뽑고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인신매매방지

관련 국제협약90)을 국내 비준하고 이에 근거한 국내 ‘인신매매방지법’을 만들어서 인

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규정과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5. 다문화가족의성원권에대하여

90)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인신매매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Protocol to Prevention,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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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혼이주자의 성원권에 대하여

다수의 실태조사와 현장 단체의 상담을 통해 많은 결혼이주자들이 결혼 이주 후

유·무형의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하여 경찰신고와 같은 적극적 대

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 처한 많은

결혼이주자들은 형사 고소고발 여부 및 이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체류 가능성을 가장 우선적 요소로 고려하게 되는데, 한국 국적취득 전까

지 소요되는 3년~4년 기간 동안91)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하는 결혼이주자가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이나 국적 신청을 할 때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동행 및 신원보증

유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결혼이주자의 한국에서의 법적 지위는 배우자에게

의존적인 불안정한 신분이다.

만약 한국인 배우자가 동행하지 않거나 신원보증을 철회한다면 결혼이주자는 한국

에서의 합법적인 체류와 국적 취득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

성의 합법적인 국내체류 여부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달려있는 한 가정폭력 등이 발생

하여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국제결혼 이

주여성이 자신이 처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

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자신이 처

한 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본국으로 쫓

겨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과 체류가 안전하다

는 판단이 들지 않는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결단을

내리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04년,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 국적법

제6조 제2항에서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

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

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거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

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인 경우에도 국적 취득의 기회를 부여

91) 국적법 제6조에 따른 혼인에 기한 간이귀화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2년의 국내거주요건

을 충족시켜야 하며, 귀화 신청 후에는 심사 기간이 1년~2년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결혼이주 후 한

국 국적 취득까지 총 3년~4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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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
는 자’
제2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
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개정
후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
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
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하였다.92) 따라서 현재에는 결혼이주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파탄났

음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거주와 귀화가 가능하게 되었

다.93)

(표5) 2004년 국적법 개정 내용

그러나 결혼이주자가 위 국적법 조항에 따라 체류 연장 허가와 귀화 허가를 얻기

92)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

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호 ‘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93) 한국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체류기간 연장 및 국적신청 서류

① 체류 연장 및 국적 신청시 공통서류

② 추가 서류 (다음 중 1개 이상)

► 판결문(이혼판결문의 경우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어야 함, 형사판결문)

►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 진단서(한국인 배우자로부터 맞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야 함), 상처 사진 등

►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한국인 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 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하였으나 한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한국인 배우자 본인

이 작성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서로는 되지 아니하고 혼인관계 중단원인을 구체적으

로 설명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중단 될 때 거주했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혼인관계 중단원인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단순한 확인서가 아니고 구체적인 혼인관계 중단원인 및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어야 함)

►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서류 등: 상담소의 가정폭력 사실확인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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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에 노출되었다던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이 현재 법무

부의 국적 행정업무 관행이다. 결국 우리의 법제도는 결혼이주자에게 죽을 만큼 얻

어 맞으라고, 증거자료가 충분해질 때까지 참고 폭력을 당하라고 권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원치않는 이혼 강요, 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인격적 모독, 감금, 경제적 학

대, 성적 학대 또한 무형적 폭력으로서 가정폭력에 포함되며, 실제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의 불가능

성으로 인하여 결혼이주자들은 협의이혼에 동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

어떠한 선택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 상에

명문 규정을 두어 무형의 가정 폭력 피해에 대하여도 일정기간 체류 보장 및 경제활

동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 법률지원94),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의 부여 등을 명확히 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혼인과 동시에 국적취득 및 영주자격 취득이 가

능하도록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안정적 신분보장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국제결

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장 선결적인 지원 정책일 것이다.

2) 사회통합이수제의 도입에 대하여

2008. 4. 4. 법무부는 귀화 프로그램으로서 사회통합이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서 소정의 시간동안 사회통합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내용

이었다. 일반 외국인의 경우 귀화하기 위해서는 한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사회통합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한글 필기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이다. 반면 결혼이주자에게 사회통합교육 이수 의무화 정책은 기존에 면제되었던 국

적필기시험을 부활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는 결혼이주자의 사회통합을 용이하

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외국인의 귀화절차에 필수적으로 부가되었던 국적필기시험으

로부터 결혼이주자를 면제해왔던 것이다. 결국 사회통합이수제는 결혼이주자의 귀화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 과정에 있어서 아내로

서 가사노동, 며느리로서 노부모 봉양, 엄마로서 육아,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이라

94)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변호사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피

해를 입증하여야만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무형의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

하여 법률구조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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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주여성이

처한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대책 없이 일방적인 사회통합 교육만을 강요한다

면 수많은 이주여성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더욱 극심한 인권침해 상황에 내

몰리게 될 것이다. 국적 취득 및 체류 연장에 한국인 배우자의 조력이 필수적인 현

국적 체계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주여성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였고 이는 결

국 이주여성을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적인 상황에 취약하도록 내몰고 있는 구조적 문

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사회통합교육을 국적취득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국제

결혼 가정 내 기존하는 불평등한 위계구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다문화가족 아동의 성원권

고용허가제로 이주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가족 동반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속인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 하에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경

우 해당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은 한국에서 출생하였다 하

더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95) 또한 일반 외국인 귀화 요건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 상태로 국내 5년을 거주하여야만 가능하다96). 이

와 같은 법제도 하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부모로 둔 아동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부여된 ‘소위’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나아가 미등록 이주 아동은 ‘미등록’ ‘미 국적 취득자’이기 때문에

95)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

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96)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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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사회보장혜택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실태는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

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국회

의 동의를 받아 비준하여, 1991년 12월 20일부터 동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본 조약에 따라 한국정부는 “관할권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

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

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

한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할

의무를 갖으며(2조), 이주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생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

를 가지며,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7조) 동 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출

생한 이주노동자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사회로부터 건강한 양육과 교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이주 아동의 안정적인 신분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일

본의 경우 일본에서 출생하거나 일본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거주

이주 아동에 대하여 체류자격 심사 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정책적 조치

를 취한 바 있으며, 영국의 경우 아동이 영국에서 태어나 10세까지 거주하면 부모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국적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1990년 이후

부터 독일 부모가 아닌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과 함께 국적을 부여하

도록 법 개정을 하였다.

6.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권

1) 현황 및 내용

(1)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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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적용조항이 도입되었다97). 동 규정

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국민연금의 당연가입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로만 그 대상

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은 귀화전이라도 거주비자(F-2-1)를 소지하고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이주여성의 모국이 한국과 국민연금에 대한 상호

협정을 체결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과 그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3조에 외국인 특례조항을 두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의 출

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

는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9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4조)98)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은 국적취득 이전에도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직

97)국민연금법 제126조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①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외국인등 가입자)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20679호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

자가 될 수 없다.

1.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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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입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5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이 도입되었다.99) 이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

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거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자

로서 일정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일부 혹은 전부가 필요하다고 보

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결혼이주여

성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지만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

는 경우로만 권리 향유자가 제한되어있는 것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부자복지법)

2006년 12월 법 개정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부자복지법)상에 외국인 특례조항

이 신설되었다.100)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출생한 대한민

국 국적의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면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1)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3)

미혼자의 4)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5)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

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

에 의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

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0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조 ③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

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10조 (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

다)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

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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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에 해당한다면 생계비, 아동양육교육비,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보호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동법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5)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권

2001년 3월 교육인적자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지침을 마련했다. 2003년 1월 19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

항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

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

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

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등 이미 인준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불법체류자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초등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취학 허가가 났지만, 불

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를 입학시키느냐 마느냐는 실제로 교장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자녀

로 출생한 어린이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초·중

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보호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문제적이다.

2) 쟁점 및 과제

현행 사회보장법상 이주자가 사회권적 지위를 향유하기 위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

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동일한 권

리와 보호가 제공되지만, 국적 취득 전에는 ‘외국인 특례조항’을 통해 ‘결혼과 출산’

을 기준으로 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배제와 포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사람은 식량․의복․주택․의료, 기타 필수적

사회 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부를 제공하는 데 그 전제로

서 대한민국 국적자의 출산과 양육을 요구하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인권 기준에 비추

어 보았을 때 타당한지 의문이다. 결혼 이주여성과 그 가족의 빈곤 탈출과 인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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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행과 같은 배타적인 법제도는 이주의 문제를 대한민국과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주민으로만 한정하려는 시각을 고수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개

개인의 권리나 가치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7. 나가며

다문화사회란 그 사회의 규범과 지배적 가치 속에서 민족·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

고, 이들의 권리와 문화를 존중하여 이들이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 다양성이 전제된 다문화사회는 특정 문화가 지배 문화

가 되어 다른 문화들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인 문화 자체를 하

나의 문화로 인정하여 서로 다른 문화들이 상호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

와 지방정부가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를 외치며 “다문화가정”을 위한 정책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생산해내고 있지만,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주의가 무엇인

지, 다문화사회를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은 선언적인 수

준에 머물러 있거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체류자격 여부 및 생계활동 유

무, 한국인과의 혼인 여부, 한국인 자녀 출산 여부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현

실이다. 이러한 지원 대상의 배제와 포섭의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무국적·미등록 아동, 폭력 피해·인신매매 피해 이주 여성, 한국인 자녀를 양

육해야하는 미등록 이주자 등은 배제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법 규범은 규범 자체가 스스로 표명하고 있는 ‘다문화간 상호 존

중과 지원’을 과연 얼마나 실현하고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와 성찰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이제 막 다문화사회로 첫 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은 더욱 절실하

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다인종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진정한 다문

화 사회로 변화하기 위하여는 우리사회에서 이주자의 지위가 최하위 계층으로 전락

하지 않도록 사회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주자가 주

류 사회로 진출 수 있도록 교육·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하여는 사회적 자원 분배 과정에 있어 이

주자의 인권 증진과 공존 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는 요인이 우선적 사항으로서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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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지원 정책 및 다문화

주의 담론이 많은 연구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성장해 나가기

바라며, 종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진정한 다문화사회를 구현

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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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거권 현실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101)

미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약속이 인권이라면 ‘집’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보

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집은 모

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주거는 개인의 생활, 이동의 기회, 사회자원과 기

회에 대한 접근, 사회적 지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집이 권리로 인식되고 있을까. 대체로 경제․사회․문

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지만 특히나 집은 재산으로서의 속성

을 강하게 띠고 있어 독립적인 권리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을 상품으로

만 다루는 시장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으며 인권에 기초한 접근은 더욱 소중

해지고 있다. ‘집’을 둘러싼 현실과 권리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이 글에서는 현실을 헤아려볼 수 있는 실마리로서 주거권의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

의 주거권 현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권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짚어보면

서 지금 한국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볼 것이다. 주거권

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부 주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한다. 특히 인권과 법에 관심있는 독자들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과제들을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01) 이 글은《인권법평론(2008년 제3호)》,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169-195쪽에 발표한 글입니다.

주제마당5.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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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는 하지만 ‘집’이 권리 분쟁에 끼어드는 경우는 매

우 많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발사업 관련 분쟁, 조망권이나 소음 등을 이유

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집의 상속권이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 임대차보호법과 관

련된 분쟁 등이 모두 ‘집’을 소재로 한다.

국제법에서 ‘집’이 다루어진 역사도 짧지 않다. 투표권을 부여하는 근거로 주소지

가 중요하게 다뤄졌고 전쟁이나 점령 시기 건물의 파괴나 몰수 등과 관련해서도 ‘집’

이 도마에 오른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공간, 그래서 국가가 ‘집’ 안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개입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도 가까운 시기까지 있었다.

‘집’이 권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무엇임은 분명하다. 특히 ‘집’은 개개인의 재산에 대

한 권리로서 다뤄졌는데 집이 재산으로 다루어지는 순간 인권은 사라져버린다. 다른

권리에 부차적으로 따르는 소재이거나 다른 모든 권리를 압도하는 것이 ‘집’이었다.

주거권은 이와 다르게 접근해 이해해야 하는 권리다. 사람답게 살만한 집 그 자체

를 인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의 소유 여부에 제한당할 수 있는

권리이기 이전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여야 하며 다른 권리와 상호 의존적이

고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뒤이은 사회

권규약은 살만한 집에 살 권리를 밝힌 권위 있는 국제법 상의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거권의 내용은 무엇이며 권리에 따르는 의무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할

까.

1) 주거권의 내용 및 요소

주거권이 사회권 규약에 명시되기는 했지만 심화되는 주택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

지, 집을 권리로 다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았다. 1991년 유엔사회권위

원회가 일반논평 Ⅳ를 발표하면서 주거권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이 만들어졌다. 물

론 이 해석은 1988년 유엔인간정주회의가 채택한 ‘2000년 세계정주전략’에 기대어 있

고 이후 ‘하비타트(HABITAT) 의제 Ⅱ’에서 더욱 정교해지기도 했다. 아래에서는 한

국의 현실을 염두에 두며 일반논평 Ⅳ에서 제시한 주거권의 요소를 빌어 주거권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1) 쾌적한 주거환경(habitability, 거주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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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가꾸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한다. 집은 눈, 비와 바

람을 막아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 더위나 추위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 요인 중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익히 강조한 바 있다. 반지하나 지하방처럼 햇빛이 잘

들지 않고 사시사철 습기와 곰팡이와 함께 지내야 하는 경우 호흡기질환이나 우울증

등을 앓기 쉽다는 보고도 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종 위생설비도 적절히 갖춰져야 한다. 화장실

이나 부엌에서 오물이 잘 배출될 수 있어야 하며 하수처리도 원활해야 한다. 거주하

는 사람의 수에 따라 적당한 면적도 보장되어야 한다. 밀집된 공간에서의 공동 거주

는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 전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등 사

람답게 살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적당한 주거 면적도 주거권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집은 물리적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 지반이 부실하거나 재해가 상시적으로 발생

하는 곳에 지어진 집, 구조나 성능이 물리적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비닐하우스와

같은 거주 공간은 적절한 주거로 볼 수 없다.

(2) 기본적인 설비와 서비스 접근

전기, 물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생활에 필요한 설비들이 갖춰지

는 것도 중요하다.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어야 하며 몸

을 씻을 수 있도록 욕실이 갖춰지고 세탁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야 한다.

식량을 보관하고 요리할 수 있는 기구나 공간도 필요하며 각종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도 확보되어야 한다.

조명이나 가전도구 등 전기에너지는 주거 생활을 누리는 데에 빠져서는 안 될 요

소다. 난방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다. 도시 가스의 공급이나 기타 난방 에너지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 역시 주거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전히 상수도, 전기,

난방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이나 동네가 있다.

물과 에너지는 주거권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내용을 가지는 인권의

영역이다. 상하수도나 에너지 공급 설비들은 주거지 정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는 등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불가분성이 긴밀히 드러난다.

(3) 적당한 위치

집 한 채가 살만하게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어디 놓여있는지가 중요하다.



- 219 -

사람다운 삶이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생명을 보호받는 것으로 만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적인 삶의 양식에서는 집이 저 혼자 동떨어져 있다면 삶을 유지하고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많은 사회적 기능들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일자리나 교육시설과의 근접성은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구할 때 주요하게 고려하

는 요소 중 하나다. 교통이 어느 정도 발달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회서비스들이 가까

운 거리에 있어야 한다기보다는 접근하기에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

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서비스가 지역마다 불균등하게 분배되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 등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각종

필수서비스와 편의시설들은 ‘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하는 반면, 오염원과 근접한 지

역의 주거는 부적절하다. 기존의 주거지에 오염원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개발할 때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을 선택해야 한다.

(4) 문화적 적절성

주택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므로 주택의 구조나 양

식은 문화적으로 적절해야 하며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해야 한다. 최근 고층 아파트

로 획일화되는 주택 양식은 점차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허물고 생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거권의 보장은 일률적인 주택의

대량 공급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걸맞게 살만한 집에서 살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5) 점유의 법적 안정성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안(1993/77)에서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안정된 거처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강제퇴거가 사회․경

제․환경․정치적으로 가장 힘이 없고 피해를 입기 쉬운 극빈계층의 주거권을 침해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바 있다.

주거공간으로서 집은 오늘 자고 내일도 돌아와 자는 곳, 즉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점유를 기본적 속성으로 가진다. 이사를 다니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일이기도 하거

니와 물리적으로 고정된 집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는 계기가 된다. 집을

옮기는 것은 잠자리가 바뀌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식품과 물건들을 다

르게 구하고 하루의 일상이 새롭게 구성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획득할 수 있

는 사회적 자원과 기회가 달라지는 것이다.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내쫓기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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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지속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퇴거를 요청할 만한 사유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의 소유 여

부에 따라 권리 보장이 하늘과 땅 차이다. 집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재산권의 보호라

는 측면에서 보호가 이루어지지만 세입자들은 점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개발

사업이 추진될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내쫓기게 되고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에 대항

할 수단이 거의 없다. 일반논평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점유를 안

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이것은 특히

한국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과제다.

(6) 지불할 만한 주거비 (affordability)

주택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주거비다. 주거권의 여러 요소들은 주거비

부담과 떨어뜨려 생각하기 어렵다. 주거비 부담에 대한 적정 수준을, 일반논평은 기

본적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명한다. 집이

라고 한 채 덜렁 있는 것으로 살 수 있지는 않으므로 먹을 것, 입을 것에 들어가는

비용과 교육비, 의료비 등이 필요하다.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비용, 주택

관련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되는 비용 때문에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지

출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을 통한 주택 구입만이 주거권 실현을 위한 유일한 길인 것처럼 제시

되는 현재의 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누리

기 어렵다. 구입 비용이든 임대 비용이든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다면 적절한 주거가

공급되더라도 의미 없어진다. 특히 세입자들의 경우 임대료 부담이 가계지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역시 주거권의 내용이다. 또한 집값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주거정책

을 주거권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7) 차별금지와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

차별금지는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다. 주거의 이용이나 공급에서도 차별은 없

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물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살만한 집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

며 주거와 관련된 정보접근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노숙인, 장애인, 자연재해 피

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 등 취약한 계층에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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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애나 피부색, 가족형태 등을 이유로 하는 직접차별들이 금지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무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차별들도 사

라져야 한다. 정상가족만을 모델로 설계된 주택정책에 따라 동성애자들이나 비혼 가

구가 주택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한편, 집이 개인의 재산으로서만 다뤄

지다 보니 소득이나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살만한 집에 살 권

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은 극히 희박하다. 사람들은 한평생 열심히 벌어 집을 마

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가난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

내하는 것을 격려하기도 한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청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 능력에 앞서 살만한 집이 보

장되어야 한다는 말이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일수록 살만한 집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유엔 주거권 특별보

고관이 “시장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패배했다”

고 말한 것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2) 국가의 의무

많은 국가들이 사회권을 자유권과 다른 것으로 인식하여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며 의무를 방기한다. 이에 대해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이라는 대안

적 접근방식이 모색된다. ‘사회권규약 이행에 관한 림버그 원칙(1986)’, ‘사회권의 침

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997)’,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등은 사회권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당사국의 의무를 밝히는 주요한 문서로서, 여기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의무를 살펴보겠다.

(1)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

권리의 실현이 점진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의무를 회피하는 핑계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도록 하고 후퇴조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본질적 수

준을 충족시킬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의무

에 대해서는 법적인 강제도 가능하다.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은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을 계속해서 진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국가가 명백한 후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예산

편성에서 공공의 지출을 삭감한다거나 주거급여액을 낮추는 것 등은 명백한 후퇴 조

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발 사업에서의 세입자 대책 기준을 오히려 불합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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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개악하는 것도 의무 위반이다. 개발 사업을 통해서, 또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주거 수준의 하향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인권 현실을 후퇴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본질적 수준을 충족시킬

의무는 법적인 강제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적어도 몇 가지

영역을 포함하면서 여기에 제한되지 않는 입법조치와 사법적 구제 조치를 권고했다.

이 내용들에는,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항소, 불법 퇴거에 따른 보상절차, 임대료

수준이나 차별과 관련해 집주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소, 주거에 대한 접근이나 이

용에서의 차별에 대한 진정, 비위생적이거나 부적절한 주거 환경과 관련해 집주인에

대한 제소가 포함된다. 이때 홈리스들의 집단소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한 모색도 필요하다.

권리의 실현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장기적인 행동 계획과 정책 과제들을 수립해

꾸준히 실행해나가는 것도 필수적이다.

(2)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의무

주거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는 다양하다. 그 중에는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특히 주택의 건설, 매입 등은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나 자원의 부족을 핑계로 주거권 실현을 위한 의무를 회피하기도 한다.

국가는 인권의 실현을 위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의무를 진다. 이때 가용자원

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증명할 책임은 국가에 부과된다.

국가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국가는 모든 사람이 권리를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자원을 우선적으

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 물론 주거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의 실현을 위해 자원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자원을 마련할 의무와 그것을 적절히 조

정해 사용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자원 배분에 개입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조세 등을 통해 시도될 수 있다. 사적 영

역에 개입해 양도세나 재산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해 권리 실현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주거권의 보장은 토지와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

에 토지 소유에 상한을 두는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도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의

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권 보장을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국방비로

지출되는 예산이 적정한지, 국가가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덜한 사업을 위해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는 않았는지 등이 인권의 시각에서 점검되어야 한다. 주거권 실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 그보다 덜 중요하거나 부정적인 항목에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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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한다. 적어도 비슷한 경제 조건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보장 지

출이 적은 것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3)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국가 의무에 기초한 접근에 따라 개별 권리영역으로부터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

가 도출된다.

존중할 의무는 국가가 개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강제퇴

거를 자행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부터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은 존중의 의무 위반

으로 볼 수 있다. 노숙인들에 대해 자행되는 경찰 폭력도 시급히 사라져야 하며 가

해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호할 의무는 제3자가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각종 조치를 취할 의

무다. 입법이나 행정 등 다양한 국가 기능을 통해 이러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강

제퇴거를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고 강제퇴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주인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청 등으로부터 세

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실현할 의무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다. 공공주택

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고 주택금융을 운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만한 집에 살 수 있

는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토지나 주택의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을

활성화해야 하며 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의 책임 아래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들이 긴밀히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프랑스, 스코틀랜드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주택에 대한 청구권을 명시하는 법률들

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일정한 목표 기간을 정하고 단계별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을 확대해 모든 사람들의 주거생활을 향상하기 위한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주거권 실현 의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

한 것이다.

2. 한국의 주거권 현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1차 사회권규약 보고서에 대한 권고(1995)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및 강제퇴거 실시에 대해 우려했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및 강제퇴거 금지를 권고했다. 2차 사회권규약 보고서에 대한 권고(2001)에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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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고는 그대로 반복됐다. 2차 보고서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 강제 철거

되는 사람의 숫자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 철거민에 대한 보상이

시행되지 않는 것, △ 저소득층과 취약집단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한 것, △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촌의 거주민과 노숙인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했다. 이런

현실은 3차 보고서가 심사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여전하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주거

권 현실을 네 가지 주제어를 통해 살펴보겠다.

1) 열악한 주거환경

주거권의 요소 중 쾌적한 주거환경, 기본적인 설비와 서비스 접근이라는 물리적

요소가 주로 문제로 제기되는 주택들이 있다. 물론 주거권의 다른 내용들을 빼고서

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설명할 수 없다. 특히나 주거비 문제가 이런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

에만 매몰된 정책으로는 주거권 현실이 변화하기 어렵다. 이런 전제를 두고 물리적

인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쪽방․고시원․노숙

쪽방과 고시원은 딱 ‘잠자리’ 정도를 지붕 아래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보건복

지부는 2003년 현재 약 1만여 개의 쪽방을 파악했고 서울에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

다. 고시원은 전체 규모나 거주민 수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쪽방촌이나 고

시원 화재 사건 등으로 이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확인되는 것처럼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해 안정적인 생계 수단이 없는 극빈층이 모여 사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성인 한 사람이 잘 수 있을 정도의 면적에, 부엌은 없고 화장실이나 세면시설도

공동으로 사용한다. 둘 모두 건물을 잘게 쪼개어 만들어진 방이라 통행이 어렵고 화

재 위험도 매우 높다.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좁은 공간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쓰다 보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노숙은 지붕도 없는 거리에서 잔다는 의미이나 실제로 노숙과 쪽방․고시원은 경

계가 불분명하다. 노숙인을 시설 입소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접근

해야 한다. 거리에서의 생활이 더욱 열악할 것이라는 점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노숙에서 쪽방이나 고시원으로의 이동이 주거 상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다. 정부는 쪽방 거주민들 중 일부에게 임대주택의 입

주권을 제공하기도 했으나 정보 전달이 미흡하고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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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어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쪽방지

역을 재생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소

득이 매우 낮은 1인 가구들이 거주할 만한 주택을 확보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한다.

건설 공사장의 임시 막사나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위와 비슷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비닐하우스 촌

비닐하우스 촌은 개발의 열풍 속에 남겨진 자투리 땅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울

에서도 강남․서초․송파구에 많은 이유는 그것이다. 화훼용 비닐하우스 등의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거나 합판 등으로 새로 만든 비닐하우스 촌의 건축물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게다가 개발이익과 긴밀히 연관된 지역이다 보니 방화

사건도 많이 나타난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공식 주거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나 상하수도 등도 불안정하게 공급되고 있다. 주민들은 우물을 파

거나 인근의 전기를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왔다. 비닐하우스 촌 역

시 공동 화장실을 쓰는 경우가 많은 등 시설 면에서 열악하다. 비닐하우스 촌 주민

들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제공하는 정책이 시행된 적 있으나 주민들의 요구가 충분

히 수렴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주민들이 남아있다.

비닐하우스 촌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주소지 등록이 큰 문제인데 최근 소송을

통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

(3) 반지하 거주 가구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는 약 58만 가구가 살고 있다. 반지하 주거는 개별 주택

의 설계나 입지에 따라 주거환경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역시 두드러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창문이 제대로 나 있지 않거나 없어서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시

간이 매우 적으며 마찬가지로 통풍이나 환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악취가 가시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매우 높은 습도가 문제가 된다. 1년 내내 이슬이 맺힐 정도로 습

기찬 상태로 공간이 유지되기 때문에 바닥이나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은 당

연한 일이며 세균도 쉽게 번식한다. 면적이나 위치 등 주거권의 다른 요소들이 적절

하더라도 곰팡이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한 정책

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

(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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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정 운동의 성과로 2003년 주택법에 최저주거기준이 명시되었다. 최

저주거기준은 면적․시설․구조․성능 등 주거 수준의 최저선을 설정한 것이다. 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만 가구에 이른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중 가장 많은 것은 시설 기준 미달이다.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입식 부엌이나 수세식 화장실이 없고 따뜻한 물로 몸을 씻을 수 있는 시설

이 마련되지 않은 집들이다. 즉 집에서 주요하게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을 위한 시설

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면적 기준과 침실 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라 설정한

전용면적과 침실의 개수를 뜻한다. 식구가 함께 살기에 너무 좁은 집이거나 방 개수

가 부족해 부부와 자녀가 함께 방을 쓰는 가구 등이 면적, 침실 기준 미달 가구다.

최저주거기준이 명시되기는 했으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게다가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최저 수준이라고 보기에도 어

려울 정도로 낮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4인 가구에 해당하는 면적 기준은 37제곱

미터로 외국의 최저주거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구조나 성능, 환경과 관련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여 내화, 방습, 방음, 난방, 악취 등 적절한 주거에 기본적인 요소들이

평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고시원

등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즉, 사람답게 살기에 적당한 수준을

갖춘 집에 살지 못하는 가구는 200만 가구를 훨씬 넘는 규모인 것이다. 주거권의 관

점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2) 주거불평등과 빈곤

주거권의 중요한 요소인 주거비 부담의 적절성과 점유의 안정성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있어왔지만 한국처럼 큰

폭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높은 국가가 흔치 않다. 또한 자가

가구가 아닌 경우 민간 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세입자의 권

리가 매우 취약해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어려움은 대

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집중되며 빈곤의 다양한 양상들과 맞물려 고통을 양산한다.

(1) 주거불평등

한국의 주거불평등은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하다. 2006년 삼성금융연구소의 가계금

융이용실태조사를 보면 자산 5분위 분배율(19.5)이 소득 5분위 분배율(5.4)의 4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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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고 있다. 재산 격차가 벌어지는 속도도 소득 격차의 증가보다 빠르다. 이는 주택

의 수급이 거의 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주택은 주요한

상속 재산으로서 빈곤의 대물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3년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에 따르면 841만 가구가 셋방

살이를 하는 반면 전체 주택의 59.4%를 1가구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토지의

소유 편중도 심각하다. 실질적인 국공유지가 국토의 23.2%에 불과한 데다가 민간 소

유 토지의 59%를 전체 가구의 2.7%(50만 가구)가 소유하고 있다. 주거 수준의 격차

도 심각하다. 주택 노후도나 면적, 방의 개수, 시설, 주거 환경 등에서 소득계층별 격

차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불평등의 심화는 인권의 실현을 정책의 목표로 두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

별금지나 취약계층 우선의 원칙이 정책을 통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정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의무가 있는데 소유의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정부가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주거 수준이 점차 낙인

과 차별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가중되는 주거비 부담

주거비 부담은 흔히 집값이나 임대료를 소득과 비교한 비율로 측정한다. 하비타트

는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의 적정 수준을 3~5배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

현재 한국의 PIR은 전국 평균 6.5배, 강남권은 12.8배에 이른다. 게다가 이 비율은 계

속 증가하는 추세라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의 내집마련 기간은 그만큼 길어진다. 게

다가 전세값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고통도 크

다.

2006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전월세 가구의 15%는 집세 부담 때문에 생필품을 줄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빚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부동산 관련 빚이다. 특히 이런 주거비 부담이 저소득층에게 더욱 과중하게 부

과되는 것이 큰 문제다. 2005년까지 5년간 소비지출 비중을 분석한 LG경제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평균 지출 1위가 주거비인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빈곤층

은 주거비 지출 비율이 훨씬 높다. 현재 주거급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기

초생활보장 수급액을 삭감하는 핑계가 되고 있으며 3~4인 가구에 5만 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액수로 책정되어 있어 주거비 부담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

비보조제도와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 활성화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도 낮지 않다.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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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료나 관리비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형편에 맞지 않아 임대 기간 중에 퇴거

되는 사람들이 많으며 연체료에 따른 이자 부담도 크다.

주거비 부담은 주택의 공급 구조와 부동산 정책이 변화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

렵다. 또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형평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보조할 때, 싼 가격에 낮은 수준의

집이 아니라 해당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당한 수준을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는 목표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3) 세입자의 정주할 권리

세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부담과 더불어 이사 다니는 것이다. 셋

방 사는 사람들 중 5년 이상 한 곳에 살고 있다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았다.

2005년 조사에서 2년 미만 거주자는 53%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인구이동률 통계를

보면 이동 인구의 절반은 주택 문제 때문에 집을 옮겼다. 한편, 집세나 집주인의 퇴

거 요청으로 강제로 쫓겨난 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많다.

한국에서 일반적인 세입자의 권리를 다룬 법률은 임대차보호법 하나 정도다. 그나

마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미약

하다. 임대차보호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아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이 못 된다. 2년 안에라도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거나 퇴거를 요청할 때

사실상 대항하기가 어렵다. 개발 사업에서 세입자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도

일반적인 세입자 권리가 취약하고 세입자를 정주하는 주민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

이다.

모두가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정책 목표가 되다 보니 부당한

임대차관계의 개선이 유예되기도 한다. 세입자들 역시 ‘서럽지만 어쩔 수 없는 것’으

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소유권은 사용이나 점유, 양도, 수익 등에 대한 권리로 구

분되어 검토될 수 있다. 이때 세입자에게 안정적인 점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재산이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집’과 재산이 아니지만 보

호받아야 할 ‘집’을 인권의 관점에서 구분해야 한다.

3) 개발과 강제퇴거

개발사업과 그로 인한 강제퇴거는 오래 동안 문제가 되어온 영역이다. 강제퇴거는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매번 우려했던 사안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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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철거민운동의 성과로 개발 사업에서 세입자들에게도 일부나마 임대주택입주권

이 제공되는 등 정책이 개선되어왔으나 주거권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한참 부족하

다. 게다가 최근 몇 년간 개발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다시 심각한 문

제로 부각되고 있다. 뉴타운을 비롯해 각종 규제 완화와 개발 관련 법령의 개악 시

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개발 사업 제도의 유형과 문제점

개발사업 중 주거권이 주로 문제되는 주거지 정비 사업에 한정해서 보면 주택재개

발,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정비,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의 유형이 있다. 이중 지역주택

조합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개발구역의 세입자들에 대한 의무가 거의 없다.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이 주도하

는 사업으로 공공적 성격이 많이 강조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1983년 도입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대개 추진된다. 조합이 시행자가 되며 건설회사

가 시공사로 결합해 이익을 나눠가지는 방식이다.

주택재개발 사업도 공적인 개발이지만 실제로 공익성을 띠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공공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보장되는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임대주택 의

무비율 등의 공적 의무를 “부당하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받아들이는 실정이

다. 개발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개선이 절실하지만 조합은 의무를 회피하

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강변하고 있다.

흔히 뉴타운이라고 부르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은 개발지구를 넓게 지정해 위의 개

발 사업들을 적절히 혼합한 지역개발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다. 기반시설

의 설치 등에서 유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개발이 필요 없는 구역까지 덩

달아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악효과를 낳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개발사업구역을

선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맞춰 각종 기준들이 완화되다 보니 개발구역이 무분별하

게 지정되고 있다. 게다가 구역 지정을 광범위하게 하는데도 순환식 개발을 시도하

지 않고 전면철거형 개발만을 고집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멸실주택은 단기간

에 대량 발생하고 인근 지역의 전월세가 폭등하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쫓겨나는 주

민들은 갈 곳을 잃고 있다.

(2) 개발의 문제점과 과제

첫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다. 조합은 개발

에서 중요한 공공성을 경시한다.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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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소유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의사 결정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대개

의 개발사업구역에는 지역 특성상 세입자들이 많이 거주한다. 뉴타운은 세입자 비율

이 70~80%에 이른다. 결국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개발이 진행되는지 정보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동안 거주하지도 않는 외지 소유주들의 의견이 모여 개발이 결

정되는 것이다. 지역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을 우선순위로 두

고 소유주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 절차를 만드는 방향으로 제도의 전면

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럴 때 개발이익을 노리고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구매

하는 투기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 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한다.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

되는 곳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서울시 뉴타운 거주민들의 소득 수

준은 서울시 전체 인구와 비교해서 분명하게 낮은 분포를 보인다. 그런데 개발사업

의 방식은 가난한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문제가 심각하다. 개발 사업이 재산 증식의 차

원에서만 접근되기 때문이다. 20%를 밑도는 원주민 재정착률은 개발 사업이 퇴거사

업일 뿐임을 보여준다.

현재의 개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대책을 제공받게 되는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들도 개발 이후 살던 곳에 재정착하기가 어렵다. 개발이 추진되면서 땅값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주위 지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

다 보니 재정착하지 못하고 이주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주거하향을 경험하게 된다.

즉, 비슷한 주거비 부담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거나 비슷한 주거수준을

누리기 위해 더욱 많은 주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개발사업의 세입자대책은 임대주택 입주권과 주거이전비로 구성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은 결코 적지 않고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의 소득을 기준

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주거 수준의 하향을 막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세입

자대책이 물리적,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의 차원에서 마련되어

야 한다. 주거환경이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안

정적인 점유가 보장되도록, 집과 지역을 매개로 획득했던 자원과 기회가 보상되도록

개발 사업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빈곤을 오히려 심화시킨다. 개발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

설이나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 최근 소득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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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문화, 주거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해 빈곤에 접근하는 이론

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주거와 빈곤 역시 연관이 높다. 집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

이 상속 등 부모의 도움을 통해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주거 빈곤의 대물림이 나

타나고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지역의 격차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빈

곤이 심화되기도 한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큰 병을 앓게 되면 전세금을 빼서 보

증부 월세로 옮기고 보증금마저 거의 쓰게 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

은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오히려 빈곤층의 삶을 짓누른다. 저렴한 주거지를 갈

아엎고 아무런 주거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발은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 지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전’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지역사회가 해체되고 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뿔뿔이 흩어져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조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거주하는 주민들의 빈

곤을 해소하고 지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역 개발의 중요한 목표

로 삼아야 한다.

넷째, 주거 문화를 획일화한다. 개발 사업은 으레 대형 아파트단지를 지어 올리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진다. 단기간에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려는 정책 기조와 고급

주거지로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인식이 맞물리면서 아파트의 비율이 매우 높다. 공간

에 대한 생태적, 문화적 고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이 건설자본에 내맡겨져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한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도 안되는 국가로 비슷한 경

제 수준의 국가가 20~30%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대량 공급 기

조만을 부르짖는 역대 정권들은 주거권을 민간 시장에 버려놓은 셈이다. 개발 사업

은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동네를 재

생하는 과정도 아니었던 것이다. 시장에 온전히 맡기는 것보다 공공적인 개발과 공

급 구조를 갖춤으로써 주거권을 실현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쉬운 길이라는 점을 알

아야 한다.

(3) 강제퇴거

강제퇴거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중대하고 명백한 인권침해로 누차 강조하고 정

책 개선 권고를 하는 의제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역시 주거권에 대한 일반논평과 별

도로 강제퇴거를 다룬 일반논평을 채택해 강제퇴거와 관련된 보호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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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는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 않은 채 이주시키는 전 과정을 일컫는 말로

사실상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이 강제퇴거의 과정이기도 하다. 세입자에게는 개발 사

업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통로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

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를 지나서다. 통상 철거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

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명도소송을 통해 점유의 권리를 이전받고 행정대집행을 신청

하면서 본격적인 건물의 철거와 주민의 퇴거 절차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

들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과 경찰의 방조가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를 양산하고 있다.

통행로를 막거나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훼손 파괴하기도 하며 쓰레기를 쌓아 거주

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강제퇴거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 행정대집행법은 개정이 시급하

다. 경비업법 역시 경비원들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개정, 보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

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4) 정상가족 중심의 주택정책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개발사업 등은 그나마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들이다.

이에 비해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소수자 차별들은 아직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고 있

다. 성별이나 성적 지향, 나이, 장애 등에 따른 차별로, 앞으로 더욱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만 짚어보겠다.

첫째, 가정폭력에서 여성의 주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가

정폭력이 발생할 때 대개는 여성이 그동안 살던 집에서 나오게 된다. 집을 벗어난

여성은 가정폭력 여성 쉼터나 지인들의 집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후

안정적인 주거를 획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가정폭력이 신고되는 경우에도 경찰은 피

해자를 보호시설에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뿐, 가해

자를 격리하는 조치는 없다.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오히려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리

는 것을 침해받는 것이다. 가정폭력피해의 구제나 예방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주택정책이 유연해져야 한다. 주택

정책의 기본 단위는 가구인데 대개 정상가족을 모델로 상정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다. 동성애자 커플의 경우 2인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 등에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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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우를 받게 된다. 사회권위원회는 “자기 자신과 가정(himself and his family)”이

라는 조문이 규약을 만들 당시 일반적인 성 역할과 경제활동패턴에 대한 가정을 반

영한 것으로, 가정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사회는 여성과 남성의 이성애적 결합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며 그 외의 다

양한 유대 관계는 배제하고 있다. 한 집에 사는 관계는 통상의 친밀한 관계보다 경

제적 결합도가 높을 텐데 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성애

적 결합에 기반을 둔 가족 외의 다양한 형태를 일부 수용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나이에 따른 차별이 없는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과 노인은 나이로 인해 주택의 마련이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집단이다.

노인의 경우 신체 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편의시설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거의 유지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임차인이 될 수 없고 계약을 할 때도 부모의 동의가

요청된다. 공공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 집을 나와 독립을 모색하는 청

소년들에게는 다수인 생활시설인 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주거비 부담 등으로 20

대의 독립이 계속 유예되는 것에 대해 주거권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

넷째, 1인 가구에게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고 보장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1인

가구는 대출이나 청약 등 각종 주택정책에서 배제된다. 공공이 주택을 공급하는 기

준을 마련할 때 가구원 수를 적절히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1인 가구를 무조건 배제

하는 것은 주거권 침해 현실을 놓치게 한다. 노숙이나 쪽방을 오가는 사람들이 대부

분 1인 가구이며 현대판 쪽방이라고 불리는 고시원도 1인 가구들이 적당한 주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현실을 노리고 확산되는 실정이다. 통계청도 앞으로 1인 가구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만큼 1인 가구를 염두에 두는 주택정책의 설계

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가 있는 경우 주거비 부담이나 주거환경에서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

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장애의 유형에 따라 주거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편

의시설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비슷한 주거 수준을 누리기 위해 추가 지출을 사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또는 비슷한 주거비를 부담하더라도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장

애인들은 자립생활이 어려운 존재라는 선입견 때문에 자립주택을 보장하려는 정책이

확대되지 못하고 가족의 형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생애

사가 되고 있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정책 등에서 약간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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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주어지기도 하나 각각이 처한 현실에 적절한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장애인의 주거권을 권리로서 인식하고 차별 금지를 분명한 목표로 삼는 주택정

책이 필요하다.

3.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과제

1) 한국의 주거권 운동의 전개

1950년대, 한국전쟁과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라 주택재고의 부족이 큰

사회 문제였다. 정부는 무허가정착지를 철거해 도시 외곽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

식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당시 서울시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인구가

강제 이주되었다. 60년대 중반 광주대단지에서 대규모 저항이 발생한 이후 본격적인

철거민투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개발정책도 조금씩 개선된다. 80년대 중반 합동재

개발 방식이 도입되면서 세입자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철거민들의 저항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사회운동과의 결합력도 높아진다. 80년대 후반부터 철

거민운동조직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였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사회 전반의 민주화 흐름에 밀려 노태우 정권은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라 볼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건설 정책을 도입하고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는 ‘도시저소득주민

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한다. 서울시는 재개발구역의 세입자용 임대

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한다. 세입자대책의 기본 틀이 만들어지면서 이

후에는 주로 가이주단지와 미해당자(세입자대책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는 자)

문제가 철거투쟁의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대규모 무허가 정착지 해체 과정이 다소 마무리되면서 철거민운동은 다소 산발적

으로 벌어졌다. 또한 IMF 경제위기를 맞으며 건설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각종 규제들

이 완화되었다. 개발 사업은 더욱 이윤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뉴

타운 붐은 다시금 서울시민의 약 10%가 이동해야 하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어 조직

적인 저항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뉴타운 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이 사회적 의제

로 제기되면서 개발 사업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거민운동조직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주거권 운동은 90년대 들어서면서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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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단체들로 확대된다. 여러 단체들은 90년대 중반 하비타트 회의에 함께 참여하여

‘주거권’ 개념을 한국에 폭넓게 소개하기도 했다. 이때 추진된 주거기본법 제정 운동

이 결실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요한 성과로 최저주거기준이 2003년 도입된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아파트 분양가 제도나 각종 규제의 문제가 시민사회단체들의 의제

로 차츰 자리잡아가고 있기도 하며 인권운동 단체들에서도 주거권을 독자적인 의제

로 다루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거권과 관련해 인권기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거 관련 정책에 인권의 관점이 녹아들도록 실

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노숙인들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다. 노숙은

사회구조의 결함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반인권적 상황으로, 노숙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며 노숙에서 벗어나기 수월한 사회보장체계의 마련이 과제로 제시된다. 노숙인들

이 스스로 모임을 만들어 자신이 처한 인권 현실에 대해 발언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과정이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가시화된 것 역시 주거권운동에서 중요한 역사다.

2) 주거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

주거권 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온 것에 비해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

은 매우 미약하다.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택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제기

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시기에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는 대중적 저항이나 사회주택을 스스로 공급하는 조합의 설립, 빈집점

거운동 등이 폭넓게 벌어지면서 주거권에 대한 인식도 자리잡히고 법․제도도 개선

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개발독재의 광폭한 탄압으로 철거민운동이 처절하게

전개되어 온 것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한 주거권 운동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권리의식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

는 주거권 침해를 단지 억울하다거나 서러운 것이라고 인식되는 분위기에서는 권리

를 주장하는 것조차 어렵다. 물론 권리의식의 강화는 구체적인 현실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주거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짚어

볼 수 있다.

인권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집이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아는 것도 권리다. 이를

위해서 주거권의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하며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

들의 의무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주거권이 재산권에 따르는 부차적인 권리가 아

니라 재산권에 앞서거나 경합하는 권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집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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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바라보는 인식의 틀이 필요하며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주거와 관련된 정책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어떻게 실제로 가능할 지에 대

한 모색도 필요하다.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위해 정책의 목표에서부터 집행, 평가를 인권의 가치로 수행하도록 하는 길잡이다.

주거권이 점진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

하면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현실에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책과 제도의 개선

한국은 공공주택의 비율이 극히 낮은 나라로 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임대아파트,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사회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운영해 공급하면서 지역 주민의 주거권 실현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거주자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책정되는 임대료나 다양한 정체성들을 고려하지 못

하는 공급기준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개발정책의 틀이 새롭게 짜여야 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명목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면서 이윤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개발정책은 중단되어야 한

다. 개발이 필요한 곳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공의 책임 아래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이때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비롯해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

공할 수 있는 공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했듯 주거와 관련된

통계들이 적절히 수집되고 생산될 필요도 있다. 주거권과 관련된 실제 상황을 완전

히 이해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을 정확히 파악할 때 인권적 접근이 시작될 수 있다.

주거권이 추상적인 권리에 머물지 않고 국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가 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사법 등을 통해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집들이 민간 시장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에 주택의 임대료를 통제하고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세입자들이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주

거권의 권리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보편적 주거권 운동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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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운동은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주거권과 관련된 의제들이 다양해지고 활동

의 양상도 다양해졌지만 보편적인 주거권이 운동의 의제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보

기는 어렵다. 철거민 운동과 특정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정책 대응이

이어지는 정도다. 주거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운동들이 폭넓게

형성되어야 하며 사회운동 단체들에서 주거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성도 있다.

주거권은 다른 인권의 영역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건강, 노동, 문화, 교육,

프라이버시 등 인권의 상호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을 염두에 두는 연대를 꾀할 필요

도 있다. 특히 집은 이동이 용이하지 않으며 공간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는 재화이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공간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 만들어져야 하며 지역운동에서 관

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거권 운동의 확장은 운동 단체들의 대리적 운동을 넘어서 권리 침해 당사자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조직화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

거권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권리 침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주거에 대한 권리보다는 재산에 대한 권리로 접근하는 경우도 많

다. 또한 매우 ‘비싼’ 것이고 국가 재정에서도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 권

리에 대한 요구가 위축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운동의 내용

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이윤 논리로 재단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거권의 실현이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은 주거권 주장을 미루거나 숨

길 이유가 못 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야 한다. 인권의 역사는 사실 저항의 역사가 아니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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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사회운동은 사회의 변화에 조응하면서 발전해 왔다. 1987년 민주화이전에는 모든

사회운동은 군부독재정권을 민주화하기위해 투쟁해왔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 시민들이 군부독재정권을 민주화하기위해 투쟁해왔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의 결과 시민들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됨으로서 한국사회는 절차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절차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각각의 시민적 권리에 바탕을 둔 시민운

동이 시작되었다. 1987년 여성민우회와 여성단체연합의 창립과 여성운동, 1989년 경

실련의 창립과 경제정의운동, 환경연합의 창립과 환경운동 등 우리가 알고 있는 대

부분의 단체는 87년 이후에 창립된 것은 사회의 변화에 사회운동이 조응한 결과이다.

1987년 6.29선언의 결과로 1992년 지방의원선거가 있었고,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

거가 시작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 지방정부가 구성됨에 따라 지방정

부를 감시하고 지역의 정책에 개입하는 지역의 시민운동도 활성화되었다. 시민운동

연감에 따르면 95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는 대부분 지역에 근거한 시민단체들이었다.

1997년 IMF경제위기는 시민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갖추어

지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부도와 폐업에 따른 실업은 곧바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었

다. 거리에 실업자와 노숙자는 넘쳐났고, 이들에 대한 긴급구호와 일자리 만들기, 복

지체계의 구축이 절실했다. 시민운동 또한 이러한 요구에 맞춰 실업극복국민운동, 노

숙자쉼터, 자활후견기관 등을 만들었고, 실업수당, 기초생활보호 등 사회안전망 구축

을 위한 복지운동이 생겨났다.

주제마당6.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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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국내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라 밖 세계의 변화가 한국시민사회에 영향을 주

기도 한다. 2001년 미국의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은 국군의 파병을 가져왔고 한국에

서 반전 평화집회가 대중적으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1> 한국 사회운동의 흐름

1987년 1995년 1997년 2001년

민주화운동

노동/농민 등

민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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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구성

풀뿌리운동

생활정치

IMF경제위기

긴급구호/복,

실업 운동

거버넌스

9.11테러

반세계/평화운동

세계시민사회

포럼

이렇게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그 폭과 깊이가 넓고 깊

어져 왔다. 이글에서는 한국시민운동의 흐름에서 지방자치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행

정의 변화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방자치 변화, 분권과 참여 그리고 혁신

한국의 지방자치는 반쪽 지방자치로 시작되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분권’과 ‘참

여’로 요약할 수 있는데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는 ‘참여’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방분권은 자기결정과

자주관리라는 철학적 기초 위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권

리가 있다는 사고, 조직과 집단의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한다

는 사고, 자기혁신을 통해 자기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사고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

다. 이러한 철학적 바탕 위에서 지방분권이 대안적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면, 지방분권

은 지역혁신 및 주민자치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102)

102) 김형기, 2001,「지방분권과 지역혁신: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월례토론

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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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지방자치의 관계 및 요소103)

국      가국      가

지
방
자
치

지
방
자
치

자치관계자치관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주    민주    민

자치요소자치요소

지방분권지방분권

자치역량자치역량

주민참여주민참여

달성목표달성목표

주민복리 증진주민복리 증진

지역경쟁력 강화지역경쟁력 강화

국
가
발
전

국
가
발
전

1) 분권

실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된 후 지난 11년간 한국 지방정치의 변화 및 개

혁의 정치 동학은 대략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축은 중앙으로

부터 지방의 자율성(분권)을 획득하려는 정치과정을 둘러싸고 중앙집권론자와 지방

분권론자 간에 벌어지는 경합과 대립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특권적 지위를 획득한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중앙에 대항하여 지방자치를 옹호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서 재정권, 인사

권을 전횡하고 있다. 이는 인사권(공무원 임용, 승진 등), 재정권(예산편성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경찰권

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의 분권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

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2004년도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140개 중 67개 사업

(6000억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73개 사업(4조4000천억원)은 국고

보조를 유지하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

은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신설(2009년까지 한시

적 운영)하고 이 재원을 마련키 위해 지방교부세의 교부세율을 18.3%에서 19.13%로

103) 지방행정연구원, 2006년,「민선지방자치10년 평가」에서 인용.



- 241 -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는 지방이양사업의 연착륙

을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사업별 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면서 각 부처로 하여

금 예산총액배분방식(이른바 톱 다운 방식)에 의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일괄적으로 하

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최소한의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면서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을 지속적으

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해 지역복지체계 구축을 명시적

으로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또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민관협력기구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7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부문의 전달체계를 정비

하려는 것이라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달체계의 협력 및 조정을 기하려는 것이다.

복지재정분권화는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책임을 지방정부 및

그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라고 할 때 지역복지체계 구축은 그것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가 될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정책의 역할

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민관 협력 조정기능을 가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주

민 참여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주민참여

또 다른 지방자치의 축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과의 관계이다. 즉 지방 정치의 장

(場) 내부에서 ‘주민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대문제를 둘러싸고 지방의 기득권 세력과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진영 사이의 경합 및 갈등양상으로 표출

된다.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수준의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밑으로부터의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풀뿌리 주민운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이 지방의 시민사회

와 기득권세력은 중앙의 집권론자들과 맞서는 데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나, 지

방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권력의 민주화 문제에 대해 각자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단체장과 의원들은 중앙의 통제와 간섭을 가능한 한 반대하는데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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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한다. 그러나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대해 이들은 아전인수 격으로 접근한다. 단

체장 측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는 집행권 허용과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정책협조를

자율성의 요건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은 의원권한의 확대와 단체장에 대

한 견제역할 강화를 자율성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잘 들러난 사례

가 주민소송이나 소환 등 주민들의 자치권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태도였다.

시민사회는 주민소송과 소환은 자치 주권이라고 생각하나 단체장들은 지나친 대의제

를 부정하는 통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참여예산제나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심의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자치권 확대 문제를 주로 직접참여 채널의 확장 및 시민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청주시의 정보공개조례제정운동, 고양시의 러

브호텔반대 투쟁,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운동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최근에는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고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주민소환운동’이 전개되고 있

는 곳들도 있다.

시민사회의 바라보는 지난 10여년의 지방자치는 1998년 정보공개법 도입을 시작으

로 최근의 주민소환제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지역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권리를

확대하는 과정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정보공개법이 도입되자 이를 통해 판공비 공개

운동을 벌렸고, 이 운동의 결과로 주민들의 청구가 없어도 알아서 판공비를 공개하

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법의 취지가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운동과 주민참여

제도와의 관계는 <표1>과 같다.

<표1> 주민 운동과 제도의 관계

주민참여제도 주민운동 프로그램 제도개혁

정보공개법
판공비공개운동, 정보공개

등 조례 제정운동
정보공개청구, 조사 및 발표

정보공개법 개

정, 조례 제정

주민발의
급식/여성/주민참여 등

조례 제정운동

교육, 주민조직구성, 주민서명,

의회모니터 등

주민참여 조례

제정

주민감사청구
판공비/공무원해외연수 등

감사청구 운동
제보, 조사, 발표, 주민서명 등

주민감사청구제

도 도입

주민투표 직접투표(부안)/입법청원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주민투표제도입

주민소송 주민소송 입법 청원 시범소송, 주민참여가이드북 주민소송제도입

주민소환 주민발의/주민소환운동 주민소환조례 발의/입법청원 주민소환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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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는 불완전

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봉쇄되거나 형식화되어 있다. 아

직도 지역에서는 관이 주민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이익유도정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개별적 이익으로 분열시켜 통치하

면서 필요할 때에만 동원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처럼 단체에 보

조금을 주면서 관리하는 한편 지난 핵폐기장 주민투료사례처럼 주민참여기제를 악용

하고 있다. 하남시의 사례에서 보듯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인 ‘주민소환제’는 평일에 주민의 33%가 투표 참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방행정의 혁신

중앙정부의 분권정책과 밑으로부터의 시민참여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을 강제하고 있다. 변화의의 큰 방향은 지방의 자율성이 화대되면서 지방자치단

체의 기능이 정부 정책의 전달․집행기능에서 기획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시기 중앙정부가 직접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제 개발정책에서 이

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있고, 지역의 문화에 기초한 다양

한 축제도 기획되고 있다. 이러한 기획기능의 강화는 조직과 정책의 변화를 수반한

다. 조직의 변화는 팀제와 같이 집행이 용이한 수직적 조직에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되고 있다.

정책의 변화는 투입에 대한 통제와 관리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한 변화이다. 즉 사

업의 성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중요해 졌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성과관리는 공

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을 필요로 한다.

관리와 통제는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균형이 중요했으나 성과관리에서는 제도권

내 서비스 공급자 (집행부 + 의회)와 수요자(주민) 관계가 중요하다. 정책의 전략기획

(SWOT)에서 공공선택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최종 주체로서 지역시민사회 참여와 역

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시장모니터를 당초 기업이익 침해로 인식했

으나 최근에는 고객중심의 기업활동에서는 오히려 소비자의 모니터를 정보공개, 성

과(질)검증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상생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에는 반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제도의 변화 또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와 혁신의

하나이다. 지방재정제도는 1951년 이후 투입위주․통제위주의의 품목별예산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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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해 왔다. 이러한 예산제도는 산업고도화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소득수준

의 향상에 따른 사회복지지출과 환경개선 등에 대한 재정수요확대요청을 실효적으로

충족시키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자율적인 자치와도 맞지 않는다.

재정운영제도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의사결정과 자주․일반재원 사업을

강화하는 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 기획기능 강화 유도를 위한 포괄보조

확대, 집행단계에서의 보조금에 대한 재량 확대, 보조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성과평가

와 성과계약 도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현행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가 성과와 책임 지향의 정책사업별

(Program) 예산체계로 개편되고 있다. “성과관리”란 모든 조직에서 중장기적 전략목

표와 성과측정방법, 그리고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를 의미

한다.

3. 풀뿌리운동이란 무엇인가?104)

1) 풀뿌리시민운동은 바닥(Base Community)운동

지난 시민운동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 공동체에 기반 한 ‘풀뿌리시민운동’이 주목받

고 있다. 풀뿌리운동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시대를 열지 아니면 하나의 유행으로 끝

날지는 알 수 가 없다. <2007년 풀뿌리활동가 수다모임>을 할 때 서울 녹색 삶의 정

외영은 “풀뿌리시민운동은 자신은 발가벗겨 주민들에게 온전히 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버리고 바닥(Base Community)으로 내려가 주민

들과 함께하는 것이 풀뿌리시민운동이다.

실제로 풀뿌리시민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풀뿌리시민운동은

000이다.”라고 물으면 느림, 생활, 주민, 과정, 여성(주부), 소통 등 다양한 답이 나온

다. 풀뿌리시민운동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뽑아

볼 수는 있다.

우선 풀뿌리시민운동은 공간적으로 ‘지역’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풀뿌리자치연

구소 이음〉의 하승수는 풀뿌리시민운동을 “권력을 갖지 못한 일반 대중이 스스로의

삶의 공간에서 집단적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104) 이 내용은 풀뿌리운동을 고민하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여러 운영위원들, ‘이음’과 한양대 제3

섹터연구소가 함께하는 풀뿌리 포럼에 참여하는 여러 활동가들과 전문가들, 무엇보다는 항상 힘과

영감을 주는 지역의 풀뿌리활동가들의 의견에 필자의 생각을 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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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가려는 의식적인 활동”이라 정의한다. 여

기서 풀뿌리시민운동은 ‘지역’보다 ‘삶의 공간’으로 정의되어 “폭넓은 의미의 지역운

동과는 구분”되고 있다. 즉 운동공간을 지역으로 설정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나 활동

가 중심의 운동노선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소외시킨다면 풀뿌리

시민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하승수는 풀뿌리시민운동의 과제를

대안 창출, 상호소통과 협력, 아래로부터(풀뿌리로부터)의 전사회적 의제설정,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본다.

<초록정치연대>의 주요섭은 운동의 ‘현장성’을 강조한다. “운동의 현장은 주민들이

사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고 시위의 현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구 YMCA>의

김경민은 오히려 “농촌으로 대표되는 정주형 공동체가 파괴되고 아파트가 대부분의

주거형태인 한국의 도시에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시민운동이 가능한가?”라

고 묻는다. “아파트 중심의 도시가 20년이나 15년마다 재건축 혹은 재개발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풀뿌리시민운동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풀뿌리자치연구소>의 하승우는 “단순히 지역이라는 물리적인 공간

으로만 풀뿌리시민운동을 정의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겠다. 모든 지역운동이 풀뿌

리시민운동일 수는 없다. 그리고 풀뿌리시민운동은 단순히 지방에서 진행되는 운동

을 가리키지도 않는다. 지방만이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풀뿌리시민운

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풀뿌리시민운동이 각각의 지방에 고립된 운동

을 뜻하지도 않는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초집중화와 세계화의 현실에서 지방은 고립

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때문에 <시민행동>의 하승창은 “많은 시민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이 풀뿌리 지역자

치 조직 활성화로의 방향 전환을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극복 대안으로 제시하고 ‘중

앙 집중형 연대운동보다 지역․분야별로 분화된 풀뿌리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나 ‘전체 사회 운동적 관점에서 보자면 시민 자치적 기능은 지역 수준에서 담당

하고 중앙조직은 대변적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 조직을 지원하는 센터 구실을 맡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은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용인하자는 것이 되어서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한다. 권력과 시장에 대한

감시운동과 풀뿌리시민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소통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풀뿌리시민운동은 주민주체의 운동

두 번째의 공통점은 풀뿌리시민운동의 주체가 ‘주민’이라는 것이다. ‘주민’운동의

관점에서 풀뿌리시민운동을 바라보는 <풀뿌리자치연구소>의 이호는 주민을 “권력을

지닌 자나 전문가들로부터 대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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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고 이끌어 가야 할 주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호는 “주민자치운동은 특정한

이슈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를 통해 평가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기준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과정을 통

해 주민들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를 과정으

로서 개념 지웠듯이, 주민자치운동 역시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고 말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하승수는 풀뿌리시민운동의 주체를 “자신의 삶의 문제에서 출발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 규정하고 중요한 것은 “단지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과정을 통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치능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힘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주체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풀뿌리시민운동의 실천과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풀뿌리시민운동의 목적”이라고 한

다.

하승우는 이러한 이호와 하승수의 관점을 “풀뿌리시민운동의 주체를 주민이라 호

명하지만 그 주민의 범주를 분명하고 엄격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풀뿌리시

민운동을 주체의 문제로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정

의한다. 이는 주체를 ‘존재’의 관점이 아니라 ‘생성(becoming)’의 관점에서 고민하게

한다.”고 한다.

필자 역시 풀뿌리 운동은 공간적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운동을

조직화하고 드러내는 방식이 90년대 대변형 시민운동과 다르다. 속도를 중심으로 한

운동에 대한 반성, 공간을 재조직화하기 위한 운동,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만드는 운동, 다른 언어만이 아니라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운동, 여성(생

활자)을 중심으로 한 운동, 제도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 성과를 독점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나누는 운동이 풀뿌리시민운동의 특성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보면 풀뿌리시민운동은 기존의 권력과 시장을 감시하는

대변형 운동과는 다르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가치와 방식으로 우리사회에 문

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운동이다. 주민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역

량을 강화하고 참여의 기회를 더욱 확장하고 세력화(Empowerment)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조례를 만들 때 의원이나 담당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발의하도록 하지 않

고 어렵게 주민발의를 하는 이유는 주민교육과 캠페인, 감사 청구와 시위 등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치쟁점화 시키고 주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 과정이

참여와 자치의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생활에서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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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풀뿌리 시민운동사례 공모사업 수상사업

제1회(2003년)

풀뿌리상 주민참여형 삶터가꾸기 ‘가고싶은 놀이터 만들기’
서울 열린사회시민연합 북
부시민회

풀잎상 주민과 함께한 문회유적 보전운동 경기 시흥 YMCA

풀꽃상
시민과 함께한 맹산반딧불이 자연학교의 녹지조성 및
관리

경기 분당환경시민의 모임

풀대상 협동과 자치에 기초한 생명의 도시만들기 원주 생활협동조합협의회

풀씨상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지역정치운동 등 여성운동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특별상
지역노조와 함께하는 노동안전보건활동 노동건강연대

지역시민단체들의 행정∙의정 감시활동 전남 순천 YMCA 등

제2회(2004년)

풀뿌리상 주민소환제조례제정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풀잎상
상생의 실험대, 청주원흥이마을 두꺼비서식지 보전운
동

충북환경운동연합

풀꽃상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
전점검에관한조례 제정운동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목포경실련

제주도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 추진운동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
제주연대

4. 풀뿌리시민운동의 사례와 현황

1) 풀뿌리시민운동의 사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민주체의 풀뿌리시민운동은 멀리 70, 80년대의 도시빈민운

동에서 싹이 발아하고 90년대를 전후하여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여 1995년 지방자

치가 실시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풀뿌리시민운동은 2000년대 <총

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이후 시장과 권력을 감시하는 ‘대변형 시민운동’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풀뿌리시민운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풀뿌리시민운동의 모범사레를 발굴하여 격

려하고 시민운동에 확대하기위해 만들어진 <풀뿌리시민운동 사례공모> 수상사업을

중심으로 풀뿌리시민운동의 현황을 살펴본다.

풀뿌리 시민운동사레공모 사업의 심사기준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창의성 및

실험성, △활용성 및 운동가치, △지역사회영향력, 기여도, △주민참여도, △활동사례

발전가능성 등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풀뿌리시민운동 사례는 아래<표2>와

같다.



- 248 -

풀씨상
원주한지문화제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나눔과 참여가 아름다운 지역사회 가꾸기 대전여민회

제3회(2005년)

풀뿌리상 무등산공유화운동
광주 (사)무등산보호단체협
의회

풀잎상 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형성운동 대전 알짬어린이 도서관

풀꽃상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저지 활동 고양 여성민우회

‘즐거운 멤버’ 사업을 중심으로 한 도봉시민회 지역운
동의 깊이와 향기

서울 도봉시민회

풀씨상
주민과 함께 해온 신모라지역 마을만들기 운동 부산 신모라창조어마니회

동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살리기 대전경실련

제4회(2006년)

풀뿌리상 품앗이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만들기
서울 동대문구 품앗이 공
동체

풀잎상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운동
경기 성남시립병원추진위
원회

풀꽃상
지역자치실현을 위한 의정참여활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목포
지부

살 맛 나는 임대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사업 서울 관악주민연대

풀씨상

자연 속에서 사회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서울 환경을 사랑하는 중
랑천 사람들

부산시 북구 덕천교차로 하나은행 앞 횡단보도 복원운
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북
부지역회원모임

제5회(2007년)

풀뿌리상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부산 희망세상

풀잎상
마을마다 어린이도서관만들기를 통한 생활공동체기반
구축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
회

풀꽃상

성서공동체 FM <담장 허무는 엄마들> (사) 성서공동체 FM

용인지역 이주민공동체와 함께 열어가는 다문화 지역
공동체

한국CLC 부설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풀씨상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건강마을 만들기 인천평화의료생활협동조합

2006년 지리산권 공동학습 프로그램 지리산생명연대

2) 풀뿌리시민운동의 현황

위 사례를 살펴보면 풀뿌리시민운동의 유형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풀뿌리시민운

동의 가장 기초적인 유형은 <지역현안(이슈)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 풀뿌리시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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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에서도 보듯이 철거 등 개발과 같은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과 조직화가

운동의 시작이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삶의 공간을 보존하고

만들고 재구성한다. 이슈에 대한 대응과 마을 만들기로 조직화된 주민들은 이슈가

해결되어도 일상적인 <지역 권력에 대한 감시와 참여>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

시킨다. 정책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는 <지방정치에 대한 참여>로 나타나기도 한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대해 스스로

<대안>을 만들어 간다.

(1) 지역이슈에 대한 대응

지역의 이슈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 세력화하는 한 사례로는 <무등산공

유화운동>,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저지 활동>, <부산시 북구 덕천교차로 하

나은행 앞 횡단보도 복원운동>,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운동> 등

이다.

<무등산 공유화운동>은 지역의 난개발에 대한 시민 자생적 운동으로 무등산권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시민 공유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게 된 경우이다. <고양시 노

래하는 분수대 건립 저지 활동>사례는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제기로 53

억의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예산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자체의 전시성 예산낭비에 경종

을 울리고 복지예산 확대 계기를 마련한 사례이다.

사안의 경중이 다르지만 <부산시 북구 덕천교차로 하나은행 앞 횡단보도 복원운

동>과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통한 공공병원 설립운동>은 주민들의 요구에 기초해

주민들의 힘으로 작은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시립병원을 만든 사례이다.

<2006년 지리산권 공동학습 프로그램> 또한 국립공원인 지리산 주변의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등 5개 시군의 도로, 댐, 골프장 등의 개발계획에 맞서 지역 주민스

스로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활동이다.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운동은 이슈가 해결되면 해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

등산보호단체협의회, 고양시 예산감시 네트워크, 지리산권 시민단체 협의회, 지역회

원모임 등으로 조직화되어 활동을 지속되는 것도 주민주체의 풀뿌리시민운동의 성과

라 할 수 있다.

(2) 마을 만들기

주민들의 요구에 기초한 마을 만들기 운동은 풀뿌리시민운동에서 가장 많은 유형

이다. 내가 생활하는 마을에서 필요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복원

하는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욕구에 기초하여 공원, 문화유적, 아파트, 도서관 등

공간을 보존하고 만들고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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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지역시설을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든 <주민 참여형 삶터 가꾸기 ‘가고

싶은 놀이터 만들기>, 지역의 녹지를 지키기 위한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동>, 패총

이라는 문화유산을 거대한 기업, 대학과 맞서 지켜낸 <문화유적 보존운동>, 임대아파

트를 분열과 고립, 차별과 소외의 공간이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살만한 주거공간

으로 거듭나게 한 <살맛나는 임대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운동>, 공단지역에서 노동

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안전보건활동>, 문화적 혜택이 적은 지역에서 어

린이들을 위한<마을어린이도서관 만들기를 통한 지역공동체형성운동>과 <우리아이

들에게 희망의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마을마다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를 통한

생활공동체 기반구축>, 일반적인 생태교육과 다르게 중산층이 아닌 장애인 · 저소

득 청소년 · 노인 등 소외계층으로 대상으로 한 <자연 속에서 사회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기>, 소 출력 방송을 통해 장애인 부보들의 아픔을 나누고 더

블어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성서공동체 FM '담장을 허무는 엄마들’>, 이민국가

인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공동체와 함께 열어가는 다문화 지

역공동체>, 초안산 딱따구리 학교, 교육품앗이주부독서모임, 정보교육 품앗이 등을

통해 창조적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키우기, 지역네트워크와 인큐베이션 강화를 시도

한 <즐거운 멤버>, 녹색 마을가꾸기 및 지역사회 현안 참여활동을 해 온 <주민과 함

께 해온 신모라지역 마을 만들기 운동>, 건강을 주제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역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건강마을 만들기> 등이 마을 만들기 사례이다.

마을 만들기 사례의 공통점은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사업이라는 점, 사업의 대상

이 어린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노동자, 이주자 등 우리사회에 소외된 사회적 약

자라는 점, 운동의 주체가 주부 등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주민의 욕구에 기초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활인이 주체가가 되는 운동이 풀

뿌리시민운동인 것이다.

(3) 권력에 대한 감시와 참여

지역 이슈에 대한 대응이나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의 주요 성과의 하나는 주민조

직화이다. 조직화된 주민들은 지역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의 권력과 기

득권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는 한편 감시를 넘어 정책결정에 참여한다.

주민들의 참여는 참여예산제도나 지방의제와 같이 거버넌스(협치)로 제도화되기도 한

다.

<주민소환제조례제정운동>, <장애인 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 제정>, <도시계획조례

개정운동> 등의 조례제정운동, <행정과 의정 감시운동>, <지역자치실현을 위한 의정

참여활동> 등은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풀뿌

리시민운동의 사례들이다. <한지문화제>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다양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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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하여 지역 문화제로서 제도화한 소중한 풀뿌리시민운동의 사례이다.

(4) 정치참여

지역정치는 생활정치이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참여의 요구는 정치세력화나 정치

참여의 요구로 나타나기도 한다. 생활정치 영역인 지역에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온

지역의 풀뿌리시민운동 단체는 지역을 바꾸기 위해 무소속 후보로 지방선거(주로 기

초의회)에 출마했다. 2002년 지방선거의 <녹색평화당> 창당, 환경연합의 <녹색 자치

위원회>의 녹색후보, 그리고 2006년 지방선거의 <초록정치연대>의 출마 등이 풀뿌리

정치참여의 사례들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초록정치연대, 구로시민센터, 군포풀뿌리정치연대, 도봉시

민정치네트워크 무지개 등 시민단체가 <풀뿌리 초록정치네트워크 531공동행동>을 결

성하여 21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

가 도입되면서 1명밖에 당선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동북여성민우회>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비롯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는 등 풀뿌리 지역정치운동에 있어서 좋은 사례들

을 다수 만들어 내었다.

(5) 대안운동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다원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분출하는 주거, 환경, 보육, 교육,

먹거리, 일자리 등의 각종 수요는 그 양과 종류 면에서 전에 없이 다양화되는 반면

공공부문의 공급역량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하다. 공공부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 해당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나서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메워야 한다. 주민들

스스로가 탁아방을 열어 맞벌이 부부의 직업 활동을 도와주고, 지역에서 대안적 먹

거리와 경제 등을 만들어가는 등의 사례는 모두 공공부문이나 시장이 감당할 수 없

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충족해 가는 풀뿌리시민운동의 예들이다.

먹거리를 해결하는 생협에서 생활개혁과 대안사회의 모델로 발전시켜나가는 <협동

과 자치에 기초한 생명의 도시만들기>,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함께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실천하는 <품앗이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만들기>, 지역의 경제(농업)과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같이 해결하고자하는

<친환경우리농산물 추진운동>, 대형할인 마트 등이 소규모 상업을 몰락시키는 상황

을 극복하기 위한 <동네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살리기> 등은 주민들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가는 풀뿌리시민운동의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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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풀뿌리시민운동의 미래

그렇다면 풀뿌리시민운동의 미래는 어떠할까? 과연 풀뿌리시민운동이 우리나라 시

민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지난 87년 이후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눈부신 성장

을 이루었다. 그러나 적과 싸우다보면 닮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그 동안의 시민운동

은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초집중화된 한국의 중앙권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중앙화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되고 의제의 설정이나 의사결정 역시 중앙

에서 진행되었다. 운동의 방식도 시민을 주체로 만들기보다는 시민의 이름을 내걸고

대신 치르는 대리전의 형태이며, 시민들의 진정한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 의회

가 대의 했듯이 이제는 시민단체가 대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때문에 “시민 있는 시민운동”을 주장하면서 풀뿌리시민운동이 시민운동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위의 풀뿌리시민운동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의 풀뿌리시민운동은 지

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주된 활동이다. 풀뿌리시민운동의

지향은 아직까지 한국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약하다. 생

협 등 대안적 풀뿌리시민운동은 그 질이나 규모로 볼 때 아직 미비한 수준이고 정치

참여 사례와 같이 지역 기득권세력의 권력은 막강하다. 그들은 풀뿌리시민운동이 자

신의 권력을 넘보지 않는 선에서 용인할 뿐이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

는 순간 풀뿌리시민운동에 대해 적대적이다.

그렇다고 풀뿌리시민운동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아니다. 풀뿌리시민운동의 공통점

은 첫째, 주민의 욕구에 기초한 운동이라는 점, 둘째, 운동의 대상이 어린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노동자, 이주자 등 우리사회에 소외된 사회적 약자라는 점, 셋째, 운

동의 주체가 주부 등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주민의 욕구

에 기초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생활인이 주체가가 되는 풀뿌리시민운동은 본

래의 시민운동이다. 때문에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풀뿌리시민운동의 도전과

실험은 시민운동의 미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사회운동이다.

때문에 풀뿌리시민운동이 사회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생활의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를 실질적으로 변

화시키려는 사회운동으로서의 지향을 가져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신자유주의 세계

화와 양극화 등의 사회문제를 풀뿌리시민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풀뿌리시민운동의 단초라 할 수 있는 70-80년대의 도시빈민운동은 알렌스키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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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론과 프레이리의 교육론이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도시빈민운동이 사회변혁운동으

로서 위상을 가진 이유의 하나이다. 지금의 풀뿌리시민운동의 활동가들은 70-80년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운동가들에 비해 사회변혁에 대한 지향이 약하다. 주민을 만

나는 기술이나 방법론, 프로그램에 경도되어 주민들에게 깊이 천작하지 못하는 모습

도 보인다. 풀뿌리시민운동이 70-80년대의 운동을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

니다. 다만 풀뿌리시민운동이 한국 시민운동의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대

한 전망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

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권력과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주로 하는 소위 대변형 시민

단체나 지구적 문제를 다루는 국제NGO와 소통과 연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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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당신이 로스쿨 공익법활동에 대해 궁금했지만,

묻기 두려워한 모든 것...

(Everything You Wanted to Know About Law

School Pro Bono But Were Afraid to Ask...)105)

출처:

http://www.abanet.org/legalservices/probono/everything_you_always_wanted_to_k

now.pdf

이 자료는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에 답하며, 로스쿨

공익법활동 기회에 참여하고, 이를 발전시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다. 또한 이 자료는 적절한 인정 기준,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의 역사, 성공

적인 로스쿨 공익법활동을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미국 변호사회 공익법활동 센터

(American Bar Association

Center for Pro Bono)

www.abaprobono.org

2007년 9월

105) 번역: 이호림, 공익인변호사그룹 공감 제8기 인턴

참여마당4. 공익인권법교수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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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활동이란?

많은 로스쿨 학생들은 정확한 공익법활동(pro-bono)의 정의가 무엇이며, 무엇을 포

함하는지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다. pro-bono라는 단어는 “공익을 위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Pro Bono Publico”에서 파생한 것이다. 미국변호사협회는 전문가 활

동의 모범 규칙(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에서 실무 변호사들을 위해 공

익법활동의 한정된 의미를 규정해 왔다. 모범규칙 6.1은 변호사는 수임료 없이 적어

도 1년에 50시간 이상의 공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며, 이 서비스는 사

회적 약자, 또는 이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범규칙 6.1은 전문가 단체, 국가기관,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를 위해 무료 또는

할인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로스쿨 체계에서의 공익법활동은 몇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닌다. 학생들은 공익 법

률 서비스 제공을 독려 받지만, 오직 실무 변호사의 감독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학생들은 공익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보수나 가산점 같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

다.

모든 공익법활동은 공적 서비스이지만, 모든 공적 서비스가 공익법활동이 아니라

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몇몇 로스쿨이 학생들이 학교의 공익법활동 목

표를 달성하거나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공익 클리닉과 외

부연수를 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지만, 이들은 보통 “공익법활동”으로 여겨지지 않는

다. 비슷하게, 저소득층 지역의 학교 페인트 칠이나 노숙인 쉼터에서의 식사봉사와

같은 법률과 관련 없는 지역사회 기반의 자원봉사 활동은 법률 기술을 사용하지 않

으므로 공익법활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로스쿨은 공익법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하는가?

그렇다. 미국 변호사회 로스쿨 승인기준(Standard for Approval of Law School)의

기준 302(b)(2) - 커리큘럼은 “로스쿨은 학생들이 공익법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상당

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기준 302(b)(2)는 단지 ‘로스쿨은 학생들이

공익법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존의 기준 302(e)

를 대체한 것이다.

2007년 9월, 미국 변호사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302-10 해석을 채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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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

각 로스쿨은 학생들이 공익법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개

발하는 데 창의적으로 임하도록 장려된다. 공익법활동은 사회적 약자나

이들을 돕는 기관에 의미 있는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최소

한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과 관련 없지만 의미 있는 서비

스를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로스쿨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

다. 공익법활동 기회는 기준 302(a)(4)에 의해 요구되는 전문 기술 훈련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대부분의 로스쿨 공익

법활동 프로그램이 참가 활동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기준 302(b)(2)는 자발적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법률관련 활동을 포

함하는 동시에 로스쿨의 종합적인 공익법활동 기회들이 가산점을 부여하

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덧붙여, 기준의 서문은 로스쿨은 “졸업생들이 공익 법률서비스 수행하기 위한 공

적 전문 영역으로 법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의

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준 404(5) - 교수진의 의무는 학교가 공익법 활동의 참가를 포함한

교수진의 공공에의 의무를 존중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의 역사는 무엇인가?

비교적 최근까지도 공식적인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은 흔치 않았다. 대부분

의 학생들은 클리닉 코스와 외부연수, 하계 인턴쉽 등을 통해 공익과 저소득층 고객

에 노출되어왔다. 1980년대 후반, 많은 교수와 임직원, 학생들은 로스쿨이 공익법 서

비스를 촉진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촉구하였고, 1987년 툴레인 로

스쿨이 처음으로 로스쿨 공익법활동을 의무화 했다. 이후 15년 동안, 대부분의 학교

가 공식적인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15개 정도가 공익서비스를 졸업요

건으로 채택했다.

현재,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 지침에 따르면, 34개의 로스쿨이 공익법활동을

졸업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그 외 109개 정도의 학교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식적

인 봉사 프로그램을 두며, 나머지는 학생 조직의 공익법활동 기회에 의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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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학교만이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을 조직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에는 어떤 모형들이 있을까?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 지침은 로스쿨 공익법활동을 구성하는 6가지 모형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아래를 포함한다. :

1. 공익법활동 졸업요건 프로그램

2. 공익 서비스 졸업요건 프로그램

3. 지역사회 서비스 졸업요건 프로그램

4. 코디네이터의 추천 시스템에 의한 공식 봉사활동 프로그램

5. 정부의 학생 조직 프로젝트 지원에 의한 공식 봉사활동 프로그램

6. 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하지 않는 학생 개인의 공익법 프로젝트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AALS 공익법활동 프로젝트의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 백서

(www.aals.org/probono/probono.pdf)를 참고

로스쿨 공익법활동이 왜 중요한가?

법률 대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익법

활동은 학생과 로스쿨 모두에게 많은 이익이 된다.

▶ 학생의 이익

◦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 상담, 연구, 변론 등의 많은 법률 실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음

◦ 실체법과 공익 서비스 경력개발 기회의 다양한 영역에 노출될 수 있음

◦ 전문적인 경험과 경력의 개발

◦ 참여 변호사들과의 교류

◦ 지역사회에의 참여 증진

◦ 개인의 성취 달성

◦ 전문가로서의 의무감 습득

◦ 법률 경력 시작에서 삶에서의 의무와 공익법 활동 의무 사이의 균형 습득

◦ 로스쿨 입학의 이유를 상기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의 헌신에 다시 영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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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법률교육을 보다 적절하고, 흥미로우며 의미있게 함

▶ 로스쿨의 이익

◦ 로스쿨의 지역사회에서의 협력, 대외관계, 명성과 지위를 고취시킴

◦ 졸업생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고취함

▸졸업생과 학생이 짝을 지어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생과 졸업생과의 관계

형성가능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멘토링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만족을 얻음

▸공동체에 도움을 주는 학교의 좋은 일들을 통해 졸업생들의 자부심 향상

◦ 다른 학교들과 차별화를 통해 신입생 모집에 도움

◦ 지역사회의 공익 활동과 저소득층의 필요에 헌신함으로써 학교를 선전할 수

있음

◦ 교육적 기능을 달성하고 기관의 교육적 목적을 확장시킬 수 있음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빈곤 관련법 수업을 보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학생들의 법률 경력에서 전문적인 의무감을 일찍 가르칠 수 있음

▸학생들의 법률 실무 기술을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지역사회의 긴요한 법률 서비스의 공급을 도울 수 있음

◦ 로스쿨의 법원, 지역변호사회 등 지역법률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공익법활동을 통해 종교적 목적 등 로스쿨의 목표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

성공적인 로스쿨 공익법활동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 공고한 학교의 지원

◦ 학장과 교수진의 지원

◦ 공익법활동 지침 및 목표의 선언

◦ 노력에 대한 학교 차원의 인식

◦ 학교의 공식자료를 포함한 정보 제공

◦ 경제적인 지원

▶ 전담 직원 운영 프로그램

◦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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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회의 구성원과의 정기적인 접촉

◦ 질적 관리

▶ 독립된 정체성

◦ 공공 서비스나 경력개발 서비스 등의 큰 사무실 아래에 포섭되지 않아야 함;

프로그램이 그 고유한 정체성을 가져야함.

◦ 공공 서비스나 경력개발 서비스 사무실의 일부라면 그 아래에서 프로그램이

독립된 정체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야 함.

▶ 공익법활동 배치의 다양하고 넓은 영역

◦ 프로그램이 공익활동에 관심있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로스쿨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서비스와 협력하거나 밀착되어 일해야 함.

◦ 배치 영역

▸지역, 주 변호사회가 운영하는 공익법활동 프로그램

▸법률 서비스영역과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

▸공익법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개인 변호사

▸기타 지역 공익법활동 웹사이트

▶ 질적 통제 방법

◦ 학생의 질적 담보를 위한 감독

◦ 사례 추적

◦ 학생과 기관을 위한 개별 평가 시스템

▶ 학생 참여

◦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학생이 참여

로스쿨 공익법 활동의 유효성 평가방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AALS 공익법활동 프로젝트의 로스쿨 공익법활동 프로그램 백서

(www.aals.org/probono/probono.pdf)를 참고

내가 참여 할 수 있는 공익법활동 기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로스쿨 학생의 공익법활동은 자격을 가진 변호사나 교수진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고학년 학생들은 그 주의 수행규칙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1학년 학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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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넒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로스쿨의 공익법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의 직원 또는 경력개발 서비스 사무실 직원에게 가능한 활동 기회나 보조가

필요한 공익법활동가의 목록을 확인해 보라.

아래는 학생이 공익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

1. 권장, 추천된 클리닉에서의 근무

2. 적합한 실무 영역에서의 직접 서비스

3. 권리 알리기 브로슈어/팜플렛 창작 및 배포

4. 지역사회에서 권리 알리기 강연을 수행

5. 법률 상담 전화 서비스 활동

6. 고객 보조

7. 자기소송 문서 작성 및 자기소송 클리닉 업무

8. 통․번역 서비스 제공

a. 고객 통역

b. 형식/서류 번역

9. 연구조사

10. 일대일 변호사 연결

우리 학교에 공식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이 없다면,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당신의 학교에 공식적인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이 없다면, 동료 학생들을 조직해 학

장과 교수진에게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건의하거나, 학생들이 운영하

는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래는 학생 공익법활동 캠페인을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

▶프로그램의 사명/목적의 확인

◦ 사명 선언의 작성

◦ 목표의 개발

▶자발적 참여 또는 참여의 의무화

◦ 의무화 - 모든 학생들을 대상

◦ 자발화 - 자원하는 학생들만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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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은 개별 학교에 따라 적합하게 - 학교문화, 지역, 기금의 공급 등 여러 요

인에 따라

▶지역사회의 필요 확인 및 평가

◦ 지역의 법률적 필요 또는 주 정부 계획을 확보 (주/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률

서비스 사무소로부터)

◦ 학교의 노력으로 법률서비스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결정

◦ 존재하는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연계, 협력, 파트너십 등을 통해 업무를 달성

▶ 가능한 조력자 확인

◦ 학장

◦ 교수진과 행정실

◦ 커리큘럼 위원회

◦ 학생회 및 동창회

◦ 판사, 변호사회 회장, 법률 서비스 사무소 회장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

▶학교의 상황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 학교가 지역사회봉사와 관련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학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 학교가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가? (예- 저소득층이 밀집된 도심지

역)

▶프로그램 목적의 확인

◦ 지역 비영리 단체를 통한 외부활동

◦ 교내 프로그램 (학교에 존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보통 프로그램 운영

에 참여하는 형태)

◦ 특정한 대상 (노인, HIV/AIDS 감염인, 재소자)

▶학교의 장애요소 확인

◦ 학교가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을 허가하는가? (감독 등의 사유로 인해, 몇몇 학

교들은 외부활동 프로그램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로스

쿨 직원이나 교수진은 직접 학생들을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

▶클리닉 프로그램과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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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은 클리닉을 대체하지 않는다; 클리닉은 공익법활동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완화하지 않는다.

◦ 두 프로그램은 모두 교육적 가치를 넓힐 수 있지만, 교육과정에서 독특한 역

할을 가진다.

◦ 보통 클리닉은 학기당 제한된 수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다; 그외의 학생들은

실무 법률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

◦ 공익법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것은 클리닉 참여에의 관심을 높일 수 있으

며, 그 역 또한 같다.

▶지역사회의 자원

◦ 잠재된 기회를 확인

◦ 경력개발서비스/ 공익관련 사무소와의 협력

◦ 지역/주 변호사회

◦ 법원

◦ 공익법 활동에 적극적인 졸업생들 (동창회와의 협력)

▶기금

◦ 어느정도를 필요로 하는가?

◦ 학교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인가?

◦ 외부 기금 재단, IOLTA/I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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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오리엔테이션 핸드북: 당신 스스로의

진보적인 법률교육 만들기

(Disdorientation Handbook: Creating Your Own

Progressive Legal Education)106)

출처: http://www.nlg.org/resources/disHandbook_2007.pdf

민중의 변호사로 활동하기

당신은 법률 활동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당신들은 저마다 법을 보다 진보적인 정의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

기 위한 독특한 재능과 기술, 창의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로스쿨 신입생

이라면, 당신은 변호사는 사회운동과 법률 실무를 섞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어봤

을 것이다. 당신의 로스쿨에서의 경험은 이 관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디스오리엔

테이션 핸드북(Disorientation Handbook)의 목표는 당신이 법률 활동에 대한 전통적

인 관념에 도전하도록 자극하고, 당신의 3년간의 학교생활이 보다 풍부하고 도전적

일 수 있게 제안하려는 것이다. National Lawyers Guild는 로스쿨 과정에서 당신이

민중의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기를 강력하게 권한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수업은 당신이 대리하는 사람들과 당신의 상호작용을 통해 출

발할 것이다. 당신의 실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 이 또한 필요하지

만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아니다. 준비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당

신의 사람들을 알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처한 상황

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젊은 법조인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대부분의 젊은 법조인들

106) 번역: 이호림, 공익인변호사그룹 공감 제8기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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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이 관련한 문제는 단연코 법률적인 것이며, 자신은 법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해답과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그들은 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에

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법률적 문제에만 강하게 몰입하여,

이 변호사들은 진짜 문제를 놓치고 정말 필요한 접근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실패한다.

민중의 변호사에게 시험은 언제나 정식 소송절차에서의 기술적인 승소와 패소가

아니다. 진짜 시험은 투쟁과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해에 대한 법률 활동의 영

향이다. 변호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영리하고 수완이 좋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전히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에 입각한 협조와 적극적인 참가다. 이것 없이

법률적인 승리는 정말 작은 의미밖에 가지지 못한다. - Arthur Kinoy

로스쿨에서 살아남는 방법

신병 훈련소에 온 것을 환영한다! 해병대의 신병 훈련소처럼, 로스쿨의 첫 해는

당신을 고유의 가치와 전통, 환상을 지닌 미래의 엘리트 부대의 일원으로 적응 시

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다른 신병 훈련소들과 마찬가지로 로스쿨은 당신의 개성을

박탈하고, 모든 시간을 차지하고, 기존의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당신이 성공적으로

집단의 세계관을 받아드릴 때, 당신에게 부활과 재생을 제공함으로써 제 기능을 한

다. 당신은 동기들, 미래의 고객과 동료, 다양한 법률 실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에 대한 무의식적인 훈련들을 받게 될 것이다.

로스쿨의 비전은 사회진보운동에 유용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 로스쿨에 온 사람들의

평등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거스른다. 로스쿨의 주입교육은 근대 법학을 정의하

고, 지배하는 렌퀴스트107), 스칼리아108), 화이트109), 토마스110)의 정치 ․ 사회, 윤리

적 관점을 반영한다. 또한 로스쿨은 부유한 고객들을 위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기업형 로펌들의 업적을 찬양하기도 한다. 로스쿨은 당신이 이러한 현실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드리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

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진보적인 법률 활동을 개발하는 방

법, 희박한 정보로 가장 큰 성취를 이루는 방법,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법률 활동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어떠한가? 커리큘럼은 당신이 전

통적인 선택지의 허용된 범위를 뛰어넘는 생각을 하는 것을 거의 돕지 않을 것이며,

107) William Rehnquist,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원장 (1986-2005 재임) 이하 인물들은 렌퀴스트가 대법

원장이던 시기의 주요 대법관들임.

108) Antonin Scalia,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109) Byron White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110) Clarence Thomas,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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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량은 당신의 기운을 빼앗고, 사기를 꺾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항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 반복되는 학습의 굴레에서 벗어나라. 성적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로스쿨

졸업생의 단지 일부만이 돋보이는 평점을 바탕으로 취업할 뿐이다.

대부분의 동료들처럼 민법에서의 A+나 높은 평점보다, 다른 법학 영역의 특정한

부분에서의 관심을 내세워라.

2. 정치적인 활동을 지속하라. 갇혀 있는 로스쿨의 커리큘럼 밖에서 당신의 에너

지를 쏟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학교생활에 사로잡히는 것은 자멸하는 것이다. 당

신이 로스쿨을 나설 때, 당신을 공익법 활동과 연결 해 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어라. National Lawyers Guild와 다른 진보적인 단체들은 흥미롭고, 중요한 법 관련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신이 하계 인턴쉽을 찾거나, 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고민을 도와줄 멘토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 친구들과 함께 하라. 수업시간에 때때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모임을 만들어

보자. 교수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취하거나, 평범하게 만드는 일에 능숙하다. 비

판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 방법은 당신, 또는 당신의 친구 중 한명이 수업시간에

“전복적인” 생각을 표현하면, 나머지는 그 의견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면서 수업에서

의 논쟁을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4. 조기에 스스로를 단련시킬 필요가 있다. 로스쿨을 졸업하자마자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된 동창에 대한 질투심에 대해. 비록 수년간의 진부한 워

커홀릭의 고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지만, 그들은 각 로스쿨들의 자부심이다.

졸업생의 소득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U.S. News & World Report)의 미국

로스쿨 연간 평가의 주요 지표다. 사실, 공익관련 직업은 소득은 대부분 낮을지라도,

회사법 실무보다 훨씬 흥미롭고 보람 있다. 만약 당신이 학교 내외의 정치활동에 참

여하게 된다면, 법을 사회 변화의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는 전국적인

학생 활동가, 법률가 단체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발견은 시내의

로펌에서 바쁘게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로스쿨의 메시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다.

5. 학교 밖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 당신의 오랜 친구들과 연인을 놓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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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때로 소설을 읽는 것을 잊거나, 취미를 팽개치지 말라. 인생을 짧고, 3년은 당

신의 일상을 유예하기에 너무 길다. 로스쿨에 온전히 잠식되는 것을 피하라.

6. 힘을 위해 싸워라! 로스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지 말라. 당신은 바뀌어야 하

는 관행에 도전함으로써 커다란 힘을 얻어낼 수 있다. 로스쿨은 채용과 입학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 사회 변화를 위해 봉사하길 원하는 법률가의 필요에 맞는 커리큘럼

의 개발, 학생들에게 사회계층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성장시키고, 그들이 잠재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교육방식의 개발 등

에 대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당신이 수료할 학교를 보다 나은 곳으로 바꾸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일은 없다. -Ted Franklin

당신의 정신과 신념을 온전히 하며...

로스쿨의 첫해는 신비하거나 불가사의한 과정이 아니다. - 이는 “지적인 신병 훈련

소”에 더 가깝다. 수업의 새로운 환경은 우리 모두에게 위협적이고 무섭다. 이는 혼

란스러우며, 가장 자신감 넘치고 똑똑한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교과서 마스터하기

그러나, 밝은 면도 존재한다. 지적으로 말하자면, 교과서는 대체로 그리 어렵지 않

다. 개념들은 당신이 이전에 공부했던 낯선 주제들에 비해 더 이상 신비롭지 않다.

당신이 난해한 법률문체와 몇 가지 규칙에 익숙해진다면, 법률 분석은 퍼즐을 맞추

는 것과 매우 비슷해진다. 어렵지 않다. 보장한다.

“판례연구법”은 말 그대로 그저 그렇다. 건조하고, 반복되며 당신을 혼란스럽게 한

다.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들 보다는 일반적인 법칙을 배우는

데 집중하라. 일반적인 주제와 소재를 찾아라. 위대한 논리나 거대한 체계를 찾기 위

해 애쓰지 말라. - 그곳에 없다. 합리성이나 일관성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

라. 규칙은 자주 모순되고 비논리적으로 보인다. 홈즈 대법관111) 의 명언을 기억하자.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

아직 노하우를 모르겠다면, 먼저 시간을 분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이 심

한 압박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해도, 수업에서 뒤처지는 것은 당신을 비참하게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공부하는 것도 너무 적게 공부하는 것만큼 해로

울 수 있다. - 특히, 당신의 사회생활에는. 머리가 가득차서 돌아가지 않을 때, 난해

한 암호문을 바라보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 학습도 직업처럼 여겨져야 한다.

111) Oliver Wendell Holmes, Jr. (1841–1935)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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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투자하되, 공부가 모든 활동들을 밀어내고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공부한 후에는, 이를 미루어 놓아라. 좀 더 의미 있는 활동들을 위해 시간을 아껴라.

수업듣기

1학년 때 겪는 가장 큰 좌절의 경험은 당신의 정의에 반해 불쾌감을 주는 판례를

공부하는 데, 누구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이다. 이는 가구 회사에게

사기를 당하는 가난한 고객의 계약 사례일 수도 있고, 자신의 파트너와의 합의에 의

한 성관계를 금지하는 정부 법령에 도전하는 동성애자의 사례일 수도 있다. 당신은

“불리한 입장”에 놓이면서 당신의 생각을 말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당신

의 선택이다.

그러나, 개론과 분석이 도전받지 않게 둠으로써 우리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묵인하고, 나아가 동료 학생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어쩌면, 아

주 어쩌면 그들의 법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만은 알아두길 바란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많은 로스쿨들은 영화 “The Paper Chase”에서 그려진 그대로의 소크라테스식 문

답법에 심하게 의존한다. 이는 학생을 집에서 울면서 그들이 이를 해낼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몇몇 교수들은 “이것은 'The Paper Chase’와

다르다”라고 말하며 수업을 시작한다. 이는 “나는 자네를 학생들 앞에서 망신주지

않는다고 약속하겠지만, 자네는 충분히 준비를 해 와야 할 거야.”라고 번역될 수 있

다. 그러니 긴장하지 말고, 판례들을 읽고, 최선을 다하라. 보통, 성적은 익명으로 처

리되고, 수업태도를 바탕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신경을 곤두세울만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회의 불의, 지금 신경 쓸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왜 로스쿨에 있을까?

많은 돈을 버는 일이나 법을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풍족히 하는 일에만 몰두

하는 단순한 학생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당신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듯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단지 명심하라, 법률적 기술들은 억압받고 소

외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매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갖춘다면, 그것을 당신의 고객들과 공동체가 법률시스템에 대응하는 전략을 발전시

키는 데에 이용할 수 있다. 로스쿨을 떠난 후, 당신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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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또 같이 노력하기

로스쿨에서, 우리는 모두 홀로 우리의 진보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는 인상을 얻기 쉽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강한 무관심과 보수

성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그곳엔 언제나 소수지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존재한다. 로스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는 사람과

단체, 일을 찾아야 한다. 이는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다. 학교 안팍 모두에 당신

을 지지해줄 사람들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고객과 법률 실무를 하는 것도 당

신이 왜 법률가가 되고 싶어 했었는지를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진보적

인 법률가가 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들과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다. - 템플 로스쿨

National Lawyers Guild 책자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이쯤 읽었다면, 당신은 왜 모든 교수들은 정의의 구체화인 법을 중립적이고 객관

적인 힘이라고 여기는 관념에 집착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예외는

존재한다. 요즘 대부분의 로스쿨은 적어도 한명 이상의 비판적인 학자를 교수진에

두고 있다. 그는 진보적인 법학교수 일수도 있고, 비판적인 인종문제 학자나 여성주

의 법학자, 또는 반-본질주의자 일수도 있다.

비판적인 법학 연구112)는 하나의 운동,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무엇보다 방법론으로

불리고 있다. 뭐라고 부르든, CLS는 법학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눈에 띠는 연구

분야가 되었다. CLS는 법은 입법자들의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신념에 의해 형성되었

다고 주장한다. CLS는 법률 질서가 빈곤의 재생산과 계급 불평등, 성차별주의, 호모

포비아, 인종차별주의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반영하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방

식의 비판주의는 철학의 해체주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비슷한 경향으로, 비판적인 인종문제 학자들은 판사의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의 주관적인 인식을 모든 사람들의 인식으로 주지하려는 판사의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다수의 판사가 백인이기 때문에 판사의 특혜 받은

관점은 유색인종들의 경험과 이익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 내에는

적극적인 권리의 입법이라는 당장의 필요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CLS의 지적인 해

체주의에 대항하는 운동 흐름도 존재한다.

여성주의 법학은 법의 “남성의 목소리”를 비판한다. 이는 법이 감정 없이 경직되

고 제한적인 목소리로 만들어지고,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판례

112) Critical Legal Studies 이후 CLS로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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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용은 남성의 우위를 영속시킨다고 본다. 헌법이 남성에 의해 쓰였고, 남성에 의

해 대부분 해석되었으며, 역사적인 판례에 의지하면 남성의 이익을 먼저 대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성주의 법학은 특히 성범죄 관련 법, 포르노그라피 제한

법, 여성의 재생산권 관련 법 등의 영역에 대해 비판해왔다.

마지막으로, 비판연구의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그룹이 있다. 반-본질주의

운동은 여성의 권리, 사회적 권리운동의 본질주의적 성격은 백인 여성이나 흑인 남

성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해 왔다고 주장한다. 다른 반-본질주의자들은 이들은 성적

지향을 둘러싼 이슈에서 광범위하게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들의 목적은 성

차별, 인종차별이 분리되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

재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차별을 일깨우는 것이다. 다양한 자각이 목적이다.

각각의 주제는 각 문단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에 비해 훨씬 깊고 풍부하다. 위의

요약된 설명들은 당신에게 대안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당신이 스스로, 운이 좋

다면 교수의 지도와 함께 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는 저서를 출간한 비판적인 학자들에 대한 리스트의 일부다. 편의를 위해 주

제별로 나누었지만, 많은 이들의 저서는 둘이상의 사회적 억압기제의 교차작용에 관

심을 두고 있다.

인종/민족 - Robin Barnes; Derrick Bell; Stephen Carter; Kimberle Crenshaw,

Rechard Delgado; Angela Harris; Alex Johnson; Emma Jordan; Kenneth Kalst;

Mary Matsuda; Shelby Steele; Patricia Williams; Iris Marion Young; 「From

Different Shores」edited by Ronald Takaki

여성주의/본질주의 - Leslie Bender; Naomi Cahn; Kimberle Crenshaw; Diana Fuss;

Angela Harris; Katherine MacKinnon; Mari Matsuda; Martha Minow; Deborah

Rhode; Elizabeth Spelman; Patricia Williams; Heather Ruth Wishikl; Iris Marion

Young

일반적인 비판적 법학 운동 - Peter Gabel; Duncan Kennedy; Mark Tushnet; 「The

Politics of Law」edited by David Kairys

법률 세뇌

대부분의 로스쿨 1학년생과 같다면, 당신은 아마도 수업에 필요한 교과서가 당신

의 학습에 있어서 의미 있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당신은

각각의 판례에서 무엇을 얻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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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법원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를 하는 거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

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러한 답답함을 “법률가처럼 생각하기”를 배우는 대가

로 간단히 처리해 버리는 것이다. 아마도 로스쿨에 오기 전까지 판례 하나 읽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은 이상하게도 판례의 명성과 힘과 교수의 무심한 지도하에서 이

를 분석하는 것에 유혹될 것이다.

1학년의 몇 달이 지나고, 이제껏 배워온 것을 상기할 시간이 오면 당신은 속았다

고 느낄 것이다. 당신은 속아왔다. 생각해보자- 사회적 분쟁(법률 분쟁의 렌즈를 통해

비춰진)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그들을 기다리는 분쟁의 해결절차에 따른 현실의

결론을 기다리는 현실의 사람들의 일이다. 법률교육(현재와 같이, 처리된 판례들을

연구하는 방식의)은 현상유지를 위한 추상적인 원리에 대한 것이다.

판례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회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한다. : 전통적인 전략은 현

실세계의 결과를 “법의 규율”에 종속시키는 것이다. 이런 접근은 1학년 수업에서 중

요시 되는데, 적용시의 불합리하고 비인간적인 결과에 관계없이 원칙에만, 모든 원칙

에만 초점을 맞추고, 무엇보다도 원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현대적인 접근은

보다 기만적으로, 수 십 년 간의 시민권 입법과 판례법으로 다져져왔다. 진보한 눈

속임에 근거한 수업은 학생들에게 불편한 판례를 무시하고, 부유한 이성애자-비장애

인-기독교인-남성우월을 추구하는, 결과 중심적인 법률 취지에 대한 선택된 해석에

의존하도록 가르친다.

판례법 방법론은 학생들의 귀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애매한 판단 의견을 해독하는

데 쓰도록 하고, 원칙에 담긴 정치적인 암시를 분별해 낼 진보적인 시각의 개발을

억제하도록 한다. 수업을 공포와 경쟁의 공간으로 만듦으로써, 교수들은 학생들이 원

칙에서 빗나가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한다. 마침내, 학생들을 단

지 주어진 사실관계에 법학 원칙의 적용하는 것만으로 시험함으로써, 교수들은 학생

들을 원칙의 흐름에만 신경을 쓰는 신념 없는 따분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아주 예

외적이지만 가끔씩은 교과서 교육과 1학년의 법률 분석은 애초에 많은 학생들을 로

스쿨로 이끌었던 가치관과 흥미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오직 당신만이 모두에게 비참하고 멍하기만 한 1학년 수업을 그 이상의 것으로 만

들 수 있다. 이제 경계해야 할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었으니, 변화를 위해 힘을 내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당신의 교수의 조언과 상반되게, 규칙을 보다 빠르고 쉽게 배

우기 위한 상업적인 요약본들을 사용하고, 시간을 보다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데 쓰는 것에 두려워 하지 말라.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과 힘을 합치고, 수업

시간에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보자. 독서모임부터, 비판적인 학자

의 글에 대해 토론하는 것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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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보내는 피할 수 없는 시간들에서도, 교과

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잃지 말라. - Michael Friedman

로스쿨에서의 정체성의 정치학

백인도, 남성도, 이성애자도, 부자도 아닌 우리들은 로스쿨에서 추가적인 문제들을

직면한다. 우리는 가끔씩 개인이 아니라 어떤 전형-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명예가 되

든지 불명예가 되든지-으로 보인다는 부담을 견뎌야 한다. 로스쿨에서 우리는 눈에

띄지만 동시에 기이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과 관심은 커리큘럼이나 다

른 동료들의 풍경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진보적인 동료들조차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호모포비아 등의 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을 우리

몫으로 남긴다. 또한 우리는 자주 “법학 공동체”의 요령을 배우는 것과 우리의 공동

체의 지키고 싶은 가치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분열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로스쿨의 흑인, 라틴계, 아시아계, 미국 원주민 학생들은 백인이 주된, 가끔은 적대

적이기도 한 환경에서 인종,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직면한다. 로스쿨

은 그 특유의 인종주의를 제공한다. -집단의 인종주의와 교수 개개인의 공공연한 인

종주의 모두. 차별 철폐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좀먹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부당한 기회를 주었으니 우리가 자초한 것이라는 억측을 여전히 마

주한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로스쿨에서는 유색인종 교수진은 지독하게 소수이며, 당

연히 인종주의와 관련한 이슈들에 여전히 대항하고 있다.

여성은 이제 대부분의 로스쿨 입학정원의 절반 정도를 구성한다. 그러나 학교들이

여성들에게 문을 열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눈뜨지

않았다. 매일 우리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남성”의 신화와 학생들을 깨어있게 하려

는 성차별적인 농담에 대항해야 한다. 우리는 생색과 성희롱, 여성(당연히 페미니스

트인)교수나 롤모델의 부족과 직면해야 한다.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법칙”의 예외

가 되어야 한다는 특별한 압박에 시달 린다. - 고객과의 보다 “객관적인” 관계를 형

성하고 사람들에 대한 법률 개념을 평가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들 가운데 “최고” 처럼 경쟁적이고, 교활하고 단순해짐으로써 그들의 게임에서 이겨

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섹슈얼은 로스쿨(과 더 넓은 세계)에서 좀 더 독특한 상황에

직면한다.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통과”라는 선택지가 있다.

우리는 배척과 호모포비아와의 직접적인 대면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눈에 띄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자기 자신을 억압하면서 “통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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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유지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너무 튄다면, 우리는 이성애자 학

생들의 단정함에 거슬릴 위험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

은 어떤 동성애자도 알지 못한다거나, 법학계에는 양성애자가 전혀 없다거나, 자신의

고정관념과 다른 레즈비언은 없다고 생각하게 두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무시를

유지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노동자 계층의 학생들도 특수한 형태의 소외감과 좌절을 직면한다. 우리는 종종 학

교를 다니며 두 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겸하며, 교과서를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과정

을 제대로 끝낸다면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 갚을 지 걱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는 학생들의 바다에 둘러싸여 길을 잃은 듯 한 기분을 느낀다. 아이까지

있다면, 보육시설은 물론 학교의 지원책을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로펌에

서 일하느라 우리의 가능성을 펼칠 수 없겠지만, 로펌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학자

금 대출을 갚고, 가족을 부양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 모두는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 호모포비아, 그밖에 로스쿨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

가 평등하다-법 앞이든 다른 영역이든-는 가정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가

입학과 교수채용에 있어서의 차별철폐를 위한 우리의 헌신을 알도록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하며, 로스쿨이 무시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슈들을 끊임없이 드러내야 한다.

로스쿨에서 변화 만들기

- 공공의 법률적 필요에 공헌하는 커리어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 수요

이미 잘 알려진, 아직 충족되지 않은 광범위한 공공의 법률적 수요를 열거하거나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다 - 수백만의 남성, 여성, 아이들이 가족과 건강, 교육, 직

업, 주거 등의 영역에서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 우리(변호사)의 수임비를 낼 수 있는 부자는 이 사회에서 1% 밖에 되지 않으

나, 그들은 우리의 적어도 95% 이상의 시간을 얻는다. 우리가 무료로 봉사하는 사회

적 약자들은 아마 전체의 20-25%쯤 인데 그들은 겨우 5%의 시간을 얻는다. 남은

75%는 상담비용을 낼 수 없고 따라서 사실상 우리의 시간을 전혀 얻지 못한다.” -

로이드 커틀러113),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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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 커틀러가 그의 소견을 이야기한지 20년이 지난 현재, 수 천 명의 학생들이

사람들을 돕겠다는 비전으로 로스쿨에 입학을 하고, 끊임없이 대규모의 기업을 대변

하는 원치 않는 직업을 얻으며 졸업을 한다. 우리는 커리어의 방향에 대해 널리 퍼

져있는 변호사들의 불만족(때로는 70%나 되는)을 나타내는 설문조사결과를 매일 읽

는다. 대부분 그들 말대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일이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

을 수 없다는 사실에 고뇌하며 살아간다.

로스쿨의 역할

문제의 바탕에는 로스쿨들이 100년이 넘도록 학생들을 법률가처럼 생각하도록 가

르치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생각해 온 것에 있다 - 대학원 모형114)이라고 불리

는 것이 그것이다. 로스쿨은 학생들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훈련시키는 의학전문대학

원과 같은 접근을 항상 거부했다 - 전문 대학원 모형115)이 그것이다. 법학 전문가들

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계에 진입하는 이들의 형편없는 능력 때문에 수년간 로스

쿨을 비난하며,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1992년 10월, 미국 변호사 협회의 법률 교육 ㆍ법조 진입 분과는 ‘법률 교육과 전

문성 개발 - 로스쿨과 직업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 격차 줄이기’라는 주제로 “맥크

레이트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전통적인 로스쿨 커리큘럼의 결함이 로

스쿨 학생들이 졸업 후 고객들에게 충분한 소송 대리를 제공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를 초래한다고 서술했다.

맥크레이트 보고서의 핵심은 제시된 “변호사가 갖추어야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네 가지의 포괄적인 목록(충분한 소송대리를 위한 대비; 정의와 공평, 윤리의 구현을

위한 노력; 전문성 재고를 위한 노력; 전문적인 자기 개발)과 고객에게 충분한 소송

대리 제공하기에 필요한 열 가지 “근본적인 변호사 실무 기술” 목록(문제해결능력;

법률적 분석과 논증; 법률 리서치; 사실 조사; 의사소통; 상담; 협상; 소송과 대체적

분쟁 해결116) 절차; 법률 실무의 조직과 관리;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있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로스쿨은 네 가지 가치를 제한적으로 교육하고, 10가지 기

술 중 단 두 가지 정도만을 가르친다는 사실에 대해 풍부한 근거를 제시한다.

당신이 전통적으로 법조계로부터 도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데 당신이 받은 교

육을 이용하고 싶다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바로잡고 싶다면, 당신의 활동은 기

113) Lloyd Cutler

114) Graduate School Model

115) Professional School Model

116)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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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비적인 것일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로스쿨에 들어온 학생 중 40% 이상이 당신의

생각을 공유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졸업을 준비할 때 쯤 대다수의 학생들은 타인들의 성공의 정의에

해당하는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 이 들 새로운 졸업생 중 한명만이라도 앞으로 몇

년 만이라도 임차인, 학생, 고용인, 이혼을 원하는 여성, 또는 백만장자나 부유한 사

람을 대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 Ronald W. Fox, Lawful Pursuit, p.2

많은 학교에서 5% 이하의 학생들만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며 졸업한다. 40년간

법조계 생활을 하면서-25년간의 공익법 분야, 15년간의 직업 변호사 생활- 5000명이

넘는 로스쿨 학생과 변호사들에게 이야기 해오면서, 대부분의 로스쿨 학생들이 20년

간 따라간 길을 따른다면, 이는 그들의 목표에 명백히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력하

게 경고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의 자기 개발

“교육받은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변호사는 ”전문가로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전문가로서, 개인으로서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유지하는“ 의의

에 따르게 된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219

변호사와 학생들은 이러한 의의를 발견하면 종종 놀라움으로 반응한다. 전문가로

서,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자율성, 편안한 업무환경, 지식과 기술의 습

득, 타인에의 봉사 등을 제안한다. 많은 이들은 법률적인 훈련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으로 적절하게 고려된 것이라는 개념을 받아

들이는 것을 어려워한다.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이러한 암시를 이해한 이들은 교내 면접 체계117)의 배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업무 만족을 위해, 변호사들은 광고를, 학생들

은 교내 면접을 무시해야한다.”118)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어봐야 한다.

유능한 대리를 위한 기술

“전문적인 능력이 목적이라면,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고객의 송무를 처리하기 위

한 완전한 책임을 질 때 필요한 기술과 가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활동을 위한 새로운 변호사들의 준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117) On Campus Interviewing System (OCI)

118) http://profdev.lp.findlaw.com/column/column15.html



- 277 -

남아있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266

"상대적으로 적을 수의 학생들만이 전문기술연수교육의 완전한 제공에 노출되어있

다. 위원회는 대다수의 졸업생들이 로스쿨에서 네 가지 이하의 기술연수교육(모의기

술교육, 클리닉, 인턴십 등) 만을 경험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240

대부분의 로스쿨이 학생들을 법률 실무를 위해 준비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사

실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포한 가정은 훈련과 멘토링은 졸업 후 로펌 직원들에 의해

제공될 것이라는 것이다. 몇몇 대형 로펌에서 아직 시행되고 있을 수는 있지만, 개인

대리는 주로 공익 분야, 사익 분야 관계없이, 내부 훈련과 감독이 아닌 즉각적인 책

임이 규칙인, 중소형 로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선택지 인식의 필요성

“당신의 선택지를 알지 못한다면 당신의 관심과 가치를 아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들(학생들)은 그들이 받은 법률 훈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전문적인, 개인적

인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광범위한 영역들과 변호사는 전통적

이거나, 비전통적인 직업 선택의 기회들과 친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220

"자주 듣는 불만 사항 중 하나는 로스쿨이 개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변

호사들의 필요보다 회사분야의 실무에 들어가는 변호사들의 필요에 맞추어 학생들을

준비시킨다는 것이다.“ - 맥크레이트 보고서, p.47

학생들은 변호사들 중 49%가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고, 65%가 5인 이하의 로펌에

서 일하며,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한다는 것이 신화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대형로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서 계속 경력을 쌓을 가능성은 낮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환경법이 쇼핑센터 개발자들의

습지문제 따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유독성 쓰레기 폐기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

들을 대리하는 회사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법률 실무는

소송과 관리, 교육 등을 통해 훈련된 지식을 이용하는 수천가지의 기회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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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능함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과 졸업 후 유능한 개인 소송 대리를 위해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

2. 정의의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에 의해 완전하고 유능한 전문적인

과 부담 된 로스쿨 업무의 영향

법률 실무에 필요한 가치와 기술을 가르치는 데 실패하는 것과 함께, 로스쿨은 요

구되는 커리큘럼을 마치는 기간 동안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업무를 부담한다. 학생

들은 그들이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1학년 때 배웠으며 클리닉 경험을 쌓기 위해 학

교를 떠나지 않는 다면 남은 2년은 지루하다는 의견을 표현해왔다. 다수는 로스쿨의

3년의 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막대한 빚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고, 그들이 단순히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는 높은 연봉이 필요하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와 전문적인 목표에

반하는 직업을 가지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요약 및 앞으로 해야 할 일 - 학장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 청구하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 다양

한 선택지에 대한 인식, 직업과 빚을 모두 만족시킬 방법을 찾는 법에 대한 지식 없

이 로스쿨을 졸업한다.

이러한 질 낮은 교육 커리큘럼은 매년 수 천 명의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도움

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희망과 꿈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수백만의 사회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법률 서비스를 얻지 못하는 동안, 나의

고객들의 보통의 특징- 선택의 여지없이 갇혔다는 믿음과 동반하는 낮은 자신감과

자존감, 자부심, 자신의 가치에 대한 낮아진 평가로 결합된 불행과 좌절 -을 보여주

게 될 것이다.

나는 학교의 National Lawyers Guild 지부를 통해 로스쿨 학장에게 아래의 정보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하기를 제안한다.(당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편집해서). 이

는 당신이 일상에서 중대한 개인적 이슈를 가진 개인을 대리할 때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 중,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를 들면, 당

신의 학교가 1) 법률 전문가의 근본적인 가치, 2) 근본적인 기술, 3) 법률 실무의 다

양한 선택지와 환경, 4) 빚이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방법, 5) 만족할만

한 직업을 찾고 경력을 계획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부 같은 것이다. 답

변을 분석한 후, 지부의 회원들은 로스쿨이 제공하는 법률 교육의 결함과 부족을 해

결하기 위한 운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다. - Ronald W. Fox

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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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지에 대한 자료

3. 전문성 재고와 실무 변호사들의 로스쿨 훈련, 교육과정 참여에 관한 자료

4. 자기개발의 중요성과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전문가로서의 목표와 상응하는 직업을 가져

야 하는 학생들의 책무에 대해 학부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지에 대한 자료

5. 로스쿨이 가르치고 있는 근본적인 기술의 목록과 가르치는 기술에 따라 분류된 교과 과정

에 대한 카탈로그

6. 학생들이 특정한 형태의 실무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수업에 대해 조언을 줄 수 있

는 교직원에 대한 학부의 설명

7. 문제해결능력, 사실 조사, 의사소통, 상담과 변론 방법 이라는 근본적인 기술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

8. 내년의 모든 연수 교과 과정(클리닉, 모의기술교육 등 “수행”하고 평가 받는 기회)에 대한

설명 - 2학년 학생들의 인원과 반별 비율을 기준으로 열거된 모든 가능한 자리와 함께 제시

된

9. 졸업 후 개인 사무실을 열 학생들의 인원과 개인 사무실 운영 방법에 대한 교과 과정에

대한 설명

10. 공공의 법률 수요와 법조계의 인구 통계학에 대해 가르치는 교과과정에 대한 설명

11. 대형 로펌, 중소형 로펌 그리고 공익법 영역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각각의 비

율

12. 민사, 상사 또는 “개인적 이슈”(이혼, 불법행위 원고, 피고 변호 등)를 가진 개인 대리에

대한 종신 교수들의 경력 기간 - 종신 교수들의 인원, 평균 기간 등이 제시 된

13. 높은 대출금이 직업선택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학교가 표명한 우려에 대한 문서(특히 공

익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14. 높은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가 취한 모든 구체적인 행동들에 대한 문서 (대

출금 면제 프로그램, 등록금 감면, 시간제, 기간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등)

15. 교수진과 임직원에게 단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대형로펌에 가는 것을 권하는 것의 부적

절성을 조언한 문서

16. 학생들의 경제적 계획과 예산에 대해 조언하는 업무만을 맡은 직원의 이름(학자금 대출

사무실의 직원이 아닌 사람)

17. 지난 해 졸업생들의 직업별 분포는 어떠한가?: 대형기업로펌; 중소형기업로펌; 중소형개

인사무소(5인이하); 공익법 로펌; NPO; 기업. 이 분포는 우리 학교가 가르치고, 독려하는 형

태와 일치하는가? 아니라면, 이 분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18. 교내면접체계에 분배된 경력 교육 예산의 비율과 경력 교육 비율

19. 아래 사항들에 대한 지침: a) 교수진의 업무 시간 중 강의 및 준비, 학생 상담에 분배된

시간과 연구 및 논문작성에 배정된 시간의 비율 b) 교과 선택에 대한 조언, 인턴 또는 취직

에 대한 추천서 작성 등을 통해 학생 등을 멘토링 하고 지도하는 교수진의 의무 c) 종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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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결정에서 강의 능력과 학생 상담이 차지하는 비중

20. 직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등에 대한 대응 문서와 졸업생의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교과 과정 또는 학교의 변화  

법률실무의 대안적인 형태들

나는 법률 실무에 대해 한마디를 하고자 하며, 그 메시지는 단순하다: 기업과 경영

에 집중한 직업에 대한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대안들은 존재한다. 나는 요즘 로스쿨

에 너무나 자주 돌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 불쾌감을 느낀다. 기업 관련 일들은 가장

흥미롭고 도전적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또는 환경을 위한 일

들은 무료하거나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 말이다. 나에

게는 정 반대가 진실이다.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나는 시민권과 시민적

자유를 주로 다루었던 작은 법률 사무실에서 일하는 나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나는 지난 13년간 필라델피아에서 두 세 명의 변호사와 한명의 법무사119), 한명의

사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실에서 일해 왔으며, 우리는 업무가 가능한 한 우리의 신념

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나는 법률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는 사

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제나 성공하지는 않았다; 타협

과 어려움은 존재하며,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고 주로

NAtional Laweyers Guild을 구성하는 다른 이들은 이를 따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당신의 이상과 보다 나음을 이루려는 마음은 보다 나은 삶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생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편안한 중산층의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변호사에게 엄청난 양의 돈을 지불한다. 변호사 실무에 대한 적당한 비용을 청구하

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 않다. 처음 일을 시작 했을 때, 우리는 주로 반전과

시민권, 시민적 자유에 관한 일을 다루었지만, 우리는 즉시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합

의이혼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어떻게 이혼 실무를 다루는지 공부했고,

주변 사람들의 이혼을 마무리 짓는 일을 했다.120) 우리가 청구한 비용과 법무사를 두

는 것에 때문에 지역 변호사회와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협회는 다양한 법률 서비

스에 대한 수임료의 권장 요금 기준을 두고 있었고, 우리가 더 낮은 수임료를 받는

119) 로스쿨 졸업 후 3년간, 나는 국선 변호인으로 일했기 때문에 나와 내 파트너는 사무실을 시작하기

전에 실무 변론 경험을 갖고 있었다.

120) 펜실베니아 법은 퀘이커 교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허가 등 주정부의 관계없이 결혼이 가능하

므로,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커플들의 결혼의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을 돕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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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반기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기론, 1971년의 합의이혼에 대한 권장 요금은 600달

러 정도였으며 상담, 서류 작성, 형식적인 구두변론에 참석하는 것 등에 대한 것이었

다. 우리는 300달러를 청구하였다. 우리의 고객들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였고, 우리

는 우리가 원하는 일을 추구하는 동안 합리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이 일은 구하기 힘들지만, 젊은 변호사들과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 될 수 있

게끔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던 형법을 다루는 로펌에 찾아 갔고, 사무실에 붙어 있던 방 하나

를 임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방을 매우 기쁘게 빌려주었다.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과 다르지만, 좋아하는 이상이었던, 우리가 하려던 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사무실을 차릴 수 있을 때 까지, 방을 매우 낮은 가격으로 빌려주었

다. 우리는 또한 그들의 서재와 복사기도 이용하였다. 나는 전혀 힘든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로스쿨과 법조계에

서 묘사되는 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우리는 주로 전화가 울리는 일을 상상하는 것이

힘들었다. -누가 우리에게 전화를 할까? - 그러나 누군가는 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

람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주변인이나 다른 변호사의 추천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

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을 존중과 관심을 가지고 대하며, 리서치와 법정 변론에서

성실하고 유능하게 하는 등 일을 잘 해낸다면, 고객은 당신을 추천한다.

게다가, 이는 나에게 삶을 사는 보다 나은 방법이다. 물론, 모두에게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핵무기 경쟁에 반대하거나, 작업장에서 유독성 물질을 표시

하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조직을 만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흥미롭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나에게 중요하며, 그들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즐겁다. 나는 탈세방법을 찾아 주기를 원하는 기업 경영진을 만날 바에는, 이런 사람

들과 이야기하고 협력하는 것에 내 업무시간의 대부분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나는 탐욕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미 충분히 부유한 사람이 탈세 방법을 찾는 일을

흥미롭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다닌 로스쿨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정말 관심 갖지 않는 일을 해야만 한

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높은 지위나 수입을 위해, 때로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 이는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의 동기로 보이지만,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법률 실무 그 자체는 사실 별로 흥미롭지 않다. 나는

취미로 법률 실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엄청난 양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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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과 압박이 있으며, 지루하고, 많은 시간을 요하며, 가끔씩은 좌절하게 만들기도

한다. 판사의 의견은 진실과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가끔 판

사가 우스운 영예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 실무는 신나거나 재미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몇 년간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당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가 없다

면, 지속하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대안적인 법률 실무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보다 흥미롭고 도

전적이며, 당신은 비중 있는 사회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당신이 관심을 가지는 사람

이나 집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나는 죄책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이는 단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며, 자

신의 삶을 지배하는 일이다. - David Kairys, Guild 변호사, 필라델피아 템플대 법학

교수, 진보적인 비평지인 ‘법의 정치학’ 필진. 조지 워싱턴 법률 리뷰 52호(1984)에 실

린 글을 옮긴 것임.

이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과 영혼을 파는 것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로스쿨은 매우 비싸며,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

당신이 훌륭한 사립 로스쿨을 다니든, 법조인을 대량 생산하는 좋은 국립 로스쿨

을 다니든, 당신은 그 기득권을 얻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 당신은 다행히 그

돈을 빌렸을 것이며, 졸업까지의 엄청난 빚을 바라보고 있거나, 절실하게 이를 회피

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은 아마 당신의 학위를 이용해 좋은 일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로스쿨에 갔을

것이다. 당신은 누가 그 호화로운 옷과 스포츠카를 살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없이

로스쿨이 부유한 삶을 향한 탄탄대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 중 한명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은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경제적인 현실은 당신의 목을 조르고, 당신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어떻

게 그 빚을 갚을 것인가? 변호사가 얼마나 버는지 알고 있는가? 이는 해가 뜨기도

전에 당신을 일어나게 만드는 충동구매의 후회 같은 것이다.

포기하기는 이르다

라면만 먹어야 하는 가난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

다. 좋은 통찰력과 조금의 희생을 감수하는 마음만 있다면, 당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진보적인 학생들 중 많은 수가 대출금을 갚고 나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공익법 활

동을 하기 위해 기업로펌에 가서 몇 년간 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황금새

장은 빨리 닫히고, 기업의 연봉으로 얻을 수 있는 화려한 삶은 매우 편안해 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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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금새, 편안함은 필요가 된다.

어떤 이들은 그들은 고임금의 기업 마차를 타지만, 그들의 진보적인 근육을 무료

변론 업무에 쓸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매력적인 착각이지만, 그럼에도 착각이다.

100,000 달러 이상으로 시작하는 연봉은 그에 비례해 요구되는 근무시간이라는 가격

표가 붙어 온다. 회사가 당신이 원하는 무료변론 같은 일을 맡긴다고 가정해도, 주당

40시간이상을 일해야 한다면 공익법 활동을 위해 남은시간은 많지 않다.

여전히 선택지는 있다

진보적인 변호사들에게 이런 함정 없는 선택지들은 존재한다. 모든 회사가 “권력”

을 위한 도구는 아니다. 사실, 많은 수가 고용 관련법과 노동법, 환경법, 범죄인 변호,

시민권 등과 같은 진보적인 일들에 헌신한다. “구급차 추격자”라고 오랫동안 비난

받은 민사 상해 관련 회사라고 할지라도, 보험 회사가 소송서류의 원고만 살짝 바꿔

부정한 수익을 얻는 것을 생각한다면 “로빈 훗”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을 다루는 회사들은 당신이 정말 원하는 무료변론을 더 많이 맡

기는 경향이 있다. 당신은 사회적 관심이 적은 동료들이 받는 것 보다 적은 돈을 받

겠지만, 괜찮은 생활을 유지하며 보다 많은 실질적인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이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 시스템 내

에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존재한다. 국선 변호인 사무실은 엄청난 저임금이지만, 민사 실무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질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환경보호국(EPA)나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거래위원회(FTC) 등과 같은 규제 위원회들은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정

을 제안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필요로 한다.

노동관계위원회(NLRB)나 고용평등위원회(EEOC)와 같은 행정부처의 기관들은 피

고용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변호사들을 필요로 한다. 검사라 할지라도 미국 검

찰청의 화이트 컬러 범죄 전담반에 들어간다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일 수 있다. 어떤

주 검사들은 법률가들의 감독을 필요로 하는 대안 프로그램을 만듦으로써 과밀한 교

도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비영리기구나 사회단체들은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변호사들에게 생계

유지를 위한 임금 이상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민중의 변호의 선봉에

있다. 임금은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수준이지만, 그 일들은 당신을 불편한 마음 없이

잠들 수 있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학위와 함께 대출금 상환 장부를 받으며 졸업하는 현실은 부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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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러나 로스쿨에 다닐 수 있게 해준 대출금이 우리가 애초에 로스쿨에 오

도록 영감을 준 일들을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 Dave Saldana, 2000

년 USC 로스쿨 졸업, Van Bourg, Weinberg, Roger & Rosenfeld의 노동조합에서 근

무

자기 자신의 공익법 일자리를 만들기

로스쿨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졸업 2년 후, 기금 모금이 나의 가장 훌륭한 기

술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얼마 있지 않은 공익법 관련 일자리를 위해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

특히, 막 졸업한 사람에게는. 그러나 공익 활동에 투자되는 현재의 자원들이 아직 공

동체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학생들은 스스로 기금을 찾아 일을 하는 것이 무

엇보다 효과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금 모금은 바로 내가 하고 싶었

던 일인 의료 서비스 접근권에 관련된 조직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학생들은 자주 존재하는 일자리를 향한 높은 경쟁력 때문에 공익법 활동을 선택하

는 것을 겁낸다. 내 조언은 : 수요를 찾고(우리 모두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는 것을

안다.), 노력에 집중하고, 수요를 충족시킬 방법을 생각하고, 당신의 편을 찾고, 당신

의 관심사가 그들의 관심사임을 알리고, 연합을 조직하라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라 -

당신은 열정으로 주변사람들을 인상 깊게 할 것이며 당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을 배울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소질이 있다면, 많

은 사람이 당신을 채용하고 싶어할 테지만, 그들은 돈이 없을 것이다. 당신의 첫 번

째 임무는 존재하는 단체들이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혀 당신을 채용할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것이다. 이 전략은 나와 Health Access에게는 통해왔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 Health Access를 운영하게 되었을 때는 내가 로스쿨을 졸

업한지 일 년도 채 되기 전이었다. Health Access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하는 환자

치료거부를 막기 위한 주 전체의 시민들의 노력에서 탄생한 연합이다. 나는 졸업 전

2년간 이 활동에 참여해 왔었다. 미보험 환자에 대한 응급실에서의 위험한 이동에서

부터 의료접근권이 거부되는 포괄적인 문제까지.

단일화에 자극받고, 환자 치료거부 운동에 의해 이후의 추진력이 탄생하고, 공공

활동가들의 조직적인 비호아래, 운동의 핵심 구성원들은 샌프란시스코의 공익법 로

펌 바탕의 Health Access를 만들어 냈다. 우리는 원로, 조합, 의료 활동가, 정책 전문

가, 시민권 단체, 소수자 모임들, 의료계 종사ㆍ제공자, 풀뿌리 조직들을 연합하였다.

나는 활동 디렉터로 일을 시작해서 몇 달 후 대표로 선출되었다. 현재 우리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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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두고 있고, 회원 단체들과 자원봉사자, 학생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 Maryann O'Sullivan, Health Access의 대표, 샌프란시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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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共感)’은

국내 최초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변호사들의 모임입니다. 2004년 1월 아름다운

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7명의 변호사와 2

명의 간사가 공익법활동을 전업으로 하여 상근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소수자 인권보장 및 인권의 경계확장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환경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2. 변화를 지향하는 법적 실천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변화가 모색되는 다양한 지점에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가능

한 실천들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3. 공익법활동의 활성화

‘법’을 인권보장과 사회변화를 위한 열린 도구로 기능하게 하는 활동들을 ‘공익법활

동’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1. 공익단체법률지원 및 법률교육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와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에 변호사

를 지정하여 단체운영과 행정에 관련된 법률적 자문과 사업관련 법률활동(법률 제·

개정, 소송, 제도와 정책 연구 등)을 지원하고, 실무자 법률교육 및 법률매뉴얼 제작

작업을 진행합니다.

2. 공익 소송과 제도개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및 차별적 관행, 우리 사회의 공

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률자문․소송대리 등을 지원

하고, 법․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3. 공익법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공익활동 중개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익활동을 중개하여

변호사와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익단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법률지

원을, 변호사들에게는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적절한 공익활동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감이 하는 일

공감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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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및 조사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정책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진행합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관한 외국의 운용사례를 연구

하여 국내 공익법활동에 적용하고, 공익활동의 범위 확대를 위해 인턴쉽과 펠로우쉽

을 운영합니다.

 

1. 여성인권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내․외국인 여성의 인권옹호를 위한

법률자문․소송지원․법률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여성의 인권보호․복지증진․

사회참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 및 연구조사활동을 진행합니다.

2. 장애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자문과 소송지원 및 법률교육, 정신장애인 인권을 위

한 법제개선활동 및 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

어 차별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주와 난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구제하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출입국과 과련하여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과 난민신

청자들이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사를 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

반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빈곤과 복지

노숙인, 도시빈민 등 빈곤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법제도 개선연구를

합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옹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법률지원과 함께 법률매뉴얼 제작, 법률교육 및 사회보지

시설의 인권문제에 관한 상담, 실태조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5. 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연구

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참여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발

의․주민감사․주민투표․주민소송․주민소화 제도 활용에 대한 법률자문, 법률교육

및 매뉴얼작업, 소송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국제인권

국내 인권상황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및 외국법 연구조사, 유엔인권시스템의 활용,

공감의 활동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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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공익변호사 네트워크의 강화 및 공동활동, 국제적 인권문제에 대한 직간접

적인 개입 등의 활동을 합니다. 특히 실첝거인 연구조사와 관련 네트워킹을 통해 다

양한 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고 국내외적 인권상황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7. 공익법 일반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법제개선운동,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지원활동, 해외 한국기업 감시활동 등 우리 사

회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실천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8. 공익법 교육․중개

공감은 변호사, 대학생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중개하고,

공익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익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공감은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쉽제도와 인권법 캠프 등을 진행하며, 로펌이나 변호사가

공감의 활동에 재정지원 또는 직접 참여하도록 하거나 공익단체를 중개하여 공익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을 재정기반으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나눔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작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모이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원서동 158-1번지 3층 (전화) 02-3675-7740

(이메일) gonggam@gmail.com (홈페이지) www.kpil.org

(후원계좌) 하나은행 162-910001-07637 예금주: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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