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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사회 : 정강자 상임위원

14:00~14:10 인 사 말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4:10~14:20 기조연설 최경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제 1 부  주제 발표

14:20~14:40 발 제 1.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관 및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 신혜수 (CEDAW 위원)

14:40~15:00 발 제 2.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
제 검토 / 장복희 (가톨릭대 법대 교수)

15:00~15:20 발 제 3.
개인통보의 법적 효력 및 이용절차
/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15:20~15:30 휴   식

제 2 부  토 론

15:30~16:50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 차인순 입법심의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 김민기 판사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 강선혜 팀장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권법제연구센터
- 박선영 센터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 남윤인순 상임대표

16:50~17:50 종합토론 참석자 전원

17:50~18:00 폐 회 사 정강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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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 말

안 경 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

행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매우 뜻 깊

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 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권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사회권, 자유권, 여성, 

아동, 인종 등에 대한 다양한 국제인권조약을 채택해 왔습니다. 이렇듯 인

권은 점진적으로 발전을 꾀해왔지만 세계적 차원의 치열한 경제전쟁과 급

속한 정보화 진전에 따라 국제인권규범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가 채택한 주요인권조약은 이번에 발효될 예정인 장애인

권리협약을 포함하여 모두 8개이며, 이러한 주요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 

중 우리 정부가 가장 최근에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

택의정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의정서에 2006년 10월 18일 가입을 했으

며, 가입 후 3개월 뒤인 2007년 1월 18일 즉, 다음주 목요일에 발효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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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당사국 정부가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당사국 국민이 직접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

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와 당사국의 침해가 심각하고 조직적일 

경우, 위원회가 당사국의 동의 하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국내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된다면, 우리

나라의 인권신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러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제도 및 이행

방안에 관하여 토론할 것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국제인권 분야와 여성분야에 탁월한 학문적 성

과를 보이시거나 실무적 관점에서 누구보다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식과 경륜이 우리나라의 여성인권의 신

장에 도움을 주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꿈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

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지

혜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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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최 영 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을 주

제로 개최하는 세미나는 우리나라 여성계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한국사회

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향후 전망을 구상해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2000년 

12월에 발효되었고, 현재 83개국이 당사국이며, 우리나라는 작년 2006년 10

월 가입한 이후 오늘부터 일주일후인 오는 1월 18일 발효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분석은 발표자와 토론자들께서 잘 

소개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제인권기준 즉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가 어떻게 우리사회

의 여성인권 향상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간단한 소견

을 밝히고 싶습니다.

국제인권기준을 분석함에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국내법과의 비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법적 측면의 개선을 통해 국내이행 문

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는 여성차별에 대한 법제도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위원회의 진정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래 여성차별과 성희롱 관련 업무는 여성가족부와 인권위 두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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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담당하여 왔으나 2005년 6월 23일부로 동 업무가 인권위로 일원화되

었고, 이를 위해 2005년 3월 24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2005년 7월 25일 국가인권위법을 개정하여 성희롱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성차별, 성희롱 

사건도 다른 차별이나 인권침해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인권위로 

업무가 일원화되었고, 또한 인권위가 피해구제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의 성진정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 1월 성차별팀(6인)

이 신설된 이후, 2006년 한 해 동안 173건의 성차별․성희롱사건을 접수

하였고 전년도 이월사건을 포함하여 208건을 처리하였으며, 이 중 16건에 

대하여 시정권고, 7건은 조정, 15건은 합의종결, 42건은 조사중 해결되었

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부의 진정사건 이관 후 조정, 합의

조정, 조사중해결 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피해구제의 신속화, 효율화 측면

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진정사건 이외에도 서울구치소 교도관에 

의한 여성수용자 성추행 사건을 긴급 직권조사 하였고, 간호사관학교와 

경찰대의 신입생 모집시 차별문제도 직권 조사하여 다양한 성차별적 관행

과 제도를 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성차별, 성희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으나 일부 사건들에서는 인권위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YMCA의 여성회원 총회원

권 배제사건 등은 인권위가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소송을 하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KTX 여승무원 고용차별사건에서도 인권위가 성차별 시정을 권고하였으

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

여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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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활동을 통한 실질적 여성인권의 향상 방안의 모색이라면, 법적인 측면

에서의 검토와 더불어 우리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여성인권 향상에 저해되

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고

질적으로 우리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고용차별 등의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주여성노동자 및 국

제결혼 이주여성의 심각한 인권문제도 향후 우리사회가 긴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여성차별철폐

협약 선택의정서의 기본정신 및 그 속에 담긴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공유를 통해 여성인권증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

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성차별철폐 협약 선택의정서 발효 이

후 여전히 존속하는 한국사회 가부장적 의식과 관행, 이에 기초한 법과 

제도가 국제인권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

으로 적용 가능한 조항들과 이를 기초로 어떠한 인권보호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지 등 한국사회에 대한 적용가능성 및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제시

되면서 오늘의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여성인권증진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좋은 제

언들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국회 사무국, 법원, 여성가족부, 한국

여성개발원, 한국여성단체연합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특별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

색, 제시하는 모티브가 되어 한국사회 여성의 인권향상 뿐만 아니라 세계 

여성인권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제인권기준에 버금가는 모범적 사례

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기조연설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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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관
및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신 혜 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I. 들어가며

대한민국국회는 2006. 9. 29. 본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가결하였다.1) 그리고 2006. 10. 

18. 가입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다. 이 선택의정서는 우리나라가 

가입서를 유엔에 기탁한 3개월 후인 2007. 1. 18. 발효하게 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가입당사국의 여성들이 여성차별철폐협

약2)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제적으로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해주고,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조사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인권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전혀 없었다. 심지어는 

국회의 중요관계자나 정부부처에서도 가입통과를 인지하지 못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다

른 사안에 가려 여성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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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법은 가입 즉시 국내법과 같은 효력

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성관련 국제법의 가입이 전혀 보도가 되지 않

은 것은 여성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하겠다.3) 

22년 전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여성들

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발효되었

다. 당시는 민주화가 되기 이전이었으므로 그럴 수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2006년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99년 유엔에서의 선택의정서 제정 직후 외교통상부는 한국도 이에 가

입할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 논의에서 유보되었다. 여성부, 노동부, 교육

부 등 다른 부처들은 모두 찬성했으나 법무부가 반대해서 그동안 가입이 지

연되어 왔었다. 법무부는 개인통보제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

히 호주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위원회가 

당장 조사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위원회의 권한을 과대평가했던 측면이 있

다.4) 필자는 2000년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직후 선택의정

서 운영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위원회 비공식 회의에 참석하였고, 2001년부

터 지금까지 만 6년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선택의정

서에 의한 개인통보 및 관련 사안들을 심의하여 왔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의정서가 제정된 지 

이미 7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한국의 가입을 자축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러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글은 한국의 여성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계기로 선택의정서에 대한 

개관과 여성인권보호의 국제적 장치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 장에서는 여성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선

택의정서의 제정 과정과 함께 선택의정서의 핵심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고

찰하기로 하겠다. 다음 III장에서는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의정서

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선택의정서의 

이용현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의 심의절차에 이어 개인통보와 직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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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통보제도에 의한 진정사건

들과 조사사건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려고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선

택의정서가 여성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

엇인지도 간략히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으로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

이 있는 한국의 여성차별 사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의정

서 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은 선

택의정서와 관련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Ⅱ.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에 대한 개관

현재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85개국이 가입해 있다.5) 이는 7대 주요 국제

인권협약 중 아동권리협약에 이어 2번째로 가입국 수가 많은 것이다. 185개

국의 여성협약 가입국 중 44.8%인 83개국이 현재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다. 

여성협약 선택의정서는 1999. 10. 6.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10개국 비준 후 

3개월 후인 2000. 12. 22. 발효되었다. 발효를 하루 앞두고 당시 유엔 사무총

장의 여성문제특별보좌관이던 Angela King 사무차장보는 보도 자료를 내고 

“선택의정서는 여성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 구제장치로서 국내에서의 여성

인권보호 현황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

다.6) 이제 의정서 제정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선택의정서 제정 과정

선택의정서가 만들어진 과정7)은 통상적으로 국제협약이 제정되는 과정

과 유사한 듯하다. 어떤 계기가 있고, 준비하는 주체가 있고, 의견수렴의 절

차가 있다. 여성과 관련된 협약이므로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가 선택의정

서 제정의 주체가 되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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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정서의 초안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유엔 회원국의 의견

뿐만 아니라NGO의 의견도 사전에 두 번씩이나 수렴되었다. 그리고 초안을 

가지고 4년간에 걸친 토의 끝에 선택의정서가 제정되었다.

선택의정서의 핵심인 개인통보제도는 애초 1976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몇몇 국가들이 개인통보절차는 남아공의 아파타이트나 인종차별 

같은 ‘심각한 국제범죄’에나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여성차별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선택의정서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통보절차의 필요성이 다시 인정된 것은 

1993 비엔나세계인권회의 때였다. 여성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

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여성지위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 하여금 

개인통보제도를 포함한 선택의정서를 준비할 것을 검토하라고 하였다. 이

에 따라 1994. 9. 국제전문가회의8)가 개최되었고, 1995. 1.에는 여성차별철

폐위원회가 제안서 7을 채택하고 선택의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

하였다.9) 이어 1995. 3. 여성지위위원회가 요청, 각국 정부와 NGO가 사무총

장에게 선택의정서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는 1996. 3. 여성지위위원회가 의정서에 대한 실무그룹10)을 

설치하고 나서이다. 이와 함께 여성지위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가

지 연구보고서를 요청하였다. 즉 다른 인권기구와의 비교, 그리고 정부와 

NGO의 의견을 다시 요구하였다. 기록상으로 한국정부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여 의견을 표명한 것은 없다.11) 그러나 선택의정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4년간의 실무그룹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여 타국 

NGO의 찬사를 받았다.12)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 합의된 선택의정서가 1999. 3. 실무그룹회의, 그

리고 여성지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후 경제사회이사회를 거쳐 

1999. 10. 6. 제54차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54/4로 표결 없이 채택되어 각국

의 서명과 비준, 가입을 위해 개방되었다.



발제문 1.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관 및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15

2. 선택의정서의 내용

선택의정서는 전문과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서문으로서 의정

서의 목적을 설정해 놓았다.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과 여성

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

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

하겠다는 협약당사국의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의정서의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여성차별철폐협약 상 

인정된 제반 권리가 침해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통보를 제출할 수 있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를 

심리하여 당사국에 의견표명과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둘째, 여

성차별철폐협약 상 보장된 권리가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를 당하는 경

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1) 개인통보절차 (individual communication procedure)

의정서는 개인이나 집단(individuals or groups of individuals)이 협약에 보

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통보(진정)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개인이나 집단을 대신해서 다

른 사람이 통보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정당화 할 수 있어야 한다(제2조).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름을 명기해서 제출해야 한다. 물론 선택의정서

를 비준하지 않은 협약당사국에 대한 통보는 접수하지 않는다(제3조).

통보는 모든 국내구제절차(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를 마친 후에 제

출하여야 한다(제4조 1항). 국내구제절차가 남아있으면 통보를 제출하더라

도 심리하지 않는다(inadmissible). 다만 국내구제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

거나(unreasonably prolonged)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가 아닌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도 있다. 그

리고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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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나 해결절차(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 중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리하지 않는다. 또한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의정서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심리의 대

상이 될 수 없다. 단 그 사실이 발효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다(제4조 2항).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이후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까지 어느 때든지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을 

때 당사국에게 임시조치(interim measures)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5조 

1항). 또한 당사국은 통보의 결과로 인해 관할권내의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

나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통

보제도 이용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항을 두고 있

다(제11조). 통보에 대한 심리는 끝나기 전까지는 모두 비공개로 회의를 진

행한다(제7조 2항). 

2) 조사 절차(inquiry procedure)

선택의정서는 당사국에 심각하거나 조직적인 권리침해(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가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reliable information)가 있을 때 위원회가 

비공개로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8조). 조사를 실시하

기 전 우선 당사국에게 정보를 확인하는데 협조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다. 당사국의 의견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참조해서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 이상의 위원들을 지정해서 필요시 당사국을 직

접 방문 조사할 수 있다. 물론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조사 후에

는 조사의 결과에 코멘트와 권고문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당사국은 협조하도록 요

청된다.

조사가 끝난 후 후속조치가 가능하다. 즉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직권조사

의 결과 시행된 조치를 정기적인 협약이행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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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사국이 조

사에 대해 취한 조치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9조).

의정서는 유보조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제17조). 그러나 위원회의 조사

를 피할 수 있는 면제조항을 두고 있다(제10조 1항). 즉 각 당사국은 선택의

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 가입할 때 의정서 8조와 9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13) 조사권 불인정을 선언했을 

경우라도 후에 언제든지 사무총장에게 통고로써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제10

조 2항).

나머지 제11조에서 제21조까지는 당사국의 의정서에 대한 홍보 및 위원

회의 견해와 권고에 대한 홍보 의무, 의정서의 발효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이다.

Ⅲ. 선택의정서와 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1. 현재까지의 선택의정서 이용현황

현재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의 가입국은 83개국이다. 이는 여성협

약 비준국 총 185개국 중 44.8%에 해당한다. 한국은 82번째로 가입하였다. 

양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이 비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개인통보제도의 이용건수는 아직 그다지 많지 않다. 2003년에 첫 개인통

보가 제출되어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모두 11건이다.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 

국내구제절차를 다 거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

다. 게다가 의정서에 대한 홍보가 많이 부족하여 일반여성들은 물론이고 여

성운동단체도 아직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수준이다. 접수된 

11건의 개인통보 중에서 위원회는 5건에 대해 심리를 종결하였다. 또한 심

각하거나 조직적인 침해에 대한 조사는 지금까지 1건을 실시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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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절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기 4개월 전인 2000. 8.

에 선택의정서 운영규칙을 제정하였다.15) 이 운영규칙에 따라 개인통보는 

미리 선택의정서 통보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under the Optional Protocol)이 사전심의를 한 후 전체 위원회에 사안을 회부

한다. 실무그룹은 대륙별로 한명씩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

통 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에 3일~5일간 회의한다. 이 경우 통보에 

관련된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위원은 제척대상으로 규정하여 논의에 참여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는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원하면 이를 위원회 결정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의정서와 운영규칙에 의거하여 개인통보의 심리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

으로 진행된다.

⋅실무그룹의 심리 :

통보 접수(위원회 사무국 DAW) → 당사국에 서면 해명기회 부여(6개월 이내) 

→ 통보 관계인에게 알림 → 추가 정보나 반박문 접수(진정인, 당사국 모두) → 

실무그룹 의견서 작성

 

⋅위원회 심리 :

실무그룹 의견 제안(실무그룹 의장) → 위원회 논의 → 심리 확정(다수결 결정) 

→ 당사국에 위원회 의견서 송부 → 당사국 이에 대한 조치 및 답변(6개월 이

내) → 위원회 추가 조치여부 논의

개인통보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confidential)(제7조 2항). 그러나 통보의 당사자 개인이나 NGO, 또는 당

사국은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는 이를 

언론에 알림으로써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영향을 미치려고 하

며, 이러한 홍보의 결과 당사국은 위원회가 본안에 대한 최종 심리를 마치

기 전에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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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통보의 사례

위원회가 심리를 끝낸 5건의 개인통보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5건 중 2

건은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공교롭게도 2건 모두 당사국이 

헝가리이다. 2건은 심리부적격으로 각하되었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사례 1: Communication No. 1/2003, Ms. B.-J. v. Germany

⋅2002. 8. 20. 통보 접수 

⋅2003. 4. 10. 보완자료 제출

⋅2004. 7. 14. 심리부적격 결정(소수의견: 2인은 심리적격성 일부인정)

⋅독일은 여성차별철폐협약 1985. 8. 9. 발효; 선택의정서 2002. 4. 15. 발효.

진정개요 : 진정인은 간호사였으나 1969년 결혼시 남편의 직업적 성공

을 위해 전업주부의 역할을 하기로 부부간에 합의하고 세 자녀를 키웠

음. 1984년 진정인이 다시 공부를 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직업적으로 

어려운 시기라며 반대. 1998년 남편의 어려움이 해소되어 진정인이 다

시 공부를 하고자 했으나 1999. 5. 남편은 이혼을 신청하여 2000. 7. 이

혼하였음. 1999. 9. 가정법원에서 별거와 관련하여 별거수당, 막내의 양

육수당, 집의 모기지 지불액등에 합의함. 이혼시 연금 배분은 결정되었

으나 결혼 기간 중 획득한 재산이나 이혼 후 생활수당 등은 결정을 못 

봄. 2000. 7. 연방 헌법재판소에 소송제기, 각하. 2004. 4. 괴팅겐법원이 

생활비를 소급해서 지급할 것을 결정.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안낸 이

후부터의 기간 동안. 생활비와 획득재산의 분할에 대한 재판은 계속중. 

진정인의 주장은 이혼의 법적 결과(결혼 기간 중 획득재산의 분할, 연

금 분할, 혼인생활종료후의 별거수당)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이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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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 장기간 결혼생활 후 이혼한, 자녀 있는 나이든 여성에게 법규가 

구조적으로 차별적임. 혼인 중 획득재산이 적은 배우자가 획득재산이 

많은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받지만 ‘인간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연금자산이나 별거수당도 마찬가지임. 

이혼의 결과에 대한 법적 차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의 평등조항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국내구제

절차는 종료되었음.

쟁점 : 협약 제1조, 제2조 (a)~(f), 제3조, 제5조 (a), (b), 제15조 2항, 제

16조 1항, (c), (d), (g), (h) 위반 여부. 이혼법 자체를 여성차별로 걸어 

소송을 제기한 것의 적절성 여부 및 국내구제절차를 소진했는지 여부.

위원회 결정 : 심리부적격(각하). 의정서 제4조 1항에 규정된 국내구제

절차를 마치지 않았음. 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거, 문제된 사안이 의

정서 비준 이전에 발생했으며 그 후 효과가 계속되지 않았음. (여성이 

피해를 보는 전형적인 케이스로 각하하는 것이 안타까웠으나 이혼법 

자체를 걸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 맞지 않고, 생활비나 기타 재산분할

은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국내구제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 

사례 2: Communication No. 2/2003, Ms. A. T. v. Hungary

⋅2003. 10. 10. 통보 접수

⋅2005. 1. 26. 당사국의 협약 위반 결정

⋅헝가리 여성차별철폐협약 1981. 9. 3. 발효; 선택의정서 2001. 3. 22. 발효

진정개요 : 진정인은 1998. 3.부터 2001. 7.까지 4년간 사실혼 관계의 남

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한 가정폭력과 협박에 시달렸음. 두 자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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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은 심한 뇌손상 장애가 있음. 남편이 총을 소지하고 있고, 진정인

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자녀들을 강간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쉼터에 

가지 않았음. 왜냐하면 헝가리에는 심각한 장애아와 엄마, 여동생을 함

께 받아줄 수 있는 쉼터가 없었기 때문. 헝가리 법에는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명령도 없음. 남편은 1999. 3. 집을 나가 2000. 3. 새 여자와 살

림을 차림. 가재도구도 몽땅 가져감. 별거기간에도 진정인의 집을 찾아

와 폭력행사, 10차례의 상해진단서,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폭력. 자녀

양육비 미지급. 남편과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주택에 대한 민사재판 

소송의 결과 지방법원을 거쳐 부다페스트 고등법원에서는 2003. 9. 4. 

결정으로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와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 진

정인을 정기적으로 구타했다는 주장의 뒷받침이 없고, 남편의 재산권

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런 결정을 내림. 진정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

고, 위원회에 추가 자료 제출한 2004. 1.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 재산

에 대해서도 분할을 신청하는 민사소송 진행중임. 구타와 폭행에 대해

서는 2건의 형사재판소송제기. 진정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임시보호

조치를 요청했음. 위원회 실무그룹은 임시보호조치를 헝가리정부당국

에 요청함.

쟁점 : 협약 제2조 (a), (b), (e), 제5조 (a)와 제16조 위반여부.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민사, 형사 소송에도 불구하고 국내구제절차를 다 소진했는

지의 여부 및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진정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

었는지 여부. 

위원회 결정 : 심리적격성 여부: 헝가리는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현

재의 헝가리 법제도하에서는 진정인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의

견을 제출했음. 그러나 국내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는 구제가능성이 없고 3년이라는 예외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을 

지적. 진정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10건의 폭력을 연속선상으로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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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진정인은 아직도 생명의 위협아래 있으므로 헝가리는 협약 제2조 

(a), (b), (e), 제5조 (a)와 제16조 위반.

권고사항 : 진정인에게: 1) A. T.와 그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

장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2) A. T.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안전한 주택을 제공하고, 적절한 자녀양육비와 법

률적 지원, 그리고 진정인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권리침해의 

비중에 해당하는 배상을 할 것.

일반 : 가정폭력을 포함해서 여성인권에 대한 존중; 가정폭력의 피해여

성에게 최상의 법적 보호; 가정폭력방지대책의 시행과 평가; 판사, 변

호사, 법집행 공무원들에게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선택의정서에 관한 정

기훈련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 2002년 8월 헝가리 4차, 5차 보고서 심

의후 위원회가 여성폭력에 대해 권고한 내용, 특히 보호, 퇴거 명령, 쉼

터를 포함한 지원서비스 등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

라는 것을 즉시 시행할 것;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신속, 철저, 객관적이

고 진지한 조사와 가정폭력범의 처벌;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배상; 범죄자에 대한 치료

이와 같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정

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것, 또한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헝가리어로 번역하여 널리 공지할 것.

사례 3: Communication No. 3/2004, Ms. Dung Thi Thuy Nguyen v. The Netherlands

⋅2003. 12. 8. 통보 접수

⋅2006. 8. 14. 당사국의 협약 위반 없음.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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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견: 3인은 간접차별 가능성 판단). 

⋅네덜란드 여성차별철폐협약 1991. 8. 22. 발효;  의정서 2002. 8. 22. 발효

진정개요 : 진정인은 시간제 고용직 노동자인 동시에 남편의 사업체에

서 같이 일하고 있어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음. 2번의 출산으로 출산

휴가를 1999. 1.과 2002. 5. 각각 16주간씩 가짐. 네덜란드의 보험제도

하에서 진정인은 봉급고용인을 위한 보험 AZ와 자영업자를 위한 WAZ

에 가입중. 첫 번째 출산휴가시 AZ의 혜택을 받음. WAZ에도 보험급여

를 신청했으나 남편사업체에서의 수입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함. WAZ

에 출산시 ‘누적금지 규정(anti-accumulation clause)’이 있기 때문. 이 규

정에 의하면 AZ의 지불액보다 초과되는 것만 WAZ에서 지불함. 진정

인의 경우 AZ의 지불액이 WAZ보다 많았음. 진정인은 이에 대해 소송

제기. 지방법원에서 패소하고 항소했으나 최종심인 Central Appeals 

Tribunal에서도 패소함. 진정인은 2002. 5. 두 번째 출산 후에도 두 군데

에 모두 출산보험급여 신청. 이번에는 WAZ의 보험금이 AZ의 보험금

보다 많아 AZ에 더해 WAZ와의 차액만큼 지급받게 된다고 보험기관

이 2002. 6. 결정. 이에 대해 진정인은 이의제기를 했다가 첫 번째 소송

에 대한 상급심의 결정이 나오자 취하함.

쟁점 : 협약 제11조 2항 (b)가 여성의 출산휴가동안 수입의 어느 정도를 

보상받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또 누적금지 규정이 여성에 대한 차별인

지 여부.

위원회 결정 : 협약 제11조 2항 (b) 위반이 아님. 동 조항은 임신, 출산

으로 인해 직업을 잃지 않도록 하고 유급출산휴가를 주라는 것으로 유

급의 경우 수입의 전액을 꼭 보전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 

협약이행을 위한 출산휴가 급여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국가의 재량권

에 속함.



24  CEDAW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사례 4: Communication No. 4/2004, Ms. Andrea Szijjarto v. Hungary

⋅2004. 2. 12. 통보 제출 

⋅2006. 8. 14. 당사국의 협약 위반 결정 

⋅헝가리 여성차별철폐협약 1981. 9. 3. 발효; 선택의정서 2001. 3. 22. 발효

진정개요 : 진정인은 헝가리 거주 Roma 여성으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음. 2000. 5. 30. 임신으로 판명되어 출산 예정일인 동년 12. 20.까지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음. 2000. 12. 20. 병원에서는 임신 

36~37주로 진단하고 진통이 있으면 내원하라고 함. 2001. 1. 2. 진정인

은 진통을 느꼈고 양수가 터지고 심한 출혈이 있어 구급차로 병원에 

도착. 진찰한 의사는 태아가 죽었다며 즉시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제

거해야 한다고 함. 수술대위에 있는 동안 진정인은 제왕절개에 동의하

는 서명을 하도록 요구받음. 그 서류 밑 부분에는 읽기 어려운 글씨로 

‘불임수술(라틴어로 쓰여짐)을 원하며 더 이상 아기를 낳기를 원치 않

음’이라고 의사가 쓴 것이 있었음. 병원 도착 후 17분 만에 제왕절개수

술이 행해짐. 퇴원하기 전에 진정인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해, 또 언

제 다음 애기를 가질 수 있겠는지 질문함. 이때 비로소 불임수술이라

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됨. 의무기록에 의하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정

인의 건강상태는 좋지 않아서 어지럼증, 과다출혈, 쇼크 상태에 있었

음. 불임수술 후 진정인 부부는 우울증으로 치료받음. 진정인은 가톨릭 

신자이므로 불임수술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임. Roma인의 전통에는 

자녀를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가치임. 2001. 10. 진정인을 대신해서 

변호사가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패소, 2002. 12. 5. 항소, 2003. 

5. 12. 항소기각결정. 진정인에게 불임수술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

를 구하지 않은 병원 측의 잘못을 인정했지만 불임수술은 복원할 수 

있는 것이고 인공임신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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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 협약 제10조 (h), 제12조, 제16조 1항 (e)위반 여부. 불임수술에 

대해 충분한 사전정보를 주고 동의를 받았는지(full and informed 

consent), 불임수술은 선택의정서 가입이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심사적격

성이 있는지 여부.

위원회 결정: 협약 제10조 (h), 제12조, 제16조 1항 (e) 위반임. 진정인에

게: 권리침해의 비중에 맞는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함.

일반 : 모든 공공 및 개인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여성의 생식권과 관련

된 협약의 조항과 일반권고 19, 21, 24의 관련 문단을 숙지하도록 할 

것; 불임수술에 관한 국내법을 국제법에 맞게 정비할 것; 불임수술을 

시술하는 의료기관을 모니터해서 시술전 환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

의를 받은 후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것.

이와 같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대해 헝가리 정부는 6개월 이내에 정

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할 것, 또한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헝가리어로 번역하여 널리 공지할 것.

사례 5: Communication No. 5/2004, Ms. Rahime Kayhan v. Turkey

⋅2004. 8. 20. 통보 접수 

⋅2006. 1. 27. 심리부적격 결정 

⋅터키 여성차별철폐협약 1986. 1. 19. 발효; 선택의정서 2003. 1. 29. 발효

진정개요 : 진정인은 종교윤리교사로 16세 이후 대학생동안에도 쭉 머

리와 목을 덮는 스카프를 착용해왔음. 1991. 9. 공립 고등학교에 교사

로 부임하고 신분증사진을 찍을 때에도 스카프착용. 이후 1994. 9. 다

른 고등학교로 전근후 5년간 근무, 이후 중학교로 전근. 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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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6. 스카프착용에 대해 경고를 받고 월급의 1/30을 감봉 당함. 이

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사면법으로 인해 경고와 벌칙이 기록에서 

삭제됨. 2000. 1. 진정인은 복식규정을 어겼으며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학교의 평화와 하모니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조사가 진

행 중이라는 문서를 받았음. 이에 대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

를 받음. 진정인은 10인의 보증인을 세워 ‘평화와 하모니를 깨뜨렸다는 

주장’을 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직업, 종교, 양심, 사상, 선택의 자

유를 주장하였으나 2000. 6. 해고당함. 동년 10월 행정법원에 제소, 

2001. 3. 진정인 패소결정. State Council에 항소하였으나 2003. 7. 최종 

패소판결.

쟁점 : 스카프를 쓰도록 한 것이 협약 제11조 위반인지 여부. 유럽인권

재판소가 유사한 사건을 다룬 것, 의정서 발효 전에 해고된 것이 심사

부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원회 결정 : 진정인이 지방행정법원과 State Council에 제소한 것은 종

교, 양심, 사상의 자유 등에 관한 것이었고, 스카프 착용이 성에 기반을 

둔 차별이라는 사유에 입각하여 제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선택의정

서 제4조 1항에 규정된 국내구제절차를 다 거치지 않아 심사적격성이 

결여되었음.

4. 직권조사의 사례: Mexico의 여성실종 및 살해

2002. 10. 1. 2개 NGO로부터 멕시코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요청 접수

2003.  1. 제28차 위원회에서 조사 결정, 멕시코 정부에 의견 요청

2003.  7. 제29차 위원회, 멕시코에 대한 방문조사 결정, 2명의 위원 선정

2003. 10. 18-26 2명의 위원  멕시코 방문조사

2004.  1. 제30차 위원회, 조사보고서 채택, 멕시코 정부에게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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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제31차 위원회, 멕시코 정부의 답변 검토, 추가 논의

2005.  1. 제32차 위원회에 보고서 발간.

멕시코는 2002. 3. 15.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그런데 뉴욕의 Equality 

Now라는 단체와 멕시코의 Casa Amiga라는 단체가 함께 위원회에 의정서 

제8조에 의거한 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2002. 10. 2일자로 제출하였다. 조

사를 요청한 사안은 멕시코의 Ciudad Juarez라는 곳에서 계속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살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두 단체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

료를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2003. 1. 30. 제28차 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멕시코 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2003. 5. 

15.까지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멕시코 정부는 2003. 5. 15. 뉴욕주재 멕시코 대표부를 통해 위원회에 회

신하였다. 즉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즉시 약속하고, 동시에 위원회의 방

문조사를 환영할 것이며, 조사 후 위원회가 내는 권고안도 다 수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두 NGO와 멕시코는 이후 사건의 추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

출하였고, 위원회는 모든 자료를 다 검토한 결과 의정서 제8조 2항에 의거 

멕시코에 대한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기로 2003. 7. 결정하고 멕시코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2003. 10. 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멕시코에 조

사단으로 파견하였고, 두 위원은 10. 18-26.의 기간 동안 각계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등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위원회는 

두 조사위원의 초안을 바탕으로 멕시코 정부당국에 대한 권고보고서를 채

택하였다. 위원회는 일반적인 사항, 범죄수사와 처벌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방지, 안전조치 및 여성인권증진과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 모두 16가

지의 조치를 취할 것을 멕시코 정부에게 권고하였다.16)

5. 선택의정서의 효과

1)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진정이 제기되면 위원회가 당사국에게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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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진정인에게 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당사국에게 권고하고 당사국 정부는 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된다.

2) 차별적인 법과 관행의 개선

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구제 조치와 함께 당사국의 차별적인 법과 관행, 

문화를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진정

인에게 피해를 초래한 차별적인 법의 개정, 차별적인 관습의 철폐, 잠정적 

우대조치 등을 포함하므로 당사국의 여성차별적인 법과 관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3) 국가의 여성협약 이행 촉진

개인이 위원회에 진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사국이 여성차별철폐협

약의 이행을 잘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즉 진정이 제출되기 전에 미

리 미리 여성차별을 제거하고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

므로 여성협약의 이행이 촉진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인권을 강화하게 

된다.

4) 여성협약에 대한 국가와 개인의 이해증진

선택의정서를 통해 개인의 사례를 다룸으로써 여성협약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 개인통보에 대한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의 결정이 판례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통보나 조사

를 통한 홍보효과로 인해 선택의정서와 여성협약에 대해 일반대중의 인식

이 올라가게 된다. 동시에 당사국은 협약과 선택의정서, 그리고 특히 당사

국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를 널리 알릴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개인통보제도의 활용을 통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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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택의정서의 한계

1) 심리의 장기화

개인통보제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들이 진정을 제기한 이후 위

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까지는 보통 통

보가 접수된 후 빠르면 1년 반에서 늦게는 2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

다. 이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시 조직이 아니고 연 2~3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모니터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개인통보 

실무그룹도 위원회가 개최될 때 한 번씩만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통보를 사

전 심의하고 위원회에 결정문을 상정하여 왔다.17)

앞으로 선택의정서의 비준국이 더 늘어나고 개인통보 건수가 증가할 것

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제한된 위원회 개최일수로는 시간부족이 더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다루어지는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경험도 축적되므

로 사안별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씩 단축될 수 있을 것이지만, 단기

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2) 권고 불이행시의 문제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현재의 국제인권조약들은 법적

인 구속력을 갖는 국제법이다. 그러나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유

엔이나 위원회가 강제할 권한이나 실효성 있는 방안은 없다. 당사국이 협약

과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모든 조약감시기구의 공통된 과제이다. 현재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제안하고 

있는 조약감시기구 개혁과 관련해서 앞으로 국제인권협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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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성의 인권보장을 위한 함의와 앞으로의 과제

1. 한국의 성차별 현실과 선택의정서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많은 법

적,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공직사회에서의 직접적인 차별, 법과 제도상의 성차별은 없어

졌으나 그 이외의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가정에서의 성차별은 아직도 굳건

한 부분이 많다. 특히 비정규직화로 인한 고용상의 차별, 성희롱 등 각종 여

성폭력의 만연, 정치 및 공직에서의 낮은 대표성은 한국여성의 지위를 떨어

뜨리는 취약부문이다.

선택의정서 발효 이후 개인통보절차를 이용할 만한 한국의 사안으로는 

우선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서울YMCA의 여성회원 총회 투표권 불인정 문제: 여성협약 제7조 (c)에 

규정된, NGO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에 배치될 수 있다. 

• KTX 여승무원 구별모집, 배치 및 해고 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  

별로 결정내린 사안이나 법적 강제력이 있는 다른 소송에서는 패소하였

다. 협약 제 5조 (a), 제11조 1항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토해야 

할 사항 은 성차별적 고용과 해고가 선택의정서 발효 이전에 발생했다

는 것이다. 이런 경우 통보의 대상이 된 사실이 의정서 발효 이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 부부강간에 대한 불 처벌: 가정폭력의 경우 협약 제2조, 제5조 (a), 제16

조 1항 위반.

여성사안의 경우 자유권규약 위원회에 제기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양

심적 병역거부 등의 개인통보 사안과는 성격이 많이 달라서 가부장적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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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따라서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잘 홍보하면 의

외로 개인통보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전이라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앞으로의 과제

1) 여성협약의 충실한 이행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더라도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개인통보제도를 이용

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협약의 제1조부

터 16조까지의 모든 조항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당사국의 여성협약 이행의무는 한국사회 전체가 지는 것이지만 이를 보

장해야 할 책임은 행정부에게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정부 각 부처가 관

할부문에서 협약을 잘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성

가족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타 부처가, 또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의 기초단위까지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정책의 주요전략인 성주류화를 각 부처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중

요하다. 성별영향평가가 2006년 중앙과 지방의 기관을 합쳐 17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지만 참여기관의 수도 더 늘리고 평가의 내실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사법부, 입법부도 협약을 인지하고 협약에서 

보장하는 여성의 권리가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판결과 입법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의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심의시 전문위

원이 제안한 것 같이 호주제도 폐지되었으니만큼 마지막 유보조항으로 남

아있는 협약 제16조 1항 (g)에 대한 한국의 유보도 철회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가나 공공 기관에 의한 차별뿐만 아니라 기업, 단

체, 그리고 개인에 의한 차별도 철폐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관행이나 문화, 전통도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한

다면 이를 바꿀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러 형태의 여성폭력도 성차별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부여하고 있다. 수립한 성평등 정



32  CEDAW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책이 실제로 모든 부문에서 시행되도록 현장에서의 감시와 점검이 필요하다.

2) 여성협약과 선택의정서의 홍보와 교육

선택의정서 제13조는 각 당사국이 협약과 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선택의정서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통보제도를 이용

할 여성들과 여성단체는 물론 여성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각 부처, 직

접 판결을 내리게 될 법원의 판사들, 법조계, 학자, 언론 등 각 부문에서 선

택의정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여성들이 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잘 이해하여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했

을 때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도 여성의 인권

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뿌리 깊은 가

부장적 인식과 관습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히 언론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

보가 중요하다.

3) 개인통보이용의 지원

시민사회, 특히 여성운동단체는 더욱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선

택의정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여성들을 교육하고, 협약에 보장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피해자를 위해 진정서 제출을 도와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현실은 여성정책 전문가 집단은 비교적 협

약이나 비준사실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반면 일반여성들은 여성차별철폐협

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일반 여성들이 협약을 잘 이

해하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

도록 여성단체가 적극 홍보하고 안내, 지원해야 한다.

더욱이 올해 2007. 7. 23.~8. 10.에 개최될 제3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는 한국정부의 제5차, 제6차 여성협약 이행보고서가 병합 심의될 예정이다.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심의는 여러 가

지 이유로 7~8년에 한 번씩 심의되고 있는 현실이다.20) 따라서 이번 심의시 

여성단체들은 NGO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계기로 협약과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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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2005. 12. 9. 제안하여 국회에 2005. 12. 13. 회부되었고,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에 2006. 9. 7. 상정되어 9. 28. 의결, 본회의에서는 의안번호 173604로 2006. 9. 29. 
가입동의안이 본안 의결되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jsp/FinishBill.jsp.

2)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 12. 18.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번째의 비준서/가입서가 
기탁된 지 30일 후인 1981. 9. 3.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84. 12. 국회에서 비준하
여 1985. 1. 26. 발효되었다.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며 줄여서 여성협약이라고도 한다.

3) 이와 대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유엔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이나 우
리나라가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가입하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언론보도가 여러 
건 있었다.

4) 선택의정서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법무부를 방문해서 국제법무과의 직원들과 논의했
을 때의 대화에서.

5) 아직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은 미국, 이란, 카타르, 수단, 소말리아, 그리고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통가, 팔라우, 나우루 등이다. 미국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
았다.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선택의정서에 관한 모든 정보는 www.un.org/womenwatch/ 
daw/cedaw 를 볼 것.

6) "Optional Protocol to Women's Convention Comes Into Force," WOM/1242, 2000. 12. 
21, www.un.org/womenwatch/daw/cedaw/protocol/wom1242.htm.

7) 제정과정에 관한 부분은 www.un.org/womenwatch/daw/cedaw/protocol/history.htm을 
주로 참조하였음.

8)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1994년 제13차 회의에서 여성지위위원회가 전문가회의를 개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네덜란드와 호주 정부의 재정지
원으로 네덜란드 림버그 대학교의 Maastricht Center for Human Rights에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선택의정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참가자는 각 지역을 다 포괄하였
으며,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국제인권, 여성인권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9) 이 제안서에는 현재의 선택의정서의 골자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Suggestion 7: 
Elements for an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Report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Fourteenth Sessio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s, Fiftieth Session, Supplement No. 38(A/50/38), 1996.

10) 이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은 1996년부터 199년까지 4년간 여성지위
위원회가 모일 때 동시에 회의가 개최되었다. 실무그룹 회의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
두 참가하여 토의하고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볼 때까지 계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예를 들면 진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초안에서는 "개인, 집단, 단체(individuals, 
groups of individuals or organizations)"로 되어 있었는데, 논의과정에서 단체는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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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되었다. 의장은 오스트리아의 Aloisia Wὅrgetter가 맡아 대단히 유능하다는 평을 
받았다. 필자도 1996. 3.에 한번 실무그룹 회의에 NGO로서 참석하였다.

11) 모두 21개국의 정부와 12개 NGO, 1개 정부 간 기구가 의견을 표명하였다. 여성지
위위원회에 1997년 제출된 보고서 E/CN. 6/1997/5를 참조할 것.

12) 그 회의에 참여해왔던 필리핀 NGO 대표들의 평가.

13)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83개국 중 위원회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
는 Bangladesh, Belize, Cuba의 세 나라이다.

14) 선택의정서에 의한 위원회의 개인통보 심리나 조사의 결과는 모두 웹사이트에 게재
되어 있다. www.un.org/womenwatch/daw/cedaw/protocol/dec-views.htm.

15)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0. 8. 곧 발효될 선택의정서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를 베를린에서 독일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사흘간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 필자도 새로 선출된 위원으로서 참석하였다. 운영규칙은 당시 위원이었던 
뉴질랜드의 Silvia Cartwright가 초안을 작성하였다.

16) Report on Mexico produced by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der article 8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nd 
reply from the Government of Mexico, CEDAW/C/2005/OP.8/MEXICO, 27 January, 
2005. 이 보고서는 총 93쪽에 이른다.

17)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연2회 개최된다. 2006년과 2007년은 예외적으로 
연3회씩 모이고 있으나 이는 그동안 린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이
다. 1회 회의시 3주간씩 (15 working days) 회의를 하며, 대부분은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이행보고서를 심의하는데 소요된다.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통
보 심리는 한 회기당 보통 3시간(반나절) 내지 6시간(하루) 정도가 할애된다.

18)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2006. 3. 조약감시기구(treaty monitoring bodies)의 개혁에 
관한 Concept Paper를 발간하였다. 이 문건에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한 현
재 작동중인 7개의 조약감시기구를 모두 합쳐 하나의 상설조약감시기구화 하는 안
을 제안하고 있으나 법률적, 현실적 문제가 너무 많아 실현될지는 미지수이다. 여
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이미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 Concept Paper on the High 
Commissioner's Proposal for a Unified Standing Treaty Body, HRI/MC/2006/2, 22 
March 2006. Concept Paper를 보려면 www.ohchr.org/english/bodies/icm-mc/docs/ 
HRI.MC.2006.2.pdf.

19) 2000년에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일반여성과 여성정책전문가 집단 4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문가 집단은 응답자 173명중 87.3%가 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
이 있고 58.4%가 우리나라가 비준 당사국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일반여성
은 303명중 22.4%가 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고, 단지 5% 만이 우리나라의 협약
비준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식, 장미경, 김기선미, “UN 여
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의 지위향상,” 한국여성단체연합, UN 여성차별철폐협약 
20년과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심포지엄 자료집, 2000.

20) 실제로 한국정부의 보고서가 심의된 것은 지난 1998년이었다. 그때에도 3차와 4차 
보고서를 같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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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12. 발제문 2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내법제 검토1)

장 복 희

(가톨릭대 법학부 조교수)

I. 여성과 보편적 인권

인권은‘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서, ‘사람이기 때

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천부인권’(天賦人權), 인권의 

보편성이라고 하고, 특히 인간의 생존과 안전 (신체적 안전 혹은 신체적 

자유, habeas corpus, 정신적 안전 및 사회적 안전)의 권리는 가히 보편적

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여전히 취약계충으로 남아 있

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최근 국제법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규정상 조치로는 UN이 채택한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2), 

1) 이 글의 전반적으로 장복희, “국제법상 여성의 자위와 인권”, 법학연구, 15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pp. 63-95 참조.

2)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채택
일 1979년 12월 18일, 발효일 1981년 9월 3일, 당사국 수 170개국 (2002년 12월 9일 
기준). 한국 가입일 1984년 12월 27일, 발효일 1985년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dataroom/DaIBHR_3.js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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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와 여성과 관련한 특별한 박해

(gender specific persecution)를 인정하는 것이었다.3)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유보에 대한 무효화 조치는 국내적 차원에서의 여성의 권리신장에 진전을 

이루는 증거가 된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일반적으로 교육, 

보건과 자원이용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균형이 맞지 않고 불리하다.4)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5)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여성권리침해

를 보고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93년 비엔나 인권선언의 성평

등목표를 실현하는 길로 한걸음 나아가는 일단계로 고려된다. 인권을 실

현하는 절차의 이용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부인되었고 국제적 국내

적 차원에서 여성에게 권리를 인정하는데 주요한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

므로 i) 여성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여성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고, ii) 또 다른 방안은 제1차적으로 교육에 의존하는 예

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가정, 학교

와 사회 내에서 하는 것이 법규정상 권리보장에 의한 것 보다 가장 확실

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그러나 인류 개인으로서의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보편적 인

권’(universal human rights)의 일부로서 양도할 수 없고 절대적이며 분리할 

수 없는 요소이다.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정치적, 경제적, 

3) Rebecca M. M. Wallace with Kenneth Dale-Risk,  International Human Rights - 
Texts and Materials (London: Sweet & Maxwell, 2001), p. 16.

4) Ibid. 

5)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채택일 1999년 10월 6일, 발효일 2000년 12월 22일, 당사국 수 47개국 (2002
년 12월 9일 기준). 한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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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및 문화적 삶에 있어서의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한 참여와, 성별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는 국제사회의 최우선의 목표가 된다.6)

Ⅱ. 여성인권 관련 국제조약과 기준

1. UN헌장

20세기 초 인간성 말살의 무자비한 세계 대전을 치루고 인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탄생한 1945년 UN은 그 헌장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우리들의 일생 중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비애를 인류에게 가져 온 

전쟁의 참해로부터 다음의 세대를 구출하고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

엄과 가치와 남녀간 ... 의 평등권에 관한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

모든 인류의 인권과 자유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작업은 UN이 창

설되자마자 시작되었고, UN헌장은 인류의 ‘인권헌장’으로 불리우고 있으

며, 세계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신념으로서 인간존엄과 인권존중 및 남녀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2. 세계인권선언

현대 국제인권법의 초석인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UN총회의 결의로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모든 사람과 

국가를 위한 공통된 과업기준을 정하고 있다. 선언 30개 조문에서 UN회

6) Part I, para 18,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United Nations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Jun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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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국이 준수하여야 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차별금지원

칙(국적, 인종, 종교, 피부색, 성별, 종교, 사상, 신분, 성적 지향, 출신지역, 

장애, 나이 ...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 인류 개개인이 똑같이 모든 권리

를 누릴 수 있다)을 공언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차별금지원칙(principle 

of non- discrimination)과 남녀평등원칙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주체가 모두 ‘모든 사람은 ...’(All human beings, 

Everyone ...), ‘어느 누구도’(No one ...)로 규정함으로써 남녀 구별없이 모

든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성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권리와 

자유를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국제문서

와 국내헌법에서 인권보장의 척도로 인용되고 있다.

3. 국제인권장전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이후 1966년 UN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의 선언적 원칙들을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만들기 위하여, UN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인권위원회의 

초안작성을 거쳐 UN총회 결의를 통하여 두개 특별한 국제인권규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7)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8)(B규약)을 채택하고 ‘B규약 선택의정서’9)

도 채택하였다. 이후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B규약 제2 선택의정

서’10)는 1989년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 A규약, B규약, B규약 선택의정

7)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수 146개국 (2002년 12월 9일 기준). 한국 가입
일 1990년 4월 10일, 한국 발효일 1990년 7월 10일. 

8)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
일 1976년 3월 23일, 당사국 수 149개국 (2002년 12월 9일 기준). 한국 가입일 1990
년 4월 10일, 한국 발효일 1990년 7월 10일. 

9)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채택일 
1966년 12월 6일, 발효일, 1976년 3월 23일, 당사국 수 104개국 (2002년 12월 9일 기
준). 한국 가입일 1990년 4월 10일, 한국 발효일 1990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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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B규약 제2선택의정서는‘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으로 불리운다. 국제인권규약은 역시 세계인권선언과 마찬가지로 

인류 개인 모두를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A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 노동권 (제6조); 공정한 임금, 동일가치의 노

동에 대한 동일 보수, 공휴일에 대한 보수 등을 포함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제7조);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할 권리 (제8

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9조); 모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원조를 포함

한 가족보호 (제10조); 적당한 식료, 의복과 주택을 포함한 적당한 생활수

준을 향유하고, 또한 생활조건의 부단한 개선을 구할 권리 (제11조); 모든 

사람이 그가 달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 

(제12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은 의무적이고 무상이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 (제13조); 문

화생활에 참여하고 과학적 진보의 혜택을 향유할 권리 (제15조).

B규약이 보호하는 권리: 생명권 (right to life) (제6조); 고문과 비인도적 

취급으로부터의 자유 (제7조); 노예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제8조);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9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

로 취급될 권리(제10조);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을 이유로 하여 구금되

지 않을 자유(제11조); 이전과 자유롭게 주거를 선택할 자유 (제12조); 외

국인의 자의적인 추방으로부터의 자유 (제13조);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 (제14조); 형법불소급에 의한 보호 (제15조);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될 권리 (제16조); 사생활 보호권(제17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제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제19조); 전쟁선언의 금지와 국민적, 인종

적, 종교적 증오의 선동금지 (제20조); 집회의 권리(제21조); 결사의 자유 

(제22조); 혼인과 가정을 가질 권리 (제23조); 아동의 권리 (제24조); 정치

10)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채택일 1989년 12월 15일. 당사국 수 
49개국 (2002년 12월 9일 기준). 한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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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 (제25조); 법 앞의 평등 (제26조) 등.

B규약은 생존을 유지하고, 신체적 사회적 안전을 지키며,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와 기본적 자유와 법 앞에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B규약의 

가장 주요한 성격은 체약국에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를 포함하는 보편적

인 국제조약이라는 것이다. 이 규약에 포함된 권리는 세계공동체에서 인

정된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다. 그러나 

규약의무의 이행을 집행할 강제적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여성과 여아와 관련하여서는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과 1985년 아동권

리협약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고, 한국 헌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헌법 제6조에 의하여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은 국내

법의 효력이 있으며, 국제법의 실천은 국내법에 의한 이행에 달린 문제로, 

일차적으로 인권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건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기준

을 국내법에 규정으로 변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법부, 행정부(법집행공

무원), 사법부에서의 적극적인 적용이 중요하다. 한국헌법에서 국회가 비

준한 국제인권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

한 국제인권규범은 국내법과 같은 규범성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의 현실

은 법관, 변호사 등 법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 부족으로 실

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11)  A규약, B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

리협약 상 권리는 국내적으로도 차별 없이 여성에게 적용되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어 있고, 실질적인 법적용에 있어서는 국제인권법과 국내법 사

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란 문제가 논란이 

11) “법관들, 국제인권법에 대한 인식 부족”, 프레시안, 200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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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 현실적인 국제인권법규범의 현실적 적용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4.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12)은 1979년 12월 18일 UN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채택

되었고, 1981년 9월 3일 발효되었으며, 2002년 12월 현재 협약 체약국은 

170개국이다.

이 협약의 규정내용 전적으로 무차별적이며, 목적은 분명 남성과 여성

의 평등(equality)을 이루는 것이다.13) 이 협약은 A규약과 B규약상 권리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여성의 권리 보장과 모성 보호를 중심으로 차별금

지를 목표로 한다.

이 협약 제1조는 차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여타 분야에 있어서 결

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평등의 기초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

정,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

을 가지는 성별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이 협약 제3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여성이“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

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

전 및 진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

는데 동의하고 있다.

제2조는 체약국은,“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는” 책

무를 진다. 구체적 방안으로서, 체약국은, 남녀평등의 원칙이 실제적으로 

12)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3) Natalie Kaufman Hevenner, International Law and the status of women (Boulder: 
Westview Press, 1983)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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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과 입법 (a항)14),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키고 

(b항), 권한 있는 사법제도와 여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의 권리의 법적 

보호를 확대한다 (c항).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당국과 기관이 이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보장한다 

(d항). 체약국은 또한 여느 개인, 기구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

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e항), 법률 뿐 아니라 관습과 관행

을 수정하며 (f항),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형사법 규정을 철

폐한다 (g항)15).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않고,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체약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4조).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

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

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하며,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

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

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한다 (제5조). 체약국은 또한 여성에 대

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공적 생활에서, 이 협약은 1952년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차별금지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선거권,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재확인하고 있다. 제7조

는 이들 권리의 정의에, 정부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참여하고 (b 항), 국가

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협회에 참여할 권리 (c항)

14) 유사한 규정이 여성차별철폐선언 제2조.

15) 유사한 규정이 여성차별철폐선언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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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8조는 체약국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 없이, 국제적 차원에서 자국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구

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는 체약국에 대하여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제15조는 체약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있다. 또한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

제16조에 의하면 체약국은 남녀평등의 기초하에서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련한 문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

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2항은 직장에서 과거 차별을 언급하며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

다. 즉 체약국은 결혼과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여성의 근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a항), 이

전의 고용,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혜보장혜택을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한다 (b항).

체약국에 대하여 남녀평등의 기초 하에 가족계획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차별을 철폐하는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제12

조),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 하에 동일

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촌여성에게 이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14조 1항), 남녀평등의 기

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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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농촌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협약에 대한 비준은 1981년에 발효되면서 신속히 이루어졌으나, 많

은 국가들이 비준할 당시 많은 유보와 선언을 하였다. 비평가들은, 이들 

유보와 선언은 이 협약의 법적 문서로서의 효율성을 손상하는 것이고, 콘

센서스에 의하는 UN 인권제도의 내재된 약점의 증거가 된다고 하고 있

다.16)

이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적 권리를 여성에게도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

록 구현한 것이다. 보다 많은 국가의 가입과 비준과, 체약국들이 유보를 

무효화하고 철회하는 것이 여성인권을 한층 증진시키는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

5. 1993년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

비엔나선언은 여성이 모든 인권을 완전히 동등하게 향유하고, 이는 정

부와 UN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촉구하고 있다.17) 특히, 비엔나선언은 공적 

사적 생활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철폐, 모든 형태의 성희롱철폐, 

여성의 착취와 인신매매, 사법행정에 있어서 성편견의 제거, 여성권리와 

특정한 전통적 혹은 관습적 관행의 유해효과, 문화적 편견과 종교적 극단

주의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근절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은 UN 총

회로 하여금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선언 초안을 채택할 것과, 회원국

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싸울 것을 촉구하였다. 모

든 형태의 폭력으로, 특히 살인, 조직적 강간, 성노예와 강요된 임신은 특

히 효과적인 대응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8)

16) Rhona K. M. Sm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 
190.

17) International Legal Material, Vol. 31, 1992, p.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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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선언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릴 세계여성회의를 환영하고, 평등, 

개발과 평화에 대한 우선순위의제에 따라서 북경여성회의가 중요한 역할

을 하도록 촉구하였다.  이 선언은 역시 교육을 강조하여, 국가가, 여성의 

인권을 특별히 고려하여 광범위한 인권교육과 공적 정보를 보급하는 특별

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개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19) 비엔나선언은 정부, 

정부간 기구와 민간기구에 대하여,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

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6. 1993년 여성폭력철폐선언

1970년대는 가장 괄목할만한 여성문제는 공적 영역에서 여성차별금지

와, 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필요성과 관련한 것

이었다. 1980년 대까지는 폭력의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는 주목받지 않

았으나, 1985년 7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UN 제3차 세계여성회의는 평등

(equality), 개발(development)과 평화(peace)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0년대 들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국제적 의제가 되었으나, 인권의 

문제이기 보다는 여성의 권리와 범죄로부터의 예방과 보호의 문제로서 다

루어졌다. 1991년 UN의 경제사회이사회와 여성지위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앞으로 국제적 조치가 개발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결정

하였다.20) 주요한 전환점은 1993년 UN 비엔나 선언으로, 이 선언에서 여

성들의 로비는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권리와 인권

을 채택하는 일을 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성공적이었고, 비엔나 선언과 행

동계획은 UN 인권위원회에 의한 여성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임명과 

18)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3, Article 4(b).

19) Ibid., p. 20.

20) Radhika Coomaraswamy,, "Reeinventing International Law -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Peter Van Ness (ed.), Debating 
Human Rights - Critical essay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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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철폐선언의 채택을 요청하였다.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의 요청에 의해, 1993년 12월 12일 제48차 UN

총회는 여성폭력철폐선언21)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

력의 정의와 유형을 국제문서 사상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폭력분야에서 모든 국제적 행동을 위한 일반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선언 제1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적 혹은 사적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혹은 심리적 해악이나 고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성별에 

기초한(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압 또는 자유의 박탈.

여성폭력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및 심리적 폭력에 한정

하지 않고, 일반사회에서의 폭력, 그리고 국가에 의한 폭력 세 가지로 구

분하고 있다. 즉 (i) 구타, 가족내 여아에 대한 성학대, 혼인지참금과 관련

한 폭력, 부부간 강간, 여성할례와 여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여타 전통적 

관행, 혼인 외 폭력과 착취와 관련한 폭력 뿐 아니라 (ii) 직장, 학교와 여

타 장소에서의 강간, 성폭행, 성희롱과 협박, 여성인신매매와 강요된 매춘

을 포함한 일반사회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및 심리적 폭력, (iii) 어디

에서든지 발생하는, 국가에 의하여 자행되거나 묵과되는 신체적, 성적 및 

심리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22)

  보편적 인권으로서, 여성폭력철폐선언은, 여성은 생명권, 최고의 신체

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

며 혹은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국제인권조약

이 인간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재차 규정하고 있고, 폭력이 이들 권리의 

행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3)

21) 1993년 UN 총회 결의안 48/104. 

22)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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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선언은 국가가 폭력을 당한 여성의 권리침해를 조사하고 공정

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도모하며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상, 민법

상, 노동법상 및 행정법상 제도를 발전시킬 것과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해 

조사, 처벌하고 법을 집행할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

하고 있다.

폭력 행위가 국가나 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든지 관계없이, 여성에 대

한 폭력행위를 예방 조사하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폭력에 노출된 여성에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구

제하기 위하여 국내법 상에서 형사법, 민사법, 노동법 및 행정법상 제재를 

개발하고, 어떠한 형태로부터도 여성을 보호하는 국내행동강령을 개발할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협력은 특히 여성폭력문제와 관련이 있는 NGO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24) 

포괄적 접근방법으로, 정부는, 예방적 접근과,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

터 여성의 보호를 증진하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 및 문화적 성격의 모든 

조치를 개발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는데 관련한 활동을 위한 적

절한 자원을 정부예산에 포함시키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조사

하며 처벌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책임을 맡은 경찰관과 공무원이 여성의 

입장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화적 태양을 수정하고, 성별 간 우월성의 사상과, 남성

과 여성간의 고정관념에 기초한 편견, 관습적 관행과 여타 관행을 철폐하

기 위하여, 특히 교육분야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채택한다. 특별히 폭력

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이행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폭력철폐방안을 포함하

도록 권고한다.

23)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ticle 3.

24)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tic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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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5년 북경여성회의와 행동강령 

비엔나 회의가 월츠로 시작되었다면, 오페라로 여성의 문제를 종합적으

로 구성한 것이 북경여성회의라고 할 수 있다. 비엔나 선언은 기존의 인

권체제에 여성주의 시각에서 변화시켰다면, 북경여성회의는 비엔나에서 

규정된 기초를 강화하는 시작점이 되었다.25) 북경여성회의는 여성의 권리

를 가장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회의였고 권리를 이루기 위한 진전이었

다.26)

1995년 북경여성회의(Beijing World Conference on Women)와 행동강령

(Platform of Action)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양성과 상호의존성의 비엔나 공

약을 재확인하고, 정부에 대하여 종교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성

의 인권보장을 지원할 것과, 가정과 무력충돌 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

권침해로 인정하였다.27) 

이 회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비엔나 문서에 가장 중요한 추가사항으

로 다음의 여성의 성(sexuality)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성의 인권은 성적, 재생산의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강

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는 성(sexuality)과 관련한 사

안에 자유로이 책임있게 규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8)

여성에게 성(性)과 관련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종속적이고 구속적인 

25) Manisha Desai, "From Vienna to Beijing - Women's human rights activism and the 
human rights community", in Peter Van Ness (ed.), Debating Human Rights - 
Critical essays from the United States and As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9), p. 187, p. 191.

26) Rhona K. M. Sm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190-191

27) Ibid., p. 192.

28) New York Times (1995, 9, 1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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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 놓이기 쉬운 여성에게는 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시도가 된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북경행동강령은 여성평등(gender equality)을 보장하

는 국제적 노력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북경회의에서 국가들이 약속

한 공약은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대체로 유보가 있었다. UN여성지위

위원회는 국가에 대하여 북경행동강령을 이행할 권고를 하는 임무를 맡았

다.29)

북경행동강령은 여성폭력에 대한 3가지 전략목표를 확인하고 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통합적 조치 마련.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 결과와 예방적 조치의 효율성 연구.

- 여성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여성과 인신매매(trafficking)로 

인한 피해자의 지원.30)

여성과 여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장이 UN활동의 중심과제임을 

강조하고 성별에 근거한 차별과 폭력을 당하는 여성인권침해의 문제를 대

하여, "모든 인권문서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

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며, 법률과 관습에 의하여 남녀불평등과 

차별금지를 권고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한 구체적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i) 여성의 인권을 포함

한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마련하고 독립적인 국가인

권기구를 설립하고, (ii) 남녀차별적인 관습과 법률의 철폐 및 남녀평등실

현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이행하고, 국가인권기구에서 여성의 인

권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강화하고 권고한다. (iii) 모든 국

제인권문서,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통하여 여성의 인권

29) Rhoda K. M, supra note 27, p.191. 

30) Inter-Agency Network on Women and Gender Equality (IANWGE), Summary of the 
Online Discussions Held in Preparation for the 10 Year Review and App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tform for Action in the 49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March 2005, p. 9. http://www.un.org/womenwatch/ianeg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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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진하고, (iv) 공무원, 특히 경찰과 군사요원, 보건 및 의료요원, 판사, 

입법가, 교사에게 성인지적 인권교육을 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법

의 제정, 집행 및 적용의 직접담당자가 되도록 한다. (v) 형사절차에 있어

서 여성피고인이나 피해자, 또는 증인은 범죄조사나 기소에서 다시 희생

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하고, (vi) 정부 및 NGO, UN 및 기타 국제기구 

등은 여성의 동등한 지위와 인권과 관련한 모든 법률, 정보, 그리고 권리 

실현이나 그 구제를 위한 제도와,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국제기구의 활용

방법을 이해하기 쉬운 지침서나 편람으로 홍보 보급한다. (vii) 모든 차원

의 학교교육과정에 여성인권 및 법적 권리에 대한 교육을 증진하고 가정 

내에서, 공적 및 사적 생활에 있어서 남녀평등과 관련한 국내 및 국제문

서에 대한 공공캠페인을 실시한다.31)

북경여성회의는 여성인권의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한 셈이다. 국제여성인권규범을 국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Ⅲ. 국내법제 검토

국제법의 효과적 이행은 국내법에 수용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성차별철폐협약(이하 협약)에 의거한 관련 국내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

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청원사안이 될 수 있는 국

내법적 근거와 쟁점들을 살펴 본다.

1. 남녀차별금지원칙의 강화 (협약 제1조)

-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남녀차별금지원칙은 헌법과 각 법률에 충분히 

31)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Declaration, Beijing, 4-15 Septemb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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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남녀평등원칙 (협약 제2조)

- 한국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평등권은 여성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남

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보장되고 있으나, 

평등권의 실질적인 다양한 구제수단이 필요.

- 근로기준법(1998. 2 개정시)은 사용자는 해고 대상자의 선정 시 남녀

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추가.

2001년 4월 법 개정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

하지 못하며,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

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

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 유급수유시간은 여성근로자 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데, 이는 

영아에 대한 모의 역할만이 강조되고 부모의 공동양육책임에서는 

부의 경우에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 민간부문 여성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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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법적 보호 규정 필요. 

- 남녀고용평등법상은 2001년 8월 개정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

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이를 차별로 보도록 간접차별 규

정을 구체화.

이 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

업장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였고, 국가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이고 

기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60일의 유급휴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대상자의 범위를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모든 근

로자에게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의 이행.

=>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한 성차별 금지.

- 교육기본법상 남녀교육평등의 증진과 관련한 규정(130절).

- 행형법안은 종전의 차별금지 규정(제1조 3, 국적 ․성별 ․ 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성적(性的) 지향 등을 포함한 8개의 차별금지요소를 추

가함으로써 장애자, 노인, 병력(病歷)자, 정치범과 동성애자 등의 소수

자 수용자의 인권 보호와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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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남녀평등상 강간죄의 객체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의 ‘부녀’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는 것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위하는 것이며 모든 성을 포함하는 것임.

- 남녀평등원칙에 입각한 간통죄의 양벌주의는 결과적으로는 부부간 경

제력의 차이로 인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해서 이혼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는 불가능함으로, 오히려 남성에게는 성적 방종은 여성에게는 간

통이 반사회적인 행위임을 고착시키는 이중기준의 성윤리를 뒷받침하

는 것이 된다. 간통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간통불법주의가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 타당하다.

- 부부강간은 아내구타와 가족폭력과 접한 관계가 있다. 인격적 자유

로서의 성을 비록 부부간에도 폭행이나 협약 등으로 강요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현행 형법에서는 '약취와 유인의 죄' 가운데 영리 등을 꾀하기 위하여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매매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하도록 부녀매매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 288조 2항).

=> 객체를 부녀에 한정한 것은 남녀평등원칙에 위반.

-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 육아휴직 급여와 산전후 휴가 급여를 과세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 등 다른 사회보험 급여를 비과

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형평이 맞지 않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4조) 중 배우자에 대한 재산 양도 시 증여추

정

=> 혼인 중 주로 남성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여성 배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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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전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고 여성 경제력에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0조)는 공제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남성 60세, 여성 55

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규정하고 있다.

=> 성 역할의 고착화와 남녀차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결혼한 딸'을 

제외하고 있다. 

=> 혼인한 딸을 '출가외인'이라 해 가족 범위에서 배제하는 가부장적 이데

올로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

- 국민연금법 제63조는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를 정하면서 처의 경우와 

달리 남편의 경우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제한.

=> 가족의 생계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 .

- 담배사업법 제25조는 여성 또는 청소년 대상 잡지에 담배광고를 금

지.

=> 여성흡연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통념 반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는 상해급별 보험금액을 정하면

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달

리 규정.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은 후유장애를 구별하면서 양쪽 고환을 

잃은 사람은 7급, 여성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은 9급으로 

달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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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라 외모 손상이나 생식기 관련 장해를 달리 보는 것은 

남녀차별.

3. 여성의 완전한 발전과 진보를 위한 체약국의 의무 (협약 제3조)

- 2004년 7월 UN 인간개발보고서(UN 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

하면, 여성입법가, 행정 및 기능직의 수와,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를 

산정하는 여성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 한국은 세

계 78개국 중 68위32)를 차지하는 아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물리적으로 여성정책을 많은 경우 남성이 결정하고 있으

며 비효율적인 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여성의 문제는 여성이 보다 

정통할 수 있고, 권한지위에  진출하고 여성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여

성권리가 확대되고 여성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여성할당제를 통한 여성의 권한 강화: 여성공무원으로써 여성문제

를 여성관점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여성판사가 여성의 시각에서 

법해석과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Affirmative Action에 

의하여 할당제 도입을 고려한다.

=> 정치, 법률, 경제 분야에서의 고위직에 여성 참여 확대 방안 강구 

-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기구인 여성부의 신설.

- 여성 관련 행정조직으로,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 발족

하면서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

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

32), Korean Institute for Women & Politics (NGO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UN ECOSOC), Women & Poitics, Beijing+10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Newsletter, 2005.
http://www.altavista.com/web/results?itag=ody&q=newsletter+Beijing%2B10+and+Wome
n%27s+Political+Participation+in+Korea&kgs=1&kl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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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을 매매 및 매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 (협약 제6조)

- 2000년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청소년 성매매행위를 금

지하고 있음. 이 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행위자, 강요 및 

알선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공개를 하는 제

도 도입.

- 인신매매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규정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간음·영리목적 약취·유인, 부녀매매, 국외이송약취·유인·부녀매매, 피매

매자 국외이송이 있으며 이들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해 가중 처벌 받게 되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취업이나 국

외이송 등의 목적이 아니어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매매하는 경우, 청

소년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청소년을 국외나 국내에 매매 또는 이송

하는 경우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

=> 특히 아시아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매춘과 가정부일에 매매되고 

있는데33) 이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특별정책이 시급하다. 

=>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는, 특별

한 보호와 정책이 필요하다. 강간, 성폭력, 성희롱 등 관련 형사

법, 민사법, 노동법 및 행정법상 처벌과 제재 수단을 개발한다.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국적에서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9조)

-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

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98년 국적법을 개정하여 국적취득에 있어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를 없

앴음.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9조에 대한 유보를 1999년 8월 철회.

33) 미국 국무부, 2001년 국가별 인권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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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은 남녀 모두 혼인 후 국내에 2년이상 거

주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한

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남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아내도 자동으로 한국 국민이 되는 

수반취득 조항과 처의 단독귀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혼

인한 여성에게 독자적인 국적선택권 보장.

- 자녀의 국적부여는 부모양계혈통주의로 전환.

6. 교육에서의 여성차별을 철폐할 의무 (협약 제10조)

-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의 균등)

- 2000년 1월 교육기본법에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조항 신설.

7. 고용에서의 여성차별을 철폐할 의무 (협약 제11조)

-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

다고 규정.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 

- 이러한 헌법 정신은 여성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에 구현.  

8. 보건에서의 여성차별을 철폐할 의무 (협약 제12조)

- 의료보험 가입현항을 보면 전국민의 건강보험으로 제도상 성차별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혜택은 피보험자위주이므로 피부

양자인 여성이 햬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9. 경제적 ․ 사회적 생활에서 여성차별을 철폐할 의무 (협약 제13조)

- 1961년부터 시행된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1999년 생산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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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여성 사업가에 대한 지원 강화.

10. 농어촌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장 의무 (협약 제14조)

- 농어촌 여성(특히 노인 여성)의 배려, 이들에 대한 정책 필요.

11. 법 앞의 평등과 민사문제에서 남녀동등권을 확보할 의무(협약 제15조)

- 헌법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 앞에 남녀평등을 선언.

-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남편 명의 재산이라도 아내의 재산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부공동명의 독려.  

12.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여성차별을 철폐할 의무 (협약 제16조)

- 현재는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부성주의

는 한국 가족법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잔재.

현행 제781조 1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은 자의 

성선택시 어머니의 권리를 박탈하고 부계혈통을 우선하며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배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임 (부성강제).

개정민법 781조 1항은,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fms다” 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혼인 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

와 성과 본을 따름 (부성 원칙).

=> 가족 성의 선택에 관한 연구 필요함.

-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 남녀가 동일한 권리 및 책임.

-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6개월 폐지.

- 동성동본규정을 민법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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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는 앞으로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변경.

- 민법개정안은 이혼때만 신청할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 중에

도 인정하고,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는 부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민법개정안은 이혼가정의 경우 양육비 확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

육 대책이 없이는 협의 이혼을 할 수 없도록 추진 중.

- 민법개정안은 유언이나 유증 등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

자에게 우선 보장토록 하고 있다.

=>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의 재산으로 귀속하고 나머

지 절반의 재산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으로 하는 것을 고려. 

- 민법개정안은 현행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인 약혼과 혼인

연령을 만 18세로 통일. 

- 민법1008조 3항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의 소유권은 제

사를 주재하는자가 승계한다”

=> 제사와 관련된 제도는 법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닌 관습에 미풍양

속의 문화에 맡김.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1항 5호는 “아동수 및 출산의 간격은 자유

로 또는 책임을 가지고 결정함과 동시에 이 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교육 및 수단을 이용하여 남녀의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

고 있다. 형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모자보건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낙태를 하용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는 낙태죄는 사문화된 규정으로서, 임산부의 사생활권 

존중에 입각하여 부녀의 생명,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책임 등을 

고려하여 모자보건법에서 개정하여 현실적으로 낙태를 규제하고, 

형법상 범죄로 다루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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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적 이행

1.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국내법 개정 및 보급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국제인권법상 보편적 권리를 여성에게도 인정하는 

관련 국내법 개정 및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은 법

적 권리로서 인정이 전제조건이 된다. 여성폭력철폐에 관한 선언, 비엔나

선언과 행동강령, 북경여성회의와 행동강령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포함한, 국제적 합의에 국가의 공약을 유념하면서 지속적인 법적 개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인간으로써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보편적 인권은 가족법, 

형법, 노동법 등 생계와 생활의 안전과 직결되는 법에서는 반드시 규정되

어야 할 것이다.

국내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도 여성시각적 성인지적 해석을 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정책결정자, 입법가, 중요 행

정공무원과 판사는 국제인권법규범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

2. 국제인권규범의 홍보와 보급

국내법 영역에서, 국제인권법규범의 홍보와 보급은 그 효율적 이행의 

전제조건이 된다. 알지 못하는 법은 준수되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에 보

장되는 30개 조항의 권리와 자유는 아동교육과 초등학교 때부터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

하는 것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작업이 

된다. 여성인권과 관련해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북경선언 및 행동강령

의 국내적 홍보가 필요하다.

인권존중, 남녀평등 및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에 관한 규범을 홍보는 정

부활동과 민간단체활동, 학교 안팎에서의 교육,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및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규정과 그 부속자료를 번역하여 배

포하고, 언론매체, 만화, 놀이, 퍼즐게임, 노래 등 아동을 위한 학습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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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홍보 보급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3. 인권교육 

여성의 교육과 훈련과 관련한“북경행동강령”의 전략적 목표는, 여성의 

문맹을 없애고, 여성에 직업훈련, 기술과 평생교육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

고, 예산을 할당받고 여성차별금지의 교육훈련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조정하고, 여성의 평생교육을 증진시키는 것이다.34)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국민과 특히 여성과 

여아에게 교육하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에게도 교육하고, 국내법에 

따라 사전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보호하며, 여성인권 침해 시 처벌도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여아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몸이 가장 

소중하고, 함부로 하지 않도록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 

4. 국내행령강령 개발

법적 외 방법으로,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는 국내행동강령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구속력을 이끌 수도 있다. 행동강령 혹은 지침서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여성폭력문제와 관련이 있는 NGO와 협력하고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도 대부분이 세계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NGO에서 초안

한 것이며, 관료적이고 경직된 사고의 국가기관에서는 실천적이고 발전적

인 행동방안이 나오기는 어렵다. 생존투쟁의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경

험을 얻은 전문성을 띤 민간단체나 민간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모범적인 

행동강령(Conduct Code)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보다 포괄적 접근으로, 사전의 예방적 조치와,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

터 여성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정치적, 행정적 및 문화적 성격의 모든 

34) Critical Areas of Concern, Education & Training of Women, 
www.women.or.kr/EastAsia-BPFA/part3-B4.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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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개발한다.

5. 여성문제담당 공무원의 훈련 및 교육과 여성공무원의 육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 조사하며 처벌하는 정책이행 책임을 맡은 공

무원(예컨대 경찰관 등)은 여성의 입장과 문제에 익숙하고 정통할 수 있

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법집행 및 적용의 담당자가 되도록 한다.

6. 여성차별과 관련한 관습 및 전통 근절

그 나라의 법은 정치, 경제 및 문화적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해로운 관습과 전통을 모든 차원에서 제거해 나가야 

한다.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우월사상과 성 고정관념에 따른 편견, 

관습과 관행을 철폐하도록, 모든 교육 단계, 가정과 직장 내 교육에서도 

고려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7. 여성폭력철폐선언의 원칙에 따른 국내지침서 마련

여성폭력철폐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이행하는 국내지침서를 개발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인식하고 줄이는데 NGO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

하고 지원한다.

8.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 수용

관련 국제기구와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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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과 비준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국내법 입안하며, 국제법 규범의 홍보, 교육 

및 관련사안을 분석 권고하는 실무위원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제도로의 수용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

10. 국내편람 개발

여성인권을 포함한 인권과 여성차별금지 및 폭력철폐에 관한 국제규범

을 국내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편람으로 제작 홍보 보급한다. 

11. 여성문제에 관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그 외에도 여성인권, 차별금지 및 폭력철폐에 대한 연구, 조사, 인도문

제 세미나 및 전문가의 권고적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미나, 토론

회의 개최를 통하여 특정국의 경험을 공유 보급하며, 연구와 조사를 통하

여 국제인권법의 구체적인 요건과 관련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 

V.  결 어

인류의 반을 차지하고 사회 내에서 약한 입장에 놓여 있기 쉬운 여성과 

여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일련의 차별과 폭력은 철폐

해 나가는 것이 국가와 세계 평화, 안전과 진정한 발전의 초석이 된다. 인

권의 담론은 국가를 비판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이러한 담론은 보편적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보편성(universality)과 적법성(legitimacy)의 분위기

로 무르있고 있다. 국제시민사회는 여성의 권리 분야에서는 국내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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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극적인 활동해 왔으나, 많은 국가에서 시민사회는 가정과 사회 내

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보수적 성향을 띤다.35) 

세계여성지도자센터는 인권사안과 관련한 국제여성운동공동체를 조직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엔나선언과 행동강령 및 북경행동강령

의 이행을 심사하면서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1998년 국제캠페

인을 조직하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서는“여성의 권리 없

이 인권은 없다”(there are no human rights without women's rights)와“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정되어

야 함”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6)

이러한 보편적 인권은, 종교, 언어, 문화, 피부색, 민족, 정치사상과 관습

이 서로 다른 국내법에서는 모두 수용되기에는 성격상 어려운 것이 현실

이다. 종합적이고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하는 국제인권조약, 선언 및 행동강

령과, 국제적 기준은 분명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전통적 지위를 뛰

어 넘는 것이며, 가정, 직장과 공적 영역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권리를 주

장하고 있다. 이들 규범은 남성과 여성의 잠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고, 양성의 완전한 선택적 활동범위를 개발하려는 것이다.37)

실제로는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이루는 작업은 

현장에서 법을 제정, 집행하고 적용하는 입법가, 공무원 및 사법부의 인권

의식과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하겠다. 법 외적 방안

으로 여성의 권리와 지위에 관련한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의 홍보과 보급, 

국내행동강령의 마련과 전 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의 실시가 중요하다.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국내 여성기구들의 노력은 많은 장애물

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남성지배 이데올로기, 유교사상과 관습상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의 공통가치는 이러한 편협적인 사고와 

35) Radhika Coomaraswamy, supra note 20, p. 182.

36) Global Center News, No. 4, Summer 1997, p. 1. Manisha Desai, supra note 25, p. 
196에서 재인용. 

37) Natalie Kaufman Hevenner, supra note 13,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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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함에 따라 여성인권의 개선을 

위해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정부를 압박하는 조약규범에 기초한 국제

소송전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리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법적 발전은, 국

제인권규범을 부담지우는 공격적인 국제소송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기 보다

는, 사전에 국제규범의 자발적인 국내적 이행, 준수와 지지가 바람직하고, 

필요에 따라 국제소송과 선별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ꁲ 발제문 3 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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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12. 발제문 3

개인통보의 법적 효력 및 이용 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중심으로-

조 형 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I. 도 입

1. 개인통보(진정)제도의 의의

개인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1970년대 초부터 국제 진정 절차들은 급속

한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위 6개 “핵심” 인권조약1)들 

중 4개 조약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2)

* 본 초고에 있는 내용은 아직 거칠고 각주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 인용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세기 후반 유엔 헌장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그 이후 인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국제문서들이 생산되었으며, 그 중에서 주요 국제인권규약 이라 불리 우는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
권리협약, 이주노동자협약이 성안되었다. 또한, 현재 장애인권리협약이 UN에서 2006
년 12월 13일 채택되어 2007년 3월 30일 서명․비준을 위해 개방되며, 동 협약을 포함
하여 주요인권규약은 모두 8개이다. 그러나 현재 이주노동자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은 미발효 중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6개 조약이 된다.

2) 이주노동자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도 개인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발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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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조약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ii)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과 학대 (iii)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인종차별 

행위 (iv)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

차별 행위이다.3) 

이러한 진정을 통하여 각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및 의

무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인 

것으로 보이는 국제 규범들이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실

제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즉, 국제인권조약들에 담겨진 인

권기준들이 한 개인의 실제 상황에 직접 적용될 때, 그러한 인권기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된다.

또한 국제법이 국가를 중심 주체(subject of law)로 삼고 있어 국제법상 

개인의 법적 주체성(legal entity)이 국가만큼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

인이 국내법을 넘어 국제법상에서 “국제 준 사법기구”에 국가를 대상으

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겠다.

이 조약들은 각자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준 사법적 위원회(Treaty 

Body)4)를 설립해 놓고 있다. 이 준 사법적 위원회들의 진정 절차들은 일

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 시켜 놓았으며 변호사나 법률 및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태이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는 성안 논의 중이다

3) 자유권 규약 제1선택의정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4조 및 고문방지협약 제22조, 여성
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가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 이러한 준사법적 위원회는 ‘조약 위원회’ 혹은 ‘조약 기구’라 불리며 당사국의 
조약이행을 감시하고 향후 조치들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당사국의 조약의무 이행을 
돕는다. 대표적으로 각 조약 위원회는 정부보고서 심사, 일반논평 작성, 개인통보 심
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앞의 두 가지의 역할은 각 조약위원회의 공통적인 
임무인데 반해 개인통보는 해당 조약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수락한 국가에 대해
서만 조약위원회가 심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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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2. 개인통보제도의 개요

위에서 언급한 진정제도를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제도라고 

하며, 개인통보제도는 각 조약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당사국이 침

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진정인이 당사국내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

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위원회에 진정

(communication)을 하고, 해당위원회는 당사자의 주장을 심리하여 해당국

가의 국제인권조약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국에게 진정인을 위한 배

상 ,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등의 적절한 조치와 심리의 대상이 되었던 

국내법령에 대한 개정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3.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은 1979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81년 9월에 발효되었

으며 2007년 1월 현재 185개국이 당사국으로 있다. 본 협약은 모든 여성

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의 법적 및 실질적 보호

를 위해 회원국들이 준수하여 할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 의무

는 규약의 1부부터 4부까지 걸쳐 있는 1조부터 16조까지의 조항들에 규정

되어 있다. 이 협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라 

하며 동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의 심사,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작성 그리고 개인통보 심리 등의 역할을 하며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23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 협약에 대한 진정 절차는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5)에 규정되어 있다. 

5)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
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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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선택의정서는 1999년 11월 제54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0년 12월 

발효되었으며 2007년 1월 현재 83개국이 당사국으로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는 협약의 효율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다

음의 두 가지 핵심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여성차별철폐위

원회에 진정(communication)을 제기할 수 있는 개인통보제도와 둘째, “여

성차별철폐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당사국이 심각하고 조직적으

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

의 조사권이다. 

동 선택의정서는 본 협약과 별개의 조약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여성차

별철폐협약과 별도로 선택의정서에 가입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선택의정

서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진정을 심리할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06년 10월 18일 동 선택

의정서를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3개월 후인 2007년 1월 1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Ⅱ. 개인통보제도의 심리 절차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통보(진정)가 접수 되면, 문

제의 사안은 당사국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해 당사국에 통보되며 당사

국은 주어진 시한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모든 사건은 

공통적으로 “심리적격(admissibility)” 심사와 “본안(merits)”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리적격”이란 해당위원회가 ‘본안’심사를 하기 전 충족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을 말한다. “본안심사”란 조약이 정한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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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일단 당사국이 진정에 대한 항변서(answers)를 제출하면, 진정인에게 항

변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준다. 당사국이 진정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정 제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이 경우 당사국에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래도 진술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제출자의 본래 

진정서를 기초로 결정을 내린다.

1. 통보의 접수

일반적으로는 관련 조약들에 인권침해에 관한 통보(진정)를 제출하는 

공식적인 시한은 없다.6) 그러나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면 즉시 진

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었

던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후에 진정을 하면, 해당 위원회가 그러한 

진정을 각하할 수도 있다.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통보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

회에 제출하면 심리절차가 개시된다. 이러한 통보서에는 아래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통보가 접수되면 위원회는 진정의 심리

적격에 대한 판단과 본안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시작하며, 통보의 대상국

에게 심리적격과 본안에 대한 진술서를 6개월내에 제출할 것을 통보한다. 

진술서가 제출되면 통보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위원회는 통보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 심리적격의 검토

심리적격이란 개인통보 자체가 수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본안을 

심리할 필요도 없이 초기 단계에서 배제시키는 과정이다. 심리적격을 심

6)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경우 국내관계기관의 최종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정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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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때 아래에서 언급할 심리적격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만 본안심리로 

갈 수 있다. 

접수된 통보에 대하여 심리적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정인(통보자) 또는 당사국에게 전달된다.

3. 본안심리

심리적격이 인정되면 사건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본안심리가 개

시된다.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진정인과 회원국이 제출한 서면 정보

를 기초로 심사한다.7) 보통 심리과정에서 통보자나 당사국의 정보제공은 

한번에 그치지 않으며, 여러 차례 추가정보가 요구됨이 일반적이다. 

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진정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서들을 유엔 또는 기타 기구들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적

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양 당사자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그러한 문서 

또는 정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 받게 된다.

4. 위원회의 견해 제시

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진정인과 당사국에 동

시에 통지된다. 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의 위원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달랐을 경우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이유가 달랐던 경우에는 소

수 의견을 밝히는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당사국은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권고에 의거하여 취한 후속 조치들에 관한 세부정보를 담은 서면 보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에 협약이 정하는 권리들의 전반

적인 준수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직접 또는 차기에 위원회에 제출할 

7) 당사자들로부터 구두의 진술을 받거나 오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증거 (오디오 카
세트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접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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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잠정조치

동 선택의정서 제5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위원회가 통보를 심사하기 전에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즉, 위원회가 사건을 심사하기 전 어떠한 단계에서도 주장된 

권리 침해의 피해자들에 발생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없는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할 수 있으

며 구타와 폭행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8)

진정인이 위원회의 잠정조치 요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이든,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

한 지에 대한 이유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러한 당사국에 대한 잠정조치의 요청이 통보의 심리가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9)

Ⅲ. 개인통보제도의 심리적격 요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안심리가 행하여지기 위해서는 심리적격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심리적격에 관해서는 선택의정서 제2조 내지 제

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국내구제절차를 완료 한 후, 다른 국제기구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진정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8) Communication No. 2/2003, Ms. A.T. v. Hungary

9) 선택의정서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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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들을 분설하여 살펴보겠다. 

1. 통보의 주체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10)는 “당사국이 협약상 보장되어 있

는 권리를 침해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하여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첫째,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어야 하고 둘

째, 통보(진정)제출권자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혹은 이들의 대리인이어

야 하며, 셋째, 피해자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1) 당사국 관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제2조는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개인이 

통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개인’이란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뿐만이 아니라 당사국의 관할하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도 포함한다.

(2) 인적 범위

1)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혹은 이들의 대리인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은 물론 개인의 집단 역시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집단’이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피해자 이

어야 한다. 만약 통보를 제출한 집단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에 관해서는 심리를 각하하고 

10) 선택의정서 제2조 : 통보는 당사국에 의한 협약상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당사국 관할 하의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에 의하거나 그들을 대리하
여 제출될 수 있다. 통보가 개인 또는 집단을 대리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들의 동
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동의를 수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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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할 것이다.11)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을 대신하여 당사자의 서면동의

를 받아 제3자가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일정한 경우 이러한 서면 동의

가 없어도 제3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나 동의 없

는 진정 제출에 대하여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를 들면, 아동을 대리하여 부모가 진정을 제출하거나, 정식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리하여 보호자들이 진정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외부

세계와 차단된 채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하는 경

우에는, 정식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진정서의 제출에 있어 진

정서가 변호사에 의해서 작성될 필요는 없다. 

2) 피해자

피해자라는 개념은 당사국의 작위 내지 부작위로 인하여 협약에서 보장

하고 있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침해된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실

제로 피해자인가의 문제는 본안심리에서 다룰 문제이므로 진정인은 다만 

피해자 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므로 진정의 허용성 판단 단계

에 있어서 진정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느냐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피해자임을 주장함에 있어 이미 권리를 침해했거나 현재 침해하고 있다

고 주장되는 당사국의 법률, 정책, 관행,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서 당사

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률, 국가정

책, 또는 관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 국가정책, 또는 

관행의 정당성에 추상적으로 도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리적격을 인정

하지 않는다.12) 

이 경우 피해자가 통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자만

이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피해자의 대리인도 제출할 수 있다. 

11) Communication No. 35/1978, Aumeerudy-Cziffra and Nineteen Other Mauritian 
Women v. Mauritius (Human Rights Committee)

12)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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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잠재적 피해자의 경우

이다. 잠재적 피해자란 동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법규범이 존재하나 아직 적용되지 않아 현실적인 침해는 없지만 침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침해의 예정만을 가지고는 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다. 즉, 현

실적인 그리고 특정의 피해자 없이 단순히 국내법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 침해가 예정된다는 식의 진정은 

위원회의 심리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잠재적 피해자의 경우에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권리침해를 당하기 이전에 구제를 받지 

못하면 사후에는 당해 조치에 대한 구제를 받기가 심히 곤란한 상황이 발

생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불임수술이나 낙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러

한 것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하는 방법이 적절하

지 않은 경우이다.

2. 시간적 범위

원칙적으로 통보(진정)의 대상이 동 의정서의 발효이전에 발생한 경우

에는 위원회가 심리하지 않으나, 발효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리 할 수 있다.13) 

(1) 선택의정서 발효 이후

선택의정서는 가입한 후 3개월 후부터 당사국에 적용되므로 그 시점부

터 발생한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서만 권리침해를 제기 할 수 있다. 한국

의 경우 2006년 10월 18일에 가입하였으며 그 후 3개월 뒤인 2007년 1월 

13)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 e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
에게 발효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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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선택의정서가 발효됨으로 발효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만 개인통보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진정인에 대한 사법절차가 선택의정서 가입이전에 개시되었으나, 

그 종국적 판결이 선택의정서 이후에 내려진 경우, 권리침해는 최종판결

을 통해서 확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판결일을 기준으로 그 

수락여부가 결정된다.14)

(2) 계속적 침해상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이전에 발생하였

다 하더라도 발효일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리가 가능하다.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발효일 이후 까지 지속된다는 의미는 과거의 

침해 행위(선택의정서 발효 전)가 구제 되지 않고 그 침해 상태가 계속해

서 선택의정서 발효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

고는 계속적 침해상태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이러한 침해상태의 계속

과 함께 침해상태를 야기한 법규범의 계속적 적용을 통한 협약 위반의 결

과가 선택의정서 발효 이후에도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3. 국내 구제절차의 완료

동 의정서 제4조15)는 개인통보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구제절차

를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국내구제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

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즉, 진정인에게는 국내구제절차 완료의 의무를 그리고 당사

국에게는 효과적인 구제수단의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

14) Communication No. 628/1995, Tae Hoon Park v.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Committee)

15) 선택의정서 제4조 제1항: 위원회는 국내구제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구제절차
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82  CEDAW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며,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진정인에게 

부여된 국내구제절차 완료 의무 역시 소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구제의 대상

국내적 구제절차에 있어서 구제란 사법적 성격의 구제에 한정되며 구제

의 대상은 침해된 협약상의 권리 일 것이다.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

리란 당해 권리에 대한 실질적 위반은 물론이며, 협약의 제정 목적에 비

추어 여성에 대한 효과적․실질적 보호가 없는 경우에도 협약상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 구제수단의 이용에 있어 성에 의한 차별의 사유로 제소하여 국

내구제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나 선택의 자유라는, 성차별에 기반을 두지 않는 다른 사유로 국내 

구제수단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보지 않는

다.16) 

(2) 국내적 구제절차의 범위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추어 보아 국내구제절차 완료에 있어 어느 법원까

지를 완료해야 국내구제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대법원을 최종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볼 것인가 아니

면 헌법재판소를 최종적인 권리구제 기관으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17)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을 보충적 권리구

제수단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소원심판은 효과적 

구제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관하

여 판단한 결정례가 있다면 이는 위에서 언급한 성공가능성이 없는 경우

16) Communication No. 5/2004, Ms. Rahime Kayhan v. Turkey

17) 제68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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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내구제절차가 완료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일반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을 최종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효과적 구제 수단의 존재

효과적 구제수단이란 구제절차가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진정인의 입장에서 구제절차가 합리적 수준의 성공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구제절차의 효율성이나 승소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절차를 밟아봐야 전혀 성공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불합리한 지연

국내구제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완료하지 않

아도 된다. 불합리한 지연이란 지연기간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

국이 권리구제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

킨다. 예를 들어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그 구제를 위하여 법원에 제소하

였으나, 소송절차가 이유 없이 장기간 지연되면 피해자는 법원의 최종판

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개인통보를 제출할 수 있다. 단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지연이 불합리한 것이어야 한다.

(5) 입증책임

제출된 개인통보에 관하여 국내적 구제 미완료를 주장하려면, 당사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아직까지 다하지 않은 국내구제절차가 존재함

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밟지 않는 국내구제절차가 이용가능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어서 이를 완료할 필요가 없다고 진정인이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면 당사국은 남은 절차가 여전히 이용가능하며 실효적이라

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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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요건 및 제한

(1) 협약 규정과의 양립성

선택의정서는 제4조 2항에서 개인통보가 협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첫째, 협약상 보호되

지 못하는 권리나 침해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즉, 침해의 주장은 협약

이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 협약은 양심의 자유 보

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18) 이런 경우, 해당 진정은 법률용어

로 인정 불가능한 사항적 관할권(inadmissible ratione materiae)이 된다.19) 

둘째, 당사국이 유보한 조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20)이다.

(2) 익명의 통보 금지

개인통보의 심리에 있어서 통보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일방당사자이

므로 신원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국에 의하여 통보자의 신변에 

위험이 가하여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익명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 될 수 있으나 통보자의 신원이 밝혀져야만 당사국이 이에 대

하여 항변하거나 혹은 구제조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통보권의 남용금지

통보권의 남용은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이미 기각된 사안을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소하는 경우라던지 해당 진정건이 남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

에서 혹은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18) Communication No. 5/2004, Ms. Rahime Kayhan v. Turkey

19)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20)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가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에서 있
었다. 2005년 7월 20일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정은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통보번
호 1119/2002)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유보한 제22조에 관하여 심리한 후 대한민국이 
규약위반을 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이 동 규약 제22조에 대하
여 유보하였음을 원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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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하기도 한다.21)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의 다른 조약위원회의 개인통보 관행에 비추어 보아 통보권 남용을 근거

로 수락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4) 근거 없는 통보

통보자가 최소한의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내용이 명백히 근거 없

는 주장이라고 판단되면, 본안심리 이전에 통보의 수락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시킬 수 있다. 즉,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나 주장을 구

체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증거의 제출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리하지 

않는다.

(5) 이중 통보 금지

동 선택의정서 제4조 제2항은 통보가 이미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

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에 통보를 심리하지 않는다. 여기

서 다른 국제적 조사 절차란 유럽인권협약, 미주인권협약, 인종차별금지협

약, 자유권 규약, 고문방지협약 등의 의하여 설치된 개인피해구제절차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절차에 제출된 사안은 심리전에 철회하

지 않는 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심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일한 진정을 다른 국제기구와 동시에 조사하는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503 절차” 와 유엔인권위원회 특별

보고관에게 제출한 진정은 두 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동 선택의정서

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통보에 해당되지 않는다.22) 둘째, 다른 국제기

구들이 절차적인 이유로 거부한 진정 사건들은 실체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동일한 사건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21)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22) Fact Sheet No.7/Rev.1, Complaint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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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본안 심리

위에서 언급한 심리적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이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 및 의무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본안심리가 행하여진다. 본안심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주장

된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과 어떠한 기준으로 제출된 사안과 협약과의 위

반을 판단하는 가이다.

1. 입증책임

본안심리에 있어 제출된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만약 국내 소송에서처럼 소송법상의 일반원칙이 주장되어 주장자에게 

주장한 사안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과된다면, 거의 모든 입증책임을 통보

자가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통보되는 사건의 특성상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며, 사건을 보다 명확하게 판

단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사국이 

명백한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개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한

다.23)

2. 위반의 판단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단지 협약의 내용에만 구속될 뿐이며, 다른 국내

법이나 국제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이 추상적인 것이 

많으므로 실제 통보 내용의 협약상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작성한 일반권고를 통해

23)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통보 사건을 들 수 있다. Communication 
No. 131/1982, N. G. v. Uruguay , Communication No. 147/1983, Gilboa v. Uruguay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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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체적인 권리의 범위 및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구체적 권리 의무를 제1조에서 제16조까지 규정하

고 있으므로 동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의미하는 차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여

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에서 정의하는 차별의 범위에 

포함된다. 왜냐하면 폭력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훨씬 더 불균형한 영향

을 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협약상 여성의 권리가 저해되거나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러한 폭력행위를 방지․적발․처벌하

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사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4)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관한 차별을 철폐

할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협약에 대한 위반을 구성하게 된다. 이 경

우 입법의 미비나 구체적인 보호의 미비에 대해서는 협약위반을 구성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배상 액수나 급여에 관한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가의 재량권에 포함되어 협약 위반을 구성하기는 힘들다.25)

3.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판단 기준의 예

(1) 제1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조26)는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

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권고에서 제1조의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인 권리 및 

24) Communication No. 2/2003, Ms. A.T. v. Hungary

25) Communication No. 3/2004. Ms. Dung Thi Thuy Nguyen v. The Netherlands

26)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
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
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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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는 여성의 폭력을 차별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성에 근거한 

폭력은 동 협약상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여성의 자격을 심각하게 저해

하는 차별의 한 형태로 보았기 때문이다.27)

즉, 차별의 정의는 성에 근거한 폭력을 포함하는데 이때 폭력이라 함은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해지거나 혹은 폭력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훨씬 더 불균형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성에 근거한 폭력은 여

성의 인권 및 기본권 향유를 방해하거나 무효화 시키는 여성에 대한 차별

에 해당한다는 것이다.28) 여기에서 말하는 폭력에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

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에 의한 여성 폭력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의 정의는 실질적인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조문이 

아니라 정의와 관련된 조문으로서 국가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권리 침해

를 주장하는 개인통보에 있어 단독으로 원용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차

별의 정의에 폭력행위가 포함됨으로 제2조 이하에서의 차별에 대한 적절

한 조치를 취할 국가의 의무에 대하여 위의 정의에 의한 구체적인 권리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2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차별의 정의에 폭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조29)

27) 일반권고 19, 제1항

28) 일반권고 19, 제6항, 제7항

29)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
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
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
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
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
법 및 기타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하며 공공 당
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
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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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적발, 처벌하는 주

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사인의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하여야 한다.30)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으로 인해 많은 여성

들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31)가 많음을 볼 때32) 

사인에 의한 폭력을 방지할 국가의 의무는 특히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된  Ms. A. T. v. Hungary사건

은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헝가리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위반했다고 결

정했다.33)

(3) 제6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6조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

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의 여성과 외국 남성간의 계약 결혼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것은 새로운 형태의 성적 착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

들은 여성의 평등한 권리 향유와 그들의 권리와 존엄을 존중하는 것과는 

모순된 것이며, 여성을 폭력과 학대의 특수한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다.34) 

그리고 이것은 협약 제16조 1항 b35)의 위반일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가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
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30) 일반권고 19, 제8항, 제9항

31) 일반권고 19의 제23항은 남성의 가족에 대한 책임회피(abrogation of family 
responsibilities by men)도 폭력과 강요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32) 일반권고 19, 제23항

33) Communication No. 2/2003, Ms. A. T. v. Hungary

34) 일반권고 19, 제14항.

35)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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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평등권 보장 혹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입법 및 제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매매 종사 여성의 경우 역시 당연히 동 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

다. 성매매 종사 여성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불법적 상태에 있기 때문

에 강간 및 기타 형태의 폭력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들에 대한 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가 필요하다.36)

(4) 제11조

제11조37)는 고용분야에서 남녀의 평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이 작업장에서의 성희롱과 같은 성에 근거한 폭력에 노출될 

때 여성의 고용평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접근과 같이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성적인 언사, 포르노를 보여주

거나 말 또는 행동으로 성적인 요구를 하는 행위들을 포괄한다. 이러한 

행동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보건과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희롱에 대한 항의로 인해 채용, 승진 및 고용 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적대적 작업 환경을 형성하게 될 때에

는 차별적인 것이 된다.38)  국내법상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여성차별철폐

음을 보장하여야 한다.(b)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36) 일반권고 19 제15항.

37)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나) 동일한 채
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다) 직업과 고용의 자
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
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
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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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내린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인(작업장)에서 성희롱 방지 및 근절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

는 경우가 상당하며, 작업장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국가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이는 

협약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진정서의 형식과 내용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진정서 표준 양식 지침(Complaint Guidelines)을 

정하여 필요한 정보의 누락을 막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하고 있다. 진

정서 표준 양식 지침39)들은 특정 정보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제공하는 문서이면 족하다. 진정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명이 있어야 한다.40) 제출자의 성명, 국적, 생

년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진정의 대상이 되는 국가

를 지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진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에

서 언급한대로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동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진정의 근거가 되는 모든 사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술이 최대한 완벽해야 한다는 점과 진정서에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당사국에

서 제공되는 모든 구제절차들을 시도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즉, 당사국의 법원과 관계당국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상술해야 하며, 다른 국제적인 조사 기관이나 

38) 일반권고 19, 제17항, 18항.

39) 붙임 1 참조.

40)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서는 이메일로 제출될 수 없다. 그러나 이메일을 통해 
위원회 사무국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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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기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진술한 사실들이 해당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반된 조항을 지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주장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들, 특히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사국

의 행정 결정 또는 사법부 결정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

국의 관계 법령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한 문서들이 

위원회 사무국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을 의뢰해 놓으

면 (전문 또는 요약) 진정의 심사절차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리고 진정서에 필수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무국이 추가 정보 요청

을 위해 제출자에게 연락한다.

VI. 개인통보의 법적 효력 및 국내이행확보방안

1. 법적 효력

조약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는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와 직접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조약 위반 판정이 있

으면 이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 그리고 이러한 견해를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권고

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단히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권고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는 그 근거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

정에 대하여 view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준비교섭문서나 기타 사

정을 보았을 경우 법적 구속력이 결여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첫째, 위원회의 견해는 위반 여부에 대한 판

단과 함께 당해 대상국의 여성차별철폐협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적

시하고 있음으로 위원회의 견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대한 당사국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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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의 법적 효력을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찾

을 수 있으며, 둘째,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한다면 

이는 선택의정서라는 조약의 실효성을 심대히 저해시키는 해석으로 여성

차별철폐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무화시키는 것으로써 이는 조약해석의 원

칙 중 하나인 실효성의 원칙41)에 반함으로 타당하지 않다. 

설사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가 정식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법적 효력 및 법적 영향력이 갖는 함의를 무시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으며,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동 협약

을 존중 혹은 고려할 최소한의 의무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의 견해를 무시하거나 진지한 고려조차 하지 않는 행위는 이러한 

의무에 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2. 국내이행확보방안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의 가입과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14조에 대한 수락선언, 그리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으로 대

한민국 국민은 동 규약 및 협약 위반에 대하여 각 조약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2007년 1월 현재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대

상으로 제기된 개인통보는 없으며, 자유권 규약 제1선택의정서에 의거하

여 대한민국을 당사국으로 한 규약 위반 결정이 7건42)이 있다. 그러나 자

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개인통보에 대한 이행 사례가 존재하

41) 조약과 관련하여 하나의 해석은 당해 조약이 적절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다른 해석은 그러하지 않은 경우 신의칙 및 조약의 목적과 취지는 전자의 해
석의 채택을 요구한다.

42) 손종규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제3자 개입금지), 김근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박태훈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강용주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신학철의 국가보
안법위반사건, 이정은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윤여범, 최명진의 양심적 병역거부사
건이 있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완벽하게 이행한 사례
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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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개인통보의 국내이행을 위한 

Task Force가 구성되어 이를 논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개인통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위원회 견해의 내용 혹은 진정된 사건의 성격

에 따라 입법적 해결과 비입법적 해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는 개인통보의 대상이 된 사건이 형사사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와 적절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한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현재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의 확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국가배상

법에 개인통보결정에 대한 규정을 두어 당사자 적격성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 법의 개정으로 규정하는 경우 개인통보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재심여부를 다시 법원에서 결정하고 본안심리를 하는 경우 결과를 알 

수 없을뿐더러 수년이 소요되므로, 위원회의 견해가 존중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소를 제기한 개인에게 

있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재심사유에 의한 재판이 위원회의 

견해를 보장하지는 못하겠으나 이러한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아마

도 이를 수용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까 생각된다. 어차피 인권의 속성 

중 하나가 점진적 이행이라면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배상

의 경우에 있어서도 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

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특히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배상

보다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규정이 있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즉, 

형사상 사건의 경우 재심사유로 그리고 국가의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일한 특별법 제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비입법적 해결의 경우는 개인통보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끼친 손해나 피

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하는 경우로, 신학철 모내기 사건의 경우 그 

그림을 통보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에 해당된다. 신학철의 개인통보에 한

정하여 본다면, 그 그림은 몰수형으로 부과되어 검찰이 보유하며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된 경우로서, 그림을 돌려주는 행위는 일종의 행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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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경우는 그 행위 자체가 위법적이지 않으

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영미법적 해석), 그 법률적 근거를 찾으면 된다. 

그 법률적 근거는 우선, 헌법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시민적,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그 선택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자유권규약위

원회가 법률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그 

위원회의 결정이 비록 법적 강제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당해 사건을 조

사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국가에게 그림의 반환을 권고하면 되는 것이

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실이행의무에 따라 국가는 그 그림을 반환하면 

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 및 방

법을 통하여 법률상 규정된 결정을 한 것으로 그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며 동일한 논리가 자유권규약위

원회의 결정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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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제출할 진정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려면 다음의 주소로 서신과 문의를 

보낼 것.

우편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Secretariat

2 United Nations Plaza DC-2/12th Floor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팩스 + 1-212-963-3463

1. 진정서 작성자에 관한 정보

• 성

• 이름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국적/시민권

• 여권/신분증 번호 (있는 경우)

• 성별

• 결혼 여부/자녀

• 직업

• 민족적 배경, 종교, 사회단체 (해당되는 경우)

• 현주소

• 비  서한 수취주소 (현주소와 다른 경우)

• 팩스/전화/이메일

• 진정서를 제출하는 귀하의 자격이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해당하

는지 밝히시오.



발제문 3. 개인통보의 법적 효력 및 이용 절차  97

-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본인. 피해자가 2인 이상의 집단인 경우, 구성

원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시오.

-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증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시오.

2.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작성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 성

• 이름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국적/시민권

• 여권/신분증 번호 (있는 경우)

• 성별

• 결혼 여부/자녀

• 직업

• 민족적 배경, 종교, 사회단체 (해당되는 경우)

• 현주소

• 비  서한을 수취할 수 있는 우편주소 (현주소와 다른 경우)

• 팩스/전화/이메일

3. 당사국에 관한 정보

• 당사국의 국가명

4. 인권침해의 성격

작성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시오.

• 인권침해 행위(들)와 가해자(들)에 관한 진술

• 날짜(들)

• 장소(들)

•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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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들. 진정서가 1개 조항 이상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진

술할 것.

5. 국내 구제절차를 위해 취한 조치들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시도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진술하시오. (예: 

법적, 행정적, 입법적, 정책 또는 프로그램 구제책을 받기 위한 시도)

• 시도한 구제절차의 유형(들)

• 날짜(들)

• 장소(들)

• 조치를 취한 자

• 진정한 당국 또는 기구

• 사건을 심문한 법원의 명칭 (있을 경우).

•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술하시오.

※ 주의: 모든 관련 문서들의 사본을 첨부할 것.

6. 다른 국제 구제절차

동일한 사건이 다른 국제조사 또는 화해절차 하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으면, 그 상황을 설명하시오:

• 절차의 유형

• 날짜(들)

• 장소(들)

• 결과 (있는 경우)

※ 주의: 모든 관련 문서들의 사본을 동봉할 것.

7. 날짜 및 서명

날짜/장소: ..............................................................

작성자(들 ) 및 피해자(들)의 서명: ...................................

8. 첨부서류 목록 (원본은 보내지 말고, 사본만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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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12. 토론문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

강 선 혜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팀장)

Ⅰ.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 성과

1-1.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남녀차

별적 법 ․ 제도 개선

ㅇ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05)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통합

적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

ㅇ 호주제폐지를 주요내용으로 민법을 개정(’05)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 기반 형성

※ 민․관 합동 호주제폐지기획단 구성('03. 5) → 여성부․법무부 공동 

공청회('03. 9) →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04.6) → 국회통과('05. 3)

ㅇ 남녀차별적 법령 및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

한 ‘여성정책조정회의’ 제도화('03),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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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1급)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운영('03)

1-2. 여성이 정부정책과 국가예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을 제도화

ㅇ 정부정책 수립․시행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

가를 법적으로 제도화

※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 : ’05년 53개 기관 → ’06년 187개 기관

ㅇ 국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여성과 남

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성인

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반영(’06.10 공포, ‘10년 시행)

ㅇ 정책수립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성별구분을 통계

작성의 승인요건으로 하는 규정 마련(’06.12)

1-3. 적극적 조치 추진으로 사회 각 분야 여성의 참여 대폭확대

ㅇ 주요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민간참여제도인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참

여목표율을 설정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확대를 도모

※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11.1%(’97) → 30.1%(’02) → 32.4%(’05)

ㅇ 공직분야 인력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고 여성관리직을 확대하기 

위해「양성평등채용목표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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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

ㅇ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국회 및 시도의회 선거에서 비례대

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공천할당제」추진(‘02년 및 ’04년 

정당법 개정)

<여성국회의원 비율>

ㅇ 여교수 비율 확대를 위한「여성교수채용 확대 계획」(‘03.6) 및 전문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목표제 시행

※ 국공립대학교 여교수 비율 : 9.2%(’03) → 10.7%(’05)

(국공립대에 여교수 200명 별도정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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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 각 분야 여성의 참여 확대와 함께 정책결정과정, 정치․경제분

야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ㅇ 여성권한에 관한 국제지표(UNDP 여성권한척도:GEM)가 61위('02) → 

53위('06)로 상승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

ㅇ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 5개년 계획 추진(중앙인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여성비율 : 5.4%(’06) → 6.2%(’07) → 

10%(’11)

ㅇ ’07년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율을 40%(’05년 32.4%)로 상향 조정

1-5. 일상생활 속에 남아있는 남녀차별적 관행과 문화를 바꿔가는 양성

평등의식 확산 필요

ㅇ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국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교육 등 양성평

등의식 확산 방안 마련

1-6.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 추진

ㅇ 공공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 추진실적을 전산으로 입력하고 관리

하는「성희롱예방 종합관리시스템」도입

ㅇ 공공기관 연1회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06년 232명)

※공공기관 남녀차별 체감률: 36.7%('03) → 1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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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성주류화를 위한 향후 계획

정 책 환 경

◇ 저출산⋅고령화와 사회 양극화 등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제3차 여성정책기본계
획(’08～’12)」수립 필요
ㅇ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창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조성, 빈곤의 여성화 차단 등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남녀의 실질적 평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
ㅇ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여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필요성 증대
ㅇ 정부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 증가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성별영향평가 참여 확대

      ※ 성별영향평가 참여기관: ’05년 53개 기관 → ’06년 187개 기관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2010년 시행예정

         통계법에 남녀별 통계 근거마련 : 국회계류중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사회 각 분야 관리직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필요

   ※ 여성권한척도 : 53위/75개국 (’06년)

   ※ 국회 여성의원 비율 : 14.1% (’06년)

   ※ 공기업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 : 10.6% (’06. 9)

2-1 여성정책정책추진 체계 강화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 수립으로 중장기 여성 정책방향 

제시

ㅇ 저출산 고령화 사회 등 향후 여성정책 여건변화에 적극대응

- 양성평등 정책의 확산을 위해 참여부처 확대추진

- 정책추진 현황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 등 체계적인 점검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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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 성과 점검 및 마무리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07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정책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등 추진사항 점검

□ 여성정책 조정․협력 활성화 

ㅇ 여성정책조정회의의 내실있는 운영 등 정책현안 협의기능을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전문가와의 여성정책 연계 강화

- 지방 여성정책설명회,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의 체계적인 운영

2-2 성별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평가결과 환류의 제도화 추진

□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강화

ㅇ 성별영향평가 중장기 로드맵 등 추진체계 마련

- 적용대상, 지원체계, 관리시스템 마련 등 

ㅇ 예산안 편성지침, 국정시책합동평가 등 주요제도와 연계

ㅇ 성별영향평가 결과 환류의 제도화

- 성별영향평가 결과점검을「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08~‘12)」에 

포함하여 제도화

ㅇ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방안 마련 준비(기획예산처 협의)

□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지원

ㅇ 고위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 운영

ㅇ 찾아가는 성별영향평가 지역 순회 설명회 실시

ㅇ 각급 행정기관의 남녀별 통계생산을 위한 지원 및 교육(통계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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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녀 차별적 법령규정 정비 및 고위공무원 대상 양성평등교육 강화

□ 현행 남녀차별적 법령(385개) 정비

ㅇ 호주제 폐지 시행 관련 법령 우선 정비(대상의 60% 정비 목표)

ㅇ 부처간 이견이 있는 법령의 경우 법제처와 협력 추진

(“법령정비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법제처와 공동)

□ 양성평등 교육 강화

ㅇ 고위공무원 등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교육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 및 KOICA 연계 국내․외 양성평등교육 지원 확대

ㅇ 청소년,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ㅇ「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교육의 국내외 헤드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중매체 성차별개선 추진

ㅇ 주부 등 여성자원활동가와 연계, 용모 관련 여성채용차별 내용 집중 

모니터링 

Ⅲ. 협약 이행을 위한 홍보와 교육

3-1 국가보고서 제출 현황

□ 1986년 2월  제1차 보고서 제출(1987년 심의)

□ 1989년 12월 제2차 보고서 제출(1993년 심의)

□ 1994년 9월  제3차 보고서 제출

□ 1998년 1월  제4차 보고서 제출 (1998년 7월 7일 3․4차 보고서 통합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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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2월  제5차 보고서 제출

□ 2006년  2월  제6차 보고서 제출 (2007년 5·6차 보고서와 8월 통합심

의 예정)

□ 2010년  2월 제7차 보고서 제출 예정

3-2 국가보고서 작성 과정

□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각 부문 여성관련 통계조사

- 각 부처의 여성정책 현황조사, 부처별 정책성과 및 자료수집

□ 자료분석

- 정치, 경제, 사회분야 등 여성관련 통계자료 분석

- 분야별 여성정책 현황자료를 통한 제도적 발전 및 주요 성과 분석

□ 관계자 면담 및 협의

- 정부부처의 여성정책 담당자 :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

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과학기술부, 국방부, 문화관

광부 등

- 여성관련 단체 :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여성단체 관계자

□ 전문가 회의

- 각 분야 전문가 구성 : 보고서 내용 구성에 대한 자문 및 감수 ⇒ 국

가인권위원회 의견수렴 ⇒ 수정

□ 영역 ⇒ 감수 ⇒ 관계부처, 단체 의견 수렴 및 수정 ⇒ 외교부 제출 

⇒ UN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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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협약의 홍보

□ 「여성관련 국제협약집(2001)」 발간 및 배포 : 여성차별철폐협약, 경

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협약 선택의

정서 등

□ 「제5차, 제6차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보고서(2002), (2006)」 발간 

및 배포

□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선택의정서 : 국회의원을 위한 지침서(2005)」

발간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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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12. 토론문 2

재판과정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가능성

김  민  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우리나라는 1984. 12. 2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한 이래1)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성관계법의 제정과 여성관련 법규정의 개정 등을 통하여 협

약비준국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입법적 노력을 해 왔

다.2) 이에 비하여 재판과정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어떻게 적용되고 기

1) 우리나라는 1984. 12. 18. 국회의 협약비준 동의를 얻어 1984. 12. 27. 유엔 사무총장
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협약은 1985. 1. 26.부
터 우리나라에 적용되게 되었다. 

2)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등의 제정 및 수차에 걸친 
가족법의 개정, 국적법과 국제사법의 개정 등을 들 수 있고. 이러한 변화에는 여성
차별철폐협약 자체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당초 여성차별철폐
협약에 가입하면서 협약 중 국적에 관한 조항(제9조)과 주로 가족 문제와 관련된 몇 
개의 조항을 유보하였으나, 그 후 위와 같이 국내의 관련법들이 개정됨에 따라 유보 
조항 중 대부분을 철회하였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논하고 있는 최근의 글로는 최윤
희, “여성관련 법규정들의 세계화 노력 및 그 과제”, 저스티스 제92호, 2006. 7., 
89-114면. 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97헌가12 결정은 구 국적법(1997. 12. 13. 법
률 제54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의 개정 이유가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당시의 
유보를 철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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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는지에 관하여는 그다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개 

사안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언급된 판결 역시 드물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표된 조약과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는 이른바 수용이론(theory of incorporation)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우

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은 국내법으로의 변형(transformation)없이 그 자체로

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3) 따라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이 이를 재판규

범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적용의 방식 내지 영역과 관련하여 조약의 직접적용성 내지는 

자기집행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즉 학설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규범

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와 직접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구별

된다고 보면서4) 법률을 통한 어떠한 구체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그것으로부터 직접 법적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를 직접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고,5) 이러한 조약을 자기집행적 

조약이라 한다. 나아가 자기집행조약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① 객관적 요

건으로, 당해 조약규정의 내용과 형식이 문언상으로 보아 개인의 권리가 

구체성(concreteness)과 특정성(specificity)을 지님으로써 개인에 대하여 직

접 그 권리를 창설할 것을 목표로 규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내용을 구

체화하기 위한 별도의 국내적 입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될 것과, 

② 주관적 요건으로, 조약의 기초자들이 당해 조약규정에서 개인의 권리

3)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1997), 143면, 김정건, 국제법, 박영사(1993), 72면 등.

4) 박찬운, “실무적 입장에서 본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 인권과 정의 320호(2003. 
4.), 113면, 조홍석,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서열과 직접적용가능성”, 17-19면. 유
남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직접적용가능성”, 재판실무연구
Ⅲ, 비교법실무연구회, 220-221면.

5) 조홍석, “한국에 있어서의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보장”, 헌법학연구 4집 2호,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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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의무를 정하며, 그 자체만으로 국내 법원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고 의도하였음이 조약의 문언상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6) 또한 조약의 자기집행력 내지 직접적용 가능성은 반드시 

조약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분리 가능한 최소

단위별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조약 기초자 및 당사국의 의사로, 조약 

문언의 내용·목적·대상 및 표현, 그 명확성 및 완전성의 정도, 당해 조약에 

대하여 국내적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

여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7) 

이러한 논의의 선상에서 볼 때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자기집행적 조약으

로 볼 수 있는지, 즉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직접적용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조문은 대부분 "당사국은 …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당사국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개인에게 직접 권리를 인정하는 형식이 아니다. 그러나 여성차별

철폐협약이 이와 같은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 당사국

의 의무가 반드시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의 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고, 오히려 개개 규정 내용을 볼 때 여성차별철

폐협약은 다른 어떠한 국제조약보다도 구체적이며, 고용, 교육, 모성보호, 

인신매매, 성폭력, 정치참여 등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시민적 기타 모든 

영역과 부문을 포괄하여 여성의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확하고도 완결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당사국의 의무로서 입법

의무뿐만 아니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도 이 협약에서 말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에 포함된

다.8) 따라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재판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용이 가능한 

6) 김태천, “재판과정을 통한 국제인권협약의 국내적 이행”,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에 
있어 문제점 및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2004. 10. 27.), 9면.

7) 박기갑, "조약의 자기집행력: 프랑스의 이론 및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실무연구
〔Ⅲ〕, 1999, 193-194면.

8) 윤진수, “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가족법”, 법학 제46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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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집행적 조약으로 봄이 타당하다.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판결은 주목할 만

한 가치가 있다. 즉 대법원은 위 2002다1178 판결에서 종중의 종원의 자

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은 여러 가지 사회적 및 법적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효력을 가

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명시

하며 “1985. 1. 26.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유엔의 여성차별

철폐협약은 체약국에 대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법률, 규칙, 관

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과 관습 기

타 모든 관행의 철폐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하였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협약의 직접적용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전제

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원용하고 있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 할 

수 있다.10)

한편 국내 법원은 기존의 국내법규를 재판규범으로 적용함에 있어 이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 또는 보강자료로서 국제인권협약을 이용할 수 있다. 

구소, 84면.

9) 우리나라가 협약당사국으로서 협약 제18조에 따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
고서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정부가 비준하였으므로 국내법에 포함되고, 대한민
국의 법정이나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효력이 발생되어 협약을 직접 적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협약의 직접적용 가능성 논의에 착안하여 
서술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986. 2.의 최초보고서, paras. 24-26., 1989. 12.의 
제2차 보고서, paras. 24-26. 한국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1차에서 4차까지
의 보고서의 영문과 국문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조약 국내이행자료집 제3권, 
2002에 수록되어 있다.

10) 헌법재판소는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등 결정에서 호주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수
의견이 설시한 헌법이념과 헌법의 가치질서 외에 오늘날의 전통과 전통문화의 의
미를 포착함에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는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의 정신 
중 인류의 보편가치에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나타난 원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견해로는 윤진수, 위 논문,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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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 특히 기본권규정은 매우 추상적인 것인 만큼 그 규정과 관련된 

개별 국제인권협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한 그 

인권협약을 전면에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인권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를 통상 국제인권협약

의 ‘간접적용’(indirect application)이라 한다. 이는 어떠한 행위가 직접 국

제인권기준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인권규정을 

적용ㆍ해석함에 있어 국제인권기준에 합치되도록 해석함으로써 간접적으

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법화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제법합

치해석의 원칙’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11) 나아가 이러한 국제인권협약

의 간접적용방식은 그 법적 성격을 불문하고, 조약 자체로서 국내법적으

로 직접적용가능한 자기집행조약은 물론이고, 그 자체로서는 국내법적 효

력을 가지지 못하는 비자기집행조약, 국제기구의 결의와 같은 비구속적인 

국제문서, 유엔인권이사회의 견해(View), 일반의견(General Comment)과 같

이 당사국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국제인권기관의 결정이나 의

견 등도 국내법의 해석기준이 될 수 있다.12) 이러한 국내법의 해석기준으

로서의 국제인권법은 국내법의 불명확성과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간극을 

보충하여 국내법규정을 국제인권법에 합치되도록 하는 해석을 선택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헌법 제11조의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조항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여성차별

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내용은 헌법의 여성차별금지규정의 취지와 

모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위 헌법규정을 

적용ㆍ해석함에 있어 위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내용은 중요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13)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

11) 김태천, 위의 글, 26면.

12) 김태천, 위의 글, 34면, 정경수,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실태와 증진방안”, 위 
국가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자료집(2004. 10. 27.), 97-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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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헌법상 평등원칙

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그 근거의 하나로서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의 각종 

국제협약, 위 헌법규정과 법률체계에 비추어 볼 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는 이제 우리 법체계 내에 확고히 정립된 기본질서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바, 이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이 간접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가능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은 개인통보제도의 국내적 이행방안과 관련한 논의

일 것이다. 즉 우리나라가 2006. 10. 18.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

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선택의정

서”라 한다)에 가입한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위반사건에 대하여도 개인통

보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적 구제절차로서 완료된 법

원의 판단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판단이 다른 경우, 특히 그것이 확정

판결의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법체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

고를 수용하는 것에 여러 법적인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국내 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과 권고가 있는 

경우 곧바로 법원판결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으며, 우리 법제도상 허용될 

수 있는 확정판결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 중 하나의 방

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재심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 제451

조 및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만으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협

약위반판단을 포섭하기 어렵다.14) 결국, 국내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13) 김태천, 위의 글 26면.

14)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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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협약위반판단이 있는 경우 재심을 인정하기 위해

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협약위반판단을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소송법

의 개정이 필요하다. 한편 법원이 재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종전과 같

은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절한 

이행수단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원회의 

협약위반 판단이 있는 경우 이와 배치되는 법원의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 무효화시킬 수는 없으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위

원회의 권고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결국, 위원회의 권고와 배치되

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판단까지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심판을 하여 보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15) 또한 인권이사회의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바, 이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나,16) 한편으로는 국제법상 여성차별철폐

협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가장 전문성을 갖춘 기구이다. 따라서 

법원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다시 판단을 하

게 되는 경우는 물론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관련된 사건을 재판하는 경우 

협약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해석 

및 판단,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17) 

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의 판단은 사실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법적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새로운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15) 차지훈,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대한 국내적 이행방안의 연구 - 인권이사회 권고
를 중심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6, 57면. 

16) 정인섭, “국제인권규약 가입 10년의 회고”, 국제인권법 제3호, 국제인권법학회, 21
면, 정경수, 위의 글, 86면 등.

17) UN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관하여 상당한 비중을 부여하거나 자국 헌법상의 인권관
련규정의 정확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효성을 담보하
여야 한다는 견해(이근관,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와 한국의 실행), 국제
인권법 제3호, 국제인권법학회, 64면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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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국제인권법규의 적용 및 해석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이러한 비판은 상당 부분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의 여성의 종원자격확

인판결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

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물론 

국내인권협약이 법원의 재판과정을 통하여 국내법적 질서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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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12. 토론문 3

여성인권과 개인통보제도의 활용방안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반적인 의견>

1999년 유엔에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제정된 후, 한국여성

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회에 선택의정서 비준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2000년 여성연합에서는 “UN 여성차별철폐협약 20년

과 한국여성운동의 과제‘ 심포지움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후에 건의문을 작성하여 정부와 국회에 보낸 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런데 막상 국회에서 비준이 가결되

는 순간을 인지하지 못해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지 못했다. 이번 국가인

권위 토론회를 통해 선택의정서 활용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활용방안>

○ 선택의정서는 개인이나 집단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통보(진정)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통보는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마친 후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이거나 

관습적인 분야의 성차별 문제를 국제 판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국내 여성운동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이 제도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구제조치와 함께 당사국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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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지난 2000년 여성연합에서 일반여성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4%가 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당시 조

사자였던 강남식(당시 한국여성연구소 부소장) 등이 발제한 내용에 

따르면 협약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

육, 민간여성단체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를 제안했다. 그러나 이러

한 제안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제 선택의정서가 비준된 만큼 차별을 받은 당사자나 

집단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한 신혜수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몇가지 보완하고자 한다. 

- 서울YMCA 여성회원 총회참정권 배제 문제는 국가인권위에서 시정권

고한 바가 있고, 현재 성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이

다. 그리고 2007년 2월 서울YMCA 총회에서 여성회원 참정권 문제가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총회 결과

에 따라 선택의정서를 활용해볼 수 있다. 서울YMCA의 성차별 사건

은 사인간의 협약이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선택의정서를 활용해서 국제기구의 조사가 진행되면, 보

수적인 NGO나 법원의 성차별적인 태도와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최근 한국에서는 KTX 여승무원의 성차별적인 외주고용 사례에서 드

러나듯 성차별적인 고용과 해고가 매우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선택의정서 통보제



토론문 3. 여성인권과 개인통보제도의 활용방안  125

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IMF 시기에 농협에서 사내부부 여성

우선해고가 발생해 당사자들이 성차별적인 해고라는 이유로 소송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당시 선택의정서가 비준되어 있었

다면 유엔에 제소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가족제도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통보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한국이 협약의 가족성 선택조항 비준을 유보

하고 있어서 민법의 부성의무조항 문제를 선택의정서로 접근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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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12. 토론문 4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내 여성관련 
법률의 현황 및 과제

박 선 영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인권법제연구센터 센터장)

Ⅰ. 들어가며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은 유엔문서 중 

가장 구속력있고 구체적이며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남녀평등원리와 실

천전략을 담고 있는 여성의 권리장전이다. 이 협약은 정치적․공적 활동, 

국제적 활동, 국적의 취득․변경, 교육, 고용, 보건, 경제적․사회적 생활, 민

사문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남녀평등, 여성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따른 착취금지, 농어촌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

가가 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협약비준 동의를 얻어 1984년 12월27일 유엔 사무총

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위 협약에 가입하였고 위 협약은 1985년 1

월26일부터 우리나라에 적용되었다. 위 협약이 적용된 이후 수차에 걸친 

가족법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여성농업인육성

법 제정, 성매매특별법 제정 등 여성관련 법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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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재, 여성관련 법률은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부를 제외하면 

국제질서에 부합되는 선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관련 법과 제도

가 여성내부의 양극화와 여성차별이 직접차별에서 간접차별로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토론문은 위 협약의 영향으로 정비된 여성관련 

법과 제도의 현황을 검토한 후에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Ⅱ.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여성관련 법과 정책

1. 차별개념 (협약 제1조) 

협약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직접차별 및 간접차별을 포함하여 정의함으

로서 성차별에 간접차별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행법 중 성차별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상

의 성차별을 직접차별뿐 아니라 간접차별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고, 적

극적 조치, 모성보호, 진정직업자격을 차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1), 국

가인권위원회법은 차별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2).  그 밖의 차

1) 제2조(정의)  1.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
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
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
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근로여성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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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금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법률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는다

', 또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현행법 상 성차별개념이 가지는 문제로는 첫째, 남녀고용

평등법 이외에는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고용평등

법상의 간접차별 개념 역시 그 판단기준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간접차

별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

다. 따라서 간접차별의 의미와 범위, 그리고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법과 판례 및 결정례는 공통적

으로 합리적 이유 유무를 성차별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사회통념으로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의 범위

가 지나치게 넓고, 사회통념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인해 합리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 주관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성차별 판단기준으로는 자의적 차별을 금지하는 합리성 판단기

준이 아닌 엄격한 사법심사기준이 적용되거나 성차별의 정의규정을 구체

적으로 규정하고 그 예외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차별개념을 변

경․확장할 필요가 있다.

2) 제2조 (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
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원적지, 본적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
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
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
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
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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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
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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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 (협약 제2조 (c))

현행법에 의한 성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자율적 분쟁처리제도

(사업장의 고충처리제도, 학교의 성차별․성희롱심의기구 등), 국가인권위원

회, 행정기관(지방노동행정기관, 노동위원회 등),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

원, 헌법재판소)등이 있다.

기존에는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조사․구제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으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고용평등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나 2005년 차별

문제에 관한 조사․구제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됨으로써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그 근거법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

되었고, 노동부 산하(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었던 고용평등위원회는 그 

근거법인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6년3월1일에 폐지되었다.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는 다양한 차별사유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

고 중복차별에 대해 통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전문성의 결여와 차별요소간의 계급화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를 

통해 성차별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각된 성희롱사건이 행정법원에서 승소하는 

등 성차별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 역사가 짧긴 하지만 효과성 

분석을 통한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3. 여성차별과 형사법(협약 제2조(g))

형법상의 강간죄 규정은 강간의 객체를 (배우자가 아닌) 부녀로 한정하

고 있고, 최협의의 폭행, 협박과 성기삽입을 요건으로 하는 등 남성 중심

성을 보이고 있다.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한정함에 따라 동성간의 강간, 성전환한 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되지 않고 성기삽입 중심의 강간죄 구성으로 구강, 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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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강간죄 규정 

자체는 강간죄의 객체에 배우자인 여성을 제외하고 있지 않지만 법원은 

부부강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해야 하고 부부강간죄 인정, 

강간의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여성동성애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정책의 성 주류화 (협약 제3조)

여성발전기본법의 제․개정과 여성부의 출범을 통한 정책의 성 주류화가 

도입되어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3), 성인지적 통계

의 생산(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 제3항)4),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국가재정법 

제26조)5)등 성 주류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졌다. 국가정책의 성

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는 국가정책에 있어서 간접차별이라는 구조

화된 차별의 재생산을 막을 수 있다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5. 적극적 조치(협약 제4조)

3) 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
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4)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성인지)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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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남성과 여성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

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

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6조)고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는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정치 분야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는 공직선거후보 여성할당제

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하면 각 정당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

대표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하고 그 후보자 명부의 매 홀수 번

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 또한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

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

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추천보조금 총

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그 잔여분

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비례

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한다 )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반면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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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①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②. 여성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이상 

100분의 15미만을 추천한 정당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정치자금법 제26조)

나. 행정 분야

행정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정

부위원회의 여성위원참여목표제가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채용목

표제가 2002년 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공직내 성비의 균형유지와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입되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

의 합격자가 30%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

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6).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참여목표제는 19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

정될 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제15조 제1항)는 조항을 마련

하고, 1996년 제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자방자치단

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녀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영 제

27조).

이에 근거하여 정부위원회의 여성참여확대정책이 1997년부터 시행되어 

6)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5급공개
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제25조(6급 이하 및 기능직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
격결정), 제30조(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 및 제40조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
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
을 합격” 시킬 수 있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
우에 그 실시대상시험의 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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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2007년까지 여성참여율은 40%이상으로 계획되고 있다.

다. 교육․연구 분야

교육․연구 분야에서는 여교수채용목표제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적극

적 조치가 추진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6월 국립대학에 200명

의 여성교수를 별도정원으로 배정하고 2003년 7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

해 여성교수 채용목표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7)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적극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이공계대학 등의 재학생중 여학생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 이공계

대학 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

장” (제8조제1항) 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 등에 대하여

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 등에 재학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고(제9조제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또

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기

술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잠정적으

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일정수

7)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
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당해 추진실적을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
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
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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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라. 고용 분야

200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의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적극적 조치를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사업주가 현존하는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취하는 모든 조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절차를 말한

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공기업 및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에게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규모

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제17조2). 그리고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

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

선조치 우수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

장관은 평가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제17조3).

마. 경제 분야 

대표적인 것이 여성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여성기업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고 (제8조제2항),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

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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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조 제3항). 또한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생산하는 물품

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그리고 “공관기관이 중소기업진

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구매

계획에는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하고(동조 제2항) “공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기업이 생산

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을 협의

함에 있어 해당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자금지원에 있어서

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제10조).

적극적 조치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일정 집단에 대해 그동안

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입

학 등의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부여하는 조치를 말한다. 따라서 

적극적 조치는 ① 개인의 자격이나 실적보다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을 근

거로 혜택을 준다는 점, ② 기회의 평등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 ③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목적이 실현되면 종료하는 잠정적 조치라

는 점에 특징이 있다.8)

사회 구조적인 남녀격차와 과거의 차별의 영향에 의해 출발점에 격차가 

있는 경우, 그 격차가 해소 될 때까지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여 한정적이고 

일시적으로 남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

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인 구별이고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

극적 조치는 기회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합치한다. 

그러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적극적 조치가 정당화 되는 

8) 헌재1999.12.23. 98헌마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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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특정 적극적 조치가 합리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사회구조

적인 문제로 인해 남녀간의 격차가 실제적으로 존재할 것, ② 채용되는 수

단과 목적사이에 균형이 있을 것, ③ 다른 성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단을 취할 것 등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적극적 조치의 내용 중 양성평

등채용목표제와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 규정은 차별의 존재, 목적과 수단

의 균형, 다른 성과의 관계 등에 대해 보다 면 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6. 가정에서의 양성평등(협약 제5조)

협약 제5조는 남성과 여성간의 고정적 역할분담의식의 시정과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공동책임 의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정에서의 

남녀평등 교육,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노력할 것을 의무

로 규정하고 있고(제19조, 제24조),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

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제23조)

7.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협약 제6조)

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

하는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성매매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윤락행위등방지에관한

법률이 있었지만 사문화된 법률로서 성매매여성의 인권보장은 정책과제로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2001년 군산에서 화재로 인해 감금상태

에서 성매매를 강요받아왔던 성매매여성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매매여성들이 처한 인권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 결과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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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및 피해

자 보호와 지원체계에 관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

되어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쌍벌주의 원칙하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도입하여 성매매피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였다. 

자발적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의 성격, 동기 등을 고려하여 성매

매 장소의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

분을 받도록 하였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매매피해여성 등을 위

한 상담, 지원시설 제공,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다양한 보호 및 자활지원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의 경우, 인신매매의 결과로서 성매매가 강요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처분 집행을 하지 않고 통역과 법률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최근 들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인신매매의 성격을 가지고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소 규제와 혼인 

전 사증인터뷰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8.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협약 제7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치 분야에서 적극적 조치가 실시된 결과 제16

대 국회(2000~2004) 여성의원이 16명(5.9%)이었던 것이 제17대(2004~2008)

에서는 41명(13.7%) 증가하였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국가의 결정과정에

서 참여할 수 있는 관리직 여성의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여성관리

자 임용계획 5개년 계획」을 2002년 수립하여 기관별로 1인 이상의 여성

국장과 과장을 임용하도록 권고하였다. 그러나 2006년, 국가 및 지방 일반

직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각각 7.3%와 4.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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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성평등교육(협약 제10조)

협약은 교육 분야에서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남녀평

등교육의 실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을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제3조 제1호), 동법 시행령에서 여성정책의 첫 

번째 범주로서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고, 가정

교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에서 남녀평등의식 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20조, 제21조) 또한 남녀평등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효율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1조의3).

교육기본법은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고(제4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게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

립․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시책에 채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

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7조의2 제1항, 제3항)또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있다(제17조의2 제4항).

10. 고용상의 남녀평등(협약 제11조)

고용상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서 퇴직․해고

에 이르는 고용상의 전 과정에서의 직․간접적인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

다. 또한 동법은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

을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

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서

도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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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법률 등을 통해 성을 이유로 하는 고용상의 직접차별은 많이 사

라진 반면, 기준 그 자체는 성중립적이지만 차별적 결과를 가져오는 간접

차별로 차별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고용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차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은 직무급을 전제로 한 서구의 임금체

계을 기반으로 한 임금에서의 평등원리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임금체계와 정합성을 갖는 형태의 임금

평등원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직장보

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등을 내용으로는 모성보호관련 법률이 개정

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의 탄력적 사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성근로자가 한정되어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여성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여성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노동

자는 모성보호 등의 법적 권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11. 여성의 건강권(협약 제12조)

건강권은 최근에 주목받는 권리로서 여성의 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모성보호와 관련해서는 필

수 산전후 진료에 대한 급여 확대와 최소한의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

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제왕절개 수술이 

행해지고 있는 과잉 의료 진료에 규제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

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출산에 있어서 산모의 출산 방식 선택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홍보․교육에 있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한 합법․비합법 이주 노동자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보장 적용과 더불어 특

히 취약 계층인 여성 이주노동자의 모성 보호를 위해 기존 국내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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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보호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식보건과 관련하여 장애 

여성은 일반 여성에 비해 자기 결정권이 더욱 낮고 모성 보건 서비스에 

관한 정보나 실제 접근성, 사회적 지지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많은 상황

이다. 여성 장애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적 보장 뿐 아니라 

사회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며 산전․분만․출산 후 단계별로 필

요한 의료 서비스 제공하고 및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장

애 여성 자녀의 양육지원 할 수 있어야 한다. 

12. 농어촌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장(협약 제14조)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제정하여(2002년 시행)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체

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법에 의해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며 여성농어업인 관련예산이 증가하였고, 보건복지 증

진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13.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협약 제16조)  

여성관련 법률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가족법이다. 가족

법은 1977년 ,1990년, 2005년에 커다란 개정이 있었다. 1977년 개정에서는 

부부사이에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한 재산을 남편의 것에서 부부공유로 하

였으며, 미혼인 딸의 상속분을 아들의 1/2에서 동일하게 상향하였다. 

1990년 개정에서는 ①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는 

호주승계제도로 변화시키고 호주의 유명무실한 권리를 폐지하였다, ② 혈

족과 인척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부계와 모계, 남편과 아내 쪽을 동일

하게 하고,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 간과 적모와 서자 간에 강제로 부모

자녀관계를 가지게 했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③ 부부 동거장소와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입양에 있어서 남편우선주의를 해소하

고 부부공동생활의 비용을 남편이 부담하게 하던 것에서 부부공동부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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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하였다, ④ 이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고, 이혼 후 자녀

를 직접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

였고,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신설하였다, ⑤ 상속에 있어서 직계비속 

간 차등을 해소하여 출가한 딸도 다른 자녀와 균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게 

하고 호주의 상속분에 가산하는 제도는 폐지되었다, ⑥ 부부간에 직계비

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에 있어서 부부동일하게 사망배우자의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하여 처와 남편의 상속에서의 차별도 해소하였다. 

2005년 개정에서는 ①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가족의 범위가 '호주의 배

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그 가에 입적한 자'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변경되었다, ②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부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에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혼인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

다, ③ 동성동본금혼제는 폐지되었다, ④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규정은 

삭제되었고, 친양자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상과 같은 개정을 통해 가족법은 협약 내용에 모순되는 많은 규정이 

폐지되거나 개정되었다. 단, 자의 성과 본에 있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과 혼인적령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고 남녀의 혼인적령을 다르게 규정한 것은 협

약의 내용과 모순된다. 그러나 현재, 혼인적령을 남녀 통일하는 민법개정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Ⅲ. 앞으로의 과제

이상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과 국내 여성관련법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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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철폐협약비준 이후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법과 제도에는 많은 변

화와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런 법과 제

도가 여성의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여성내부의 양극화가 확대

되는 등 법과 현실이 괴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과제로서 제언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내부의 차이에 주목하여 여성을 단일 집단이 아닌 다양한 

이해와 요구로 분화되는 집단이라는 전제하에 여성비정규직, 여성장애인, 

여성동성애자, 이주여성, 여성노인 등의 구체적 집단별로 법과 제도가 설

계되거나 정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직접차별에서 간접차별로 구조화되어 재생산

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간접차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가 국가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하고, 적극적 조치를 다양한 영역에서 도입하여 실효성 있게 

작동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통해 간접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축적해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차별 구제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성차별 권리구제방식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혹은 그것에 앞서 성차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와 '차별 감수성

'의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차

별적 내용의 교과서 분석 및 개정, 초, 중, 고 각 학교별로 차별예방교육

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기관 종사자, 국가 및 공공부문 종사

자를 대상으로 차별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여 민간부문의 경우 차별예

방교육의 실시를 권장하고 실시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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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12. 토론문 5

CEDAW 선택의정서 가입에 따른 
국회의 역할1)

차 인 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 국회 내 논의

○ 경과

- 정부 제출  2005. 12. 9 ⇒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부 2005. 12. 13 ⇒

- 위원회 상정 2006. 9. 7 ⇒ 법안소위 심사 9. 26 ⇒ 의결 9. 28  ⇒

- 본회의 의결  2006. 9. 29 

○ 의미 부여2)

- 선택의정서의 가입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

한 우리나라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임.

- 국내의 구제절차를 통해 여성차별철폐협약 상 권리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통해 보충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 정부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1) 본 토론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2)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 검토보고서, 2006.9.



150  CEDAW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노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임.

○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및 법안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나 새

로운 견해는 없었음.3)

■ 개인통보제도 이용시 지원체계 마련 과제 

○ 통보 단계: 개인 및 집단의 통보제도 활용시 조력 문제

- 시민단체 또는 민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

-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전에 인지되고, 홍보될 필요가 있음.

○ 심사 단계: 반복적 피해 또는 2차 피해로부터 보호 

- 제5조(긴급 고려 사항으로서 결정 이전의 잠정 조치 요청)가 발생했을 

시 대처방안

- 제11조(부당한 대우 또는 협박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

절한 조치)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인식과 대책

○ 권고 이행 단계: 신속한 조치 이행 및 보고

       행정적 경로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당사국

       CEDAW ⇔ 외교부 ⇔ 여성가족부 (⇒ 각부처)

- 젠더 이슈의 광범위함

: 권고 이행의 내용이 여성가족부 소관에 그치지 않음.

- 부처간 협조체계의 매너리즘 극복 문제

: 여성차별철폐협약관련 사항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처협조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4)

3)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록 9.7, 9.26, ,9.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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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진정인 알림 여부

: 권고 이행과정의 정보를 진정의 주체인 개인 또는 집단 또는 대리인

에게도 알릴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매뉴얼화 필요

■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 격차 축소 과제

○ 선택의정서의 가입은 젠더 이슈의 정책화 과정에 글로벌 기준이 작

동함을 의미함.

○ 국가부문의 젠더 이슈 인식 수준을 보면,

명시적인(의도적인) 남녀차별 문제는 상대적으로 잘 인지하고 있음

에 비해, 간접적, 구조적, 결과적 차별의 문제는 아직 젠더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CEDAW에서 차별의 의미(제1조)를 보다 명확히 홍보/교육해 

내는 것이 중요할 듯.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 기타 과제

○ 용어의 정돈

- 하나의 용어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은 동 제도에 대한 이

해를 확산시키는데 장애요소이므로 정돈이 필요함.

4) 2005년 7월 29일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법률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
에 관한 법률」폐지법률 중 성희롱과 성차별에 대한 조사와 구제의 업무를 포함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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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통보(communications) : 정부 가입동의안

진정: 발제문

청원: 법무부 자료5)

참고) 법문에서의 통보 : 사실을 알림 

「국회법」에서의 청원 :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진정: 조사와 구제의 건 

○ 가해 방지 대책에도 역점을 둘 필요. 

- 여성정책의 글로벌 거버넌스 진전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지역

의 원정 성매매 문제처럼 한국인이 타 당사국에서 가해자가 될 가능

성이 농후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정책적 관심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

임.

■ 국회의 역할

○ CEDAW 이행 및 선택의정서 이행의 감시, 감독

- 부처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한 이행의 확인(여성가족위원회)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활용

○ 국내법의 검토 및 재개정 작업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령의 검토결과, 제․개정 작업 

참고) 여성가족부의 남녀차별법령 연구용역사업 2005/6

- 다음 단계는 결과적 성차별을 유도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검토체계의 제도화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예) 국가청렴위원회 - 모든 법령의 부패유도효과 검토(부서 편제)

○ CEDAW 및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회 내 인식 제고

5) 법무부 인권과 “국제인권규약상 권리청원 절차”,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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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규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편.

- 국회내 매체나 정부의 홍보물을 활용한 인식 제고 필요.

(여성가족위원회/여성가족부)

○ 성 인지 예산 분석을 통한 CEDAW  이행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평

가 모색

참고) Diane Elson(영국의 경제학자, 성 인지예산 전문가)의 유엔 여성 

차별철폐협약 이행을 위한 성 인지 예산 분석 보고서, 2006. 5

Diane Elson(2006), Budgeting for Women's Rights: Monotoring 

Government Budgets for Compliance with CEDAW, UNI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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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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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12. 부록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

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

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

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

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

며, 여성이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

화적 생활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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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

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남녀평등을 도모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

제에 관계없이 국가간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

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

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하에 있는 인

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완전

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

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

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

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

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사회와 가정에서

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

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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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 1 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

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 2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가)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

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나)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조치를 채

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다) 남성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

하며 권한 있는 국내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

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라)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 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하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마)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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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

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사)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제 3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

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

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 되어서는 결코 아니된

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

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 5 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

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나)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

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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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 6 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

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 7 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

든 공공 기구에의 피선거권

(나)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다)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제 8 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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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

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

인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

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

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

여하여야 한다.

제 3 부

제 10 조

당사국은 교육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

여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나)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

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다)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

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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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마)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

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바)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찌기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사)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아)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 11 조

1. 당사국은 고용분야에서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

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나)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다)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

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라)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

을 권리

(마)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바)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

의 안전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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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여부를 근거로 한 해

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나)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

하는 것

(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

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라) 임신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

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

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제 12 조

1.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

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

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

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조리기간

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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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위

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나)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다) 레크레

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 14 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골여성

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가)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나)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시설

의 혜택을 받는 것

(다)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라)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

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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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바)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사)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

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아)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제 4 부

제 15 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

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

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

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

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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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

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 

평등의 기초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나)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

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다) 혼인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라)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

로 고려되어야 함

(마) 자녀의 수 및 출산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

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

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바)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사)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아)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8  CEDAW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제 5 부

제 17 조

1. 본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

별 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

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

의 본 협약의 규율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

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중에서 선출

되어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

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

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중에서 비 투표

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그 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사

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

개월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

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에

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

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다수표 및 절

대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

된 구성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선거후 즉시 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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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는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후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 기회에 선출된 추

가 구성원중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중

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 18 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

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

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즉, (가)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이내에 제출하며 (나)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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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2년임기의 자체직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

여 매년 2주를 넘지 않는 기간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

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 21 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제

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송부하

여야 한다.

제 22 조

전문기구는 본 협약 규정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에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부록 1  171

제 6 부

제 23 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의 법령 또는

(나) 동 국에 대하여 발효중인 여하한 기타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

제 24 조

당사국은 본 협약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

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 25 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

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사

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26 조

1. 본 협약의 개정요구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

로 당사국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 27 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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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

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 28 조

1.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

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

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 29 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

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이

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재판소

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국이 본조 제1항

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

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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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0 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

본이며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

하였다.



ꁲ 부록 2 ꁲ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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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2007. 1. 12. 부록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의 평등한 권

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또한,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권리에 있

어 평등하게 태어나며 성에 기인한 구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국제인권규약들과 다른 국제인권규범들이 성에 기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또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서 동 협약 당사국들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 지체없이 추구하기로 

동의한 점을 상기하며,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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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

를 취하겠다는 협약당사국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

출되는 통보를 접수하고 심리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권한을 인정한다. 

제 2 조

통보는 당사국에 의한 협약상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당사국 관할 하의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에 의하거나 그들을 대리하여 

제출될 수 있다. 통보가 개인 또는 집단을 대리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

들의 동의없이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지 아니하는 한, 그

러한 동의를 수반한다. 

제 3 조

통보는 서면으로 제출되며 익명이어서는 아니된다. 통보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협약당사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어떠한 통보도 위원회에 

접수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1. 위원회는 국내구제절차의 이용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가능한 모든 국내구제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때까지는 통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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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보를 심리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가. 동일한 사안이 이미 위원회에서 검토되었거나, 또는 다른 국제적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었거나 심사중인 경우

나. 그것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다. 그것이 명백하게 근거가 박약하거나 그 사안의 실체적 존재가 

충분하게 소명되지 못하는 경우

라. 그것이 통보 제출권의 남용인 경우

마.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 의정서가 관련 당사국에게 발효된 

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발효 이전에 발생한 경우

제 5 조

1.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에 본안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주장된 권리침해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

이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하라는 

요청을 긴급한 고려사항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1항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이것은 통보의 심리가

능성이나 본안에 대한 결정을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제 6 조

1. 위원회가 관련 당사국을 거명하지 아니한 채 통보를 심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해당 개인이나 개인들이 그들

의 신원을 관련 당사국에게 밝히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위원회

는 이 의정서에 따라 제출된 모든 통보에 대하여 비공개적으로 관련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접수 당사국은 이러한 사안과 자국이 제공한 구제조치가 있는 경우, 

동 구제조치를 소명하는 서면 설명서 또는 진술서를 6월 이내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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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제출한다.

제 7 조

1. 위원회는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에 의하여 또는 그들을 대리하여, 그

리고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어 위원회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

보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조건 하에서 이 정보를 고려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통보를 심리한다. 

2.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통보를 심사할 때에는 비공개회의를 갖

는다.

3. 위원회는 통보를 심사한 후,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항과 

함께 동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전달한다. 

4.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을 포함하

여 위원회의 견해를 적정하게 고려하며,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사항

을 고려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서면답변을 6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

국이 취한 조치에 관한 추가 정보를 협약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당

사국이 제출하는 후속 보고서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당사국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제 8 조

1.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였

음을 보여주는 신빙성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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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게 동 정보의 심사에 협조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 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이 제출한 의견과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다

른 신빙성 있는 정보를 고려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긴급히 위원회에 

보고하는 위원회 위원 중 한명 또는 수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국의 동의 하에 이러한 조사는 당사국의 영

역에 대한 방문을 포함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심사한 후, 동 결과를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4. 관련 당사국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ㆍ 논평 및 권고사항을 전달받

은 후 6개월 이내에 자국의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5. 이러한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이 요청된다. 

제 9 조

1. 위원회는 관련 당사국에게 이 의정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협약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8조제4항에 언급된 6월의 기간이 종료된 후

에 관련 당사국에게 동 조사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를 위원회에 알려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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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1. 각 당사국은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지 아

니한다고 이 의정서의 서명ㆍ비준 또는 가입시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언을 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동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1 조

당사국은 그 관할 하의 개인이 이 의정서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를 제출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 또는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

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2 조

위원회는 협약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이 의정서

에 따른 자신의 활동을 요약하여 포함한다.

제 13 조

각 당사국은 협약 및 이 의정서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며, 특히 그 당사

국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견해 및 권고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접

근을 용이하게 한다. 

제 14 조

위원회는 이 의정서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수행할 때 따르는 의사규칙

을 마련한다.

제 15 조

1. 이 의정서는 협약에 서명ㆍ비준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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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비준을 받아

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협약을 비준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들의 가입을 위

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 16 조

1. 이 의정서는 열 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가 발효된 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

탁된 날부터 3월 후에 발효한다.

제 17 조

이 의정서에 대한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18 조

1.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

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

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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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

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받고 이 의정서 당사국의 3분의 2

가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때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한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은 여전히 이 의정서의 규정 및 그 당사국이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제 19 조

1.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폐기는 폐기 발효일 이전에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통보나 제8

조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에 이 의정서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0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국가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이 의정서에 따른 서명ㆍ비준 및 가입

나. 이 의정서의 발효일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개정의 발효일

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



부록 2  185

제 21 조

1. 이 의정서는 아랍어ㆍ중국어ㆍ영어ㆍ불어ㆍ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

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협약 제2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의정

서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ꁲ 부록 3 ꁲ

CEDAW 개인통보 사건

(1) Communication No. 1/2003, Ms. B.-J. v. Germany

(2) Communication No. 2/2003, Ms. A. T. v. Hungary

(3) Communication No. 3/2004, Ms. Dung Thi Thuy Nguyen v. The Netherlands

(4) Communication No. 4/2004, Ms. Andrea Szijjarto v. Hungary

(5) Communication No. 5/2004, Ms. Rahime Kayhan v.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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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A/59/38 발췌문 Annex VIII

(1) Communication No. 1/2003,

Ms. B.-J. v. Germany

OP-CEDAW에 의한 개인통보 심리부적격을 선언한

CEDAW 위원회의 결정

Communication No.: 1/2003, Ms. B.-J. v. Germany*6)

(2004년 7월 14일 31차 세션에서 채택된 결정)

진정인: Ms. B.-J.

피해자: 진정인 본인 

당사국: 독일

통보일: 2002년 8월 20일 (최초 제출일)

CEDAW(이하 “동 협약”이라 함)의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CEDAW 

위원회는

2004년 7월 14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 위원회의 절차규칙 60항에 따라, Ms. Hanna Beate Schopp-Schilling은 이 개인통보 검
토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두 위원인 Ms. Krisztina Moravai와 Ms. Meriem 
Belmihoub-Zerdani가 서명한 개인의견의 텍스트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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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격여부의 결정

1. 2002년 8월 20일에 제출되고 2003년 4월 10일에 추가 자료가 제출된 

본 개인통보의 진정인은 Ms. B.-J로, 2004년 4월 현재 57세의 독일국

민이며 독일 Norten-Hardenberg에 거주하고 있다. 진정인은 독일 정부

가 동 협약 제1조, 2조 (a)~(f), 3조, 5조 (a), (b), 15조 (2)항, 16조 (1)

항 (c), (d), (g), (h)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

장한다. 진정인이 직접 변호를 맡고 있다. 독일에서 동 협약은 1985

년 8월 9일에, OP는 2002년 4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제시한 사실관계

2.1 진정인은 1969년에 결혼했다. 진정인은 결혼할 당시 견습 간호사였

지만, 결혼을 하면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자신은 주부의 

역할을 하고 더 이상 학업은 지속하지 않겠다고 남편과 합의하였다. 

진정인은 1969년, 1970년, 1981년생인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2.2 진정인은 1984년에 학업을 재개하기를 원했지만, 남편은 이에 반대

하면서 남편이 직업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내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

다. 1998년에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진정인은 다시 학업 재개

를 희망하였지만, 1999년 5월 진정인의 남편은 이혼을 신청하였다. 

2.3 1999년 9월, 이혼과 관련해서, 진정인과 남편은 Northeim에 소재한 

가정법원에서 남편이 이혼위자료(separation maintenance)로 매달 973 

마르크를, 막내아이의 부양비로 매달 629 마르크를, 진정인이 계속 

거주하는 집의 대출상환금(mortgage)으로 매달 720마르크를 지급한

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2.4 2000년 7월 28일에 이혼이 확정되었다. 이혼으로 인한 연금의 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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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결혼기간 동안 축적된 재산(accrued 

gains)의 분배와 이혼후 위자료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했다.

2.5 2000년 7월 10일, 진정인은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하여, 이혼의 법

적 결과에 관한 법규가 헌법 제3.2조와 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

신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6 2000년 8월 30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2.7 2004년 4월, Göttingen 법원은 진정인의 남편에게 별거수당 지급을 

중단했던 2002년 8월까지 소급적용하여 진정인에게 위자료로 매달 

280유로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진정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

하였다. 

2.8 진정인은 Niedersachsen 법원이 성차별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족의 

문제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항의 서한을 연방 법무부와, 

Land Niedersachsen의 법무부 및 여성부에 2001년 7월 28일, 2002년 

2월 6일, 2002년 3월 2일, 2003년 1월 15일, 2003년 2월 22일에 제

출하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2.9 축적된 재산 동등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이의제기(complaint)

3.1 진정인은 자신이 이혼의 법적 결과(재산분배, 연금분배, 결혼해지 

후 별거)에 대한 규정들에 의해 성차별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이 

규정들의 영향을 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견해에 따르면, 

이 규정들은 오랜 결혼 생활 뒤에 자녀를 데리고 이혼한 나이든 여

성들에게 제도적으로 불리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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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축적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축적재산을 적게 분배받은 

배우자는 소득이 더 많은 배우자의 초과분의 1/2을 받도록 법에 규

정되어 있지만, 이 법규는 기혼자의 향상되거나 가치저하된 “인적

자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이 규정이 남편

에게 부인의 무임금 노동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연금수급 재분배와 관련된 법이 이

와 마찬가지로 차별적이며, 애매하고, 불문명하며, 차별적인 조항들

로 위자료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3.3 또한 진정인은, 좀 더 일반적으로, 이혼의 사후 처리를 위한 법적 

소송의 리스크와 스트레스가 일방적으로 여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

에 여성들은 절차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에게 무

기대응의 원칙(equality of arms)이 보장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모든 이혼한 여성은 제도적 

차별, 불이익, 굴욕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3.4 진정인은, 이혼의 법률적 결과에 관한 법에 대한 법적 규정과 관련

하여 입법가(legislator)가 헌법의 동등대우 조항들(헌법 제3.2조, 3.3

조)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이의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하기

로 결정한 후, 국내의 모든 구제절차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심리적격 여부에 관한 당사국의 소견(observations)

4.1 2003년 9월 26일자 제출문건에서, 당사국은 본 개인통보의 심리적격

성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4.2 당사국은, 진정인이 (최초 제출문건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던) 이혼판

정에 연금분배에 관한 결정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혼 후수당과 재산의 동등분배에 관한 최종판결은 아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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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태다. 또한, 당사국은, 진정인이 자신의 이혼판정과 이혼

의 법적 결과 규정 전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였다는 점에 주

목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이후에, 진정

인은 해당 규정의 개정을 위해 연방 법무부 및 주 법무부에게 재차 

청원하였다. 

4.3 이혼과 이혼의 법적 결과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결혼의 

효력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관련 법규에 대해서, 당사

국은 이혼의 경우 배우자들이 수익을 공유하는 법적 혼인체제(in 

the statutory marital regime of community of gains)에서 생활하고 있

다면 “축적재산”은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먼저,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재산(원래 재산)가치와 이혼 시점의 재산 (최종

재산) 가치를 결정한다. 축적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최종재산이 원래 

재산을 초과하는 차액분이다. 축적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축적재산 대비 차액의 1/2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Section 1378 BGB). 이혼 후 위자료에 대한 규정들은 우선은 (전) 

배우자들의 자가책임(self-responsibility)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혼 

후, 원칙적으로 배우자들은 자신의 생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

서, 위자료는 특정 범주의 사례에 대해서만 고려된다. 하지만, 상당

수의 이혼 사례에 있어 이러한 선결조건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의 존재는 오히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짙

다. 개인적이고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금전적으로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후연대책임(post-marital solidarity)에 의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법자

의 견해에 기인한다. 또한, 결혼을 앞두고, 또는 결혼기간 동안 결혼

을 이유로 공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중단한 배우자는 

훈련 또는 교육기간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연금 균등분배

에 관한 법에 따라, 결혼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보다 전체적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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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금을 수급한 배우자는 그 차액의 절반을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4.4 당사국에 따르면, 본 개인통보는 OP 제2조의 ‘고충요소(grievance)’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격치 않은데, 법의 위반으로 인해 자신

들이 직접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피해자들(victims)만이 

진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진정을 수단으로 하여 합헌성을 

추상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만약, 진정인이 기존의 

법률조항으로 인해 형성된 법적 지위에 의해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 받았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이혼의 

법적 결과에 대한 법이 여전히 법원에 의해 진정인과 관련하여 시

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당사국에 의하면, 임의의 

진정인이 개인적 진정을 통해, 이혼의 법적 결과에 대한 독일법을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검토하게 할 수는 없다.

4.5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당사국은 본 개인통보에서 진정의 근거는 

진정인 본인의 이혼소송이며, 따라서 이러한 틀 안에서만, 이혼의 

법적 결과에 대한 법과 관련하여 적용된 법률조항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4.6 또한, 당사국은 충분한 실재성(substantiation)의 결여로 인해 심리 부

적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정문제 

합의, 그러한 합의가 도출된 법적 근거, 그러한 합의로 인해 진정인

이 전남편에 비해 재정적으로 불리해졌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하

여 진정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

의 사건에서 동 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와, 그렇

다면 어떠한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다. 

4.7 당사국은, 특히, 이혼판정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진정인의 경

우에 어떠한 법률조항이 적용되었고 그로 인해 어떠한 재정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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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연금과 축적재산의 동등

분배 및 이혼후 진정인이 받는 위자료의 액수에 관한 정보가 부족

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혼의 법적 결과

에 관한 독일법에 의해 자신이 전남편과 비교하여 재정적으로 불리

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실재성이 없고, 이혼한 여성들이 재정적으

로 불리함을 보여주기 위해 언급한 국제 연구자료도 이러한 점에서 

불충분하다.

4.8 또한, 당사국은, 본 해당통보가 이미 진정요소의 결여로 인해 심리

부적격하기는 하지만 신중을 기하기 위해, 진정인이 모든 국내 구

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진정인의 경우 인

정될만한 절차는 헌법소원 제출일 것이다. 진정인이 연방 헌법재판

소 법 (Suprem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t)(section 9, para. 3)에 

따라, 결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 전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하

기는 하였지만, 법에 대한 직접적 진정은 해당 법이 발효된 지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으므로, 진정인의 헌법소원은 이 이유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심리부적격하게 된다. 

4.9 또한, 당사국은 본 개인통보건의 이혼과 관련하여 연금의 동등분배 

문제만이 합의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진정인이 이혼판정에 대한 

항소를 이혼선언 자체에만 제한하고 있어서, 연금의 동등분배 문제

는 항소법원 (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의 심리 대상이 아니다. 

연금분배의 문제는 심리 가능하였을 것이며, 진정인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요건을 갖춘 합리적 항소를 제

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OP 제4.1조에 의한 진정의 심리부적격이라

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4.10 시간적 관할에 따른 심리적격성(inadmissibility ratione temporis)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진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OP가 독일연방

공화국에서 발효된 시점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언급한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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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당사국은, 이혼소송만이 본 진정의 대상이며 최종 결론적

인 결정은 지금까지 이혼과 관련된 연금의 동등분배에 대해서만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 관할에 따른 심리적격성을 판단

할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은 그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 날, 즉 2000

년 7월 28일이다. OP는 독일에서 2002년 4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심리적격성에 관한 당사국 견해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5.1 진정인은, 이혼 및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관련 법규와 결혼의 효

력 및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관련 법규에 대한 당사국의 설

명은, 이혼소송에서 동등분배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는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이들(대체로 여성)의 상

황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독일의 사회구조하

에서 대체로 남성들은 결혼기간 동안 직업적으로 상승하는 데 반해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주된 책임과 육아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과 직업적 성장을 중단해야 하며, 이로 인해 특히 별거 또는 이

혼 후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혼 여성의 지나치게 불리한 상황뿐만 아

니라 위와 같은 사회, 가족, 및 결혼의 현실은,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에서 충분히, 또는 전혀 감안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여성에

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결혼중에 자신의 직업 경력을 중단

한 나이든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5.2 또한, 진정인은 이혼후 권리를 강행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이는 법

원이 여성에게 불리한 혼인서약과 가족상황을 흔히 무시하며, 동등

분배는 결혼기간 및 이혼후 여성의 적절한 행동에 좌우되도록 되어 

있어 여성들은 전남편과 법원에 의한 엄격한 사회적 통제를 받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편의 부적절한 행동은 어떠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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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진정인은 이혼 여성에 대한 이와 같은 차

별과 불이익은 오로지 불충분하고 애매한 법제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5.3 진정인은, 자신이 이혼 이후로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의 영향

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함으로써, 진정요소(grievance)의 결여로 인한 본 개인통보의 심리부

적격이라는 당사국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진정인은 가정법원의 

결정뿐만 아니라 법원 소송 과정의 차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절차는 입법자가 헌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못했기 때

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인의 헌법소원

은 특히 “입법자의 부작위(omission on the part of the legislator)”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5.4 충분한 실재성의 결여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자신이 헌법소원

과 정부부처 제출문건에서 통계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였지만, 법

규, 법정 관행 및 그로 인한 여성 차별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부분은 

이혼 여성으로서 진정인이 겪고 있는 개인적 상황으로 보완하였다

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자신의 근본적이고 중대한 불이익에 대해 구

체적으로 기술하였다고 한다. 진정인은 자신이 가사와 남편의 내조 

때문에 직업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면 5,000유로의 월소득과 그에 상

응하는 노년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5.5 진정인은, 차별적 불이익은 이혼 후에야 비로소 시작되고 그 이후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과정에서 합의한 연금 동등분배의 구체

적 내용은 이 통보건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 진정인의 경우, 남편이 

1999년 5월에 이혼 신청을 한 이후로, 월 500유로의 노년연금기여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진정인이 남편의 내조와 가사에 전념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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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면, 노년연금기여금으로 47,000 유로(결혼을 지속했을 경우)에서 

94,000 유로(자기 수입의 경우)가 지급되었을 것이다. 

5.6 모든 국내 구제절차의 활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자신의 사건에서 

헌법 제3.2조와 3.3조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헌법소원에서 그 

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였으며, 이혼의 법적 결과 전반을 대상

으로 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진정은 법률 “전반”

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 법에 함축되어 있는 차

별과, 이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이익을 근절했어야 하는 

입법자들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진정인 자신이 그러한 

차별과 부작위의 영향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다. 

5.7 진정인은, 헌법소원이 심리적격하였으며, 따라서 자신이 국내의 모

든 구제절차를 활용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혼의 법적 결과

에 관한 진정인의 진정은 “심리부적격” 또는 “근거없음”을 이유로 

기각된 것이 아니라, 판결 대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이다. 또한, 진정인은,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제93조는 국가의 부작위

에 관한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

한다. 진정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자의 지속적인 부

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반드시 법적 구제절차를 사전에 이용하지 

않아도 되며 연방헌법재판소 법 제93.2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지

킬 필요가 없다는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56, 54, 70)의 결정을 참

고한다. 덧붙여서, 진정인은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

로 한 자신의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근본적인 헌

법적 문제들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연방 헌법재판소법의 제90.2조 

두 번째 문장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법적 구제의 사전 활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심리적격이었다고 주장한다. 

5.8 또한, 진정인은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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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족과 결혼관련 사실들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진정인은 금전적 제약때문에 국내의 구제절

차를 활용할 수 없었다. 끝으로, 이혼소송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진

행되는 반면에, 여성이 동등분배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법적 결과에 대한 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된다. 이는 진정인이 2001

년 9월 이후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한 정

보를 입수하려고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2002년 8월 그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소송을 하게 되었다. 소송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다. 

5.9 진정인은, 2003년 8월까지 법원은 이혼 위자료에 관해 어떠한 결정

도 내리지 않았음을 재차 언급한다. 진정인은 매달 497유로를 위자

료로 받았지만, 진정인이 장기간의 힘든 법정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인 2002년 8월 현재까지 더 이상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진정

인은, 이 결정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재심리하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진정인의 추산에 따르면, 진정인이 남편의 내조와 

가사에 전념하는 대신 학업을 마치고 경력을 쌓았다면, 오늘날 남

편과 같은 월 5,000유로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5.10 시간적 관할에 따른 심리적격성에 관한 당사국의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이혼판정은 2000년 7월에 확정되었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법의 차별적 조항들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고 강조한다. 진정인이 취한 조치들, 즉, 헌법소원과 정부부처 

탄원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진정인은 여

전히 법원으로부터 차별, 불이익, 굴욕을 겪고 있다. 

실무그룹의 요청에 따른, 심리적격성에 관한 당사국의 추가논평

6.1 당사국에 따르면, 진정인이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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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10일자 일반헌법소원(general constitutional complaint)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부적격하였다. 

6.2 당사국은, 연방헌법재판소 제93조 3항에 따라, 특정법을 직접 대상

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해당 법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

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기간제한은 법적 안전성(legal security)을 목

적으로 한다. 진정인이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 전반에 대해 제출

하였던 2000년 7월 10일자 헌법소원(문서번호 1 BvR 1320/00)의 경

우와 같이, 위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심리부적격하게 된다. 연방

헌법재판소는 심리부적격한 헌법소원을 판결 대상 사건으로 받아들

이지는 않을 것이다. 

6.3 당사국은, 진정인의 헌법소원이 입법자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방헌법재판소 법의 제93조 3항의 마감기한이 적용될 수 

없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부작위란 특정 요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그러한 요구가 원하는 정도로 충족되지 않은 경우

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정적인 요소는 이 요구에 대

한 입법자의 고려 여부다.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에서, 입법자는 여

러 법조항들을 정해놓고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은 입법자의 견해로 

볼 때는 충분하고, 적합하며, 적절한 것이다. 법규는 삶의 다양한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결혼생활과 가족생

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기본법(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의 제3조 2항과 3항을 위반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적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작위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6.4 더 나아가, 당사국은 진정인이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한 2000년 7월 10일자 헌법소원이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도 이미 심

리부적격하였다고 주장한다. 임의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제93조 3항의 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선결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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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먼저 신청자는 자신의 헌법소원이 어떠한 실제 조항, 즉 

어느 항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

정인의 2000년 7월 10일자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헌법에 위배된 민

법(Civil Code)의 특정 조, 항 또는 목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진정

의 대상인 항목의 수도 밝혀져 있지 않으므로, 심리부적격하다. 

6.5 이에 더하여, 당사국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의 선결조건들도 충

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의 제90조 1항에 따르

면, 누구라도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나 독일의 기본법(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의 제20조 4항, 33조, 38조, 101조, 

103조, 104조에 의해 부여된 권리가 공공기관에 의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 2

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법원에서의 재판을 거친 후에야 제출될 수 

있으며, 물론 권리침해에 관한 경우에 심리적격하다. 법정 절차를 

개시하면, 1심과 2심을 거치는 등 법원에서의 모든 법적 구제절차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적 구제절차의 완전한 활용 요건과 그에 

따른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은 특히 법률조항을 대

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에 적용된다. 이와 같이,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조치가 아니다. 헌법소원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

방헌법재판소법의 제90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신의 권리가 공공기관

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6.6 당사국은, 예외적으로, 신청자가 법률조항에 의해 현재 직접적으로 

– 단, 어떠한 집행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 영향을 받고 있는 경

우에는, 그 법률조항에 대해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

적한다.  과 직접 충돌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임의의 법

과/또는 구체적인 법조항이 개별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법원이 판결할 수 있도록 특정 법조항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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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는 기본권에 위배된다고 진

정인이 주장하는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과 관련하여서도, 진정인에

게 적용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 3

항에 의한 기한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진정인은 이혼의 결과에 관

한 법에 대해 일반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이 없었다고 한다. 진정

인은 우선 이혼의 여러 결과, 즉 이혼후 배우자 부양, 연금분배 및 

축적재산의 동등분배에 관하여 해당 관할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리고 난 후에야, 법원이 적용한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의 특정 조항들이 기본법 제3조 2항 및 3항을 위반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연

방헌법재판소법의 제93조 1항에 의거하여, 최종심(last instance)에서

의 판결이 전달, 공표 또는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기한 요건이 적용된다.

6.7 당사국은, 진정인이 이혼후 배우자 부양(post-marital spousal support)

에 대해 제기한 법정소송(Gottingen 지방법원, 문서번호 44 F 

316/02) 에 있어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음을 언급한

다. 이혼후 배우자 부양에 대한 주된 소송에서, 진정인은 법률지원

을 제공받았으며 대리 변호인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 법원은 진정

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양수당 액수를 결정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런 후에야 이 문제를 연방헌법재판

소에 제기할 수 있다. 

6.8 당사국에 의하면, 축적재산의 균등분배에 대한 소송은 법률지원과 

변호사 배정에 대한 진정인의 2003년 9월 8일자 청원을 심의하는 

단계에 있다. 배우자 부양에 대한 소송에서 이해갈등을 이유로 진

정인이 담당판사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동의(motion)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 청원건은 현재 계류중이다. 또한, 진정인은 2004년 2월 

11일에 Braunschweig 고등지방법원(Higher Regional Court)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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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했으며, 이에 대한 법원측의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6.9 당사국은, 진정인이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2000년 7월 

10일에 일반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 국내의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진정인의 헌법소원은 심리부적격이다. 

6.10 끝으로 당사국은, 헌법소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학출간물을 인용

하고, 진정인이 그랬듯이, 축적재산의 평등분배나 연금배분 및/또

는 배우자 부양에 관한 법이 헌법과 배치된다고 전반적으로 주장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6.11 당사국은, 진정인의 이혼의 결과에 관한 법을 대상으로 한 2000년 

7월 10일자 헌법소원이 위에 언급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전체적으

로 심리부적격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기된 

위헌성에 대한 소원만이 법률 구제절차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는 

선결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진정인의 개인통보는 OP의 제4조 1

항에 의거하여 심리부적격하다는 것이다. 

6.12 당사국은 끝으로, 이 개인통보가 심리부적격함을 선언하기 위하여, 

당초의 제출문건에 기술되었던 기타 이유들을 상기시키고 있다. 

심리적격성에 대한 진정인의 추가논평

7.1 1999년 1심 이혼소송(Amtsgericht Northeim)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1999년 11월 19일자 이혼판결문에는, 민법 제1587조에 의한 법적요

건에 따라, 앞서 제출한 문건에 기술되었던 공식을 기초로 하는 연

금의 균등분할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진정인

은 이러한 외양상으로는 “공평한 동등분배(just equalization)”가 실제

로는 결혼기간 동안 가사분담 및 기타 상호 합의한 내용이 이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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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공평하고, 

불균형하며 차별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진정인의 경우, 전남

편이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은 연금의 동등분배 당시 예상된 

금액을 훨씬 상회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진정인이 예상 금액을 받

을 수 있을지 여부와, 그 시기 및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확실

하다. 

7.2 더 나아가, 진정인은, 자신이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부양과 축적재산의 동등분배 문제는 이혼재판이나 이혼에 대한 

항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 항소는 항소법원(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에 의해 2000년 5월 23일 기각되었다. 진정인의 물질적, 

사회적, 노년 안정에 관한 개인적 노력과 결혼기간중 합의사항은 가

정법원에서 민사법원으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 진정인은, 항소법원

에서의 판결내용과 1심인 가정법원의 판결내용이 보여주듯이 사법기

관들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남성 배우자의 견해와 이익만을 전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주장한다.

7.3 진정인의 헌법소원에 대해 2000년 8월 30일자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

련하여, 진정인은 이전의 방대한 제출문건을 언급하며, 이혼의 법적 

결과가 지니는 차별적 성격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다.

7.4 모든 구제절차 활용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당사국의 견해와 상반되

게, 당사국의 견해와는 달리, 연금의 동등분배는 이혼재판에 포함되

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항소할 필요가 없

었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의 주장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기존 법리

에 의하면, 민법 제1587조에 의하면 연금의 법적 동등배분은 “명료

한 법적 조항(unambiguous legislative provision)”이기 때문에 그러한 

별도의 항소는 필요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이혼이 취

소되면 자동적으로 연금의 동등분배도 무효가 될 것이다. 다라서, 

진정인은, 자신의 헌법소원은 심리적격하며, 하급법원의 구제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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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거치지 않고도 연금의 법적 동등분배에 대해 정당했다고 주

장한다. 진정인의 헌법소원을 판결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그 소원의 Part B, 즉 연금의 법적 동등배분

에 대한 진정도 포함되어 있다. 진정인은 자신의 헌법소원이 이혼의 

법적 결과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이혼 여성들

에게 차별적이고 불리한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그 대상

으로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비록 판결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심리적격한 헌법소원을 제출함

으로써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헌법소원

이 OP의 제4.1조에 의거하여 연금의 법적 동등분배와 관련하여 심

리적격하다고 주장한다. 

7.5 진정인은, 당사국의 주장과는 상반되게, 헌법 제3.2조 및 3조의 위반

에 대한 자신의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3.2조에서 입법자의 

입법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명백하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모든 구제절차의 활용은 불필요하였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헌법소원이 BVerfGG의 90.2항에 의거하여 보편적 

이슈와 기본적인 헌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적 구제절차

의 사전 활용은 필요치 않았다고 한다. 진정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통한 모든 구제절차의 사전 활용은 필요치 않았으며, 비록 판결 대

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심리적격한 헌법소원을 제출함으

로써 모든 국내의 구제절차를 활용하였으므로, 자신의 헌법소원이 

OP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심리적격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심리적격성과 관련한 동 위원회의 안건 및 절차

8.1 동 위원회의 절차규칙 64항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는 본 개인통보건이 

OP에 의거하여 심리적격한지 부적격한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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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절차규칙 66항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는 본 개인통보의 심리적격 여부

의 문제와 본 통보의 본안(merit)을 별로도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8.3 동 위원회는 본 개인통보의 사안이 다른 국제적 조사나 해결 절차

에서 검토된 바 없으며 현재에도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8.4 동 위원회는 본 개인통보의 진정 대상이 되는 사실이 이혼의 결과, 

특히, 축적재산의 동등분배, 연금의 동등분배, 이혼 위자료 등에 관

한 것이라고 본다. 동 위원회는 이혼소송이 1999년 5월 진정인의 

남편에 위해 제기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또한, 이혼 자체는 연금

의 동등분배 문제에 대한 결정과 함께 2000년 7월 28일에 확정되었

으며, 이는 당사국에서 OP가 발효된 시점인 2002년 4월 15일보다 

앞선 시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진정인이 OP의 발효 개시일 이후

에도 연금의 동등분배와 관련된 사실들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보여

줄 만한 설득력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동 위원

회는, OP의 제4조 2항 (e)에 따라, 시간적 관할권을 이유로, 본 개인

통보에서 연금의 동등분배와 관련된 부분은 심리할 수 없다고 본다.

8.5 이에 더하여, 연금의 동등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진정

인이 이혼판결에 대한 항소를 전적으로 이혼자체의 선고에만 한정

하고 연금의 동등배분 문제는 항소법원의 심리 대상으로 하지 않았

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이혼판정에 대

한 항소가 성공하면 연금의 동등배분은 그 이혼판정의 필수 부분이

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한

다. 동위원회는, 이혼판결에서 연금의 동등분배 문제가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진정인이 헌법소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

법원에도 이 문제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동 위원회는 진정인이 연금의 동등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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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다. 따라서, 본 개인통보의 이 부분은, OP의 제4조 1항에 의해

서도 심리부적격하다. 

8.6 또한, 동 위원회는, 진정인의 헌법소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기

각된 점에 주목하며, 이와 관련하여, 그 헌법소원이 기한을 준수하

지 못했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이유 때문에 심리부적격한 방식으

로 제출되었다는 당사국의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자

신의 헌법소원이 이혼의 법적 결과에 관한 일반 소원이라기 보다는 

입법자의 부작위로 인해 진정인 본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친 법률의 

차별적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은 점에 대한 진정으로서 제출된 것이

므로 심리적격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

서, 동 위원회는 부적절하게 제기된 진정인의 2000년 7월 10일자 헌

법소원은 진정인이 국내의 구제절차를 모두 활용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8.7 동 위원회는, 축적재산의 동등분배와 이혼 위자료 각각에 대한 개별 

소송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진정

인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심리적격성과 관련하여 위의 소송이 

부당하게 장기화되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구제를 가져올 가능성도 낮

다는 설득력있는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비추어, 동 위원

회는 진정인의 진정이 OP 제4조 1항에 의해 심리부적격하다고 본다.

8.8 동 위원회는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진정인은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개

인통보는 OP 제4조 1항에 의해 심리부적격하며, 또한, 진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OP가 당사국에서 발효된 시점 이전에 발

생하였고 그러한 사실들이 발효 시점 이후로도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개인통보는 제4조 2항(e)에 의거하여 심리부적격하다

(b) 이 결정은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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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Krisztina Morvai와 Meriem Belmihoub-Zerdani 위원의 개별 

의견(반대의견)

우리의 견해로는, 진정인의 진정은 부분적으로 심리적격하다. 2000년 7

월 28일의 이혼과 연금의 동등분배에 관한 결정에 대한 진정이 시간적 관

할권을 이유로 심리부적격하다는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축적재산과 

배우자 위자료 문제에 관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개별 진정은 사실

상 모든 심리적격 기준을 충족한다고 믿는다. 

다수 견해에서, (축적재산의 동등분배 및 이혼 위자료의 내용과 절차에 

있어 동 협약이 위반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개별 진정은, 모

든 국내 구제절차가 활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리부적격하다. 

보편적 규칙으로서의 OP에 따르면, “그러한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과정

이 부당하게 장기화되거나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

도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하여야 한

다. (제4조 1항)

우리의 견해로는, 국내 절차(소송)는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특성과 관

련하여 각각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현 사건에서, 배우자 위자료와 축적재산에 대한 소송은 약 5년간 지속

되고 있다. (심리적격성에 관한 동위원회의 결정문 7.2항에 따르면, 진정

인은, “자신이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부양과 축적재

산의 동등분배 문제는 이혼재판이나 이혼에 대한 항소에서 다루어지지 않

았고, 이 항소는 항소법원(Oberlandesgericht Braunschweig)에 의해 2000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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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일 기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결정문 제4.2항에 요약되어 

있는) 심리적격성에 관한 당사국의 견해에 의하면 “이혼 위자료와 축적재

산의 동등분애에 관한 각각의 소송에서 아직까지 어떠한 최종결정도 내려

진 바 없다.”) 2004년 4월 Göttingen 법원은 진정인의 남편에게 2002년 8월

까지 소급적용하여 월280 유로의 위자료를 진정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동 위원회 결정문 제2.7항 참조), 진정인이 항소하였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판결은 최종판결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축적재산의 

동등분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최종판정이 내려져 있지 않다. 이 소송들

은 OP가 당사국에서 비준된 뒤로도 2년간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동일한 기간 동안 소송이 지속되더라도 “불합리하게 장기화”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상

황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진정인의 생존을 위한 

재정적/물질적 원천의 결정 및 부여”다. Ms. B.-J.는 현재 57세이다. 30년

간의 결혼생활을 청산할 당시 그녀의 나이는 52세였다. 전 세계의 다른 

여성들이 그러하듯이 진정인은 성인이 된 후의 삶을 온전히 가족을 위해 

무보수로 일했던 반면, 당시 진정인이 재정적으로 의존했던 남편은 자신

의 경력을 쌓고 소득과 경력을 높여갔다. 진정인의 제출문건에 따르면, 진

정인의 재정적 상황은, 좋게 말해서, 매우 불확실하다. 진정인이 위자료를 

받는 때도 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때도 있다. (한편, 전 남편은 진정

인의 무보수 노동을 30년간 잘 이용했고, 매달 5천 유로라는 명백하게 높

은 급여를 받고 있다. 동 위원회 결정문 제5.9항 마지막 문장 참조) 집 밖

에서는 일한 경력도 없고, “나이든 여성”으로 치부되는 진정인이 노동시

장에 진입하여 재정적으로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평생 집에서 일한 후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이

혼을 하고 5년 후에도 정기적으로 의지할 만한 소득이 없이 살아야 한다

는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법원은 오래 전

에 진정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위자료를 결정하여 지급되도록 하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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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0년간의 결혼생활 후에 제기된 이혼소송을 단 1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법률적, 사법적 제도를 갖춘다면, 이혼 위자료(와 축적재산) 문제

를 마찬가지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30년간 세 

명의 자녀를 키우고 남편에게 헌신한 노년의 여성이 이렇듯 불확실한 생

활을 5년이나 지속하고 있다는 상황은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그 자체가 

진정인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견해로는, 진정인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의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제4조 1항의 보편적 원칙은 이 경우에 적

용되지 않으며, 대신 “부당한 장기화(unreasonable prolongation)”이라는 예

외가 적용된다고 본다. 

(서명) Krisztina Morvai

(서명) Meriem Belmihoub-Zerd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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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Annex Ⅲ

(2) Communication No. 2/2003,

Ms. A. T. v. Hungary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CEDAW-OP)’ 제 7조 3항에 의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견해(views)

개인통보 No. 2/2003  Ms. A.T. v. Hungarya

진정인: Ms. A. T.

피해자: 진정인 본인

당사국: 헝가리

통보일자: 2003.10.10 (최초 제출)

CEDAW 제17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CEDAW는 2005년 1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CEDAW-OP에 의거하여 Ms. A.T.가 CEDAW에 제출한 개인통보 No. 

2/2003의 심리를 완료하고,

진정 당사자와 당사국이 동 위원회에 제출한 모든 서면정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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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 제7조 3항에 의거한 의견(views)

1.1 2004년 1월 2일에 보충 자료를 제출한 2003년 10월 19일자 개인통

보의 진정인인 Ms. A.T.는 헝가리 태생으로 1968년 10월 10일생이

다. 진정인은 당사국인 헝가리가 CEDAW의 제2조 (a), (b), (e), 제5

조 (a), 제16조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이 직접 변호를 맡고 있다. 동 협약(CEDAW)과 OP는 

당사국에서 각각 1981년 9월 3일, 2001년 3월 22일에 발효되었다.

진정인은 생명에 위협을 느껴, 통보의 제출과 동시에 OP의 제5조 1항에 

의거한 유효한 잠정적 보호조치(effective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를 

긴급 요청하였다. 

제시된 사실관계

2.1 진정인은 지난 4년간 주기적으로 내연의 남편(common law husband)

인 L. F.로부터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

다. 남편은 진정인의 두 자녀의 아버지이며, 자녀 중 한 명은 심각

한 뇌 손상을 입은 상태다. 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L. F. 가 총기

를 소유하고 있으며, 진정인를 죽이고 자녀들을 강간하겠다고 협박

해왔지만, 진정인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헝가리 국내에 자신과 중

증 장애가 있는 자녀와 정상인 자녀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보호소(shelter)가 없기 때문에 보호소로 피한 적은 없다. 또한, 

진정인은 헝가리의 현행법은 어떠한 보호명령이나 제한명령

(restraining order)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2 1999년 3월, L. F.는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로부터 이사하였다. 이

후 남편은 방문할 때마다 구타하고/거나 고함을 질러댔으며, 술을 

마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였다. 2000년 3월, L.F.는 새로운 여자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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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동거를 시작했고 대부분의 가구와 가재도구를 가지고 나갔다

고 한다. 진정인은 남편이 3년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법

원이나 경찰서에 가서 자녀양육비를 요구해야 했고, 남편이 이러한 

금전적 학대(financial abuse)를, 진정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과 함께, 

폭력적 책략으로 이용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인은 자신과 자

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 3월 11일에 아파트 자물쇠와 열쇠를 

바꿨다고 한다. 2000년 3월 14일과 26일, L. F.는 자물쇠에 접착제를 

넣었고, 2000년 3월 28일에는 진정인이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하자 

문의 일부를 걷어찼다고 한다. 또한, 진정인은 2001년 7월 27일에 

남편이 폭력을 써서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덧붙이고 있다. 

2.3 L. F.는 1998년 3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진정인을 심하게 구타했

다고 한다. 그 이후로, 여러 심각한 신체 폭행 사고와 관련하여 10

건의 진단서가 발부되었으며, 심지어 L.F.가 아파트에서 이사한 후

에도 발생하였는데, 진정인은 이것이 ‘지속적 폭력(continuum of 

violence)’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01년 7월 

27일에 발생한 사건으로, L.F.거 아파트에 침입하여 진정인을 심하

게 구타했고, 이로 인해 진정인은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2.4 진정인에 의하면, 가족 거주지에 대한 L.F.의 접근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이 있었다고 한다. 가족 거주지인 방 2개 1/2의 아파트는 L.F.와 

진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1심 법원인 Pest Central District 

Court의 판결은 2001년 3월 9일과 2002년 9월 13일(보완 판결)에 내

려졌다. 2003년 9월 4일, 2심 법원인 Budapest Regional Court는 L.F.

의 아파트 사용을 허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보고된 바에 따르

면, 재판부는, (a) L.F.가 진정인를 주기적으로 구타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substantiation)가 부족하며, (b) L. F.가 동 재산(아

파트)에 대해 갖는 소유권 (possession)을 포함한 재산권은 제약될 

수 없다는 점을 판시 근거로 들었다. 이후로, 그리고 전 남편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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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 구두협약을 근거로 하여, 진정인은 자신의 신변 안전 및 신체

적, 정신적 건강과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고, 지속적인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2003년 9월 4일의 판

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하며, 이 상고는 2004년 1월 2

일 동 위원회에 보충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계류 중이었다. 

2.5 진정인은 또 재산분배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개시하였으나 이 소

송은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하고 있다. 진정인은 L.F.에게 아파트값

의 절반을 보상해 주는 대신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제안했

으나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아

파트 사용 독점권을 위한) 명령적 구제조치(injunctive relief) 신청서

를 제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 신청은 2000년 7월 25일에 각

하되었다. 

2.6 진정인의 진술한 바에 의하면, L.F를 상대로 한 두 건의 형사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며, 한 건은 진정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두 건의 

구타와 폭행에 관하여 Pest Central District 법원에서 1999년에 시작

되었으며, 다른 한 건은 진정인이 심각한 신장 손장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된 구타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2001년 7월에 시

작되었다. 2004년 1월 2일의 제출문건에서, 진정인은 2004년 1월 9

일에 재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두 번째 소송건은 병원의 직권(ex officio)으로 시작되었다. 또, 진정

인은 L.F.가 이와 관련하여 구금된 적이 없으며, 헝가리 정부가 자

신을 남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진정인은 법원 문건을 송부받은 바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문건들을 동 위원회에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7 또한, 진정인은 지역아동보호당국에게 서면, 직접 방문, 그리고 전화

통화를 통해 지원을 요청해 보았지만, 해당 당국이 그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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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말한다.

주장내용

3.1 진정인은, 헝가리 정부가 내연의 전남편으로부터 자신을 실질적으로

(effective) 보호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CEDAW의 제2조 (a), (b), (e), 

제5조 (a) 및 제16조를 위반하였으며 자신이 그 피해자라고 주장한

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동 협약에 의거한 “적극적인(positive)” 의무

를 수동적으로 해태하였고, 이로써 진정인에 대한 가정폭력 상황을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3.2 진정인은, L.F.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다

는 점, 헝가리의 현행법이 보호조치나 제한명령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L.F.가 구금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이 동 위원회

의 일반논평 19호에 의한 진정인 권리뿐만 아니라 동 협약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이 형사소송

이 실질적이고(effective)/또는 즉각적인 보호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3.3 진정인은 자신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과 동 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당사국이 침해한 것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포함한 정의 구현을 희

망하고 있다. 

3.4 또, 진정인은 헝가리 사회 전 분야의 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

는 용인할 수 없는(intolerable) 상황에 동 위원회가 개입하기를 원하

고 있다. 특히, 진정인은 (a)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즉

각적인 보호조치를 법제화하고, (b) 성 인지력(gender-sensitivity) 및  

동 협약과 OP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판사, 검사, 경찰, 변호사 등

에게 제공하며, (c) 가정폭력을 포함한, 성별에 의한 폭력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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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3.5 개인통보의 심리적격 여부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자신이 가능한 국

내구제조치를 모두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3년 9월 4일 

판결과 관련하여 대법원에 제출했던 검토 요청 상고가 계류중인 점

을 언급하고 있다. 진정인은 이 구제절차를 특별한 구제절차이며 

하급법원이 법을 위반한 사건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절

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러한 사건을 해결되

는 데는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진정인은, 헝가리 법원이 동 

협약을 적용해야 할 법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이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적다고 믿고 있다. 진정인은, 

이로서 자신이 OP에 의한 모든 국내 구제조치를 활용하지 않았음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3.6 진정인은, 비록 대부분 진정 사건들이 헝가리에서 OP의 발효시점인 

2001년 3월 전에 발생했지만, 그 사건들은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명

백한 지속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생명은 여

전히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심각한 폭력적 행동이 

2001년 7월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OP가 헝가리에서 발효

된 이후의 시점이다. 또, 진정인은 헝가리가 1982년에 동 협약의 당

사국이 된 이후로 동 협약에 구속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소송이 장기화된 점, 범법자에 대한 적시 유죄판결과 제한 명령 발

부 등을 포함한 보호조치들을 취하지 못한 점, 2003년 9월 4일자 법

원판결을 고려할 때, 헝가리 정부가 실제로 지속적 폭력을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OP 제5조 1항에 의거한 임시 보호조치 요청

4.1 2003년 10월 10일, 최초 제출문건을 통해, 진정인은 폭력성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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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복구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즉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OP 제5조 1항에 의거

하여, 유효한 임시보호조치를 긴급 요청하였다. 

4.2 2003년 10월 20일, (2003년 11월 17일 오류정정됨) 진정인에게 가해

질 복구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국이 

진정인에 대해 즉각적이고, 적절하며, 구체적인 임시예방조치를 취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구상서(note verbale) 한 통이 당사국에 발송되

었다. 당사국에게는, OP 제5조 2항에 명시된 대로, 이 요청이 개인

통보의 심리적격 여부나 본안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암시하지는 않

음을 밝혔다. 동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OP 제5조 1항에 의한 동 위

원회의 요청에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당사국이 취한 조치의 유형

에 대해 2003년 12월 21일까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4.3 2004년 1월 2일 추가 제출문건에서, 진정인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 

근처에 위치한 경찰서에서 경찰의 심문을 받는 것 이외에, 어떠한 

당국으로부터도 동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보

호를 자신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고 언급하였다. 

4.4 2004년 4월 20일 제출문건에서, 당사국은 정부의 동등기회사무국 

(Governmental Office for Equal Opportunities, 이하 “사무국”)이 진정

인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4년 1월에 진정인과 연락을 취했

다고 동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당시에, 진정인은 해당 소송에서 법

적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이 진정인를 위해 가정폭력사건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고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4.5 덧붙여, 당사국은 2004년 1월 26일 사무국이 진정인과 진정인 자녀

들에 대한 가정폭력을 중단시키기 위해 Ferencvaros 지방정부의 가

족 및 육아서비스(competent family and child-care service) 관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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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접촉하였다고 동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당사국은 자녀들의 안전

과 인성 계발을 위해 긴급 조치들을 시행하였다고 언급하였다.

4.6 2004년 2월 9일, 사무국은 진정인과 진정인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서신을 Ferencvaros 지방정부의 공증인에게 발송했다. 

사무국은 진정인과 진정인 자녀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

요한 추가조치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른바 “사례회의(case- 

conference)”를 개최할 것을 공증인에게 요청하였다. 2004년 4월 20

일 현재, 사무국은 이 요청에 대한 답장을 받지 못했다. 

4.7 2004년 7월 13일, 개인통보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Communications)

을 대표하여, 2003년 10월 20일자와 11월 17일자 동 위원회의 요청

에 대한 후속조치(follow up)를 담은 구상서를 당사국에게 발송하여, 

당사국이 진정인에게 가해질 회복불능한 피해를 막기 위해 취한 임

시조치들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데에 대한 실

무그룹의 유감을 표명하였다. 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실무그룹의 유감을 담은 구상서가 당사국에게 발송되었다. 실무그룹

은 Ms. A.T가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즉각 제공

하고 당사국은 진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사국은 이 요청에 대해 

취해진 구체적 조치를 최대한 신속한 시일내에 실무그룹에게 통보

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4.8 2004년 8월 27일자 통보(note)를 통하여, 당사국은 진정인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민사소송에서 진정인를 위한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관

할 공증인 및 아동복지 서비스 기관과 연락을 취하였다는 점을 반

복하여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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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격 여부 및 본안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개진

5.1 2004년 4월 20일 의견 개진을 통해, 당사국은 진정인이 언급하고 있

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2000년 5월에 L.F.는 진정인이 공동소유 아

파트의 열쇠를 바꾸어 자신의 부동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유로 진정인을 상대로 침입소송(trespass proceedings)을 제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Ferencvaros 지방정부의 공증인은 진정인에게 L. F.의 

재산권 개입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 진정인은 이 결정을 무효화

하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Pest 

Central District Court(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이 지방법원은 L.F.가 

본인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진정인은 본인이 취했던 자의

적 행동 대신에 합법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진정인의 항소를 기각시켰다. 2002년 9

월 13일 추가 판결(supplementary judgment)에서, 동 지방법원은 진정

인도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진정인에게 아

파트 독점사용권이 있는 지 여부를 판달한 권한은 동 지방법원에게 

없다고 판결하였다. 왜냐하면, 진정인이 그러한 취지의 청원을 제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3년 9월 4일 Budapest Regional Court(고등

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진정인은 2003년 12월 8일

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이 소송은 당사국이 소견(observation)을 제

출한 2004년 4월 20일 현재 계류중이다. 

5.2 2000년 5월 2일, 진정인은 L.F.를 상대로 Pest Central District Court

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동자산 분할을 요청하였다. 2000년 7월 25일, 

동 지방법원은 공동소유 아파트의 사용과 소유에 대한 진정인의 임

시조치 요청을,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소송(“침입”소송)이 현

재 계류 중이고, 해당 법원이 자산분할 소송에 관련된 문제를 결정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기각하였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당

시 변호사에게 협조하지 않고 요청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220  CEDAW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소송들의 진행이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부부의 아

파트 소유는 등록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3 당사국은 폭행 및 구타(assault and battery)혐의로 L.F.를 상대로 여러 

건의 형사소송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2001년 10월 3일, Pest 

Central District Court(지방법원)은 1999년 4월 22일에 저지른 폭행에 

대해서만 L.F.에게 유죄판결을 하고, 6만 헝가리 포린트(HUF)의 벌

금을 부과했다. 동 법원은 L.F가 2000년 1월 19일에 저질 다는 혐

의를 받고 있는 폭행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하였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사건파일이 Budapest Regional Court(고등법원)으

로 이송 중에 분실되었다. 2003년 4월 29일, Budapest Regional Court

는 신규 재판을 명령하였다. 소송은 Pest Central District Court에서 

재개되었고, 동 법원에서 L.F.를 피고로 하여 계류중인 또 다른 일

련의 형사소송들에 합류되었다. 

5.4 L.F.는 2001년 7월 27일에 저질 다고 주장되는 폭행으로 기소되었

다. 이 폭행으로 진정인은 신장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건 조사는 경

찰에 의해 두 차례나 중단되었지만(2001년 12월 6일, 2002년 12월 4

일), 검찰의 명령으로 재개되었다. 증인들의 증언과 전문가들의 견

해를 들은 후, 2003년 8월 27일 Pest Central District Court에 L.F에 

대한 검사의 기소장안(bill of indictment)이 발부되었다. 

5.5 당사국은 두 건의 형사소송(즉, 2000년 7월 19일과 2001년 7월 21일 

저질 다고 주장되는 각각의 폭력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이 통합되

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Pest Central District Court는 2003년 11월 5

일, 2004년 1월 9일 및 2월 13일에 심리를 열었다. 다음 심리는 

2004년 4월 21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5.6 당사국은, 비록 진정인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구제절차를 



부록 3  221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일부 국내소송이 여전히 계류 중에 

있지만, 당사국은 개인통보의 심리적격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사전

이의(preliminary objections)’의 제기를 희망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다. 이와 동시에, 당사국은 그러한 구제조치들이 전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막을 수 있는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5.7 헝가리의 현행 국내법에서 가정폭력 구제제도는 미비하며 기존절차

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당사국은 2003년에 ‘가정폭

력 예방 종합행동프로그램(comprehensive action programme against 

domestic violence)’을 수립, 시행하여 왔다고 한다. 2003년 4월 16일, 

헝가리 의회는 가정내 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국가전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당사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법률적 조치 및 기타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에는, 

제한명령의 법제화, 법원소송 및 해당 당국의 절차에 있어 가정폭

력사건에 우선순위 부여, 기존 증인보호규칙의 강화; 가정폭력 피해

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목적으로 한 규정 신설, 

경찰, 양육기관, 사회 및 의료기관을 위한 명확한 프로토콜(protocol) 

수립, 보호소 네트워크 확장 및 현대화와 피해자보호위기센터(victim 

protection crisis center) 설치, 특수한 여건에서의 무료법률지원,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해 제재와 보호조치를 실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국

가적 행동계획(NAP) 수립; 전문가 양성, 가정폭력에 관한 데이터 수

집; 사법부에 재판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사건에 우

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 가정폭력에 대

한 무관심과 가정폭력을 개인적인 일로 인식하는 경향을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 캠페인 실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 단체 및 언론

인들의 인식 고취 등이 포함된다. 헝가리 의회는 2003년 4월 16일자 

결의안을 통해, 권력분립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국가사법위원

회(National Council of the Judiciary)에 재판관 교육 체제를 수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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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

청하였다. 이 결의안에서는, 특히, CEDAW, 2002년 8월 특별 회기에

서 채택된 헝가리의 4차 및 5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동 위원회의 최

종 논평(concluding comments), 여성폭력 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 언급되었다. 

5.8 의회는 2차 결의안을 통해, 가정폭력 예방은 국가의 범죄예방전략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국가와 사회 전체의 다양

한 주체들의 임무(tasks)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에는, 경찰과 

기타 조사당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병적 공격성향이 있는 자

에 대한 의학적 치료와 그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한 보

호조치 실행; SOS 전화 24시간 운영; 재활프로그램 수립; 가정폭력

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와 여가활동 

편성; 비폭력적인 갈등해결 테크닉과 가정생활 교육을 공공교육 시

스템에 통합; 위기중재소(crisis intervention houses), 모성 및 아동육

아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시민단체의 인가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언론 캠페인 착수 등이 포함된다. 

5.9 또한, 당사국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언

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관

련 범죄의 동향 파악이 용이하도록 형사소송을 등록하고, 2005년 7

월 1일까지 부다페스트에 거주하는 무자녀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

동을 포함하여 가정보호서비스를 확장운영하며 이후에는 7개의 지

역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첫 번째 보호소는 2004년에 완공될 예정

이다. 정부는 2005년 7월 1일에 발효될 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이 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보호구제조치로서, 경찰이 

발부하는 임시제한명령과 법원이 발부하는 제한명령을 명시하고 있

으며, 이러한 명령에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

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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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기로 하였다. 

5.10 이에 더하여, 당사국은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특별히 

중점을 두어왔다고 한다. 당사국은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노력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경찰

청(National Headquarters of the Police)의 2003년 12월 보도자료

(press communication)에 요약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NGO들도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왔다.  

심리적격 여부 및 본안 관련 당사국 견해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6.1 2004년 6월 23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진정인은 여러 차례의 약속에

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의회령/결정

(Decree/Decision of Parliament on the Prevention of, and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에 의거하여 취해진 유일한 조치는 가정폭력사건

에 대한 경찰의 신규 프로토콜 발효 및 시행이라고 언급하였다. 진

정인은 신규 프로토콜이 여전히 동 협약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구

타자 구금은 구타자의 인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타자는 구금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그 대신에,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

에서 중재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 

6.2 나아가, 진정인은 의회의 제한명령에 대한 법안 논의가 가을로 연기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이 거센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정책입안자들은 가정의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

제에 왜 개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진정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적시의 결정이 내려지면 정책입

안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실질적 예방과 대응이 진정인과 “급진적

인(radical)’ NGO들의 요구일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사회의 요구이기

도 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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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진정인은 자신의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전 남편인 L.F.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한다. L.F.는 수시로 진정인

을 괴롭혔고, 아파트로 되돌아오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6.4 진정인은, 본 사건에 대한 지역아동보호국의 2004년 5월 9일자 공식 

사례회의 의사록(minutes)에 공식적인 조치로는 진정인의 위험한 상

황을 종료시킬 수 없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의사록에

서는, 진정인에게 계속해서 지역당국에 상황을 보고하고, 상해에 대

한 경찰 및 의료기록 뿐만 아니라 확대가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

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당국은 구타가 지속될 경우 L.F.

를 소환하여 경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6.5 진정인에 따르면, 2004년 6월 23일 현재, L.F.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

들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4월 21일로 예정된 심리(hearings)가 5월 7

일로 연기되었으며,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느라 너무 바쁜 관계로 형

사소송은 2004년 6월 25일까지 재차 연기되었다. 진정인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간에, 형사소송이 너무 장기화되고, 자신의 신변 안

전은 너무나 소홀해지고 있기 때문에 동 협약과 동 위원회의 일반

권고 19호에 의거하여 자신이 누려야 할 적시의 실질적인 보호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다. 

6.6 진정인은 민사소송, 특히,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진정인이 특별한 구제절차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한 절차다. 진정인에 의하면, 동 위원회가 본 건에 관

여한 이후에, 진정인이 상고를 위한 추가 논거를 제출하는데 소요

되는 소송비용을 당사국이 지불했다고 한다. 

6.7 2004년 3월 23일, 대법원은 상고에서 제기된 법률적 이슈에 관해 하

급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판시하며 해당 항소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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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진정인은, 본인이 아파트의 독점사용권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당사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심법원인 Budapest Regional Court

는 1심법원인 Pest Central District Court가 해당 요청서(request)의 본

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사건을 재심하라고 명령하였

다. 진정인은 그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해당 판결 포함한 진정인 본

인의 법정 서류를 고려할 때, 진정인은 지속적인 폭력을 피하기 위

하여 아파트의 독점소유를 요청한 것이 명백하다고 믿고 있다. 그러

나, 진정인은, 당사국의 기존 법제와 법리에 의하면, 구타당한 개인

이 가정폭력을 이유로 하여 공동 소유/임대한 아파트를 독점사용할 

수 있는 할 권리는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6.9 진정인은, 자신의 개인통보를 심리적격이라고 지체 없이 선언하고, 

동 협약에 명시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결정을 내려

줄 것을 동 위원회에 요청하고 있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진정인 본

인의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정폭력 방지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과 조치를 긴급하게 도입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동 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진정인은 동 협

약의 심각한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수 년간의 고통에 대해 보

상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인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구타자인 남

편이 “합법적(lawful)”으로 아파트에 돌아올 수 있다는 공포를 계속 

느끼지 않고 자녀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지

와/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6.10 2004년 6월 30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진정인은 동 위원회에게 

L.F.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이 경찰 한 명의 증언을 듣기 위하여 

2004년 10월 1일까지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왜냐하

면, 판사가 경찰이 제출한 보고서 두 건에서 약간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6.11 2004년 10월 19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진정인은 Pest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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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Court가 진정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유발시킨 혐의 

두 건에 대해 L.F.에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미화 365 달러에 달하

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시켰다고 통보하였다. 

당사국의 추가소견(supplementary observations)

7.1 2004년 8월 27일자 통고(note)에서, 당사국은, 가정폭력 예방 및 대

응에 관한 의회령/결정이 규정하는 모든 임무들이 아직 완전히 이

행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예방 분야의 신설 규범들과, 필요한 이들에

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조건들에 관한 LXXX 법(2003)을 포함하여 

일부 긍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제들에 의

해, 향후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법률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7.2 당사국은 가정내 폭력사건에 적용되는 ‘제한명령 관련 법안(Draft 

Act on Restraining Orders)’의 심의가 의회의 가을 회기로 연기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7.3 당사국은, 사무국의 경험과 사무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사건들이 법정 소송에 있어 우선적

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7.4 본 사건과 기타 전반에 대한 사무국의 경험에 근거할 때, 헝가리의 

국내법과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국제적으로 존중되고, 조정

되며,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보호조치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

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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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위원회에서의 현안과 절차

심리적격 심의

8.1 동 위원회의 절차규칙 64항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는 개인통보가 동 

협약 OP에 따라 심리적격한지 또는 부적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절차규칙 72.4항에 따라, 동 위원회는 개인통보의 본안을 심의하기 

전에 심리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8.2 동 위원회는 본 사건이이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의해 

이미 검토된 바 없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8.3 OP의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개인통보의 심

리적격에 관해 사전에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으며, 또한 나아가 

헝가리의 현행 구제조치들이 진정인을 L.F.의 학대로부터 즉각적으

로 보호하고 있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 위원

회는 당사국의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며, 본 개인통보가 제4조 1항

에 의한 동 위원회의 심리 부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8.4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는 2004년 4월 29일자 당사국의 의견 

개진에서 언급한 현재 계류중인 일부 국내소송들과 관련하여 몇 가

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진정인의 1994년 6월 23일자 제출 의견

에 따르면, L.F.의 아파트 접근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는 

2004년 3월 23일 기각되었다. 한편, 공동재산 분할에 관한 민사소송

은 미공개된 기간 동안의 재산 등록이 문제가 되어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동 위원회는, 이 소송의 최종 결과가 협약 위반에 해당하는 

진정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 상황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덧붙여서, 동 위원회는 L.F.가 2000

년 1월 19일과 2001년 7월 21일에 저질 다고 주장되는 폭행과 구

타혐의에 대한 두 건의 형사소송이 통합되었고, 진정인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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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일에 L.F.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365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동 위원회는 

유죄판결과/이나 선고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지 또는 항소할 예정

인지 그 여부에 관하여 통보 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는 문제의 사건 발생일 이후로 3년 이상 지연되는 것은 OP

의 제4조 1항이 의미하는 바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것이

라고 보며, 특히 진정인이 해당 기간 동안 회복불능의 피해와 생명

에 대한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

하다. 더구나, 동 위원회는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정인은 임

시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는 구금된 적이 없다

는 사실을 고려하고 있다. 

8.5 본 개인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진정인이 

진정 대상 사건들의 상당부분이 OP가 헝가리에서 발효된 시점인 

2001년 3월 이전에 발생했다고 지적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하지

만, 진정인은 의료 기록으로 문서화되고 다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 10건의 심각한 신체적 폭력사고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명

백한 지속성 요소들을 갖추고 있으며 헝가리에서 OP가 발효된 후인 

2001년 7월 27일 발생한 구타(battering)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진정인의 생명은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동 위원회

는 본 개인통보를 전체적으로 심의할 시간적 관할권(competent 

ratione temporis)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 개인통보 

대상이 되는 사실들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구타와 

추가적 폭력의 위협이라는 일련의 심각한 사건에 대해 당사국측의 

보호조치 미비/과실있는 부작위 혐의(alleged culpable inaction)가 포

함되기 때문이다. 

8.6 동 위원회는 어떤 근거로도 본 개인통보가 심리 부적격하다고 할 

만한 이유가 없고 따라서 본 개인통보가 심리적격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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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consideration of the merits)

9.1 동 위원회는 동 위원회와 당사국이 OP의 제7조 1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본 개인통보를 심리하

였다.

9.2 동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9호를 상기한다. 

이 권고에 따르면, “… 차별의 정의에는 성별을 근거로 한 폭력이 

포함되며, 성별을 근거로 한 폭력은, 동 조항들이 명시적으로 폭력

을 언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 협약의 특정 조항들에 위

배될 수 있다.” 더구나, 이 권고는 비정부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당

사국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 

동 협약에서의 차별은 정부의,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취한 행동에 

한정되지 않으며, … 일반적인 국제법과 특정 인권협약에 따라, 당

사국이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폭력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with due diligence) 대처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행동에 대해 당사국에 책임을 물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책임도 당사국에 물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동 위원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는 본 개인

통보의 진정인이 동 협약의 제2조 (a), (b), (e) 및 제16조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인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진정인의 주장에 따르면, 지

난 4년간 당사국이 신변 안전 및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심각한 위

험으로부터 진정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전남편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9.3 동 협약의 제2조 (a), (b), (e)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

정인이 이용한 구제절차들이 진정인에게 전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부터 즉각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었고, 나아가 당사국의 법과 제

도가 가정폭력의 희생자에게 국제적으로 존중되고, 조정되며, 포괄

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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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행동

프로그램과 법률적 조치 및 기타 조치들을 실행하려는 당사국의 노

력을 높이 평가하기는 하지만, 동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들이 아직까

지 진정인에게 어떠한 혜택을 가져다 주고 있지 않으며 진정인의 

지속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믿는다. 나아가, 

동 위원회는, 본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 소송에서 우선

순위에 있지 않다는 당사국의 전반적 평가에 주목한다. 동 위원회

는, 본 사건에서 진행되었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경과에 대하여 

기술된 내용도 이러한 평가와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여성의 생

명권과 신체적, 정신적 보전권은, 재산권과 사생활권을 포함한 다른 

어떠한 권리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다. 또한, 동 위원회는, 진정인

을 지속적인 폭력의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진정인의 추구할 수 있었던 대체 경로의 존재에 대해서

는 당사국이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런 맥락에서, 동 위원회는 당사국의 4차 및 5차 정기보고서 합본

에 대한 동 위원회의 2002년 8월의 최종 논평(concluding comments)

을 상기한다. 이에 따르면, “… 동 위원회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여 

여성과 여아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과 성희롱(sexual harassment)를 근절하기 위하여 어떠

한 법도 신설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여성피해자를 즉각

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이나 배제명령(exclusion order), 혹은 

보호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유념하고, 동 위원회는, 동 협약의 제2조 (a), (b), (e)에 명시된 당사

국의 의무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예방과 그러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도 확대 적용되며, 이 의무들이 본 사건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진정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특히,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짓는다. 

9.4 동 위원회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일반권고 19호의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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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16조를 함께 고려하였다. 일반권고 21호에서, 동 위원회는 “여

성폭력에 관한…일반권고 19호의 조항들은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성의 능력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하였다. 동 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

되어 있다고 여기는 전통적인 태도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왔다. 동 위원회는 2002년 헝가리의 제4차 및 5차 

정기보고서 통합본을 심의할 때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감지하였다. 그 

당시, 동 위원회는 “… 가정 내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뿌리깊은 전통적 전형(stereotypes)의 지속성”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현재 동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본 개인통보의 

여러 사실은 동 위원회가 이전에 헝가리 전체에 대해 감지하였던 

남녀의 관계와 여성에 대한 태도의 여러 측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4

년간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정인은 전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인 

L.F. 로부터 위협 받고 있다고 느낀다. 진정인은 동일인에게 구타를 

당해 왔다. 진정인은 L.F.가 자신과 자녀들이 계속 살고 있는 아파

트에 임시로 또는 영구적으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어디에서도 승소하지 못했다. 당사국에 제

한명령이나 보호명령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은 위 두 

가지 옵션 중 어느 것도 요청할 수 없었다. 또한, 진정인과 두 자녀 

(특히, 그 중 하나는 완전 장애인임)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보호소가 없기 때문에 보호소로 피신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들 중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당사국은 반박하지 않았으며, 이

러한 사실들은, 총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 협약의 제5조 (a)과 제

16조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보여준다. 

9.5 또, 동 위원회는 효율적인 법률적 조치 및 기타 조치가 취해지지 않

았기 때문에 당사국이 동 위원회의 임시조치요청을 만족스러운 방

법으로 처리하지 못했음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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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동 협약 OP의 제7조 3항에 의거하여, 동 위원회는 당사국이 해당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이로써 동 협약 제2조 (a), (b), (e) 및 제

5조 (a)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동 협약의 제16조와 연계하여 침해

했다고 보고,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Ⅰ. 본 개인통보의 진정인과 관련하여,

(a) Ms. A.T.와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보전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적이

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b) Ms. A.T.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지를 공급받고, 적

절한 자녀양육과 법률적 지원,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진정인의 권

리침해 정도에 비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Ⅱ. 일반사항

(a) 폭력의 위협이나 협박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자

유로울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증진시

키고, 충족시킨다.

(b)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그러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적

절한 주의를 기울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최

대한의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c) 가정내 폭력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 

신속하게 시행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d) 판사, 변호사 및 사법경찰들에게 동 협약과 부속 OP에 관한 정기적 

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 헝가리의 제4차 및 5차 정기보고서 통합본에 대해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과 관련하여 동 위원회가 피력한 2002년 8월 최종 논평, 

특히,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금지하는 세부적 법규를 신설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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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를 포함한 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보호 및 배제명령을 명시하

여야 한다는 동 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하게, 지체없이 이행한다.

(f) 모든 가정폭력 혐의 사건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고, 공평하고, 진지하

게 조사하고, 범법자의 처리는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g)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활용가능하고, 효과적이며 충분한 구제 및 

재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지원을 포함하여 재

판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h) 범법자에게 재활프로그램과 비폭력 갈등해결방법에 관한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9.7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동 위원회의 권고과 견해(views)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동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따라 취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답변을 6개월 이내에 동 위원회에 제출

한다. 또한, 당사국은 동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를 공개하고 헝가리

어로 번역하여 헝가리 국내 모든 관련 부문에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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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3) Communication No. 3/2004,

Ms. Dung Thi Thuy Nguyen v. The Netherlands

UN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36차/ 2006년 8월 7~25일

통보 제 3/2004호 (Communication No.3/2004)에 대한 견해 (Views)

진정인:  Ms. Dung Thi Thuy Nguyen

피해자:  진정인 본인

당사국:  네덜란드

통보일자: 2003년 12월 8일 (최초 제출일)

2006년 8월 14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별첨한 문건을, 통보 3/2004호와 

관련하여, 선택 의정서 제7조 3항에 의한 동 위원회 견해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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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

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 (제36차)

통보 제 3/2004호 (Communication No.3/2004)에 대한 견해 (Views) *7)

진정인:  Ms. Dung Thi Thuy Nguyen

피해자:  진정인 본인

당사국:  네덜란드

통보일자: 2003년 12월 8일 (최초 제출일)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여

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6년 8월 1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해 Ms. 

Dung Thi Thuy Nguyen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통보 제3/2004호

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통보의 진정인과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공한 모든 서면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 동 통보건의 검토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 Ms. Magalys Arocha Dominguez, Ms. Meriem Belmihoub-Zerdani,
Ms. Huguette Bokpe Gnacadja, Ms. Dorcas Coker-Appiah, Ms. Mary Shanthi Dairiam, 
Ms. Naela
Mohamed Gabr, Ms. Francoise Gaspard, Ms. Rosario Manalo, Ms. Krisztina Morvai, Ms. 
Pramila
Patten, Ms. Fumiko Saiga, Ms. Hanna Beate Schopp-Schilling, Ms. Heisoo Shin, Ms. 
Glenda P.
Simms, Ms. Dubravka Simonovic, Ms. Anamah Tan, Ms. Maria Regina Tavares da 
Silva,
Ms. Zou Xiaoqiao. 
위원회 절차규칙 제60조 (1)항 (c)에 의거하여, Mr. Gees Flinterman은 이 통보의 당사
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 검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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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거한 견해

1.1 2003년 12월 8일자 통보의 진정인인 Ms. Dung Thi Thuy Nguyen은 

1967년 6월 24일생이며 네덜란드 국적을 지니고 현재 네덜란드 브

레다(Breda)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네덜란드가 여성에대한모든형태

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제11조 2항 (b)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이 피해

자라고 주장한다. 그의 대리인은 변호사인 Mr. G.J. Knotter과 레이

든(Leiden)의 자영 연구원인 Ms. E. Cremers이다. 동 협약과 부속 선

택의정서는 당사국인 네덜란드에서 각각 1991년 8월 22일과 2002년 

8월 22일에 발효되었다.

진정인이 제시한 사실 관계

2.1 진정인은 (파견업체에 고용되어) 파트타임 고용직에서 근무하는 동시

에 남편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출산으로 1999년 1

월 17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2.2 임금직에 고용되어 있어 “요양급여법(Sickness Benefits Act: 

Ziektewet (이하 “ZW”))”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자였으며, 동 법 제

29a조에 의거하여, 16주간의 출산휴가로 인한 근로 소득 상실을 보

상하는 급여를 지급 받았다.

2.3 진정인은 또한 남편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자영업자 근

로불능보험법(Invalidity Insurance (Self-Employed Persons) Act :Wet 

arbeidsongeschiktheidsverzekering zelfstandigen (이하 “WAZ”))”에 의한 

보험급여 대상자였다. 출산휴가가 개시되기 전인 1998년 9월 17일, 

진정인은 WAZ에 의한 출산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999년 2월 

19일, 급여 행정기관인 “국립사회보험기구(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Insurance: Landelijk instituut sociale verzekeringen (이하 “LI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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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정인의 권리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상실에 대해서 출산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

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WAZ의 제59조 (4)항의 소위 “반누적 조항

(anti-accumulation clause)”에 의하면 (출산급여 청구가 중복되어 이루

어지는 경우) 동 법에 의한 급여는 ZW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초

과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정인이 

남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해 받는 급여는 진정인의 임금직 고

용으로 인해 받는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다. 

2.4 진정인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1999년 5월 18

일 이의가 기각되었다. 이후, 진정인은 브레다 지방법원(rechtbank)에 

심의를 요청하였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이 요청은 2000년 5월 19

일에 기각되었다. 그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사건을 다루는 최고 행

정법원인 중앙고등법원(Centrale Raad van Beroep)에 항소하였다고 

한다. 

2.5 2003년 4월 25일, 중앙고등법원은 브레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

였다. 고등법원은, WAZ의 제59조 (4)항이 남성에 비해 여성을 불리

하게 처우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동 협약 제

11조가 직접적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고 판결한 중앙고등법원의 여

러 판례들 중 하나를 언급하였다.

2.6 2002년 5월 8일, 진정인의 (두 번째 임신과 관련하여) 두 번째 출산

휴가가 시작되었고, 진정인은 다시 급여를 청구하였다. 2002년 6월 

4일, 급여 행정기관은, ZW에 의해 진정인이 받는 급여에, WAZ에 

의해 지급될 급여와 ZW에 의한 급여의 차액이 추가된다고 결정하

였다. 첫 번째 출산휴가 때와는 달리, 진정인의 WAZ 급여가 ZW 

급여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2.7 진정인은 위의 2002년 6월 4일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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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출산휴가 급여 관련 항소를 심의한 중앙고등법원의 2003년 4월 

25일자 판결을 받고 취하하였다.

불만 사항

3.1 진정인 국가가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제11조 2항 

(b)를 위반함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다. 그

는 이 조항에 의해 여성은 출산휴가시에 자신의 근로 소득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임금직

과 기타 고용 형태로부터 동시에 소득을 얻는 여성들이 출산휴가 

기간 중 소득 손실에 대해 부분적인 보상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점에서, 임신이 위와 같은 집단의 여성들에게 있어 소득

상 부정적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소득 손실에 대한 부분적 보

상이 동 협약 제11조 2항 (b)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여성은 임

신으로 인해 직접적인 차별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3.2 진정인은 동 협약 제11조가 급료 지급을 대가로 행해지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직업 활동에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의 근

거로서 동 협약의 준비교섭문서(Travaux Preparatoires)에 대한 법적 

문헌을 지적한다. 그는 이것이 WAZ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조항들이 

동 협약 제11조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고 본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가, 특히, 임신과 출산이 여성

에게 남성과 비교하여 종속적인 지위를 가져다주어서는 안 됨을 의

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본다.

3.3 이에 따라, 진정인은 본 위원회에, 소위 “반누적 조항” – 즉, 자신의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남편의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배우자로서 

상실된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WAZ 제59

조 (4)항 – 이 차별적 조항이며 동 협약 제11조 2항 (b)를 위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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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도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4 진정인은 본 위원회에,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거하

여, 임신 및 출산휴가 중에 있는 동료 배우자 또는 자영업자인 여성

에게 소득 손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동 협약 

제11조 2항 (b)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당

사국에게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진정인에게 두 

차례의 출산휴가 모두에 대해 소득 손실을 보상해 주도록 당사국에

게 권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3.5 또한, 진정인은 동 협약 제11조 2항 (b)는 실재적인 사법적 검토의 

여지가 있는 권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선택의정서 제2조에 의해, 동 

위원회는 어떠한 협약에 의한 권리의 위반이 실재 사건에서 사법적

으로 검토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3.6 본 건의 심리적격성(admissibility)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WAZ에 의한 

급여 지급이 거부된 것에 대해 최고 행정법원에까지 제소하였기 때

문에 국내에서 가능한 모든 구제책을 시도하였다고 역설한다. 진정

인이 본 위원회에 알려온 바에 의하면, 첫 번째 임신과 관련하여 제

기한 상고에서 패한 후 두 번째 임신과 관련된 항소를 취하하였다.

3.7 또한, 진정인은 타 국제기구에 자신의 사건을 제출한 바 없으며, 따

라서 제4조 2항 (a)의 심리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네덜란드 노조총연맹인 FNW가 전문가 위원회에 보내는 

네덜란드 보고서에 관한 논평을 통해 WAZ의 제59조 (4)항이 유럽

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rter) 제12조 (2)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고 지적한다. 보고한 바에 따르면, FNW는 모성보호에 

관한 ILO 협약 제103호에 의해 제출되는 네덜란드 보고서에 대한 

논편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이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가지 절차는 개인통보권(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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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of complaint)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회보장헌장과 ILO 협약 제

103호에는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제11조와 동

일한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적 정치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기타 국제조사절차의 개인통보 절차

에 있어 심리적격성을 다룬 판례를 언급한다. 이러한 이유로, 진정

인은 선택의정서의 제4조 2항 (a)와 관련하여 아무런 장해 요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3.8 진정인은 본 제출건이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해 심리적격하

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에게 WAZ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네던란드가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기 전에 내려졌지만, 중

앙고등법원의 판결은 비준 이후의 시점에 통보되었다. 진정인은, 사

실들은 최고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최고법

원의 판결은 그러한 사실들이 비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제판례는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진정인은 자신의 진정

서 일부가 중앙고등법원의 판결을 직접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소위 “반누적 조항” 이 선택의정서가 네덜란

드에서 발효된 이후에도 (현재는 다른 법률에 포함되어) 계속 적용

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진정인은 2003년 4월 첫 번째 임신

과 관련하여 상고에 패한 이후에 두 번째 임신과 관련한 항소를 취

하한 것이 이러한 문제점 (즉, “반누적 조항”의 적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심리적격성에 대한 당사국 견해

4.1 2004년 3월 19일자 의견서를 통해, 당사국은 동 진정서가 제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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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에 의거한 시간적 관할권(ratione temporis)의 관점에서 심리적격하

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동시에 

WAZ와 ZW에 의한 임신 및 출산급여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금지는 관련 이행기관이 진정인에게 영향을 미치

는 결정을 내린 시점, 즉 1999년 2월 19일과 2002년 6월 4일에 발생

하였다. 이 두 일자는 네덜란드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시점인 

2002년 8월 22일보다 모두 앞선 것이다.

4.2 당사국은, 진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네덜란드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시점보다 앞서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이 최고 법원이 내린 판결 일자이며 그 이유는 그러한 판결이 

내려진 때에야 비로소 그러한 사실들이 확정되기 때문이라는 진정

인의 주장을 참조하고 있다.

4.3 당사국은, 진정인이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의 “MZ v 볼리비아” 사건(사건번호 12.350)의 보고

서(73/01호)를 잘못 해석하여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고 지

적한다. 이 볼리비아 사건에서, 볼리비아에 개인통보권이 발효된 

이후를 시점으로 하는 볼리비아 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진정이 심리적격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발효 일자 이전에 발생

한 사실들을 확정하는 판결과는 무관하였다. 그 사건은 법적 소송

과정과 해당 사건에 연관된 재판관들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었다.

당사국의 심리적격성 관련 견해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5.1 진정인은 자신의 진정이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

거하여 심리적격한 것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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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최초 제출문건에

서 언급한 국제 사건으로부터 직접 유추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단지, 사법기구들이 심리적격성 문제에 한정하여 판결하지 않았던 

사건들의 사례로 들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진정인은 

자신의 사건 사실들과 ‘MZ v 볼리비아’ 사건의 사실(미주인권위원

회 보고서 제73/01호, 사건번호 12.350호, 2001년 10월 10일)을 비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심리적격성에 대한 정부의 추가 의견 및 타당성 주장 

(State party’s further submission on admissibility and observations on merits)

6.1 당사국의 진술에 의하면, 선택의정서 제2조에 의해, 동 협약에 명시

된 권리의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개인은 직접 또는 대

리인에 의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인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

되지 않은 시점에만 동 조항에 의한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

이 당사국의 견해다. 진정인의 경우, 이 시점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일자에 해당한다. 이 

결정은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효력개시일인 2002년 8월 22일 이전에 

취해졌다. 따라서, 본 통보건은 시간적 관할권에 있어 심리부적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통보권 보다

는 일반적 통보권을 인정함으로써 선택의정서의 본질을 잘못 해석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6.2 당사국은, 네덜란드에서는 사회보장사건에 대해 심의를 청구하더라

도 법적 소송이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법원의 최

종 판결만이, 사회보장법률 이행 기관의 이전 결정을 (소급효과와 

함께) 변경시킬 수 있다.

6.3 WAZ의 제59조 (4)항이 출산에 따르는 소득 손실은 모든 경우에 완



부록 3  243

전히 보상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동 협약 제11조 

2항 (b)에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직접적인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급료(pay)”는 일반적으로 임

금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사업수익으로 인한 소득을 가리키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동 협약 제11조 2항 (b)의 “급료”가 자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이 잦은 소득도 포함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6.4 초기에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 모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

험제도인 ZW가 출산휴가과 출산급여를 전적으로 관장하고 있었다. 

자영업 여성 또는 남편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이 제도에 

의해 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었다. 1992년의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여성 중 소수만이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보험 가입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비용 부담때문이었다. 또한, 이 집

단의 여성들은 의학적 합병증이 있을 때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

으로 나타났다. 

6.5 이후에, 자영업 여성 또는 남편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을 대

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제도가 WAZ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기존의 ZW 제도와 유사하였지만 보험료가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성이 두 보험제도로부터 동시에 급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두 법규에 의해 동일

한 리스크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WAZ에 제59조 (4)항이 신설되었다.

6.6 두 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이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와 관련하여 ‘등가의 원칙(principle of equivalence)’

이 적용되었다.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 임금직 고용으로 인한 수

익은 일정 상황의 기타 소득으로부터 공제되었다. 즉, 임금직 고용

으로 인한 소득이 클수록 WAZ에 의한 보험료는 적어짐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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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고용된 근로자의 기본적 보험제도 내에서 지급된 급여는 기

타 급여에서 공제되었다.

6.7 당사국은 소위 “반누적 조항”이 성차별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중앙

고등법원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당사국은, WAZ의 제22조

에 의한 출산급여 수급권은 전적으로 여성들만을 위한 혜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WAZ 제도 전체적으로, 동일한 리스크에 관한 급여

의 반누적이라는 기본적 원칙은, WAZ 급여와, 출산급여 외의 급여 

형태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에도, 성별의 구분없이 적용된다. 

6.8 동 협약의 제11조를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중앙고등법원의 결론

이 잘못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요점은 동 조항에 의

해 보호되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추가 법규가 제정되어야 하는지, 

또는 추가 법규의 제정없이 국민들이 필요한 경우 국내법에 명시되

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 법정에서 추구할 수 있는 혜택을 확보해 낼 

수 있는지에 있다. 국내 헌법은 국제법 조항들이 국내법규에 편입되

는 방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 동 위원회의 의견

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사국의 견해다. 당사국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규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본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는 이러한 의무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에 있다. 

6.9 네덜란드의 법원은 국제법의 특정 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가능한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조항의 성격, 본질 및 취지에 근거하여 판결한

다. 어떠한 조항이 사적인 개인에 의해 직접 발동되기 위해서는, 반

드시 그 조항으로부터 명백하게, 그리고 국내 당국이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이, 권리가 발생할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조항이 작

성되어야 한다. 

6.10 당사국은, 동 협약 제11조 2항 (b)는 국가의 입법부와 정부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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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inspanningsverplichting)’을 달성하기 보다는 추구할 의무를 부

여하며 국가에게는 일정한 재량권이 허용된다고 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동 협약 제11조 2항 (b)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중앙고등법원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6.11 당사국은 본 위원회에 동 진정건을 심리부적격한 것으로 결정하거

나, 아니면 심리적격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그 근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결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당사국의 심리적격성과 타당성 관련 주장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7.1 시간적 관할권 차원에서의 심리적격성에 관하여, 진정인은 선택의정

서 제4조 2항 (e)를 동 조의 기타 요건들과 연결지어 이해하여야 한

다고 본다. 1항에서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국내 구제조

치들을 모두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제4조 2항 (e)와 연결

지어 이해한다면, 이 조항에서 “사실”이란 최고 권위의 법원 판결일

자(즉, 2003년 4월 25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뜻한

다. 사실의 진의 여부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유보된다.

7.2 또한, 동 진정서는 2002년 5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의 두 번째 출

산휴가 기간에 대한 것으로, 동 기간에 진정인은 2002년 6월 4일 결

정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시 말해, “사실” (급여가 지급

된 기간)은 네덜란드에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7.3 진정인은 또한 당사국이 두 번째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구제조치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적격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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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진정인은 “사실”은 제59조 (4)항을 포함하는 WAZ와 근로및보호법

(Work and Care Act)에 의하여 2001년 12월 1일 이후에 그 혜택이 

적용되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진정

인은 그 혜택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도 존재하는 것으

로 간주하며, 불만제기권은 개인적 발생건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

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의 피해자가 지니는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7.5 동 협약 제11조 2항 (b)의 “급료”의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인

은 임금 근로를 수행하는 모든 여성들, 특히 전문직 여성 또는 사

업 경영을 하는 여성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

다. 두 가지의 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급여

가 지급된다면 이는 부당하게 우대를 받게되는 것이라는 주장에 반

대한다. 또한, 진정인은 보험료에 대한 당사국의 논평을 언급하며, 

급여 수급권은 지급된 보험료와 무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급여 수

급권 문제와 보험료 납부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 없다

고 지적한다. 

7.6 WAZ 59조 (4)항의 차별성 여부에 관하여, 진정인은 여성들만이 남

성들은 절대 경험하지 못할 소득 손실로 인해 불이익을 보고 있다

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득 손실은 동 법에 의한 결과로서, 차별에 

해당한다. 

7.7 진정인은, 동 협약 제11조가 직접적 효력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한 바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중앙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자신이 동 협약의 규정에 비추어 

국내법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었다는 점을 표현하고

자 했을 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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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의 보충 진술

8.1 당사국은, “두 번째 기간에 관한 진정의 심리적격성을 위해 필요하

지 않은, 진정인이 전체 항소 절차를 한 번 더 거쳤어야 했다는 진

술에 정부가 반대하지 않는다” 는 진정인의 주장을 언급한다. 이러

한 주장이 진정인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의견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최초 의견서에 2002년 두 번째의 임신 및 

출산휴가가 유일하게 언급된 이유는, 네덜란드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로도 그러한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

기 위해서 였다. 2002년 출산휴기 기간에 대해 진정인에게 지급될 

급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후 이에 대해 진정인이 모든 국내 구제

방안을 시도하였는지 여부의 문제를 당사국이 분명하게 다루지 않

은 것이 사실이라 해도, 당사국이 그러한 심리적격성 요건이 해당 

기간에 대해 충족되었다고 믿는 것으로 추론해서는 안 된다. 선택

의정서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본 위원회가 동 통보를 고

려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구제제도를 모두 시

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2002년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에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8.2 당사국은, 관련 사실이 선택의정서가 네덜란드에서 발효되기 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 통보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리부적격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다. 또한, 당사국은 선택의정서가 제2조로부터 

유래하는 개인통보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떠

한 사람이 국가의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인지 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법규의 적용에 대한 당사국의 결정 등과 같이, 위반

으로 정의될 수 있는 당사국의 법적 또는 기타 행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당사국의 견해로 보면, 통보권은 진정인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이 대체로 차별적이라고 간주

하는 사실들에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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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진정인 주장의 진의 여부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이전에 동 협약 제

11조 2항 (b)의 “급료”의 의미와 관련하여 명백한 의문을 제기하였

으나 답변은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당사국은 동 조항

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해 완전한 보상의 제공을 

정하고 있다는 진정인의 해석에 반대한다. 당사국은 동 조항을, 여

성이 임신과 출산 기간 동안 자신을 부양하고 출산후에도 직업 경

력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없이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

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일반적 규범으로 본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 방법은 각 국가가 정한다. 국가는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와 유사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사이에

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반드시 소득 손실에 대

한 완전한 보상을 포함한다고 유추할 수는 없다.

8.4 당사국은 동 협약 제11조 2조 (b)와, 임신한 근로자와 최근 출산하

였거나 현재 수유중인 여성 근로자들의 직장내 안전 및 보건 개선

을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적정 수당의 지급 및 수급을 명시하고 있

는 1992년 10월 19일 유럽연합 훈령 92/85호를 비교하고 있다. 당사

국은 유럽 의회가 동 협약의 규범과 전적으로 다른 규범을 구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는 한편, EC 훈령이 “적정 수당”을 정의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명료한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8.5 당사국은 WAZ 제59조 (4)항의 소위 “반누적 조항”의 논거를 부연 

설명한다. 이 법에 의해, 자영업 여성은 법정 최저임금의 최고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임금직 근로자로도 일

하는 경우라면 동 법과 ZW에 의한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ZW

에 의한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WAZ 급

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ZW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의 100% 미만인 

경우에는 두 가지 급여를 합쳐서 법정 최저임금의 100%를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WAZ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여성이 임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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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높을수록, WAZ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WAZ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적어진다. 

8.6 소위 “반누적 조항”이 직접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당사국은 해당 급여가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마련된 제도임을 재

차 강조한다. 따라서, 남성은 이 조항을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을 감

안할 때, 이 조항이 어떻게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

는 결과로 이어지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 안건 및 절차

심리적격성에 대한 고려

9.1 본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동 통보가 동 

협약 선택의정서에 의해 심리적격한지 또는 심리부적격한를 결정해

야 한다. 이는, 절차규칙 제72조 4항에 따라, 동 통보건의 타당성을 

고려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9.2 본 위원회는, 동 사안이 타 국제 조사 및 해결 절차를 이미 거쳤거

나 그러한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9.3 선택의정서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1999년 첫 번째 출

산 휴가에 대한 급여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

제도를 거쳤다는 점에는 당사국이 반박하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진

정인의 2002년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는 상황이 그 만큼 단순치 않

다. 진정인이 최초 통보를 통해 위원회에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진

정인은 첫 번째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패소한 후에 두 

번째 출산휴가와 관련된 항소를 취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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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제시된 당사국의 의견에 

의하면, 당사국은 진정인이 두 번째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합당한 이

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능한 모든 국내 구제제도를 시도하지 않

았다는 이유를 들어 두 번째 출산휴가에 관한 진정인의 주장이 심

리부적격하다고 주장하였다. 본 위원회는, 이전에 제시된 의견에서

는 당사국이 동 통보의 시간적 관할 심리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면

서 두 차례의 출산휴가에 대해 WAZ 제도에 의한 급여 지급을 거

부하는 결정을 언급하였지만 모든 구제제도의 활용 문제는 언급하

지 않았음에 주목한다. 진정인이 항소 절차를 중단하지 말았어야 하

는지 아니면 그러한 항소 절차로 인한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은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적 사항들이 당사국이나 진정인으로부

터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회는, 일차적으로, 그리고 사회

보장사건에 있어 최고 행정법원인 중앙고등법원의 2003년 4월 25일

자 판결문의 명백한 내용을 감안할 때, 진정인의 2002년 출산휴가급

여에 관한 소송으로 인한 구제 가능성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이, 진정인의 두 차례 

출산휴가와 관련한 주장을 담고 있는 동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고

려를 금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

9.4 선택의정서 제4조 2항(e)에 의하여, 본 위원회는 어떠한 통보의 대

상인 사실들이 당사국에서 현 의정서가 발효된 시점 이전에 발생한 

경우, 그러한 사실들이 발효 시점 이후에도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해당 통보를 심리부적격한 것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본 위원

회는, 제4조 2항 (e)가 동 통보의 심리적격성에 어떠한 장해도 되지 

않는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 당사국이 반박하지 않은 점에 주목

한다. 당사국은, 본 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유효한 

일자를 1999년 2월 19일과 2002년 6월 4일이라고 밝혔으며, 두 일

자 모두 네덜란드에서 동 의정서가 효력을 지니기 이전에 해당한

다. 이 일자는, 진정인에게 급여 지급 거부 결정이 내려진 날로서, 



부록 3  251

첫 번째 출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진정인에게 WAZ에 의한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두 번째 출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진정인에

게 WAZ에 의한 급여를 일부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이다. 진정

인의 경우, 최초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3년 4월 25일은 선택의정서

가 네덜란드에 발효된 이후의 시점으로서, 사회보장사건에서 최고 

행정법원인 중앙고등법원이 진정인의 첫 번째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WAZ 관할기관에 제기한 이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 날이기 때

문에 선택의정서 제4조 2항과 관련하여 유효한 일자라고 주장하였

다. 본 위원회는, “진정인이 주장하는 실질적 불이익에 대해 문제의 

네덜란드의 법규가 언제 적용되었는가 (즉, 본 건의 사실들은 무엇

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9.5 본 위원회는 진정인이 급여를 청구한 실제 휴가 기간이 16주에 걸

쳐 주어졌으며 첫 번째는 1999년으로 분명히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발효 시점보다 앞서 있었음을 고려한다. 진정인에 따르면, 두 번째 

출산휴가 기간은 2002년 5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16주였다. 이 

기간에는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발효일인 2002년 8월 22일이 포함되

어 있으므로, 진정인의 통보에서 2002년 출산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시간적 관할 심리적격성을 충족하고 있다. 

9.6 본 위원회는 기타 근거로 동 통보가 심리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동 통보가 진정인의 2002년 출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심리적격하다고 본다. 

타당성 고려 (consideration of merits)

10.1 본 위원회는 동 통보를 고려함에 있어, 선택의정서 제7조 1항에 의

해 진정인과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공한 모든 활용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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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본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진정인의 2002년 출산휴가와 관

련하여 진정인에게 WAZ 제59조 (4)항을 실제 적용되지 않았더라

면, 그래서 진정인이 고용직에 대해, 그리고 남편의 사업체 근무에 

대해 별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급여를 받았을 

것이므로, 동 조항의 적용으로 동 협약 제11조 2항 (b)에 의한 진

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동 협약 제11조 2항의 목적은 가정 외에서 임금 고용직에서 일하고 있

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있

다. 본 위원회는, WAZ 제59조 (4)항의 적용됨으로써 동 협약 제11조 2항

에 명시된 이유, 즉 결혼 또는 출산을 이유로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았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 본 위원회는 진정인이 주장

하는 차등적 대우의 이유가 진정인이 임금직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남편의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배우자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동 협약 제11조 2항 (b)는 그러한 경우 고용직, 근속연수 또는 사회수당

의 손실이 없는 유급출산휴가 또는 유사한 사회급여제도를 도입하도록 국

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제11조 2항 (b)에 급료 “전액

(full)”이란 용어가 쓰이지 않고 있으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

에 대한 완전 보상(full compensation for loss of income)”이란 용어도 쓰이

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동 협약은 당사국이 협약의 요건

을 충족시키는 출산휴가급여 제도를 마련하도록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남

겨두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법제가 고용직 여성뿐만 아니라 자영업 

여성과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들에게도, 서로 다른 보험

제도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유급출산휴가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한다. 두 보험제도에 의한 혜택은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

며, 두 급여를 합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

다. 위와 같은 경우, 자영업 여성과 배우자 사업체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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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제도의 보험료는 임금직 고용으로 인한 소득을 감안하여 조정된

다. 동 협약의 제11조 2항 (b)가 의미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근로 여성들

을 위한 적절한 출산급여를 결정하고 자영업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소득과 보험료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규정

을 정하는 것은 당사국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또한, 자영업자이기도 하면

서 임금 근로자인 여성들에게 그러한 규정을 절충하여 적용하는 것도 당

사국의 재량권에 해당한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본 위원회는, 

WAZ의 제59조 (4)항의 적용이 진정인에게 차별적 대우라는 결과를 가져

오지 않았으며 동 협약 제11조 2항 (b)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도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이다

10.3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선택의정서 제7조 3항

에 의거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시된 사실들이 동 

협약 제11조 2항 (b)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view)를 제

시한다.

위원회 위원들인 Ms. Naela Mohamed Gabr, Ms. Hanna Beate 

Schopp-Schilling, Ms. Heisoo Shin(반대 의견) 의 개별적 의견

타당성 고려

10.1 본 위원회는 동 통보를 고려함에 있어, 선택의정서 제7조 1항에 의

해 진정인과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공한 모든 활용가능한 정보를 

검토하였다.

10.2 본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진정인의 2002년 출산휴가와 관

련하여 진정인에게 WAZ 제59조 (4)항을 실제 적용되지 않았더라

면, 그래서 진정인이 고용직에 대해, 그리고 남편의 사업체 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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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별도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은 급여를 받았을 

것이므로, 동 조항의 적용으로 동 협약 제11조 2항 (b)에 의한 진

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10.3 동 협약 제11조 2항의 목적은 특히, 가정 외에서 임금 고용직에서 

일하 고 있는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겪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는 데에 있다. 동 협약 제11조 2항 (b)는 그러한 경우 고용

직, 근속연수 또는 사회수당의 손실이 없는 유급출산휴가 또는 유

사한 사회급여제도를 도입하도록 국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11조 2항 (b)에는 급료 “전액(full)”이란 용어가 쓰이지 않고 있으

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 대한 완전 보상(full 

compensation for loss of income)”이란 용어도 쓰이지 않는다. 동 협

약은 당사국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출산휴가급여 제도를 마

련하도록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동 

협약의 “준비교섭문서(travaux preparatoires)”와, 동 협약 제18조에 

의해 본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에 제시된 바와 같

은 국가 관행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제11조 2항 (b)의 명시적 

표현은, 제11조 2항의 타 규정들과 연관지어 이해한다면, 공공 및 

민간 노동시장 부문의 임금직 고용 여성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동 조항은, 당사국이 자영업 

여성들에게도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일부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동 협약에 

의한 성과 달성 의무를 충족하는 한,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다.

10.4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선택의정서 제7조 3항

에 의거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견해(view)를 제시한다: 앞서 기

술한 논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WAZ 제59조에 소위 반누적 조항



부록 3  255

이라는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직 여성과 자영업 여성 모두에

게 금전적 보상과 함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네덜란드 법이, 성별

에 의한 직접적 형태의 차별에 관한 동 협약 제11조에 의해 진정

인이 지니는 권리의 침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협약 제

11조 2항 (b)에 의한 당사국의 의무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바이다.

10.5 동시에, 우리는, 소위 “등가(equivalence)” 원칙이 파트타임 임금직

과 자영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여성의 잠정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경우, 두 근

로 유형에서의 근로시간을 합치면 전일 임금직 여성 근로자의 근

로시간수와 동일하거나 심지어 초과하기도 하며, 우리가 알고 있

는 바로는 네덜란드에서 여성 풀타임 임금근로자는 일정 기간에 

대해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출산급여를 받고 있다. 또한, “1996년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자) 동등대우법(WOA)”은 풀타임과 파트

타임 근로자가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WAZ 제

59조의 반누적 조항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간넙적 형태의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진정인이 서술한 바와 같은 파트

타임 임금직과 자영업이 병행되는 고용 상황은 네덜란드에서 주로 

여성에게서 나타나며, 그 이유는 대체로 배우자의 사업체에서 가

족 봉사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임금직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은 

주로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본 통보 

절차에 있어, 이러한 가정에 대해 사실들로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

회가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당사국도 아무런 정보를 제

공하지 않았다. 단지, 2005년 2월 10일 이후 일반 배포되었으며 

2007년 위원회 제37차 회기에서 논의될 예정인, 여성에대한모든형

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에 의한 당사국의 4차 보고서에서, 당사국

은 파트타임직이 특히 여성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CEDAW/C/NLD/4 참조). 또한, 동 보고서에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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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자영업자를 위해 신설된 “근로불능보험법(Invalidity Insurance 

Act (WAO))에 따른 2001년 보험 청구인 중 55%가 여성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0.6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선택의정서 제7조 3항

에 의거하여, 우리는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a) 파트타임직 고용과 자영업을 병행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백

분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고용 상황에 있는 여성의 수

에 대한 자료를 남성과 비교하여 수집하고, 자료 수집 결과 그

러한 고용 상황에 있는 여성이 수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나면,

(b) 위와 같이 병행되는 고용 상황의 전체 근로시간수를 감안하지 않

고 그러한 고용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임신 또는 출산시에는 간

접적 형태의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반누적 조항 (WAZ의 

제59조 (4)항)”, 특히 그 조항의 “등가” 원칙을 검토하고,

(c) 검토 결과에 따라 WAZ를 개정하거나,

(d) 당사국의 4차 보고서(CEDAW/C/NLD/4, p. 61)에 언급된 바와 

같이,출산급여를 포함하면서 자영업과 파트타임 임금직을 병행

하는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보

험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제도적 통합을 통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지닌 네덜란드의 모든 근로여성들의 출산휴가급여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국내법규와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

폐에관한협약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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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4) Communication No. 4/2004,

Ms. Andrea Szijjarto v. Hungary

UN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36차/ 2006년 8월 7~25일

통보 제 4/2004호 (Communication No.4/2004)에 대한 견해 (Views)

진정인:  Ms. Andrea Szijjarto (대리인: 유럽로마권

리센터(European Roma Rights Center)와 

소수집단 및 민족 변호단(Legal Defence 

Bureau for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

피해자:  진정인 본인

당사국:  헝가리 

통보일자:  2004년 2월 12일 (최초 제출일)

2006년 8월 14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별첨 문건을, 통보 4/2004호와 

관련하여 선택 의정서 제7조 3항에 의한 동 위원회 견해(Views)로 채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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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

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견해(Views) (제36차)

통보 제 4/2004호 (Communication No.2/2004)에 대한 견해 (Views) *8)

진정인:  Ms. Andrea Szijjarto (대리인: 유럽로

마권리센터(European Roma Rights 

Center)와 소수집단 및 민족 변호단

(Legal Defence Bureau for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

피해자:  진정인 본인

당사국:  헝가리 

통보일자:  2004년 2월 12일 (최초 제출일)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관한협약의 제7조에 의하여 설치된 여

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6년 8월 14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에

관한협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해 Ms. Andrea Szijjarto를 대신하여 유럽로마

권리센터(The European Roma Rights Center)와 소수집단 및 민족 변호단

* 동 통보건의 검토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 Ms. Magalys Arocha Dominguez, Ms. Meriem Belmihoub-Zerdani, Ms. Huguette Bokpe 
Gnacadja, Ms. Dorcas Coker-Appiah, Ms. Mary Shanthi Dairiam, Mr. Cees Flinterman, 
Ms. Naela Mohamed Gabr, Ms. Fran?ise Gaspard, Ms. Rosario Manalo, Ms. Pramila 
Patten, Ms. Fumiko Saiga, Ms. Hanna Beate Sch?p-Schilling, Ms. Heisoo Shin, Ms. 
Glenda P. Simms, Ms. Dubravka monovi Ms. Anamah Tan, Ms. Maria Regina Tavares 
da Silva, Ms. Zou Xiaoqiao.
위원회 절차규칙 제60조 (1)항 (c)에 의거하여, Ms. Krisztina Morvai은 이 통보의 당사
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번 검토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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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Defence Bureau for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이 본 위원회에 제

출한 통보 제4/2004호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통보의 진정인과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공한 모든 서면 정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한다. 

선택의정서 제7조 3항에 의거한 견해

1.1 2004년 2월 12일자 통보의 작성자인 Ms. Andrea Szijjarto는 1973년 

9월 5일생으로 헝가리 국적의 로마카톨릭계 여성이다. 진정인은 자

신이 헝가리에 소재하는 한 병원에서 의료진으로부터 강요된 불임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대리인은 경제사회이사회의 

특별 협의기관인 유럽로마권리센터 (European Roma Rights Center)와 

헝가리 국내 단체인 소수집단 및 민족 변호인단(Legal Defence 

Bureau for National and Ethnic Minorities)이 맡고 있다. 당사국에서 

동 협약과 부속 선택의정서는 각각 1981년 9월 3일과 2001년 3월 

22일에 발효되었다. 

진정인이 제시한 사실관계

2.1 진정인은 세 자녀를 두고 있다. 2000년 5월 30일, 의사의 진찰을 받

은 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출산예정일은 2000년 12월 20일

이었다. 그 기간 동안 진정인은 출산전 치료를 함께 해당 지역의 간

호사 및 부인과 의사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았다. 2000년 12월 20일, 

Feh?gyarmat Hospital의 모자병동에 접수하였다. 진찰 결과 임신 

36~37주였으며, 진통이 시작되면 병원으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

2.2 2001년 1월 2일, 진정인의 진통이 시작되고 양수가 터졌다. 그리고 

심한 출혈이 뒤따랐다. 진정인은 앰블런스로 1시간 거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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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h?gyarmat Hospital로 옮겨졌다. 진정인을 진찰한 의사는 진정인의 

태내에서 태아(foetus) (“embryo”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가 죽어

있음을 발견하였고 죽은 태아를 꺼내기 위해 즉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진정인에게 알려 주었다.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진정인은 

제왕절개에 동의하는 서명을 부탁 받았다. 진정인은 제왕절개 동의

하는 서명을 하면서, 그 양식의 맨 아래에 의사가 수기로 작성하여 

겨우 알아볼 수 있는 문구에도 서명했는데, “본인의 태내에서 태아

가 사망하였으므로 불임수술(진정인이 알 수 없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음)을 진정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향후 출산할 의도가 

없으며 임신을 희망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었다. 담당 의사

와 조산사도 동일한 양식에 서명하였다. 진정인은 수혈과 마취에 

대해서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2.3 진료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을 태운 앰블런스가 병원에 도착한 후 

17분 내에 제왕절개가 시술되고, 죽은 태아와 태반이 적출되었으며 

진정인의 난관을 묶는 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 퇴원하기 전에 진정

인은 의사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언제 임신을 시도해 볼 수 있

는지를 물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인은 “불임수술”이란 말의 의

미를 알게 되었다. 또한, 진료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이 병원에 도

착하였을 때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도착 직후 어지러움을 느끼

면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출혈이 심해서 쇼크 상태에 있었다

2.4 진정인은 불임수술이 자신의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과 배우자(partner)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

장한다. 진정인은 자신이 불임수술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피임도 

허용치 않는 엄격한 카톨릭 종교의 신자이기 때문에 불임수술에 결

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진정인과 배우자는 전

통적인 로마 관습에 따라 살아가고 있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로마 가정의 가치 체계에 있어 핵심 요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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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01년 10월 15일, ‘소수집단 및 민족 변호인단’ 소속의 한 변호사

가 진정인을 대변하여 Feh?gyarmat Hospital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을 제기하면서, 특히, Feh?gyarmat 시법원에 동 병원이 진정인의 시

민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진정인

은 병원이 자신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임수술을 한 업무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

2.6 2002년 11월 22일, Feh?gyarmat 시법원은, 의료진이 진정인의 배우자

에게 수술과 그 예상 결과에 대해 통보하고 진정인 자녀들의 출생

증명서를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업무과

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진정인의 고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진정인의 경우 불임수술을 해야하는 의학적 상태가 무엇보다도 우

선하며, 진정인에게 불임수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진정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진정인이 그에 따라 불임수술에 동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더 나아가 법원은, “의료진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제

왕절개와 동시에 매우 신속하게 불임수술을 한 사실은 병원측의 업

무과실을 부분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았다.

2.7 2002년 12월 5일, 변호인은 Feh?gyarmat 시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진정인을 대변하여 Szabolcs-Szatm?-Bereg 지방법원에 항소하였다.

2.8 2003년 5월 12일, 진정인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지방법원은, 헝가리

의 보건의료법 제187조 4항 (a)는 불임수술의 예외적인 시술을 허용

하고 있지만 진정인의 불임수술은 인명 구조의 성격을 띠지 않았으

며, 따라서 문제의 불임수술 절차는 진정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의료진은 진정인에게 (수

술 방법, 시술의 위험, 기타 산아제한 방법을 포함한 대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업무과실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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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진정인의 서면 동의했다는 사실 자체로 병원측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진정인이 장애

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장애와 병원측의 행위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진정인에게 시술된 불임수술은 난관을 묶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성형수술을 통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며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진정인이 생식능력을 영구 상실하였

음을 입증하지 못했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과 의료

진의 행위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진정 내용

3.1 진정인은 당사국인 헝가리가 동 협약의 제10조 (h), 12조, 16조 1(e)

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3.2 진정인은 문제의 불임수술이 충분히 인지한 환자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응급으로 시술되어야 하는 인명 구조 성격의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불임수술은 일반적으로 복구 불가능을 전제로 

시술되며, 불임수술 후에 이를 되돌리기 위한 수술은 복잡하고 성

공률이 낮다. 진정인은, 국제 및 지역 차원의 인권단체들이 강요된 

불임수술은 여러 인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된다고 반복적으로 강

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 예로서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의 남녀 권리의 평등에 관한 일반논평(general comment) 

28호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은, 강요는 - 물리적 힘에서부터 

의료진의 압력과/이나 과실에 이르기까지 -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고 말한다. 



부록 3  263

3.3 협약 제10조 (h)의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불임수술 직전

이나 수개월/수년 전에도 불임수술에 대한 상세한 안내, 그 수술이 

자신의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 가족 계획과 피임방

법에 대한 조언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기 전에, 불임수술의 성격, 위험 및 결

과에 대한 정보를,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받은 적이 없

다고 한다. 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의 결

혼과 가족관계에 관한 일반권고(general recommendation) 21호를 인

용하고 있다. 

3.4 동 협약 제12조의 위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인은 위원회의 

여성과 건강에 관한 일반권고 24호의 제20항과 22항을 언급하고, 자

신이 불임수술 절차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제공된 정보가 불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할 수 없었다

는 점은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진이 진정인에게 불임수술에 대해 충분히 정보

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과, 불임수술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 사

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5 진정인은 당사국이 자신의 생식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동 협약 제16

조 1항 (e)가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경우에 대해 위원회의 여

성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21호의 22항을 언급한다. 이에 더하여, 진

정인은 본 건의 정황들로 볼 때,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감있게 결정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 교육 및 수단이 자

신에게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6 진정인은 본 위원회에 동 협약 제10조 (h), 12조, 16조 1항 (e)가 위

반되었다는 판단과 함께 당사국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요구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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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본 통보의 심리적격성에 대해, 진정인은 지방법원이 판결을 통해 동

일한 건에 대해 더 이상의 항소는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밝혔

기 때문에 모든 국내 구제조치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

일 사안이 기타 국제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된 적이 없으며 

현재 그러한 절차에서 검토중에 있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3.8 더 나아가, 진정인은 본 통보를 제기하게 된 사건이 2001년 1월 2일

에 발생하였지만 헝가리에서는 1981년 9월 3일부터 동 협약의 조항

이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진정인은, 가장 중

요한 점은 문제의 위반이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충분한 인지를 바탕으로 한 

완전한 동의없이 불임수술을 받은 결과, 자신이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에 비추어, 진정인은 본 통보가 선

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심리적격하다고 주장한다. 

심리적격성과 타당성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4.1 2005년 3월 7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당사국은 진정인이 헝가리의 

국내법에 의한 특별한 구제절차인 사법적 검토 (소위 “판결 수정

(revision of judgement)”)제도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2 당사국은, 동 협약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본 통보가 시간적 관

할권에 있어 심리부적격하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의 의견에 의하면, 

불임수술은 복구 불능한 수술이 아니며 영구 불임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진정인은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

국은 진정인의 권리가 영구적으로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3 당사국은, 진정인이 사산한 태아를 제외하고도 3명의 자녀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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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진정인이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임신과 

출산의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 협약의 

제10조 (h)가 위반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4.4 당사국은, 동 협약 제12조 1항에 대해서도, 모든 헝가리 여성들이 

임신 중과 출산후에 받는 급여와 서비스를 진정인도 무상으로 받았

기 때문에 그 조항은 위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에게 수

술 전에,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방식으로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진정인은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4.5 당사국은, 국내의 공공보건법에 의해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어떠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가 불임수술을 

시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한 상황이 본 건에 존재하였

는데, 즉, 이번이 진정인에게 첫 번째 제왕절개가 아니었고 진정인

의 자궁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었다. 더 나아가, 당사국은 이후 복

부 수술을 한 차례 더 하게 되는 경우의 위험이 더 컸기 때문에 불

임수술이 안전하였으며 주어진 상황에서 불임수술이 불가피한 것으

로 보였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의 심리적격성 및 타당성 관련 의견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5.1 2005년 5월 6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진정인은 자신의 주장의 심리적

격성과 타당성과 관련하여 이전의 여러 논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5.2 선택의정서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당사국이 대법원에 의

한 사법적 검토(소위 “수정”)가 진정인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구제절차에 해당함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헝가

리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의하면 헌법에서는 1단계의 항소제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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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항소 법원의 

판결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제절차가 아니다. 

진정인은 이러한 특별한 구제절차는 자신이 접근할 수 없었다고 주

장하는데, 자신의 사건이 법률의 일관된 해석을 위해 검토되어야 

하는 일반적 중요성을 지닌 법적 사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나 

최종 판결의 내용이 대법원이 이전에 내린 구속력 있는 판결과 다

르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를 들어 입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2002년 1월 1일과 2004년 11월 9일 사이의 기간에, 관련된 사법적 

검토가 실시될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검토 대상인 판결의 내

용이 법률에 위반되고 이러한 사실이 해당 사건의 타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a) 그 결정이 법률의 일관된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과 다르거나 (b) 개념적으로 중요한 법률 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대법원의 검토가 필요하여야 한다. 또한, 진정인은 

위 (a)와 (b)의 조건이 분명하지 않아서 예상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

는 이유로 2004년 11월 9일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이 두 조건이 위

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진정인은 실제로 

사법적 검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 

5.3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와 관련하여, 진정인은 자신의 생식 능력

이 국가 관계자들 – 즉, 국립 병원의 의료진으로 인해 상실되었다

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불임수술이 법률 및 의료행위의 측면에서 

복구 불능한 수술로 간주되며 자신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음을 

강조한다.

5.4 진정인은 건강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자신의 기본권과, 여러 국제적 

문헌, 특히, 국제인구발전회의 행동프로그램(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1994년 

카이로)과 베이징 선언 및 행동강령(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1995년 베이징)과 각각의 5개년 검토 결과를 담은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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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5.5 또한, 진정인은 자신의 경우에 헝가리 보건당국이 가족계획, 불임수

술, 또는 생식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도 정보

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피임방법 및 

가족계획에 대해 스스로 터득했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항

소법원은, 헝가리의 보건당국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

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에 의하면, 진정인이 

불임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 전에 진정인에게 피임과 

가족계획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동 협약 제10조 (h)

의 위반에 해당한다. 

5.6 진정인은 보건의료 급여의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은 분명하면서도 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

며 서명하도록 요구 받은 서식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

므로 자신이 불임수술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5.7 진정인은, 항소법원이 그 판결문에서 문제의 불임수술은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한 인지에 의한 동의가 요구되며, 

보건의료법 제15조 3항에 따른 시술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주장한다. 

5.8 진정인은, 충분한 인지에 의한 동의는 환자가 정보에 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동의의 효력은 그 동의가 

주어진 형태에 의해 좌우된다. 동의서는 단지 증거 자료의 역할만

을 할 뿐이다. 

심리적격성과 타당성에 관한 당사국의 추가 의견 개진

6.1 당사국은, 2006년 6월 22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고등법원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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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검토는 진정인이 거쳤어야 할 특별한 구제절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6.2 당사국은, 진정인의 불임수술 방식은 복구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재

차 주장한다. 따라서, 진정인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당사국은 결찰은 복구 수술(re-fertilization 

operation)을 통해 20-40%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주장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의학연구협의회의 법사위원회(Judicial 

Committee of the Medical Research Countil)를 인용하고 있다.   

6.3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출산전 기간과 수술 당시에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세 자녀

를 임신하였을 때에도, 정보를 포함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

되었다고 한다. 

6.4 당사국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는 공립 보건서비스와 민간 보건서

비스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다. 

6.5 당사국은, 공공보건법에 의해,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되면 의사가 상담없이 불임수술을 시술할 수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동 법에 따라, 특정 경우에 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이 주어진

다. 이러한 방식으로, 환장의 생명에 대한 권리가 우선시 되며, 상담

을 간략하게 끝낼 수 있다. 불임수술이 일반적으로는 인명 구조의 

성격을 띠지 않지만, 본 건에서는 다시 임신을 하거나 복부 수술을 

하게 되면 진정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불임수술이 

인명 구조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불임수술은 그러한 상황을 피

하기 위해서 시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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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의 후속 의견 

7.1 진정인은, 2005년 10월 5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불임수술 후 이전

으로 되돌리기 위한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불임수술은 여성

의 생식 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된다는 전제하에 시술된다고 주장

한다. 불임수술 후 복구를 위한 수술은 복잡하며 성공률도 낮다. 진

정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 정부 및 국제단체의 

출간물을 언급한다. 또한, 불임수술을 복구 불가능한 수술로 보는 

여러 지역의 판례법도 인용하였다. 문제의 불임수술을 집도하였던 

의사는 불임수술에 대한 정보에는 그 수술이 복구 불가능한 수술이

라는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7.2 불임수술을 되돌리기 위한 수술의 성공 여부는 여러 요소들에 의해 

좌우되는데, 불임수술 방식, 난관 또는 기타 생식 기간에 가해진 손

상의 정도, 수술의사의 기술, 훈련 받은 직원 및 시설 활용 여부가 

그에 해당한다.  불임수술 복구를 위한 수술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내포한다. 복구 수술 후에는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이 늘어나며, 자

궁외 임신은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요구되는 위험한 상황이다.

7.3 또한, 진정인은 헝가리의 의료계에서는 불임수술을 산아제한의 영구

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국

내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 의학전문가가 진정인의 변호인의 요청으

로 답변한 내용은 한 차례의 복부 수술을 통해 난관이 다시 통하도

록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으며, 진

정인에게 불임수술을 시술한 외과의는 환자와의 상담에는 불임수술

이 복구 불가능한 수술(intervention)이라는 사실도 포함되어야 한다

고 말하였다. 

7.4 또한, 진정인은 자신에게 시술된 불임수술이 성공적으로 복구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효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특히 난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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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생식 기관에 어느 정도의 손상이 가해졌는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진정인은, 자신의 수술이 복구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당

사국의 단언이 이론적일 뿐이며, 따라서 진정인이 기술한 표준적인 

의료계 견해와는 상반된다고 주장한다. 

7.5 향후 임신하는 경우 태내의 아이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생명도 위험

하게 될 것이라고 의료진이 주장하고 이를 헝가리 법원이 확인하였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정인은 자신의 불임수술이 복구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

가, 진정인의 불임수술 복구에 관한 법원의 견해가 전적으로 상대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의료진의 증인 진술과 동 법원의 의뢰로 작

성된 전문가 의학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진정인은 이러한 목적으로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7.6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자신의 불임수술이 행해진 

날 이후로 헝가리 내에서 불임수술 후 복구를 위한 수술이 성공적

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복구 수술이 성

공적으로 시술되었을 때만이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인이 입은 손상을 줄이기 위해 수술을 한 차례 더 받

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그와 같은 전신마취 복부 수술에는 위험

이 따르며, 국가의 사회보장기금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7.7 진정인은, 불임수술이 복구 불가능한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

계없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육체적 보전, 건

강, 명예 및 인간 존업성에 대한 진정인의 권리는, 진정인의 생식 

능력이 의학적으로 복구 가능한가와 상관없이, 헝가리 민사법에 따

라, 병원측의 불법 행위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진정인의 가

임 능력 상실은 정신적 외상을 야기하였으며,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해로운 영향을 끼쳤다. 불법적인 불임수술은 진정인의 삶에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 거의 5년 동안 아무런 구제도 받



부록 3  271

지 못했다. 

7.8 더 나아가, 진정인은 예방적 간섭(수술)에 해당하는 불임수술을 인

명을 구하는 수술이라고 하는 제왕절개와 함께 실시함으로써 수술 

시간을 늘이고 진정인의 건강상 위험이 더 커지도록 한 것에 의문

을 제기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준

비하고, 수술 절차 및 위험과 예상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고, 동의

서에 서명하며, 제왕절개와 불임수술을 함께 받는 데 17분이 걸렸

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단

계를 적절하게 밟지 않았으며 병원측은 상담과 결정에 필요한 시간

을 줄임으로써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8.1 2005년 11월 2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당사국은 진정인에게 어떠한 

손해 배상도 지급되지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할 만한 침해가 확인되

었기 때문에 진정인이 사법적 검토(“판결 수정”)를 개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법적 검토는 어

떠한 법률적 사안과 관련하여 오류를 시정해 달라는 청원을 바탕으

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구제절차다. 그러한 청원은, 가령, 

법률의 개선이나 법률 적용의 표준화에 기여한다든가 중대한 법률

적 이슈를 제기한다든가 등의 이유로 3심이 정당화되는 사건들로 

한정한다.

8.2 대법원이 검토의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필요한 자료와 사실을 

확보하면 2심 범원의 판결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무효화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린다. 반대로, 대법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와 사실

이 부족하면, 해당 사건을 1심 또는 2심 법원으로 반송하여 새로운 

소송 절차에 의해 판결이 내려지게 한다. 

8.3 당사국은, 대법원 민사 3부는 의료사고사건의 법적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당사국은, 대법원의 199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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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건수가 1,300건을 넘었다고 강조한다. 당사국은, 따라서, 대법원

이 진정인에게 적절한 심판의 장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8.4 당사국은 난관 결찰과 관련하여 이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해당 

수술의 성격상 영구적인 불임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

적인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의학연구협의회 법

사위원회의 입장을 참조하게 한다 (앞의 6.2 참고). 더 나아가, 사회

보장제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시험관 임신을 통해 향후 임신도 가

능하다고 한다.

진정인의 보충 진술

9.1 2005년 11월 16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진정인은 당사국이 동의를 

얻지 않은 불임시술이 자신의 신체적 보전, 정신 건강 및 존엄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헝가리의 의료법에서는 인

간 존엄성 존중이 핵심적 권리이며 여기에서 기타 권리들이 파생한

다. 본 위원회는 일반권고 19호에서, 강제적 불임수술이 여성의 신

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9.2 진정인은, 불임수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동의는 국

제기준과 국내법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권과 정

치권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여성 인권에 대한 존중으

로부터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9.3 진정인은, 의사들은 충분한 정보에 의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담을 

통해 여성들의 자결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이 보장되도록 할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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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헝가리가 당사국으로 있는, 유

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은 인간 존엄성 확보

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협약의 설명보고서(Explanatory 

Report)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동의없이 수술(intervention)을 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환자들과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관계

에 있어 환자들의 자율성을 명백히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9.4 진정인은 2001년 1월 2일 당시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했을 때에는 

아이를 잃게 된 여성으로서, 그리고 사회에서 주변 집단(Roma)의 

구성원으로서 지극히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고 상기한다. 

9.5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진정인은 ‘재생산권리 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가 작성한 간략한 설명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이 자료에서 동 센터는 진정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재생산권리 

센터는, 진정인이 영구적인 권리 침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당

사국 주장은 국제적으로 용인된 의료기준, 즉, 불임수술은 영구적이

며, 복구 불가능한 처치라는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9.6 재생산권리 센터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와 정보에 대한 권리는 

모든 불임수술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충분한 정보를 받은 환자

의 완전한 동의 없이 불임수술이 시술된 경우 인권 침해에 해당함

을 강조하고 있다. 본 건에서, 진정인은 불임수술, 불임수술의 영향, 

위험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 또는 조언을 받지 못했다. 또한, 피임 

및 가족계획과 같은 대체 방법에 대한 정보나 조언도 받지 못했으

며, 이는 동 협약 제10조 (h)에 의한 당사국의 의무에 위반된다. 

9.7 재생산권리 센터는, 본 건의 경우, 동의서에 불임수술을 의미하는 

헝가리어 대신에 라틴어로 쓰였으며, 수기로 작성되고, 읽기가 매우 

힘든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비록 진정인이 서명하기는 했지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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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불임수술 절차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의가 이루어졌

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의료진은 진정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

식으로 진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으며, 진정인이 사산후에 

쇼크 상태이며 다량의 출혈로 인해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임

을 감안하지 않았다.

9.8 재생산권리 센터는,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하여 여러 국제의학기관들

이, 불임수술의 경우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세

부적인 지침과 고려 사항들을 마련해 놓았음에 주목하면서, 이는 

개인의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인명을 좌우하는 불임수술을 

시술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9.9 재생산권리 센터는, 진정인이 병원에 도착한 지 17분만에 두 수술이 

모두 끝났음을 감안할 때, 의료진이 진정인에게 국제인권 및 의료기

준에 의거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정보가 없었다면, 진정인은 신중히 고려하여 자발

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진정인이 의사에게 언제 아이

를 다시 갖는 것이 안전하겠느냐고 물었다는 사실은, 진정인이 그 

수술 후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

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9.10 재생산권리 센터는, 국제의료기준에 따르면, 불임수술의 경우에는 

항상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임수술 절차에 대해 동의

해야 하며, 심지어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건강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9.11 재생산권리 센터는, 충분한 정보에 의한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

인에게 불임수술을 행함으로써 당사국은, 공립병원의 의료진을 통

해, 진정인이 불임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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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함으로써 진정인이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침해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동의없이 이루어진 불임

수술의 결과, 진정인은 더 이상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자유를 갖지 못할 것

이다.

위원회의 안건 및 절차 

심리적격성 고려

10.1 본 위원회는 위원회 절차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본 통보가 동 협

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하여 심리적격한지 아니면 심리부적격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절차규칙 제72조 4항에 따라, 위원회는 본 통보의 

타당성 검토 전에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10.2 본 위원회는, 본 사안이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의해 

검토된 적이 없으며, 현재에도 그러한 검토 중에 있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10.3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명시된, 본 위원회는 가능한 국내 구제절

차를 모두 활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정인이 활용하지 않았던 사법적 검토(소

위 “판결 수정”)라는 특별한, 또는 특수한 구제절차를 강조하였다

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국에 의하면, 이 구제절차는 법률적 사안과 

관련하여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3심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구제절차가 진정인에게 활용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진정인이 활용했어야 했는지를 판단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회는, 진정인에 따르면 항소

법원이 진정인의 사건에 대해 판결했던 당시에 적용되었던 사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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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조건은 이후에 예측불가를 이유로 헝가리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이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은 자신의 사건이 그 구제절

차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진정인은 2

심 법원이 그 판결문에서 2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허용되지 않음

을 분명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국은 그 구제절차의 특수한 성

격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진정인이 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

서, 본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이 위원회가 진정인의 통보

를 고려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10.4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본 위원회는, 본 통보의 대

상이 되는 사실들이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발효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그 시점 이후로도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부적격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 조항을 고려함에 

있어, 본 위원회는, 본 통보의 원인이 된 사건이 2001년 1월 2일에 

발생하였음에 주목한다. 이 일자는 헝가리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

된 2001년 3월 22일보다 앞서 있다. 그러나, 진정인은 본 위원회에, 

동 협약에 의한 진정인의 여러 권리가 문제의 불임수술 결과 이미 

침해되었고 앞으로도 침해될 것인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불임수술은 영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불임수술은 복구 

불능을 전제로 하고, 복구를 위한 수술의 성공률은 낮으며 불임수

술의 시술 방법, 난관 또는 기타 생식 기관에 가해진 손상의 정도, 

수술의의 기술 등과 같은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고, 복구 수

술에는 위험이 따르며, 그러한 수술 후에는 자궁외 임신의 가능성

이 높다는 등의 설득력있는 논리가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위원회

는 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지속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에 

따라 시간적 관할에 의한 심리적격성(admissibility ratione temporis)

이 정당화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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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본 위원회는 기타의 근거로 본 통보가 심리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며, 따라서 본 통보를 심리적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타당성 고려

11.1 본 위원회는 본 통보건을 고려함에 있어, 진정인과 당사국이 선택

의정서 제7조 1항에 의해 제공한 모든 활용가능한 정보를 감안하

였다. 

11.2 아래의 동 협약 제10조 (h)에 따라, 

당사국들은 여성들이 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남녀 평등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을 보

장하기 위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안녕

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성

당사국이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동 협약 

제10조 (h)를 위반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결혼과 가족관

계에서의 평등에 관한 일반권고 21호를 상기한다. 이 일반권고는 “강요된 

… 불임수술과 같이, 여성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강제적 관행”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피임 방법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성이 “피임방법과 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갖

고 있어야 하며 성교육과 가족계획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진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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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당사국의 주장과 함께, 

진정인에게 수술 당시, 산전 진료시, 그리고 세 아이의 임신 기간 중에 정

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다른 한

편, 본 위원회는, 진정인에게 불임수술의 위험 가능성과 결과, 대체 조치 

또는 피임 방법을 포함하여 불임수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

았다는 항소법원의 판결을 진정인이 지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본 위원

회는, 진정인이 동 협약 제10조 (h)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 즉, 충분한 정

보에 의한 완전한 동의 없이 그러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임수술과 가족계획을 위한 대체 조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본 위원회는 병원 도착 직후 

진정인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기술된 내용에 주목하며, 진정인이 받은 상

담은 분명히 매우 긴장되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병원 관계자들을 

통해, 가족계획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하

며, 이는 동 협약 제10조 (h)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의미

한다.

11.3 동 협약 제12조는 다음과 같다.

1. 당사국들은 남녀펑등을 기반으로, 가족계획과 관련된 의료 서비

스를 포함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들은 임신과 수유 기간 중에 

적절한 영양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 및 산후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당사국이 진정인의 완전한 동의를 얻지 않고 불임수술을 함으로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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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2조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는 진정인의 입원부터 두 수술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17

분이라는 진정인의 기술에 주목한다. 의료 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병원 

도착시 어지러움을 느꼈고, 일반적인 경우보다 출혈이 심했으며 쇼크 상

태에 있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 17분 동안, 진정

인의 수술준비가 끝나고, 진정인은 제왕절개, 불임수술 및 수혈과 마취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두 가지 의료 절차, 즉, 죽은 태아의 나머지

를 꺼내기 위한 제왕절개와 불임수술이 이루어졌다. 또한, 본 위원회는, 

담당의사가 수기로 겨우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한 서면 동의서에 불임수술

을 의미하는 라틴어가 쓰여 있었으며 진정인이 그 라틴어의 의미를 이해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한다. 그 17분 동

안 진정인에게 모든 적절한 정보를 진정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

공하였다는 취지의 당사국 진술에도 주목한다. 위원회는, 그 시간 동안 병

원 관계자들이 진정인이 불임수술에 대해 신중하고 자발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안, 위험성 및 이점과 함께 불임수술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또한, 위원회는 진정인이 언제 

안전하게 임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는 명백한 사실이 진정인이 불임수술

의 영향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

한다. 동 협약 제12조에 의해, 당사국들은 “임신, 출산, 산후 기간과 관련

하여 여성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여성과 보

건에 관한 일반권고 24호에서, “인정할 수 있는 서비스는, 여성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전한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본 위원

회는, “당사국들은, 동의가 없는 불임수술과 같이, 정보에 의한 동의와 존

엄성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적 형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고 명시하였다. 위원회는, 본 건에 있어, 당사국이 진정인이 충분한 정보

에 의해 불임수술에 동의하도록 보장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12조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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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동 협약 제16조 1항 (e)는 다음과 같다.

당사국들은 결혼 및 가족관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

히, 남녀평등을 기반으로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e) 자신의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해 자유롭고 책임감있게 결정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교

육 및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당사국이 동 협약 제16조 1항 (e)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는

가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일반권고 19호를 상

기한다. 이 권고에서 위원회는 “강제적 불임수술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수와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여성

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명시하였다. 진정인의 경우, 진정인의 완전한 동의

없이 불임수술이 시술되었으며, 진정인의 자연적 생식 능력을 영구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제16조 1항 (e)에 의한 

진정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다.

11.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제

7조 3항에 의거하여,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시된 사실

들이 동 협약 제10조 (h), 12조, 16조 1항 (e)이 위배되었음을 보여

준다는 견해에 따라,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이다. 

I. 본 통보의 진정인 관련: 진정인 Ms. Andrea Szijjarto에게 본인의 

권리 침해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

II. 일반 :

⋅여성의 재생산적 건강 및 권리와 관련하여 동 협약의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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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위원회 일반권고 19호, 21호, 24호의 관련 조항들이 병원 

및 의원을 포함한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의 모든 관계자들에게 

알려지고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을 취한다.

⋅불임수술의 경우 정보에 의한 동의 원칙(principle of informed 

consent)에 관한 국내법규를 검토하고, 국내법이 유럽이사회의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오비도 협약(Oviedo Convention)”)과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포함한 국제인권 및 의료기준에 부합하도

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상황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정보 제공 절차 없이 불임수술을 시술”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있는 공공보건법 해당 조항의 수정을 고려한다.

⋅병원과 의원을 포함하여 불임수술을 행하고 있는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어떠한 불임수술이라도 환자의 

완전한 동의가 있어야 시술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적

절한 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11.6 제7조 4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위원회의 권고와 함께 위원회의 

견해(views)를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6개월 내에, 위원회의 견해

와 권고에 비추어 취해진 모든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또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

를 발간하고 헝가리어로 번역하여 사회의 모든 관련 계층에 널리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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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5) Communication No. 5/2004,

Ms. Rahime Kayhan v. Turkey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한, 여성

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34차/ 2006년 1월 16일~2월 3일

통보 제 8/2005호 (Communication No.8/2005)

진정인:  Rahime Kayhan

피해자:  진정인 본인

(대리변호사: Ms. Fatma Benli)

당사국:  터키

통보일자:  2004년 8월 20일 (최초 제출일)

문서참조:  2005년 2월 10일에 당사국으로 송

부됨 (문서 양식을 띠지는 않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7조에 의해 설치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6년 1월 27일 위원회에서 

다음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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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격성에 대한 결정

1.1 2004년 8월 20일자 통보의 작성자 겸 진정인인 Ms. Rahime Kayhan

은 1968년 3월 3일생으로 터키 국적을 지니고 있다. 진정인은 터키

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1조를 위반

함으로써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대리인은 변

호사인 Ms. Fatma Benli다. 당사국인 터키에서 동 협약과 그 부속 

선택의정서는 각각 1986년 1월 19일과 2003년 1월 29일에 효력이 

개시되었다. 

제시된 사실관계

2.1 진정인은 종교와 윤리과목의 교사로서 현재 기혼자이며 2살과 10살

짜리 자녀 셋을 두고 있다. 진정인은 주립대학에서 공부하던 시기를 

포함해서 16세 이후로 (얼굴은 드러내고) 두발과 목을 가리는 스카

프를 하고 있다.

2.2 1991년 9월 26일, 진정인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인 Bursa 

Karacabey Imam Hatip 고등학교에 교사로 임용되었다. 진정인은 

1994년 9월 12일부터는 Erzurum Imam Hatip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이 학교에서 이후 5년간 근무하다가 Mehmetcik 중학교

로 전근가게 되었다. 진정인은 첫 번째 임용 당시에도, 신분증 사진

(가령, 운전면허증, 교사증, 의료보험카드 등)을 찍을 때도 스카프를 

쓰고 있었다.

2.3 1999년 7월 16일, 진정인은 스카프를 두른 것에 대해 경고를 받고 

나중에는 임금에서 일부(1/30)가 벌금으로 공제되었다. 진정인은 이

러한 처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 중에 사면법(제4455호)

이 발효되어 경고와 벌금이 진정인의 기록에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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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00년 1월 13일, 진정인은 자신이 용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스카

프를 두른 채 교실에 들어가며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목적으

로 학교의 평화, 안정, 조화를 깨뜨리고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고발

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의 문건을 받았다. 

진정인은 서면 진술서를 쓰도록 요청 받았다.

2.5 2000년 2월 8일, 진정인은 자신이 결단코 학교의 평화와 안정을 저

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변호하였다. 

진정인은 지난 8년간 두 자녀를 키우면서도 열심히 근무하였고, 정

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목적도 전혀 없으며, 성공적인 수업사례로 

장학사로부터 수 차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조국을 사랑하고 공

화국과 민주주의에 헌신적인 동시에 터키의 청소년들이 조국과 민

족에 헌신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2.6 2000년 3월 29일, 교육부는 진정인에게,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구두

로 직접 변호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통보

하였다. 

2.7 이에 대해 진정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와 비방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10명이 서약한 진술서를 보냈다. 진정인의 변호인은, 진정

인에 대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이 “조사 보고서에 쓰인 바

와 같이 조화를 깨뜨렸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고위징

계위원회(Higher Disciplinary Council)’에 서면 및 구두로 진술하였다. 

진정인이 처벌된다면, 그것은 근로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

유, 사상의 자유,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국내 및 국제 법원칙을 위

반하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차별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신

체적, 정신적 존재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

였다.

2.8 진정인은, 2000년 6월 9일에 고위징계위원회로부터 임의해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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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진술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면, 진정인이 교실에서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것은 공무원법(657호) 제125E/a조에 의한 정치적 수

단으로 기관의 “평화, 안정 및 업무 조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정인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영구 

상실하였다. 특히, 생계 수단의 상당 부분, 연금 공제액, 월급과 소

득에 대한 이자, 교육 지원금 및 의료보험을 잃게 되었다. 게다가, 

진정인의 주장에 의하면, 터키의 사립학교들도 교육부의 지시를 따

르기 때문에 스카프를 두르고는 사립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을 것

이다. 중징계를 받은 여성을 고용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2.9 2000년 10월 23일, 진정인은 스카프를 두른 것이 국가관리법(States 

Officials Act) 제125E/a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직 결정을 취하

할 것을 요구하면서 행정법원에 제소하였다. 기껏해야 견책이나 질

책 정도면 족하며 해고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인은 정당한 

목적이 결여된 처벌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불필요한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2.10 2001년 3월 22일, Erzurum 행정법원은, 진정인에 대한 처벌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2.11 2001년 5월 15일, 진정인은 Erzurum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 행정법원에 항소하였고, 공무원법(657호) 제125E/a조를 적용하

기 위해서는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진정인이 그러한 행위를 저질 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진정인은 스카프로 머리를 가림으로써, ‘공공기관 종사자 복

장 관련 규정(the Regulation relevant to the Attire of the Personnel 

working in Public Office and Establishments)’을 어긴 것이다.

2.12 2003년 4월 9일, 최고 행정법원 제12부의 의장은 항소를 기각하고, 

Erzurum 행정법원의 판결이 절차와 법률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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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법원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진정인은 최종 판결을 2003년 7

월 28일에 통보 받았다. 

불만 사항

3.1 진정인은 당사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

약 제11조를 위반함으로써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불만을 제기하

고 있다. 여성이 사용하는 일종의 의복인 스카프를 썼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해고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당사국이 진정

인의 일할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고용상 기회를 누

릴 수 있는 권리, 승진, 고용안정, 연금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

이라고 한다. 주장한 바에 의하면, 진정인은 머리 스카프착용으로 

해고된 1,500명 이상의 여성 공무원 중 하나라고 한다.

3.2 또한, 진정인은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right to personal identity)

에 아무런 차별없이 이슬람 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

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머리 스카프착용은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포함된다고 본다. 진정인이 그 머리 스카프착용을 그렇

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면, 가족의 소득과 미래

를 무릅쓰면서까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진정인은 자

신에게 직장과 머리 스카프착용 중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가 국제협

약에 보장되어 있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 진정인

은 그러한 강요가 부당하며, 법률적으로 예측불가능하며, 민주사회

에서는 용인할 수 없다고 믿는다. 

3.3 진정인은 자신에게 취해진 조치가 어떠한 법률이나 사법적 판결에

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인 조치라는 불만을 제기

하고 있다. 복장과 관련된 유일한 규정은 1982년 10월 25일에 제정

된 소위 ‘공공기관 종사자의 복장에 관한 규정(Regulation relev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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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ire of the Personnel working in Public Office and 

Establishments)으로, 이 규정에는 “업무중에는 머리를 덮고 있지 않

아야 한다(제5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주장에 따르면, 이 규정은 실

제적으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 규정을 어긴 사람들

이 경고 또는 징계를 받은 일도 없다고 한다. 

3.4 또한, 진정인은 복장과 관련된 공무원법(657호) 제125A/g조를 위반

한 경우의 처벌은 (첫 위반시) 경고와 (반복되는 위반시) 질책이라

고 주장한다. 진정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진정인이 그러한 위법

행위를 저질 다는 증거도 없이,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목적으로 

기관의 평화, 안정 및 업무 질서를 깨뜨린” 죄목으로 처벌된 것이

다. 진정인은 Erzurum 행정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판결이 위와 같

은 잘못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법

원은 피고(진정인)의 행위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행위라고 간주하

였는지에 대한 의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진정인은, 머리 스카프

착용이 이데올로기적 행동이였다면 왜 이전의 9년 동안에는 허용했

는지를 행정기관에 묻고 있다.

3.5 진정인에게 내려진 처벌로 인해 진정인의 근로권이 제한되었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평등성이 깨어지고, 사람들은 복장에 따라 분류함

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근무환경이 조장되었다. 진정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남성이었다면, 그러한 징계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6 부당하게 공직사회와 교직으로부터 추방당한 상태에서, 진정인은 본 

위원회의 도움을 구하기에 이르 으며, 본 위원회가 당사국이 자신

의 권리를 침해하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려주

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본 위원회가 당사국에게 ‘공공기관 종사

자 복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고위징계위원회로 하여금 입증된 

구체적 위법행위 외에 대해서는 징계를 가하지 못하게 하며,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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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프착용 금지를 철회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7 본 통보의 심리적격성에 대해, 진정인은,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함으

로써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본 사

안을 기타 국제기구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심리적격성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 개진

4.1 2005년 5월 10일자 의견 개진을 통해, 당사국은 진정인이 1982년 11

월 28일 각료위원회령 8/5743호에 의해 채택되고 1983년 1월 12일 

관보를 통해 공표된 "공무원의 이의 및 청원에 관한 규정(Regulation 

on the Complaints and Applications by Civil Servants)”에 의거하여 아

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고 논박한다. 게다가, 진정인은 터키 헌법 제74조에 의해 터

키 국회(대의회(Grand National Assembly))에 제소하지 않았으며, 행

정적 사법절차법(Law on Administrative Judicial Procedures) 제54조 5

항에 의해 가능한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았다.. 

4.2 당사국은, 동일한 사안이 다른 국제조사 절차에서 검토된 적이 있다

고 주장한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검토한 바 있으며, 그 사건의 청원인인 

Leyla Sahin은 머리 스카프착용을 이유로 학업을 마칠 수 없었으며 

이것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위반 사실이 없으며 

동 협약의 제10조(표현의 자유), 제14조(차별 금지), 동 협약 제1부

속의정서 제2조(교육)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없

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하였다.

4.3 당사국은, 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실들이 선택의정서가 터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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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된 시점인 2002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2000년 6월 9일에 해직되었으며, 따라서 본 통보는 선택의정서 제4

조 2항(e)에 의하면, 심리부적격하다는 것이다

4.4 또한, 당사국은 진정인의 주장이 협약 제1조에 포함된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 통보가 협약의 정신에 위배

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의 복장은 ‘공공기관 종사자 복장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헌법과 관련법률에 맞추어 작

성된 것이라고 한다. 이 규정은 남녀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되며, 성

별에 관계없이 진정인과 동일한 징계 및 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으

며, 이 규정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요소 – 내용이나 적

용에 있어 – 는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나 최고행정법원과 같

은 상급법원의 판결은, 공무원과 기타 정부직원들이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공직에 입문하는 자(남

녀 모두)는, 업무 개시와 동시에, 헌법, 기타 법률 및 판례법의 관련 

조항들을 숙지한다. 복장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다. Ms. 

Kayhan은 명백하게 관련 법규, 즉 헌법 제129조, 공무원법(657호) 

제6/1조, 19조, 공공기관 종사자 복장에 관한 규정 제5a조 등을 지속

적으로 위반하였다. 해당 법원은 Ms. Kayhan이 경고와 제재에도 불

구하고 머리에 스카프를 착용한 채 학교에 와서 수업에 들어가기를 

고집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무원법(657호) 제125E-a조(정

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직장의 평화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에 의해 공직에서 해임한 것이다. 진정인의 종교적 신념은 그 자신

의 문제이며 따라서 사적인 생활에서는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는 국가의 원칙과 규칙에 

따라야 한다. 업무의 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진정인은 앞서 언급한 

법률과 규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진정인에 대해 취해진 징계

조치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법에 상치되는 부분도 없다. 관련 

규범과 판례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남녀의 차별은 없다. 헌법제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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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미 이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터키에서는 이 판

결에 근거하여 법률과 기타 규범을 적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여성 공무원들의 직장내 머리 스카프착용 금

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현행 법률과 기타 규정을 이행하

기 위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공직자(남녀 모두)의 복장에 관한 

규칙은 법률과 규정의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공직에 입문

하기를 희망하는 이들은 복장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4.5 위와 같은 이유로, 당사국은 진정인의 통보가 차별의 맥락에서는 심

리부적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다. 

당사국의 심리적격성 관련 의견에 대한 진정인의 논평

5.1 진정인은 해임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자 행정법원

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행정법원이 기각한 후에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하였다고 한다. 진정인은 최고행정법원이 자신이 항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최고 기구라고 주장한다. 항소에서 패소한 후에, 공무원 

복장 규정의 철회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는데, 규정이 관보

에 공고된 날로부터 또는 문제의 처우가 있은지 60일 내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시한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공공기관 종사자 

복장 관련 규정’은 1983년 1월 12일 관보에 공고되었으며, 그 당시 

진정인은 15세로서 공무원이 되기 훨씬 전이었다. 진정인은 이미 

자신에 대한 처우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러한 구제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5.2 진정인은, 구제조치란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정확하

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회 청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차별에 대해 거쳐야 할 구제절차가 아니

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자신이 구해야 할 유일한 구제책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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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구제책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은 행정절차법 제54조

에 의한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결정을 내린 당

국이 문제의 결정을 검토하는 셈이 되므로 특수한 구제절차일 뿐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고행정법원 제12부를 통해 실효성있는 결과

를 얻기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진정인은, 입증 자료를 통

해, 최고행정법원 제12부가 다른 두 청원인, 즉 연구보조원과 간호

사의 청원건에 대해 “판결 수정의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였

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이 절차가 시간 낭비이며 금전적 부담이라

고 믿는다. 

5.3 진정인은 자신의 진정건이 다른 국제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서 검토

된 바 있는 사안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타 국제기

구에 진정한 적은 없다.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던 Leyla Sahin은 

진정인 본인이 아니며, 사건의 성격도 다르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

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과 유럽인권협약의 목적과 성격은 완전

히 다르다. 게다가, 근로권은 유럽인권협약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

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은 본 위원회에 제출된 진정건과

는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5.4 진정인은, 자신에게 가해진 차별의 영향이 터키에서 선택의정서가 

발효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정은 시간적 제약

이 없다고 주장한다. 진정인은 공직사회에서 해임되었으며, 이후에

도 공립교사로서 임용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

로도 일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자격도 상실한 상태다.

5.5 진정인이 본 통보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위반 행위는, 여성

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

리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에게 가해진 차별은 머리 

스카프를 착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종사자 복장관련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근무를 계속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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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진정인은 결코 교직 해임을 정당한 사유

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진정인의 경우 복장 규정 위반에 

내려진 징계는 경고나 견책에 그쳤어야 하지만, 진정인에게는 해임

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진정인은, 이러한 중징계 자체가 자신에 

대한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스카프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결정 능력을 부인하고,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남

녀평등의 개념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스카프 착용 금지는 고용과 

교육에 있어 여성들의 불평등을 생산하고 있다. 

심리적격성에 대한 당사국의 추가 논평

6.1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된 Leyla Sahin의 사건과 진정인의 통보는, 

전자는 학생이고 후자는 교사라는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본질적으

로는 동일하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입을 수 있는 자유를 동등하게 지닌다. 단, 공적인 영역에서는, 규

정을 따라야 한다.

6.2 당사국의 설명에 따르면, 터키 행정법에 의해, 행정법규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지니며 즉각적인 법률적 효과를 지닌다. 법률이 판결

의 효력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그러한 판결은 법원에서 유보한다. 

Ms. Kayhan은, 교육부의 고위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0년 6월 9

일에 해임되었다. 이 결정으로 진정인의 공직자 신분이 박탈되었다. 

따라서,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가 본 통보의 심리적격성을 제한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해당 일자는 2000년 

6월 9일이며, 이는 터키에서의 선택의정서 발효시점보다 앞서 있다.

6.3 당사국은, 선택의정서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본 통보가 동 협약에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남성이었더라면, 또는 공무원 복무 규

정의 다른 항목에 대해 위반했더라면 해임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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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진정인이 해임된 이유는, 그의 

태도가 자신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견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유로 취해진 행동이라

면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가 가해졌을 것이다. 성별

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제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

서, 성별에 의한 차별은 없다.

6.4 당사국은, 여성의 사회생활, 교육 및 공직 참여와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주장한다.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여

성들의 수와 비중에 관한 통계는 이러한 주장과 분명하게 일치하고 

있다. 다수의 여성들이, 판사, 도지사, 고위 행정관, 학장, 대학 총장 

등의 고위 공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장과 터키과학

기술연구원(TUBITAK)의 원장도 여성이 맡고 있다.

6.5 당사국에 의하면, 일반적 구제절차는 어떠한 결정에 대해 항소하거

나 검토(“판결 수정”) 요청을 위해 정해진 시한 내에 개시해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재판절차법(Administrative Trial Procedure Law, 

2577호) 제54조에 의해, 당사자는 25일 내에 “판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는,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장이나 이의가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모순되는 요소들이 

있다거나, 법적 오류 또는 절차상 편법이 있거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나 위조가 있는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 검토 대상

인 결정을 내리고 있는, 최고행정법원 부서, 행정조세재판부의 총회, 

지역행정법원에 이러한 요청이 접수된다. 결정과정에 관여한 재판

관들은, (동일한) 결정에 대한 검토시에는 참여할 수 없다. 

6.6 진정인은 “판결 수정” 구제는 특수한 구제절차이기 때문에 최고행

정법원 항소만으로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의 요건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당사국은 “판결 수정”은 항소기관이 

결정을 내린 후에 활용되어야 할 터키 행정법상의 일반적인 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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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고 주장한다. 진정인이 이 구제절차를 비효과적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점은, 모든 국내 구제절차의 활용이란 문제와는 관련이 없

으며, 단지 진정인 변호인의 개인적인 견해를 반영할 뿐이다. 당사

국은 최고행정법원에서 청원인에게 유리한 “판결 수정”이 이루어진 

판례가 여럿 있으며, 따라서, 진정인은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활용

하지 않았으므로 본 통보는 심리부적격한 것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6.7 당사국은, 진정인이 ‘공무원 이의 및 청원 관련 규정(Regulation on 

the Complaints and Applications by Civil Servants)’에 의한 이의를 제

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고 그러한 권리도 없었다는 진정인의 주

장에 주목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주장은 해당 절차를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고 말한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진정

인은 ‘공공기관 종사자 복장 관련 규정’의 무효화를 목적으로 이 규

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당사국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 당사국은, 

진정인이 공무원 이의 및 청원 관련 규정이 부여하고 있는 이의 제

기 통로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었다.

6.8 터키 헌법 제74조에 의한 구제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개별 진정인이

나 일반 국민 또는 “채택된 법령의 지위”에 관한 요청과 이의는 관

할 당국과 터키 대의회에 서면으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원인에게 통보된다. 1984년 11월 1

일의 법률 3071호는 청원권에 관한 절차를 수립하고 있다. 사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된 청원건은 이러한 절차에서 검토할 수 

없다. 터키 대의회에 제출된 청원은 60일 이내에 청원위원회

(Commission for Petitions)에 의해 검토, 확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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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격성과 관련된 위원회의 안건 및 절차

7.1 본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6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본 통보가 선택의

정서에 의해 심리적격한지, 아니면 심리부적격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7.2 절차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심리적격성의 문제와, 통보

건의 타당성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7.3 본 위원회는, 유럽인권재판소가 유사한 사건을 검토한 적이 있기 때

문에 본 통보건이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a)에 의해 심리부적격하다

고 선언되어야 한다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진정인은 본 위원

회에, 다른 국제기구에 동일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확언하고 

있으며, Leyla Sahin의 사건과 본 사안의 차이점을 지적한다. 인원위

원회는 초기의 판례법을 통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해 제출된 통보건이 다른 국제조사 또는 

해결 절차에 의해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 중의 하나가 진정인의 신분임을 지적하였다. Fanali 

v. 이탈리아 사건(통보 No. 075/1980)에서, 인권위원회는, “선택의정

서 제5조 (2)항 (a)의 의미 내에서 ‘동일한 사안’의 개념은 동일한 

사람에 관한 동일한 진정으로 그 사람에 의해, 또는 그를 대변하는 

지위를 지닌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국제기구에 제출된 경우를 포

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현 통보건은 동 협약의 선택의정서 제4조 2항(a)에 의해 심리부적격

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진정인은 당사국이 언급한 Leyla Sahin과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7.4 선택의정서 제4조 2항 (e)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통보의 대상이 되

는 사건들이 당사국의 선택의정서 발효시점 이전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발효시점 이후로도 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부적격한 것으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고려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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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진정인이 교직에서 해임된 2000년 6월 9일이 중요한 일자

라는 당사국의 주장에 주목한다. 이 일자는  당사국에서 선택의정

서가 발효된 시점인 2003년 1월 29일보다 앞선다. 위원회는, 진정인

이 해임의 결과로서, 공무원법(657호) 제125E/a조에 의거하여, 공무

원 신분을 상실하였음에 주목한다. 신분 상실의 효과도 또한 쟁점

이 되고 있는데, 즉 생계 수단의 상당 부분, 연금 공제액, 급료와 

소득에 대한 이자, 교육지원금 및 의료보험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위원회는, 선택의정서가 당사국에 발효된 이후에도 사

실들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써 시간적 관할 차원의 심리적격성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7.5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 제4

조 1항(국내 구제절차 원칙)에 의해, 위원회는 “해당 구제절차의 시

행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효과적인 구제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낮

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능한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한 후에라야 해당 통보를 심리적격한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국내 구제절차 원칙에 의해, 동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가 위반

되었다는 진정이 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당사국이 국내 법제를 통

해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진정인들이 해

당 국내 당국에 제기하지 않은 불만 내용을 위원회에 제기한다면 

위 조항은 공허한 규정에 불과할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시민적, 정

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해 제출된 통보건의 

진정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다.9) 

7.6 본 위원회는, 진정인이 처음으로 제소한 것은 1999년 7월에 교사로 

재직하던 학교에서 머리 스카프를 착용한 것에 대해 경고를 받고 

감봉된 것과 관련하여서라는 점에 주목한다. 당시 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진정인은 자신의 위반에 적절한 처벌은 경고이지 “중징

9)한 예로, Antonio Parra Corral v. 스페인 건(통보 제1356/2005)의 para.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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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아니라고 역설하였다고 한다. 이 때, 진정인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진정인은 사면법(4455호)에 

의해 사면 받았다. 성별에 의한 차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다음 기회는 2000년 2월에 찾아왔는데, 그 당시 진정인은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교실에 들어가서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목적을 갖

고 기관의 평화, 안정 및 업무 조화를 깨뜨렸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변호하던 때였다. 진정인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제들에 초점을 두었다. 진정인은 교육

부에 자신이 언제, 어떻게 학교의 평화와 안정을 어지럽혔는지를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진정인의 변호인은 법률적 오류에 대한 주장

을 통해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진정인을 변호하였다. 또한, 변호인은, 

진정인이 징계를 당한다면, 이는 근로,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 선

택의 자유, 차별과 특혜의 금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존재를 개

발할 수 있는 권리, 국내 및 국제적 법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

하였다. 진정인은 2000년 10월 23일에 Erzurum 행정법원에 자신의 

공직 해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9가지 근거를 제시하였으나, 

그 중에는 성별에 의한 차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01년 5월 

15일, 진정인은 Erzurum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행정법원

에 항소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진정인은 성차별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2003년 4월 9일, 진정인에게 불리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본 위원회는, 진정인이 더 이상의 국내 구제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는 점에 주목한다. 

7.7 국내 당국에 제기된 소송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게, 진정인이 본 위

원회에 제출한 진정의 핵심은, 당사국이 여성들만이 사용하는 복장

의 한 형태인 머리 스카프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해고하고 

공직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동 협약 제11조를 위반하였으며 

자신이 그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당사국은 이러한 행위를 통

해 진정인의 승진권, 고용안정, 연금권 및 동등한 대우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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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진정인의 근로권, 타인과 동일한 고용기회에 대한 권

리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진정인이 위원회에 통보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국내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절차상 요건에 맞추어, 성별에 의한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논리를 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11

조와 관련한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리적격성의 목적을 위해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짓는다. 

7.8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정인이 활용하지 않았지만 활용가능했던 

기타 구제절차,즉, 검토(“판결 수정”), 터키 헌법 제74조에 의한 이

의 제기 절차, ‘공무원 이의 및 청원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절차 등

에 주의를 돌린 점을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러한 구제절차

의 활용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구제 내용에 관해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가, 선택의정서 제4조 1항과 관련하여 그러한 구제절차들의 효

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명료하지 못하다고 본

다. 여하간, 본 위원회는 기타의 근거로 인해 본 통보가 심리부적격

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7.9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본 통보는 선택의정서 제4조 1항에 의해,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심리부적격하다.

(b) 이 결정은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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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부록 4

서울YMCA 성차별(여성총회원권배제) 
사례

김 성 희

(서울YMCA 성차별철폐

회원연대 공동위원장)

1. 서울YMCA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YMCA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시민단체의 맏이로서 1903년 설

립 초기부터 남녀노소, 양반과 평민이 차별없이 참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일제하 민족독립운동, 1970년과 1980년대 암울했던 군사독재치하에서도 

빼앗긴 민주사회와 시민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였던 단체였다. 

오늘의 서울YMCA는 어떠한가? 지난 2월 창립 103주년을 맞이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직과 사업 운영에서 주체인 회원들을 점차 소외시

키는 한편 비민주적 관료화와 프로그램 상업화, 여성회원들에 대한 성차

별을 자행하여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사회적 위상과 소임에 사회적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회원 배제의 구조는 여성에 대한 철저한 

성차별을 수반해왔음에 새삼 주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4년 제정된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 인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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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참정권 및 사회적 지위 확대는 국가신인등급 기준

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으며, 우리사회 곳곳에 민간영역 뿐만 아니라 

공공영역까지 양성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실천은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또한 1998년 독일 프레헨 제14차 세계YMCA 대회에서 새로이 제정한 

목적문 ‘Challenge 21(도전 21)의 정신에도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청년과 

여성들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모든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위해 일한다” 고 명시함으로

서 YMCA가 우리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분

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정통성과 근대적 진보성을 

동시에 담보하면서 출범한 서울YMCA가 지금에 와서는 가장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인 굴레에 얽매여 있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 여성 회원 활동 현황과 참정권 확보를 위한 경과

2006년도 현재 서울YMCA의 회원 5만여명 가운데 연회비를 내는 여성

은 3만여명(이중 총회원 구성 자격을 가진 여성회원은 약 2천 7백명)으로

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건비연, 시청자 운동, 청소

년 상담실, 녹색가게, 여성합창단, 시민중계실, 건강한 소비자 모임, 청소

년 자원활동 등)에서 자원봉사하는 여성은 90% 이상이다. 그런데 이들 여

성들은 총회의 투표권을 포함한 의사결정구조에 어떠한 참정권도 행사하

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 차별은 회원참정권 뿐만 아니라 서울YMCA의 운영체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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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깊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사회

에 여성이 한명도 없고, 각종 위원회에도 여성들은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실무진의 지도력을 보면 간사급중에도 여성은 극소수이다. 이처럼 

YMCA의 주요 의사결정구조에는 여성의 참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에 비해 낮은 직급으로 내려갈수록 임시직 여성의 비율이 높아

지면서 여성 지도력들은 채용과 승진면에서 차별적 관행이 적용되어 기혼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가 보장되지 않아 퇴직률이 높은 실정이다. 

놀라운 것은 이미 서울YMCA는 1967년 급증하는 여성회원들을 받아들

이고자 총회원 자격에 관한 헌장의 내용은 ‘남성’에서  ‘사람’으로 회원자

격의 내용을 개정하였고, 2003년 100차 총회에서는 여성 총회원권 인정을 

전제하여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서울YMCA를 위한 100차 총회 결의

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와같이 서울YMCA는 여성회원 차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은 100여년 동안 고이 지켜온 남성중심 관습(Man은 남자!)

과 남성단체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변명으로 일

관하여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의 결의문 내용을 실행해야 할 서울YMCA 이사진들은 회원들의 총의

를 불인정하는 하극상을 보이더니 급기야 지난 2005년 2월 102차 총회에

서는 또다시 남성회원들에게 여성참정권을 줄 것인지 남성회원들만의 가

부 투표로 결국 200:400이라는 결과로 얻어내었다.  그들이 큰소리 치며 

하는 말... “내가 YMCA 30년만에 여자들이 설치는 건 처음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설쳐대!” “안되지 않돼! 여자가 60%가 아니라 100%라도 여자들

은 안되는거야. YMCA는 관습상 남성단체거든”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나 제도는 다른 지방 YMCA는 물론 세계 어느 민

간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스러운 구시대의 작태이기에 그동안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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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YMCA 총회원 자격이 있는 여성과 남성, 실무자들은 1989년 이후 여성

회원 참정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운동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서울YMCA는 한국YMCA 전국연맹 전국대회 권고문, 전국대회 

결의, 지방YMCA 지도자, 전국YMCA 간사회의, 한국YMCA 연맹 이사지과 

여성특위 권고 등 YMCA 내부의 움직임은 물론 대 사회적으로 시민․여성

단체 성명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와 여성부의 성차별 행위 개선 권

고, 2005년 국회양성평등포럼(국회의원 83명 연대서명) 시정권고를 받았으

며, 2006년 2월 ‘서울YMCA 성평등실현 시민 사회 대책위원회’가 발족되

었으며, 드디어 지난 6월 제 38차 한국YMCA 전국대회 총회에서는 “서울

YMCA가 여성 회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YMCA 이념에 위

배된다”며 “5개월 이내에 서울YMCA에 대해 퇴회 및 퇴회에 준하는 제재 

조치를 실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한국

YMCA 이사회 역시 지난 11월 서울YMCA가 여성총회원권을 부여하지 않

았음에도 전국대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유보시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사회각계 및 YMCA 내부 여성지도력으로 

구성된 한국YMCA 여성특별위원회 마저 총사퇴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내려진지 햇수로 4년이다. 법정에서조차 민간

단체이므로 내부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가처분신청을 거듭 기각결정

을 하고 본안소송 또한 수차례 특별한 이유없이 기일을 연장하고 있다.  

내부의 문제이므로 내부절차를 거쳐 해결하겠다던 명분을 인정하는 법

원, 이를 내세워 성차별을 공공연히 지속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서울

YMCA 성차별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것인가?

서울YMCA 여성참정권 확보를 위한 운동 일지

- 1989년 : 서울YMCA 청년YMCA 회원중심의 참정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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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12월 : 서울YMCA 개혁과 재건을 위한 회원비상회의 “여성

특별위원회 구성”

- 2002년 12월 : 회원서명, 여성기도회, 이사회 의사전달 등 수차례 

집회 

- 2002년 12월 : 헌장상 총회원 자격을 갖춘 여성회원 97명 총회원권 

요청서류제출<1차> 

- 2003년 1월 : 헌장상 총회원 자격을 갖춘 여성회원 13명

          <2차> 

- 2003년 2월 : 서울YMCA 100차 총회 "여성 남성이 함께하는 서울

YMCA 결의문 채택” 

- 2003년 8월 : 서울YMCA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 참정권 실무추

진 촉구 공문 발송 

- 2004년 1월 : 총회원자격을 갖춘 여성회원 75명 총회원권 요청 서

류제출<3차> 

- 2004년 1월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 2004년 2월 : 서울YMCA 이사장 및 회장 면담 재 촉구. 

- 2004년 2월 : 이사회 ‘관례’ 고수 남성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101차 

총 회원 명부 작성 발표

- 2004년 2월 : 서울지방법원에 서울YMCA 101 총회 의결권, 선거권 

등 인정 가처분 신청

- 2004년 2월 19일 : 서울YMCA 양성평등을 원하는 남성회원 일동 ‘촉

구문’ 발표 

- 2004년 2월 21일 : 여성참정권 인정 촉구 여성회원 1인 시위 시작 

- 2004년 2월 25일 : 서울YMCA 101 총회 의결권, 선거권 등 인정 가처

분 기각

                    ★ 기각 사유: 여성 총회원권은 인정하나 다만 절

차상 문제가 있다는 형식 논리적 해석 

- 2004년 2월 26일 : 서울YMCA 101 총회 의결권, 선거권 등 인정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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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항고

- 2004년 5월 10일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서울YMCA에 성차별에 대한 

개선권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총회 의결권 등을 배제하는 것은 여성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인정. 서울YMCA는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

2004년 5월 한국YMCA 전국대회 '서울YMCA 여성참정권 즉각 

인정’권고문 발표

2004년 6월 서울YMCA 여성 총회원 인정 절차 이행 요청서 발송

2004년 12월 서울YMCA 여성회원 98명 총회원권 인정 절차수행 

요청

2004년 12월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회 공식 권고문 발표

2005년 1월 ‘절차이행 가처분 소송’청구 및 기자 간담회

2005년 1월 여성참여 없는 102차 총회 반대 촛불기도회 시작

2005년 2월 절차이행 가처분 신청 기각

2005년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협의회 가처분 기각 관련 반

박 성명 발표

2005년 2월 '여성 참여없는 102차 총회 반대 및 남성들만의 여성 

총회원권 부여여부 투표’반대 집회

2005년 2월 여성참여 없는 102차 총회 반대 시민사회단체 집회

2005년 2월 여성회원 배제 서울 YMCA 102차 총회 개최, 여성회

원 참정권 부결

2005년 2월 ‘102차 총회는 서울YMCA 이사회의 자작극이다!’성명

서 발표

2005년 2월 3.8여성의 날 서울YMCA 박우승 이사장외 이사 24명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

2005년 3월 3.8 세계여성대회 참여 및 서울YMCA 여성참정권 확

보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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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공익 변론 신청

2005년 5월 17일 국회 양성포럼(국회의원 83명) 서울YMCA에 여성성차

별에 대한 시정권고 “여성회원 에게 참정권을 즉각 부

여하라”

2005년 5월 18일 서울YWCA '서울YMCA 성차별에 대한 참정권 부여‘ 

권고

2005년 5월 22일 제9회 인권영화제에 서울YMCA와 교계내의 성차별을 

다룬 ‘슬로브핫의 딸들’ 선정  및 상영

2005년 7월 1일 평등문화 가꾸기 제1차 포럼 실시 “파트너 쉽으로서

의 가족”

2005년 7월 9일 평등문화 가꾸기 제2차 포럼 실시 “자본주의 가부장

제에서의 남성문화

2005년 7월 16일 평등문화 가꾸기 제3차 포럼 실시 여성의 눈으로 성

서읽기”

2005년 8월 26일 YMCA전국 실무자 대회 ‘슬로브핫의 딸들’상영 (250

명 이상, 전국Y 실무자 대상)

2005년 9월 1, 4일광주국제영화제 ‘슬로브핫의 딸들’상영 및 매진

2005년 9월 24일 인천여성영화제‘슬로브핫의 딸들’ 선정, 상영 

2005년 10월 29일 인디영화 페스티벌 ‘슬로브핫의 딸들’ 선정 및 상영 

2005년 10월 부산인권영화제“슬로브핫의 딸들‘ 선정 및 상영

2005년 11월 4일 ‘성평등 침해하는 민간단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회 실시(국회)

2005년 12월 서울YMCA 성차별철폐 연대회의 세계인권의 날 인권

상 수상

2005년 12월 서울YMCA 여성총회원권 요청 남성(전응휘)회원제명 

및 성차별철폐 회원연대위원회 위원장(이석행) 회원

가입 거부

2006년 1월 서울YMCA 여성회원 73명 총회원권 인정 절차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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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여성회원 50명 총회원권 배제에 관한 손해

배상청구 

2006년 1월24일 서울YMCA 이사회 헌장개정(안) 공시(서울YMCA 총

회원권을 '남성'에게 한정한다는 내용)

2006년 2월 25일 여성 총회원권 인정 절차이행 가처분 신청 기각 

2006년 2월 1일 전국YMCA 실무자회의 총력저지 결의

2006년 2월 6일 서울Y 헌정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YMCA 기도회 돌입

2006년 2월 20일 서울Y 자원봉사자 1인 시위 시작

2006년 2월 21일 서울Y 자원봉사자 파업

2006년 2월 23일 서울Y 여성참정권문제 한국Y전국연맹 기자회견

2006년 2월 22일 서울Y 여성참정권 소망 철야 기도회 돌입, 서울Y 위

원회 성명서 발표

2006년 2월 24일 서울Y 여성참정권 소망 철야 단식 기도회 돌입(서울Y 

여성실무자 8명)

2006년 2월 25일 서울Y 103차 총회 헌장개정안 부결, 단식기도단이 이

사회에 3개의 요구안 전달

2006년 2월 28일 이사회가 단식기도단의 3개 요구안 수용하면서 단식 

기도단 해산

2006년 3월 3일 서울Y 자원봉사자 파업철회

2006년 3월 8일 3⋅8 여성의 날 기념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 연합집회 

2006년 3월 13일 서울Y 자원봉사자회 1인 시위 해산

2006년 3월 13일 서울YMCA 이사회 여성실무자 단식요구안 불이행

2006년 3월 23일 제1차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요집회 시작

2006년 4월 20일 서울Y 이사회 헌장개정 후 점진적 여성참정권 부여 

방침 발표

2006년 4월 20일 여성참정권 확보운동 회원 윤치은, 임건묵, 이현주등 

위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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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5일 제10차 서울YMCA 성평등 실현을 위한 목요집회 실시

2006년 5월 16일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회의 주간통신 발행

2006년 6월  3일 한국YMCA 전국대회 “ 5개월안(11월4일)에 여성참정

권부여하지 않을시 제제조치 결의”

2006년 11월15일 한국YMCA 이사회 “서울YMCA 104차 총회에서 여성

총회원권 부여 결정 하지 않을시 자동퇴회 결정”

2006년 12월 한국YMCA 여성특별위원회 총사퇴 결의 “서울YMCA 

성차별 용인하는 한국YMCA 이사회 항의”

2006년 12월 현재 여성회원 50명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 진행중

(특별한 사유없이 수차례 기일 연장) 2007년 2월 104

차 총회 이후인 3월로 재판 연기

2007년 1월현재 서울YMCA 여성회원 제42차 서울YMCA 성평등 실현

을 위한 목요집회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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