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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방향

최근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급속한 변화를 보

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이주여성의 폭발적

인 증가, 다문화 가정의 사회문제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대

두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어린이․여성등 사회적으로 아무런

저항할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유무형

의 폭력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강자에 의하여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비열한 방

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건이 최근 영화화되어

큰 이슈화되고 있는 이른바 광주 인화원에서 발생한

이른바 ‘도가니’ 사건이다.

경찰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원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추가

의혹에 대해 28일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 폐쇄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김모(2010

년 사망) 교장과 직원 등 6명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일이다. 2006년 1심

에서 교장 등은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008년 항소심에서 징

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

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비난이

일었다. 이후 작가 공지영의 소설 <도가

니>와 이를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상영되면서 다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

다(2011.9.28, 한국일보 사회면).

이러한 인권유린 범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와 국

민등 치안협력자 모두가 함께 그 해결책을 찾아가

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보편적 인권의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조명해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의 보호라는 경찰기본임무와 관련하여 법집행의 대상

이 되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도출정리하고, 직무수

행 중 나타나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의 실태를 살

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그에 합당한 해결책을 관련법

제의 개선을 통하여 모색해보는 순서로 서술하고자

한다.

2. 인권의 보편적 개념과

사회적 약자 보호

2.1 인권의 의의

인권이란 국가로부터 생명, 건강 자유나 재산등 개

인적인 법익의 존중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

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천부적 권리, 즉

인간에 태어남으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생래적 권리

를 말한다〔1〕. 결국, 인권이란 자유와 평등에 관한

권리이다.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제10조 후문에 “국가는 개

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권과 기본권

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인권이 헌법에 실정법으

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인권은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단순한 정치적인 요청이나 기대, 소망에 지나지 않

는다. 인권은 국가내에서 관철되고 실현되기 위하여

헌법적인 보장을 필요로 한다. 인권은 국가에 의한

확인과 보장을 통하여 헌법이라는 실정법의 구성부분

으로 된다. 인권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법적

인 권리로 파악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의 보장과 실현

을 모든 정치적 공동체와 정치적 지배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존재이유이자 목적으로 만든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서 “‘인권’이라 함

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

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인권의 개념은 국가를 넘어선 세계인

류의 항구적이고 영속적 보편적 가치임을 알 수 있다

〔2〕.

2.2. 인권사상의 역사적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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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상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민주

주의의 개념형성 및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다 .인권에 관한 관념이 체계적으로 정

립된 것은 사회계약론과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이 대두

된 17, 18세기에 들어서면서다. 이 시기 인권 사상형

성에 영향을 미친 사조는 개인주의 사상, 평등 사상,

과학정신의 발달, 인간 이성에 대한 낙관론 등이다

〔3〕. 근대유럽에 있어서 최초의 인권 개념의 등장

은 1215년 영국의 Magna Carta에서 비롯되었다. 이

시기에는 인권은 근대적 의미의 인권이라기보다는 국

왕으로부터 영지를 수여받았던 귀족들의 요구를 받아

들인 헌장에 지나지 않았다(Magna Carta는 인권헌장

이라기 보다는 절대왕권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

다). 그러다가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1679년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등의 역사적 사건을 거치

면서 실정권으로 인정되었다〔4〕.

미국에서는 헌법정신의 모체가 된 1776년 ‘미국독

립선언(United State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을 발표하였다. 로크의 자연법론 사상이 담기고 제퍼

슨이 기초한 이 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천부불가양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

리 중에는 생명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도 1789년 시민혁명으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을 채택하면서 루이16세의 절대왕정이 붕괴

되어 구시대가 소멸되었다. 이 선언의 17개 조항은

1791년에 제정된 헌법의 전문이 되었다. 이 선언은

또한 1793년의 헌법 전문(인권선언으로 개명됨)과

1795년의 헌법 전문(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선언으로 개명됨)이 되었다.

국제인권 규약으로는 1945년 유엔헌장이 제정되었

고, 1948년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 (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은

대표적인 인권법으로 기본적 인권 존중을 그 중요한

원칙으로 하는 국제연합헌장의 취지에 따라 보호해야

할 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채

택되었다.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제21조까지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으로 시민

적·정치적 성질의 자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

권에 관해서도 제24조 근로의 권리, 제25조 사회보장,

제26조 교육받을 권리, 제27조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제28조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

하고 있다〔5〕.

세계인권선언은 유엔헌장에 정의되지 않았던 여러

종류의 인권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지만, 법적인 구속

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동 선언은 유엔

이 인권영역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울러 국제 인권규약, 유럽인권협약, 여러 가지의 차

별철폐협약 등 각종의 인권조약이 성립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그후에도 1966년에 자유권 및 사회권규약, 1979년

여성에 관한 차별철폐협약, 1984년 고문방지협약,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이 이어졌다.

2.3. 사회적 약자의 보호

가. 인권의식의 변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민주주의 인권의식의 핵심가치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 바삭(Karel

Vašák)은 인권의식의 발전을 3세대론으로 정리하고

있다〔6〕.

제1세대 인권의 핵심적인 가치는 17~18세기로 자

유, 즉 시민의 정치적 권리로 영국․미국․프랑스의

혁명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는 적극적인 권리라기보

다는 정부의 압제로 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자유

를 강조한다.

제2세대 인권의 핵심적인 가치는 평등, 즉 경제적

사회적인 권리로 현실에서의 형평과 정의에의 요구가

인권의 담론을 이끌었으며 이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었다.

제3세대의 인권의 핵심적 가치는 박애, 즉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기위한 연대를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역공동체, 문화공동체, 소수민족이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등이다. 지구적 차원에

서 전개되는 생태공동체 운동 환경문제등이 3세대 인

권론의 특성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공공선․공익․공존등을 위한 배려 또는 도덕적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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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등이 중요시된다.

나.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보호의 필요성

사회적 약자의 개념은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 형평성이

란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혜

택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

다는 가치규범을 말한다. 즉, 정책의 소망성

(desirability)을 평가할 때 능률성보다는 형평성이 주

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기준을 말한다. 사

회적 형평성의 이념을 중시한 신행정론에서는 행정이

사회적 불우집단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공평하여야 한다는 이념으로 행정의 이념으로서 사회

적 형평성은 1970년대에 접어들어 미국의 신행정론

주창자들에 의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신행정론(new public administration)에서는 사회

적 형평과 공익의 의미를 철학자 롤스(J.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1971) 중 특히 '정

의의 원칙'에 따라 규정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가장 광범한 기본적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과, 공리설(功利說)과는 달리 사회적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용인(容認)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유리

하다는 범주 내에서만 불평등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는 내용이다〔7〕.

이와 같이 신행정론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형평성

은 자원이나 지위의 공평한 배분과 관련된 개념으로

서,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

로 삼는다. 따라서 자원의 배분은 사회적·경제적·정

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관점

이다. 그러므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역할은

공평한 법률의 집행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러한 정의론에 입각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유념

할 필요가 있다〔8〕.

경찰에서 ‘사회적 약자’라 함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2조 제3호에서 “장애인, 19세 미

만의 자, 여성, 노약자, 외국인, 기타 신체적․경제

적․정신적․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9〕.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를

위한 주요내용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목표와 주

요과제중에서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관

련된 것으로 ①인권 취약계층의 객관적 실태조사 강

화 ② 사회적 약자ㆍ소수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인

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정리되어있다(국가인권위원회

는 2012년 1월 3일 전원위원회에서 제2차 국가인권정

책기본계획권고안을 의결하였음).〔10〕〔11〕. 이를

토대로 직무수행중 나타나는 한국경찰의 인권침해의

실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경찰업무의 글로벌 패러다

임을 차례로 모색해보기로 한다.

3. 경찰직무수행 중 인권침해실태

분석

3.1. 인권침해 실태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이후부터 2010년 말 까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건수는 총39,733건이다〔12〕.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접수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39,733건 중 구금 시설과 관련한 진정이 15,838

건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했고, 경찰과 관련한 진

정이 9,004건(22.7%) 기타 국가기관과 관련한 진정이

4,481건(11.3%), 보호시설에 관한 진정이 3,838건

(9.7%)이었다. <표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10

년에는 총6,457건이 접수되어 그 중 구금시설과 관련

한 진정이 1,881건으로 29.1%를 차지했고, 경찰과 관

련한 진정이 1,590건(24.6%) 보호시설에 관한 진정이

1,372건 (21.2%), 기타 국가기관과 관련한 진정이486

건 (7.5%)이다.

구금시설과 경찰관련 진정이 수위를 유지하며 지

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보호시설관련 진정이 전

년 대비 2.8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정신보건시설

과 장애인시설 관련한 진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표1>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비율〔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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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침해 주요사례

인권위원회에 경찰관련 진정사건의 주요내용을

<표2>에서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사건이다. 수사는 불

법체포․구금등 경찰의 강제처분과 관련하여 골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수사를 제외한 사건으로는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나 전의경 관리, 경찰관의 폭언이나 반

말등 윤리적 문제도 아직 지적되고 있다.

<표2>경찰의 인권침해사건(2010년도)

행위구분 건수 행위구분 건수

피의자․유

치인 보호

행위미흡

9 과도한 불심검문 3

과도한 경

찰 장 구 의

사용

7 정보공개거부 2

반말․폭언 6 초상권침해 2

불법구금․

불법체포
6 밤샘조사 2

폭행 5 고문 2

사생활침해 3 인종차별 1

집회신고거

부․시위방

해

3 사건은폐축소 1

총건수: 52건

*출처:국가인권위원회, ‘2010국가인권위연간보고서(2011)’,

pp.101-110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

이들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전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법의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법집행에 있어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중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경찰의 법집행 작용은 국민의 자

유와 권리를 제한 하는 전형적인 국가권력작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발전방향

4.1. 경찰활동의 국제적 표준

경찰의 직무 수행중 나타나는 인권침해사례를 줄

이기 위한 경찰직무의 표준지침은 어떻게 모색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우리나라는 FTA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가간의 교류의 증대와 국제적 협력사례가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제적 경찰협력이 필요한

분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경찰작용에 관한 국내의 많은 선행

적인 연구와 국내 경찰관련법에 산발적으로 규정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법규는 그때 그때

국내적 사정에 따라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국제적인 활동기준에 부합하는 지는 의문이므로, 여

기서는 UN에서 제정된 경찰활동의 법적인 행동지침

을 참고하여 국내경찰관련법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

로 글로벌 사회를 지향하는 경찰활동의 국제적인 표

준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법규는 UN 법규인

‘법집행공무원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으로 선진경찰로 나아가는 지

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14〕. 이 강령은 전문8조로 구성되

어 있다.

제1조 【기본임무】

법집행공무원들은 항상 직업이 요구하는 고도의

책임감에 부응하여 법에 규정된 임무를 이행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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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법에 항거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거나 지역

사회에 봉사하여야한다.

법집행공무원이란 임명되든 선출되든 특히 체포

와 구금권을 가지고 경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법률공

무원을 포함한다. 법집행공무원의 정의는 제복을 입

건 입지 않건 군대 권력에 의해, 또는 나라 보안군에

의해 경찰권이 행사되는 나라에서는, 그와 같은 분야

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포함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서

비스는 특히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인 다른 긴급

한 이유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구성

원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모든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해로운

행위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법규 하에 금지의

범위를 충분히 넓히려는 의도도 있다. 그것은 형법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에 의해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확장된다.

제2조【인권보호】

법집행 공무원 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해야하고 모든 사

람들은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인권문제는 국내법과 국제법

에 의해 규명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국제기구와 관련

된 것들 중에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

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고문과 다른 야만적․비인간적․

차별대우나 처벌로 부터 모든 사람들의 보호 선언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모든 형태의 인

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

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아파르트헤이트(예전의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범죄의 처벌과 진압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종족학살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죄수의 대우에 관한 최소표준규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등이 있다〔15〕.

국가는 이 조항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들을 판단하고

보호하는 지역적이고 국가적인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제3조【무력사용】

법집행공무원들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필요할

때(strictly necessary)나 그들 임무의 수행을 위

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힘을 사용해야 할 것이

다.

이 조항은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무력의 사용은 극

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집행공

무원은 범죄예방상황이나 범죄자나 의심쩍은 범죄자

의 합법적인 체포에서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상

황 하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힘을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의미하긴 하지만 , 어떠한

힘도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힘의

사용을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에

따르도록 제한한다. 이것은 그러한 국내법상 비례의

원칙이 이 조항의 해석함에 있어 원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조항은 의도하는 합법적

인 목적을 넘은 과도한 힘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것

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총기의 사용은 극단적인 수단으로 간주된다. 총

기가 사용되지 않도록(특히 어린이에게는)모든 노력

을 기울려야한다. 일반적으로, 무기는 범죄혐의자가

무력에 의한 저항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

을 위태롭게 하거나 차선책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거

나 제지하는데 충분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용

되어져서는 안된다. 총기가 사용되어질 경우 신속하

게 결정권이 있는 부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국가인권보호 활동의 발전방향 77

제4조【비밀보호】

법집행공무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은 업무수행

이나 재판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보호되

어야 한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개인사생활

이나 잠재적으로 특히 다른 사람들의 이익(특히 명

예)에 해가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집한다. 이러한 정

보를 보호하거나 사용하는데 특단의 주의를 기울려야

하며, 재판상 필요에 의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들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목적을 위한 정보의 노출은 전

적으로 부적절하다.

제5조【고문․가혹행위금지】

법집행공무원 누구라도 가혹행위를 하거나 선동하

거나 고문 또는 다른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차별

대우나 징벌과 같은 유형의 행동을 해서는 안되며,

법집행공무원 누구라도 고문 또는 다른 비열하고

비인간적인 차별대우나 처벌을 정당화하는데 상

관의 명령이나 전쟁 상황이나 전쟁의 위협, 국가

안보의 위협,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 또는 공공의

긴급사태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을 핑계 삼아서도

안 된다.

이러한 금지조항은 총회에 의해 채택된 , ‘고문과

야만적․비인간적․차별 대우 및 처벌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 협약’이라고 한다)’에서 유추된다. 고

문방지협약은 전문과 3장 33조로 구성되어 있다. 고

문방지협약에서 1조 1항은 고문에 대해 정의하고 있

는데, ‘고문’(torture)이란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자 혹

은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특정인이

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 낼 목적 등을 위

해, 의도적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특정인에

게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16〕.

그러한 행동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위법행위이

고 세계인권선언과 그리고 다른 국제적인 인권기구에

서 선포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폭력으로서

국제연합헌장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고문은 ‘죄수의 대우에 대한 최소표준원칙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제제에 내재하는 것

이나 부수적인 것으로 부터 일어나는 고통이나 괴로

움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또는 처벌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라는 용어는 총회에 의해 정의되어지

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남용에 대응

하는 가장 폭넓은 보호가능성을 확대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한다.

제6조【구금자보호】

법집행공무원들은 그들의 관리하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언

제든지 그들이 치료를 원할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준의료 활동 종사자와 공인된 의료 종사자를 포함

한 의료팀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medical

attention)”는 구금자가 요구할 때나 필요할 때 보장

되어야 함을 뜻한다. 의료진이 법집행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집행공무원들은 의료진이 구금인에게

법집행기관 외부의 의료진에게 수술이나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

다. 치료행위는 법집행공무원이 위법행위의 희생자나

위법행위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자에게 치료를 제공해

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제7조【청렴의무】

법집행공무원은 어떠한 부패행위라도 저지르지 않

아야 한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행동들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권한의 남용과 같은 형태의 어떠한 부패행위라도

법집행공무원의 직업과 양립할 수 없다. 법은 정부가

공무담당자들과 그들의 기관에서 법을 집행할 수 없

거나 하지 않을 것이라면 시민 사이에 법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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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부패행위를 저지르는 법집

행공무원에 대해 엄격히 집행되어야만 한다.

부패의 정의는 국내법에 따라야하지만, 자신의 업

무와 관련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않거나 요구하거나

받은 선물․약속․특혜 또는 이미 저질러진 것이나

누락된 이러한 과거의 행위로 부정하게 받은 것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한다. ‘부패행위(act of

corruption)’의 표현은 미수에 그친 것도 포함한다.

제8조 【법령준수】

법집행공무원들은 법과 강령를 존중해야 한다. 그

들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법과 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 강령에 위반하는 일이 일어났거나 날거라고 믿

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법집행공무원들은 그들

의 감독자에게 그 일을 보고하거나 조사나 시정권한

을 가지고 있는 필요한 기관이나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강령은 국내법 또는 관례에 편입된다하더

라도 준수되어야 한다. 만약 제정법과 관례가 현재

제도의 것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있다면, 그 규정

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한편으로는 공공의 안전을 광범하게 다

루는 기관의 내부규율상의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인권의 위반행위를 다루기 위한 요구 사이의 균

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법집행공무원들은 지휘체계

안에서 위반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오로지 유용하고

효율적인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지휘체계 밖에서 다른

합법적인 조취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법집행공무원

이 이 강령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리라는

것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정책임이나 다른 처

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조사나 시정권한을 가진 적절한 권력이나 기관

(appropriate authorities or organs vested with

reviewing or remedial power)”이라는 용어는 이 제

도의 권한 안에서 국내법아래에 존재하는 당국이나

기관을 말하고, 혹은 이 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

위로부터 발생하는 민원이나 불만을 조사하는 국제법

상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적 제도적 혹은 여타의 기관

혹은 독립기관을 나타낸다

몇 몇 나라에서, 대중매체가 민원조사기능과 같은

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집

행공무원은 만약 최후의 수단으로서, 그들 자신의 나

라의 법과 관습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강령의 제4조

(비밀보호)의 규정에 따라 대중매체를 통해서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위반행위를 공표하면 정당화

될 수 있다.

4.2.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대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인권보호기준은 유엔

의 ‘인권고등판무관실 (OHCHR)’에서 제작 배포한

‘경찰을 위한 인권 기준과 관행(Human Rights

Standards and Practice for the Police)’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 지침은 경찰(법집행공무원)을 위한 확장된

인권 포켓북으로, 경찰이 휴대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

록 만들어졌다〔17〕. 이 지침은 경찰과 관련된 네

가지 인권 요소 즉, ①조사 ②체포 ③구금 ④무력 사

용을 주제별로 구분하였다. 각 주제는 국제인권기준

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고안 등의 국제인권기

준과 인권관행으로 요약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대책으로 정

부차원에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되

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란 국가의 인권정책

의 청사진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법ㆍ 제도ㆍ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

으로 인권 상황과 개선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인권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표가 있다.

경찰활동중에서 특히 수사는 침해된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이 불가피한 국가작용이다. 실제로 최

근까지 국가가 공공질서유지 및 회복에 주안점을 두

면서 국민 개인의 인권은 비교적 등한시 되어왔던 것

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고문, 폭행, 협박, 강압행위 등

의 위법한 수사나 이를 통해 취득한 자백에 의해 무

고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소송구조의 형태에 관계없이 수사의 절차적 합법

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침

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상․운용상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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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필요하다〔18〕.

다만, 사회적 약자보호 논의에 있어서 간과하지 않

아야 할 것은 경찰의 법집행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

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타당한 헌법적인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의 배려는 일반적으로 법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강자입장에서 유리하게 집행되어왔다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배려를 의

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경찰기관의 역량을 넘어 정부의 사회

복지 정책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유관기관과 협력치안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영

역이다.

여기서는 국가인권위원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

획권고안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①장애인 ②비정규

직노동자 ③이주노동자 난민 ④여성 ⑤아동․청소년

⑥노인 ⑦병력자 ⑧군사병․전의경 ⑨시설생활인 ⑩

성적 소수자 ⑪새터민등 11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과 관련된 경찰의 치안대책을 중심으로 정리해보

기로 한다〔19〕.

(1) 장애인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를 말하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복

지법에 규정되어 있다(2009년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은 총2,429,547명임)〔20〕.

장애인은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지적능력이 낮은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으로 변호사, 대리인,

보조인으로부터 도움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있

다. 유엔은 총회에서 정신장애인의 변호인과 개인적

대리인이 모든 심리에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다

는 내용의 정신장애인의 보호와 정신건강치료의 증진

을 위한 원칙(1991년)을 의결하고, 유럽연합(EU)집행

위원회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신장애인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유럽연합형사절차상 특정한

절차적 권리에 대한 기본결정(2004년)을 채택한 바

있다.

영국, 독일, 미국, 호주 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

를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를 엄격히 요청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은 1984년 실질적 구속력을 지니는 시설운

영기준 218개 항목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ㆍ대리인ㆍ보조인에게 조력 받을 권

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의 개선을 서

둘러야할 것이다.

(2) 비정규직

정규 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적절

한 계약에 의하지 않거나 급료나 사회적 보호에 대한

일체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고용. 비정규 근로, 비전형

근로, 비정형 근로, 임시 근로, 한시 근로 등의 용어

가 함께 쓰이고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 근로시간, 고

용 계약 주체와 사용자의 일치 여부, 계약의 종류 등

의 기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모두 일컫는다〔21〕.

비정규직의 유형을 몇가지 기준별로 보면, 고용 기

간별로 보아서 한시적 고용으로 임시직·계약직이 있

고, 근로시간으로 분류했을 때 시간제 고용으로 단시

간 근로·시간제 근로가 있으며, 고용 주체에 따르면

간접 고용으로 파견근로·용역 근로가 이에 속한다.

계약 형식에 의하면 특수 고용으로 호출 근로·독립

도급·가내 근로가 이에 속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늘어

났고, 이들의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있다(2011.3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5,771천명으로서,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1,129만4천명)

대비 33.8% 수준임)〔22〕.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실

상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자의적 고용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법ㆍ제도를 개선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예

방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ㆍ근로조건ㆍ사회보장에

나타나는 차별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

험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비

정규직의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

업훈련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직업훈련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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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3)이주노동자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는 ‘21세기형 협약’이랄

수 있는 이주노동자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

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 MWC)을

채택했다〔23〕. 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은 그 동안

각종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어 온 권리주체로서의 사각

지대에 있는 이주민(migrants), 특히 이주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보호도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의의가

있다.

이 협약 제1장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이주노동

자’(migrant worker)란 “국적을 부여한 나라(모국)가

아닌 국가 내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아

예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제6조 제2항)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4조)은 법 적용 범위

를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외국인으

로 규정함으로써 국내거주 외국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며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있다.

이주노동자가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을 때, 단속과

정과 보호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그리고 지

방노동사무소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다국어로

된 안내문이 없고 통역서비스가 부족하여 권리를 보

호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속과정에서 계구가

남용되는 등 무리한 단속과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명

령에 의한 장기수용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침

해되고,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가 불충분

하여 산재예방이 미흡하고, 산재보험 혜택 및 치료가

끝날 때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보호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마

저도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①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하고, ②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

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주노동

자 관련 기관에 어학지원과 상담지원 체제를 구축하

며, ③경찰서, 법원,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

관에 언어지원과 상담지원 체제 구축 ④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보

호기간 연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마련 등 외국인

보호소 운영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국제적 인신매매와 성

매매 강요 및 감금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여

성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여 문화차이, 언

어소통 등으로 갈등을 겪으며, 심할 경우 가정폭력으

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가는 국제적 여성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보호 방안을 강화하며, 한국인과 결혼

한 이주 여성의 인권보호를 증진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 ①이주 여성이 해외취업 형태로 국내

유흥업소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사기성 국제결

혼 중개업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②인신매매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을

규정한 유엔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3개 부속의정서

를 조속히 비준하고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③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방안 마

련 ④이주 여성의 모자보호시설 입소자격이 인정되어

야 한다.

(4) 여성

1979년 12월 18일에 UN총회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라는 조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의 철폐에 있다〔24〕.

최근 여성에 대한 권익신장이 두드러지게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성을 차별하는 의식과 관

행이 남아있으며, 여성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성적 대

상화하는 퇴폐ㆍ 향락문화와 성폭력, 성매매가 존재

하는 것도 현실이다.

다양한 관계 법령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희

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시행이 충분하

지 못하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성희롱ㆍ성폭력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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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ㆍ성매매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여 예방조치와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못하고, 2004년부터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이 시해되

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유사성매매업소와

인터넷을 통한 성 매매업이 증가하고 음성화하고 있

다.

또한,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성감수성이 부족한 관

련자에 의해 피해자가 모욕을 당하는 등 제2차적 인

권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국내ㆍ외 법률적 기준 및 해외사례를 보면 여성

발전기본법(제17조, 제25조)은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

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에 대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정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성매매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인신매매 및 성매매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

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

정하고 있다(제6조).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1993년)

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을 침해

하는 중대한 문제로 선언하였으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평가서를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의 성감수성

훈련을 포함한 포괄적 방안 마련 및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소 제공을 권고하였다.

중요한 여성보호 추진과제로는 ①성 차별ㆍ성희

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각급학교에서 여성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근거법령

입안하고, ②스토킹이나 사이버 성폭력, 유사성매매

업소 등 현행 법령으로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신종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하며 ③ 성차별ㆍ성희롱ㆍ성

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ㆍ보호ㆍ

치료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④성매매 피해자 및

탈성매매자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의료지원 강화

⑤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제도

와 절차의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5)어린이․ 청소년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

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이 협약으로,

89년 11월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91년 가입했다〔25〕.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

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

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동 협약의 아동의 무력

분쟁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2004년), 아동의 매매ㆍ

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4

년) 등을 비준하고, 영유아보육법(1991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1998년), 청소년보호법(1997

년) 등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1991년)을 개정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그러나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교육 기회나 질의 차이,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집단 따돌림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제5조)은 청소

년 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존

중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제3조)은

인종ㆍ종교ㆍ성ㆍ연령ㆍ학력ㆍ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

건에 따라 법적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아동복지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은 아동

학대와 폭력의 금지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청

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아동 성매매

ㆍ성착취 등의 규제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최선이익의 최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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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3조),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한 적절한 감독

과 지도(제5조), 입양 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

하도록 규정(제21조)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학

대ㆍ성매매 예방과 보호를 규정하고(제19조, 제32조

내지 제36조, 제39조등), 아동매매ㆍ아동성매매 및 아

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는 아동매매 금지를 규정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제31조)은 아동이 휴식과 여가

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제40조,

41조)은 사법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헤이그 협약 비준, 아동학대ㆍ

방임ㆍ체벌 개선, 국제기준에 따른 소년사법제도의

개선(1996년),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아동

관련보호시설의 정기적인 감사(2003년) 등을 권고하

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6) 노인

고령화 사회에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는 전체인구 중에서 30%이상의 이미 65세이상의 고

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인구비율의 증가속도도 세

계에서 제일 빠르다. 80세이상의 고령자도 2010년 현

재 88만7,197명(남266,216명; 여620,981명)으로 추계되

고 있다〔26〕.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시설이나 가정에서 노

인에 대한 학대, 재산착취, 유기 등의 사건이 종종 발

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제대책이 미흡하다.

무료 및 실비요양시설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인권위원

회의 조사(2002년)에 의하면 상담부재(73.6%), 종교자

유 침해(35.9%), 폭행ㆍ폭언 경험(6.0%), 강제노동 및

노역(3.6%), 옷 갈아입힐 때 수치심 유발(4.8%) 등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통계치가 없는 가정에서의

노인 문제도 심각하다.

국내ㆍ외 기준 및 해외사례를 보면 노인복지법(제

39조의6)은 노인학대를 예방ㆍ금지하고, 피해자 구조

를 규정하고,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년 발효)’은 시설

에 거주하는 노인은 존엄, 신념, 욕구, 사생활을 존중

받으며 살 수 있어야 하고 착취와 육체적ㆍ정신적 학

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가족내

의 문제로 여기는 사회정서상 외부 노출을 꺼리고,

학대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

나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그 심각성에 더

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2004

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을 위한 전문상담을 위해 2004

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1개

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및 23개 지역노인보호전문

기관을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였다. 동 기관을 활용

하여 노인학대 신고접수부터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

워크구축 등 학대받는 노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

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2005년 13,836건에서 2010년 47,988건으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05년 2,038건에서 2010년 3,068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7〕.

국가는 가정ㆍ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생활영역에서

노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아가야 한

다.

(7) 병력자(病歷者)

유엔인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집단검사와 감염을 이유로

하는 해고금지 등을 규정하여 HIV/AIDS 감염인의

존엄성 보호 및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보장

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HIV/AIDS 감염인과 한센인은 사회적

편견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

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아 왔을 뿐 아니라

보건의료시설 이용에서의 차별 등 일상적 차별을 받

아온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HIV/AIDS 또는

한센병, B형 간염 등 병력을 이유로 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2>HIV/AIDS 감염 내국인 발생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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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감염인수 사망자수
누적감염

인수

누적생존

자수

2 0 0 9

현재
 771  133  6,888  5,671

년도 시설수
생활인원

종사자
계 남 녀

2009

현재
3,770

142,25

4
56,459 85,795 62,183

신고현황〔28〕

(8)전․의경

전ㆍ의경의 구타와 가혹행위는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체사고의 직접적 원

인이 되고 있다〔29〕. 주요원인을 보면, 전ㆍ의경

의 안전과 기강확립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합이 행하여지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관행

이 있어왔다. 전ㆍ의경에 관련된 사고처리방식과 수

사관행에서 전ㆍ의경 의문사와 사고의 원인을 여전히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는 것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

는 실정이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내무생활을 어렵게 하는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지 않

고, 인권상담 또는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불만과

고민이 해소되지 못하여 가혹행위 및 사망사고의 원

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전의경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① 가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

립하고 인권상황의 점검 강화

② 복무와 관련하여 주요 금지사항을 법령화하여 금

지행위의 규범력과 명확성 제고

③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지속

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전ㆍ의경의 지휘관 및 동료

의 인권의식 함양

④ 가혹행위와 의문사의 수사과정에 민간단체의 참여

보장, 철저한 수사규정 준수 등으로 수사의 투명성

과 객관성 증진

⑤ 부대 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⑥ 인권상담을 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⑦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문

제를 처리하는 장치 마련

⑧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ㆍ의경 조직의 대테러임무와

국가재난상황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업경찰조직

으로 전환

⑨ 인권유관기관의 제한 없는 방문조사 허용

⑩ 전의경인권보호규칙 제정등

을 들 수 있다고 본다.

(9) 시설생활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말 보건복지부소

관 사회복지시설수는 3,770개소이며 생활인원은

142,254명으로 나타났다〔30〕.

<표3> 사회복지시설수와 생활인원

정부는 그동안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설립기준 완화,

지원확대를 통해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미신시고시설의 양성화를 통한 시

설생활인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 있지만, 지역사회통

합과 탈시설화 등을 통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은

여전히 미흡하고 또한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인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사유화, 회계부정 등의 문제

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야한다.

(10) 성적 소수자

성적 소수자는 숫자에 무관하게 성적 취향(동성애

자)등 성적인 문제로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

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

는 경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성적 소수자의 문제도

다수결의 결함을 보완하는 제도로 다수의 횡포와 전

제로부터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수자의 권

리가 강조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성적 소수자는 오해와 편견으로 차

별을 받고, 형법과 군형법 등에도 성적 소수자의 차

별 조항이 있다(예, 형법제257조 ‘강간죄’관련규정등).

이러한 현실은 유럽연합의 암스텔담조약(The

Amsterdam Treaty, 1997년)과 유럽연합의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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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이 규정하고 있는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기준에 미흡한 것이다. 암스텔담 조약

(The Amsterdam Treaty)은 회원국의 의무조항에 성

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시키고 유럽연합의

결의안(2000년)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철폐하

기 위해 회원국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

무를 규정하였다〔31〕.

성적 소수자를 위한 행사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을 사용할 때의 차별, 국가기관 또는 사

회 단체의 행사ㆍ모임에 참여하는 것에서의 차별, 성

적소수자 관련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차단하는 통신

ㆍ인터넷 영역의 차별 등 성적소수자의 차별이 심각

하며, 형법에서 강간죄 구성요건 중 객체는 부녀로,

범죄행위는 성교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강간범죄로부터 성전환자 및 동성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다만, 2009년 선고된 대법원 판

결에서 “성전환자가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 생활 여자로 살아왔다면 비록 법률상으로

는 남성이더라도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력피해자로서의

보호 여지를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일보 진전이 있었

다고 할수 있다(대법원, 2009도3580).

또한, 군형법(제92조)에 계간(鷄姦)이라는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는 등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다. 직

장에서 동성애자임이 밝혀질 경우 대부분 해고되고,

성전환자의 고용기회가 매우 제한되는 등 고용 과정

에서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심각하다.

성적 프라이버시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

여 차별과 기본권 침해로부터 성적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제를 개선하고,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야 할것이다.

(11) 새터민

1990년대 중반 이후 새터민이 매년 증가하여 2011

년 4월 현재 총 20,000여명이 넘고 있다. 북한 및 해

외에서 오래 생활한 새터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시민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을 말함. 정부에서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

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로 2005년부터 사용했다. 새터민은 탈북자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ㆍ미래지

향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선정하였다〔32〕.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터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금ㆍ주

거ㆍ교육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새터민은 교육,

고용, 심리적 안정, 지역사회와의 통합 등 많은 측면

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터민이 초기 입국시 조사과정과 사회적응 및 직

업교육 등에서 관련 공무원들부터 인권을 침해당하기

도 하며, 새터민의 실업률이 40%에 달하고, 취업이

되더라도 대부분이 단순 기술직 업종에 종사하고 있

다.

새터민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과 교과과

정의 차이 등으로 학업 중도 탈락률이 일반학생의 10

배에 달할 정도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새터민(무연고청소년, 장애 새터민,

모자세대, 노인 세대 등)의 취업ㆍ의료ㆍ교육 등의

보호대책이 미흡하고, 가족관계법령이 새터민의 특성

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북한에 배우자 등 가족이

있는 새터민이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려

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 국민들의 새터민에 대한 이

해와 배려의 부족이 직장과 지역에서 새터민에 대한

차별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새터민의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터

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실시

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해소하

고, 새터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새터민 고

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새터민 고용

을 활성화하며 새터민 청소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등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약계층새터민(무연고청소년, 장애, 모자

세대, 노인 세대 등)에게 필요한 보호 대책 마련하고,

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법령 정비하

고, 새터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강

화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5. 결어-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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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경찰의 소명은 시대와 국가

를 막론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며,

이는 인권의 수호자로서 경찰에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하에서 경찰은 엄격한 법집

행만을 강조하다가 국민과의 소통이 제대로이루어지

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다소 소홀한 측

면이 있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21세기의 현대사회의 치안활동은 지역치안의 책임

기관인 경찰의 독자적인 노력과 활동만으로는 지역사

회의 다양한 치안문제에 부응하기 불가능하다. 지방

화․분권화․민주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과 지역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주민과 경

찰의 동반자 관계 형성이라는 1980년대 이후의 지역

사회 경찰활동의 기본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3

3〕.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소외되고 관심을 가지지 못

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찰활동의 관심은 선진민

주경찰로서 경찰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참여민주주의 하에

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인권경찰의 비전과 철학

의 문제를 제대로 정립하고 경찰개혁의 방법론을 정

립할 필요가 있다.

경찰개혁의 지향점은 시민참여를 경찰행정의 필요

적 전제로 인식하고 이를 법치주의 영역 안에서 구현

하는 “협력적 법치주의”를 추구하고 이를 위해 협력

치안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범죄예방론

으로만 소개된 ‘Community Policing(사회공동체 중심

의 경찰활동)’을 경찰혁신의 기본철학으로 받아들여

혁신의 기법으로서 가치혁신의 내재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경찰개혁을 역동적으로 끌어가기위해서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직무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학

술적으로 지속적으로 논증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경찰이 곧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는 영국 근

대경찰의 선구자인 로버트 필경의 인식은 오늘날 우

리나라 경찰이 명실상부한 인권경찰로서 거듭나기위

한 주요 테마이자 지향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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