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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외집단을 보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제사법위원회 위원및국회의원여러분,
저희는 30 개 단체를 대표하여 소외집단에 대한 만연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서신을 드립니다.
지난 15 년간 유엔 기구들은 한국의 차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모두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 유엔 회원국들은 세 차례의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를 통해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08 년과 2013 년, 2018 년에 몇 차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2
일부 소외집단에 대해 부분적인 보호기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포괄적인 법률이 있을 때 보다
일관되고 효과적이며 다른 집단들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제안된 법안들은 ‘성별, 장애,
병력, 연령,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조건, 혼인 상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기존의 제도가 차별을 방지하고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적인 보호장치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한국은 여성과 여아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뒤쳐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가 공고히 자리하고 있어 뿌리 깊은 성불평등을 지속시킵니다. 2021 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성 격차 지수’에서 한국은 156 개국 중 102 위를
유엔 자유권위원회, 유엔 문서 CCPR/C/KOR/CO/4, 2015 년 12 월 3 일, 제 12-13 항;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유엔 문서 E/C.12/KOR/CO/3, 2009 년 12 월 17 일, 제 9 항;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유엔 문서 E/C.12/KOR/CO/4, 2017 년 10 월 19 일, 제 22-23 항;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문서 CERD/C/KOR/CO/14, 2007 년 8 월 17 일, 제 10-11 항 및 제 13 항;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문서 CERD/C/KOR/CO/15-16, 2012 년 10 월 23 일, 제 6-7 항;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유엔 문서 CERD/C/KOR/CO/17-19, 2019 년 1 월 10 일, 제 5-6 항;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문서 CEDAW/C/KOR/CO/7, 2011 년 8 월 1 일, 제 14-15 항;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 문서 CEDAW/C/KOR/CO/8, 2018 년 3 월 14 일, 제 12-13 항;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엔 문서 CRC/C/KOR/CO/3-4, 2012 년 2 월 2 일, 제 28-29 항;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유엔
문서 CRC/C/KOR/CO/5-6, 2019 년 10 월 24 일, 제 16-17 항.
2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문서 A/HRC/37/11, 2017 년 12 월 27 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문서
A/HRC/22/10, 2012 년 12 월 12 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문서 A/HRC/8/40, 2008 년 5 월 29 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문서 A/HRC/37.11/Add.1, 2018 년 2 월 28 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문서
A/HRC/22/10/Add.1, 2013 년 1 월 16 일;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문서 A/HRC/8/40/Add.1, 2008 년 8 월
25 일.
3
“한국의 성소수자 축제, 참가자보다 방해자 수가 더 많아”(Hecklers Outnumber Gay-Festival-Goers in
South Korea), 이코노미스트, 2019 년 9 월 7 일, https://www.economist.com/asia/2019/09/05/hecklersoutnumber-gay-festival-goers-in-south-korea (2021 년 12 월 13 일 접속); 신지혜, “가속화되는 차별금지법
논의”(Debate on Anti-Discrimination Law Gains Momentum), 코리아 헤럴드, 2021 년 6 월 10 일,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620000168 (2021 년 12 월 13 일 접속).
1

차지했고, 특히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문은 123 위로 성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한국은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 관리직에서 여성 비율이 16%에 불과해 세계 최하위권인
134 위를 기록했습니다. 5 여성 비율은 또한 상위 200 대 상장기업의 등기 임원 중 3% 미만
그리고 고위 임원직의 4% 미만에 불과합니다. 6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 노동을 하는
비율이 4 배 더 많고, 성별 임금격차는 33%에 달합니다. 7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고,
디지털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8 2019 년에 한국여성의전화는 평균 1.8 일에 여성 한 명이
살해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9 2017 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한국 남성 2,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80%가 교제 중인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0
한국에서는 노인 차별도 심각합니다. 1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중 40% 이상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12
국가인권위원회가 2018 년에 노인 1,000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답했고, 44%는 직장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3 보건복지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0 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노인학대 사건이 2009 년 2,674 건에서 2020 년 6,259 건으로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14

2021 년도 전세계 성격차 지수(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세계경제포럼,
http://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1.pdf (2021 년 10 월 20 일 접속), pp. 10, 18, 241.
5
위와 동일, p. 209.
6
“국내 200 대 상장사 여성 등기임원 비율 2.7%... 미국이 10 배 많아”, 한겨레신문, 2020 년 3 월 15 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31617.html (2021 년 12 월 12 일 접속); 송경화,
“100 대 기업 여성 임원 비율 3.6%... 삼성전자 5.2%, 현대차 0.9%”, 한겨레신문, 2019 년 10 월 30 일,
4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15074.html (2021 년 12 월 12 일 접속).
7
2021 년도 전세계 성격차 지수, p. 241.
8
휴먼라이츠워치,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2021 년 6 월 16 일,
https://www.hrw.org/ko/report/2021/06/16/378896.
9
올리비아 쉬버, “한국, 성폭력에 맞서 싸워야“(South Korea Needs to Contend With Sexual Violence),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2020 년 8 월 10 일, https://foreignpolicy.com/2020/08/10/south-korea-needs-tocontend-with-sexual-violence/ (2021 년 10 월 20 일 접속).
10
니콜라 스미스, “한국 남성의 80%가 데이트 상대에 폭력 행사” (Almost 80% of South Korean Men Have
Abused Girlfriend, Study Claims), 텔레그래프(The Telegraph), 2017 년 8 월 24 일,
http://www.telegraph.co.uk/news/2017/08/24/almost-80-south-korean-men-have-abused-girlfriend-studyclaims/amp/ (2021 년 10 월 20 일 접속).
11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연령차별 철폐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1 년 11 월 19 일,
https://www.hrw.org/ko/news/2021/11/19/380430.
12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019 년도 국가별 공적연금제도(Pensions at a Glance 2019),
https://read.oecd.org/10.1787/b6d3dcfc-en?format=pdf (2021 년 10 월 18 일 접속), p. 186.
13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2018 년에 업로드됨,
https://www.humanrights.go.kr/site/inc/file/fileDownload?fileid=1068133&filename=in_BB201711201508140
3361491.pdf (2021 년 10 월 19 일 접속), p. 132.
14
국가인권위원회, “빈곤, 자살, 학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취약성 심화, 노인인권보호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2021 년 10 월 19 일,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5&menuid=00100400200
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7288 (2021 년 12 월 12 일 접속).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만연해 있습니다. 일례로, 장애 아동들은 교육을 받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5
인종, 출신, 민족에 따른 차별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 년도
조사에서는 외국인 거주자의 약 70%가 인종차별을 경험했으며, 40%는 직장내 차별을
경험했고, 30% 가량은 일자리를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 역시 교육, 주거, 고용 기회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7
출신에 따른 차별은 교육법에서도 자명히 드러납니다. 18 한국 국적의 모든 아동은 초등교육
6 년과 중등교육 3 년을 포함하여 9 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 이주 아동들은
학교에 갈 권리가 있더라도 의무교육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하에서 모든 아동은 출신국에 상관없이 무상 의무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이상의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교육을 차별없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성소수자들이 특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해고, 퇴출, 기타 괴롭힘 등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 아동들은 학교에서 심각한 고립과 부당한 처우를
경험합니다. 20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행진과 축제가 협박과 폭력의 대상이 되었고, 지난 해에는
코로나 19 사태와 관련하여 성소수자 혐오 정서가 급증했습니다. 21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007 년 이후 11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으나, 국민 대다수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그러한 법안이 우선순위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 년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 2021 년에는 10 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차별금지법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021 년 11 월 10 일까지 이 청원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유수선, “학교 다니기가 어려운 장애 아동들”(Disabled Children Struggle with Schooling), 코리아 타임즈,
2017 년 8 월 9 일,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17/08/181_234459.html (2021 년 10 월
20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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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주, “외국인 거주자 10 명 중 7 명, 한국에 ‘인종차별 존재한다’고 응답해”(7 in 10 Foreign Residents
Say ‘Racism Exists’ in S. Korea), 코리아 헤럴드, 2020 년 3 월 20 일,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320000695 (2021 년 10 월 20 일 접속).
17
2020 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21 년 3 월,
https://www.koreahana.or.kr/data_room/pro_data.jsp (2021 년 12 월 9 일).
18
교육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924&lsiSeq=235535#0000 (2021 년 12 월
12 일 접속).
19
교육기본법 제 1 조 및 제 6 조.
20
휴먼라이츠워치,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한국의 학교들,
2021 년 9 월 14 일, https://www.hrw.org/ko/report/2021/09/14/379591.
21
옥현주, “코로나 확진 ‘게이’ 클럽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 부추겨”(Korean
Media’s Focus on ‘Gay’ Club in COVID-19 Case Further Stigmatizes LGBT People), 코리아 헤럴드, 2020 년 5 월
8 일,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508000751 (2021 년 10 월 20 일 접속).
22
김아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Legislate Against Discrimination,’ Human
Rights Body Urges Lawmakers), 코리아 헤럴드, 2020 년 6 월 30 일,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630000900 (2021 년 10 월 20 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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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1 월 10 일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제 21 대 국회 말인 2024 년 5 월 29 일까지
심사기한을 미루었습니다. 24
23

11 월 25 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법 기준을 준수하고 모든 소외집단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5 12 월 10 일에는 정기 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2021 년 12 월
13 일부터 2022 년 1 월 10 일까지 임시국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하고, 모든 소외집단을 차별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키라는 국내외의 권고에 부응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회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한국이 인권 의무를 이행하며 모든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이 보호기제를 지지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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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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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North Korea
Organization for Identity and Cult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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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s without Boundaries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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