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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2001

년 설립 이후부터 2011년까지의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을 평가해보는 것을 목표

로 한다. 일단 평가의 전제로서, 사법적 권리구제와 구분되는 인권위 조사·구제기

능의 의의와 특징을 ① 접근성/신속성, ② 독립성, ③ 인권의 관점에 근거한 구제, 

④ 설득적/협력적 인권구제, ⑤ 근본적 문제해결방법의 제시 등으로 요약한다. 그

리고 지난 10년간의 인권위의 조사·구제 관련 통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다섯 가지의 의외와 특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

는지를 평가해본다. 분석과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권위의 부족한 예

산과 인력으로 인해 적극적인 진정 접수와 긴급한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 둘째, 현

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회피함으로써 독립성이 흔들리

고 있다. 셋째, 인권위는 결정의 근거로 법률주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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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수사 중인 사건을 각하 처리하는 것이 문제

로 지적된다. 넷째,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 되는 등, 인권위다운 인권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섯째,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순히 

해당 사건의 해결에만 치우친 경우가 적지 않았고, 권고의 이행까지 끝까지 책임

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도 인권위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기각/각하율이 

너무 높고, 사인간의 인권침해나 관련한 진정이 불가능하고,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주제어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기구, 조사·구제기능, 비사법적 구제, 인권구제

Ⅰ. 들어가며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는 국제인권규범을 각 국가에서 이

행하기 위한 국가기구로서, 인권에 관한 자문, 교육·홍보, 조사·구제 등의 기능

을 수행한다.1) 한국에서도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는 이름의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되었고, 1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 논문은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인권위 조

사·구제기능(investigatory function)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조사·구

제기능이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당사자(또는 제3자)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고, 인권위가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서는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을 평가해보기 위해 먼저 인권위의 조사·

구제기능의 의의와 특징을－특히 사법적 권리구제와 비교와 함께－다섯 가지로 구

분하여 설명한다(Ⅱ). 그리고 10년간의 조사·구제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Ⅲ), 인권위와 조사·구제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 왔는지를 평가해보

도록 하겠다(Ⅳ).

1) R. K. M. Smith, “National Institutions on Human Rights”, in The Essentials of Human Rights, 
New York: Hodder Arnold, 2005, 266~269쪽; D. Weissbrod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Encyclopedia of Human Rights Vol.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58~61쪽; UN 

Centre for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 Handbook on the Establishment 
and Strengthening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4, 1995, para. 39 참조(이하 UN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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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의 의의

1.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침해된 인권을 구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구제, 헌법재판 등의 사법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사법적 권

리구제’이다.2) 하지만 사법적 권리구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수사기관

이 정치편향적일 수 있으며, 현행법의 법리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지적된다.3) 그 외에도 권리침해의 사회적, 정치적 조건을 개선하는 조

치를 취할 수 없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지양하는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

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비사법적 권리구

제’(non-judicial remedies)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국제사회가 각 

국에 국가인권기구(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를 설립하도록 권고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비사법적 권리구제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즉, 인권위의 조사·구제기

능은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이고 보충적인 권리구제메커니즘

이라고 할 수 있다.4)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권기구는 조사·구제기능을 가지고 있고, 한국

의 인권위도 2001년 출범 때부터 인권조사·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 국

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은 인권위의 업무로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에 대

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시하고 있으며(19조), 구금·보호시

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제24조). 그리고 인권위법 ‘제4장 인권

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에는 조사의 대상, 방법, 구제 등이 자세히 규정

되어 있다(제30조∼제50조). 다음에서는 이러한 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이 구체적

2) 자세한 것은 서경석, “사법제도에 의한 인권구제”,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ꡔ인권법ꡕ, 아카넷, 2006 

참조.

3) 일반적으로 법에 의한 인권보호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홍성수, “법에 의한 인권보호의 한

계와 국가인권기구의 존립근거: ‘정규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의 기능과 위상”, ꡔ고려법학ꡕ, 58호, 

2010, 156쪽 이하 참조.

4) Amnesty International,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mnesty International's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2001, 15쪽; 

UN Handbook, para. 220; Commonwealth Secretariat,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Best 
Practice, London: Commonwealth Secretariat, 2001, 30쪽.



82  法學硏究(통권 제34집)

으로 어떠한 의의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의 의의

(1) 접근성과 신속성

인권위의 조사·구제는 사법적 권리구제에 비해 쉽게 이용가능하고, 비용이 들

지 않으며, 신속하게 처리된다. 먼저,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근거로 진정을 제기하

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인권위법 제30조). 진정의 접수는 

우편, FAX, 인터넷 등을 통해 문서로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6조). 진정서 작성 역시 기재 내용이 

간단하고, 특히 인권침해사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의 시기, 장소, 내용 정도를 적

으면 충분하다. 인권위에 진정을 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발/고소장을 접

수할 때처럼 법무사나 변호사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가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진정을 받기도 하고(인권위법 제24조, 제31조),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

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인권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인권위법 제30조 3항).5) 이외에도 인권위는 부산, 

광주, 대구에 각각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장).

진정이 접수되면, 인권위는 원칙적으로 이를 3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4조). 인권위의 권리구제 결정은 단심으로 3

개월 내에 이루어지므로, 사법적 권리구제에 비해 빠르게 처리된다. 또한 인권위는 

‘긴급구제조치’도 권고할 수 있다. 진정이 접수된 후에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인권위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여 신속한 문제해결을 모색한다

(인권위법 제48조).

5) 다른 나라의 인권위도 마찬가지이다. UN Handbook, paras. 283-294; Canada: Canadian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rt. 40[3]; Australia: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art. 20[1]; Racial Discrimination Act, art. 24; Sex Discrimination Act, art. 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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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성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충족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며, 인권위법에도 

인권위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3조). 

인권위의 조사·구제 업무에 있어서도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행정

부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독립기관인 인권위는 정치권력의 향력으로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조사를 수행하

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인권위는 강세수사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밝혀

내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을 규명해낸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것은 대개 인권위의 

독립성 덕분이다.

(3) 인권의 관점에 근거한 구제

인권위의 인권구제의 근거는 실정법에 제한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인권’이다. 여

기서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

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

리”를 말한다(인권위법 제2조). 따라서 인권위가 근거로 삼는 인권은 헌법이 보장하

는 기본권보다 넓은 개념범위를 포괄한다.6) 이 점은 국제인권법과 해당 국가의 실

정법/관행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권위가 설립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7) 차별행위의 경우에도 인권위법에는 성별, 종교, 나이 등 

다양한 차별 사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인권위법 제2조 사항), 이러한 차별금지사유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규정뿐만 아니라, 법률,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 상의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해석된다.8)

6) 한상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의 해석론”, ꡔ헌법학연구ꡕ, 8권 4호, 2002, 95-101쪽; 특히, 이 때 

‘국제관습법’은 조약뿐만 아니라, UN인권위원회의 권고나 그것이 사실상 이행되는 관행 등까지 포괄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편, 절차 면에서도 소송은 증거법칙 등 엄격한 형식요건

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인권위의 구제절차는 보다 유연한 규칙이 적용된다. 이 점은 Commonwealth 

Secretariat, 앞의 글, 22쪽; J. Marie, “National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 in J. 

Symonides(ed), Human Rights: International Protection, Monitoring, Enforcement, Aldershot; 

Burlington, VT: Ashgate, 2003, 270쪽 참조.

7) 그런 점에서 국가인권기구는 “국제법의 레토릭을 현실에 이행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Commonwealth Secretariat, 위의 글, 3쪽) 또는 “국제규범을 국내에서 이행하는”(S. Cardenas, 

“Emerging Global Actors: the United Nations and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Global 
Governance, 9-1, 2003, 23쪽) 역할을 한다.

8) 조홍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의 사회적 신분의 범위”, ꡔ공법연구ꡕ, 31집 1호, 2002, 

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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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득적/협력적 인권구제

인권위의 인권구제는 설득과 협력에 기반을 둔 비권력적 방식에 의존한다. 먼저, 

인권위와 같은 국가인권기구는 대부분 진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정이나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방법을 활용한다.9) 현행 

인권위법에도 인권위가 합의를 권고할 수 있고(제40조), 당사자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42조). 사법적 구제가 대립하

는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승자독식’(winner-takes-all) 내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ADR은 두 당사자가 

서로 협력적 관점에서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즉, 국가인권기구의 조정절차는－검사와 피고인 또는 원고와 

피고가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법정과는 달리－양 당사자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는 “화해의 원리”에 기반을 두며,10) 국가인권기구는 여기서 일종의 ‘촉진자’ 역할

을 한다.11)

인권위가 조사 이후 결정을 내리는 방법 역시 설득적이고 협력적이다. 인권위는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다만 구속력 없는 ‘권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피권고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설득하여 자발

적인 협력을 이끌어 낸다. 즉, 인권위는 권고를 통해 피권고기관 스스로 인권의 중

요성을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이다.12) 권고가 내려지고 최종적

으로 이행되는 과정은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의 권고를 피

권고기관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권고기관은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해야 하고(인

9) 이하의 인권위의 인권구제에 대한 설명은 주로 홍성수, 위의 글, 165쪽 이하 참조.

10) B. Burdikin, “국민인권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한상진 편, ꡔ현대사회와 인권ꡕ, 한울, 1998, 522

쪽; 한상희, 위의 글, 104~107쪽 참조.

11) G. de Beco,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 Europe”, Human Rights Law Review, 7-2, 

2007, 341, 370쪽 참조. 국가의 규제를 ‘법적 방법 vs. 자발적·협력적 방법’ 또는 ‘억압적 모델

(repressive model) vs. 반성적 모델(reflexive model)’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인권위의 인권구제는 

후자에 해당한다. 억압적 모델이 위계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식에 의존한다면, 반성적 모델은 수

평적 관계 속에서 협력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한다.

12) S. Fredman, 조효제 역, ꡔ인권의 대전환ꡕ, 교양인, 2009, 343쪽 이하 참조. 필자는 사회학자 루

만(N. Luhmann)의 이론을 활용하여,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인권과 다른 체계의 ‘구조적 

연결 테제’(the coupling thesis), 다른 체계에 대한 ‘자극 테제’(the irritation thesis), 다른 체계를 

직접 조종하기 보다는 그 자율성을 존중함으로써 직접규제의 충격을 완화하는 ‘충격흡수 테제’(the 

shock-absorbing thesis)로 설명한 바 있다. Sung Soo Hong, Regulatory Dilemmas in Human 
Rights Protection: An Analysis of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s a Solution, LSE PhD 

Thesis, 2008, Ch. V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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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법 제25조 제3항), 인권위는 이에 대해 다시 재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인권의 가치가 공적으로 토론되고 사회적인 합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

권위가 촉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13)

(5) 근본적 문제해결방법의 제시

인권위는 당해 사건의 구제뿐만 아니라, 해당 인권침해사건을 발생하게 한 구조

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한다. 이것은 당해 사건에 대한 구제를 목표로 하는 

사법적 권리구제와 대조되는 점이기도 하다. 사법적 권리구제의 방법인 가해자 처

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방법 등은 모두 당해 사건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인권위는 당해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방법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동시에 권고하기도 한다. 실제

로 인권위는 위하여 해당기관이나 상급－감독기관에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

정·개선, 직원 인권교육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4)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소

극적이고 사후적인 인권구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 노력

하는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15) 이상의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A. 접근성/신속성 : 인권위는 인권침해 진정을 받아, 신속하고, 저렴하게 처리한다.

B. 독립성 : 인권위는 정치권력의 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인권침해를 조사

한다.

C. 인권의 관점 : 실정법에 제한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13) 이러한 인권위의 인권구제의 특성을 하버마스(J. Habermas)의 이론을 응용하여 “의사소통적 방식

의 구제”라고 설명하는 이상돈, ꡔ인권법ꡕ, 세창출판사, 2005, 214쪽 이하 참조. 한편, 필자는 이러한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을 국가인권기구가 인권논의를 활성에 기여한다는 ‘촉진테제’(the facilitation 

thesis)와 국가인권기구가 인권의 이념을 관련기관들에게 전달한다는 ‘전달테제’(the transmission 

thesis)로 설명한 바 있다. Hong, 위의 글, Ch. Ⅵ 참조. 또한, 인권위는 이렇게 비권력적 설득력에 

의해서 자신의 권고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연성권력”(soft power)기구라고 할 수 있다.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의 서면인터뷰”, ꡔ민주법학ꡕ, 33호, 2007, 118쪽; 곽노현, “국가인권위

원회의 비전과 진로”, ꡔ공법연구ꡕ, 35집 2호 2권, 2006, 180쪽 참조; 같은 맥락에서, 인권위가 시정

명령권과 같은 강제집행력을 갖게 되는 것은 오히려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연성권력기구로서의 장

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으로는, 홍성수, 위의 글, 175~176쪽 참조.

14) Burdekin, 위의 글, 818쪽; 임지봉, “한국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ꡔ공법연구ꡕ, 35집 2호 2권 2006, 

21쪽.

15) 곽노현, “국가인권위원회의 법과 현실: 운  첫해의 경험을 중심으로”, ꡔ헌법학 연구ꡕ, 8권 4호, 2002, 

19~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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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설득적/협력적 구제 : 인권위는 적대적 대립이 아닌 설득적/협력적 인권구제를 

제공한다.

E. 근본적 문제해결 : 인권위는 개별적인 사안의 해결뿐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사법적 권리구제와 비교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16)

<표 1> 사법적 권리구제와 인권위의 인권구제의 비교

사법적 권리구제 인권위의 인권구제

접근성 불편, 느림, 고비용 편리, 신속, 저비용

독립성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될 

수 있음
독립기관으로서 독립적 인권구제를 제공

근거규범 헌법, 법률 헌법, 법률, 국제인권규범

구제의 
성격

권력적, 강제적, 하향적(top-down), 

단선적, 일방적

촉진적, 설득적, 대화적, 

협력적, 상호작용적

구제의 
특징

개별 사건에 대한 구제

(가해자 처벌, 인권침해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명령)

과거지향적, 사후구제적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함께 제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 

인권교육 등을 권고)

미래지향적, 사전예방적

Ⅲ. 인권위의 조사·구제: 10년간의 통계 분석

Ⅳ에서 인권위 조사/구제기능을 본격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인권의 조사·구제

에 관한 다양한 통계자료에 대한 일차적 분석을 시도한다.

16) 같은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권익위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불법/

부당한 처분에 의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간편하고 신속한 절차로 그 민원을 처리해주

는 기관이다. 접근성이 좋고, 독립적이며, 설득적/협력적 방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인권구제와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근거규범이 실정법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해법을 

제시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위와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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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 상담, 민원/안내 현황

<표 2> 10년 동안의 진정, 상담, 민원/안내 현황17)

연도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전체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2001 803 26.7 348 11.6 1,852 61.7 3,003

2002 2,790 21.4 2,661 20.5 7,558 58.1 13,009

2003 3,815 19.6 5,261 27.1 10,340 53.3 19,416

2004 5,368 22.5 6,057 25.4 12,425 52.1 23,850

2005 5,617 16.8 9,136 27.3 18,684 55.9 33,437

2006 4,187 12.1 10,737 31.1 19,558 56.7 34,482

2007 6,274 15.5 13,378 33.1 20,780 51.4 40,432

2008 6,309 12.0 16,295 31.0 30,043 57.1 52,647

2009 6,985 13.3 18,761 35.8 26,634 50.8 52,380

2010 9,159 15.7 22,502 38.5 26,795 45.8 58,456

합계 51,307 105,136 174,669 331,112

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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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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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그림 1> 진정, 상담, 민원/안내 건수의 연도별 추세>18)

17) 2011 국정감사 자료(홍 표 의원실).

18) 표2를 활용하여, 진정, 상담, 민원/안내 건수를 합산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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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조사·구제 기능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진

정, 상담, 민원/안내 건수이다. 위의 표2와 그림1에서 보듯이 지난 10년 동안의 진

정, 상담, 민원/안내의 수치는 꾸준히 상승해왔다.19) 문제는 이러한 증가추이를 어

떻게 해석할 것인가이다. 먼저, 진정, 상담, 민원/안내의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인권문제가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민들이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거나 

참고 지냈던 다양한 인권문제들이 인권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인권문제로 진정하고 상담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사회의 인권문

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

안 한국의 인권현실이 계속 악화되어온 것이다. 하지만, 진정이나 상담 건수만으로 

인권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권위의 역사가 10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측면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후자의 측면도 쉽게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 상담, 민원/상담 건수에 관한 통계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꾸준히 증대해 왔다는 것 정도

라고 할 수 있다.

2. 진정 사건의 접수 현황

(1) 인권침해 진정 사건과 차별행위 진정 사건의 비율

<표 3> 연도별 진정 사건 분류 현황20)

전체
건수 % 인권침해

(건) % 차별행위
(건) % 기타

(건) %

총 누계 51,307 100.0 39,734 77.4 9,739 19.0 1,834 3.6

2010 9,159 100.0 6,457 70.5 2,675 29.2 27 0.3

2009 6,985 100.0 5,282 75.6 1,685 24.1 18 0.3

2008 6,309 100.0 4,892 77.5 1,380 21.9 37 0.6

2007 6,274 100.0 5,067 80.7 1,159 18.5 48 0.8

19) 2006년에는 진정이 급격하게 감소했고, 2008년에는 민원/안내 건수가 갑자기 증가한 적이 있다

는 정도가 예외이다.

20) ꡔ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ꡕ, 88쪽; 총 누계는 2001. 11. 부터 2010. 12. 31.까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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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진정 건수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구성 비율21)

표3과 그림2는 전체 진정 건수 중에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차지하고 있는 비

중을 보여준다.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모두 진정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차별행위

의 증가세가 더 빠르고, 따라서 전체 진정에서 차별행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서구의 경우 인권침해는 대개 분야별로 옴부즈만 등의 인권감시기구 

또는 고충처리기관을 두고 있고,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침해보다는 차별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기구의 주된 역할이 사실상 차별시정인 경우가 많다. 

위의 통계는 한국의 인권위도 서구의 인권기구들처럼 점점 차별시정기구로서의 성

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서의 기관별 현황

<표 4> 인권침해 진정 기관별 현황22)

연도 소계 검찰 경찰 구금 
시설 국정원 군

기타 
국가 
기관

보호 
시설

사법 
기관

입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출입국 
관리소 
등

특
사
경

각급 
학교 기타

2010 6,457 225 1,590 1,881 17 117 486 1,372 156 14 296 10 8 218 67

2009 5,282 137 1,215 2,027 17 96 452 489 50 5 214 0 8 5 567

2008 4,892 172 1,107 1,946 25 89 307 685 69 2 323 0 17 0 150

21) 2011 국정감사 자료(홍 표 의원실).

22) 2011 국정감사 자료(홍 표 의원실). 단위는 진정 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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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5,067 226 1,131 2,004 36 80 327 586 62 8 449 0 12 0 146

2006 3,335 137 796 1,427 12 65 394 255 56 2 177 0 4 0 10

2005 4,199 214 937 1,918 11 64 525 234 63 2 194 0 37 0 0

2004 4,627 164 688 1,835 11 60 1,553 126 41 8 115 0 26 0 0

2003 3,041 173 702 1,686 5 73 201 57 35 2 81 0 26 0 0

2002 2,833 300 838 1,114 33 110 236 34 70 1 66 0 31 0 0

계 39,733 1,748 9,004 15,838 167 754 4,481 3,838 602 44 1,915 10 169 223 940

% 100 4.4 22.7 39.9 0.4 1.9 11.3 9.7 1.5 0.1 4.8 0.0 0.4 0.5 2.4

0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검 찰

경 찰

구 금 시 설

군

기 타 국 가 기 관

보 호 시 설

사 법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그림 3> 인권침해 진정 건수의 기관별 비율23)

위의 표4는 인권침해 사건을 기관별로 분류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진정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금시설 진정 건수의 등락폭이 유난히 크다. 구금시설

은 면전진정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인권위의 방침에 따라 진정 건수가 달라지는 것

으로 추정된다.24) 실제로 2010년에는 진정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인권위는 2010년 

면전진정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면전진정 대신 우편 진정을 활성화하여, 면전진

정 건수를 크게 줄 으며, 그 결과 면전진정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

과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25) 이로 인해 진정의 남용문제가 해소된 것인지, 아니

23) 그림3은 표4를 토대로 진정 건수의 기관별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4) 검찰이나 지방자치단체도 등락폭이 큰 편이지만, 건수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가 현재로서는 특

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분석에서 제외했다.

25) ꡔ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ꡕ,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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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용자들의 진정을 제기할 권리가 제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

요하겠지만, 아무튼 인권위의 방침에 따라 진정 건수가 크게 향을 받는 것은 분

명하다.26) 한편, 그림3은 인권침해 진정 건수의 비중을 기관별로 보여주고 있다. 

인권위 진정에서 구금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찰 관련 진

정은 2004년까지 다소 줄었다가 조금씩 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차별 진정 사건의 사유별, 영역별 현황

<표 5> 차별행위 진정 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27)

구 분

고용에서의 차별
(3,415건)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3,519 건)

교육시설 등 
이용차별
(629건) 기

타
채
용

해
고

모
집

임
금

기
타

배
치

승
진

임금 
외 
금품

자금
융자

퇴
직

정
년

교
육

재
화

용
역

교통
수단

상업
시설

토
지

주거
시설

교육
시설

직업
훈련
기관

접
수

2010 2,675 112 43 115 63 126 33 16 8 1 18 32 5 1,145 181 72 39 1 21 96 11 534

2009 1,685 90 41 163 44 97 14 12 13 0 23 27 7 201 293 84 61 3 18 116 6 372

2008 1,380 55 49 105 66 103 30 15 17 0 12 4 11 148 199 116 63 5 21 97 4 260

2007 1,159 98 58 124 51 71 27 20 13 1 12 17 6 110 124 17 22 0 15 96 7 270

2006 824 97 26 101 52 34 21 14 8 0 18 13 2 91 50 15 3 0 6 83 4 186

2005 1,081 148 45 90 50 86 17 36 12 0 10 3 6 151 87 9 13 5 5 51 5 252

2004 389 22 17 51 12 34 18 9 4 0 5 3 0 40 10 2 1 0 1 24 2 134

2003 358 54 61 21 26 9 14 11 4 0 6 3 0 29 2 0 1 1 0 14 3 99

2002 189 18 10 6 17 5 1 9 6 0 1 0 1 30 3 2 2 0 1 7 3 67

계 9,740 694 350 776 381 565 175 142 85 2 105 102 38 1,945 949 317 205 15 88 584 45 2,174

(%) 100 7.1 3.6 8.0 3.9 5.8 1.8 1.5 0.9 0.0 1.0 1.0 0.4 20.0 9.7 3.3 2.1 0.2 0.9 6.0 0.5 22.3

차별사건은 사유별(성별, 종교, 장애 등), 그리고 역별(고용, 재화 등 공급이용, 교

육시설 이용 등)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표5는 진정 사건을 역별로 분류하고 있

다. 고용에서의 차별이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가운데 주로, 채용, 모집, 임금, 해

고 등에서 진정이 접수되었다.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은 전체의 47%를 

차지하는데, 재화가 20%로 압도적이고, 용역이나 교통수단, 상업시설이 그 다음이

다. 교육시설 등에서의 이용차별도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재화, 용역, 교

통수단, 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에서의 차별은 특히 2008년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26) 기타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2004년에 급증했다가 다시 줄어들고, 보호시설의 경우에도 2010년에 

갑자기 상승하는데, 이것이 통계처리 시 분류방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인권상황이나 진정접수방법

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7) ꡔ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ꡕ, 148쪽. 단위는 접수 건수이며, 2002년 통계는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합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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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6> 차별행위 진정 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28)

구  분 성
별

성
희
롱

종
교

장
애

나
이

사회
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
모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상황

인
종

피
부
색

사
상

전
과

성적 
지향

병
력

학
력

기
타

접

수

2010 2,675 81 212 18 1,642 194 82 7 27 3 24 5 39 9 12 4 1 13 6 41 39 216

2009 1,685 83 170 15 711 142 92 5 16 3 25 7 17 14 22 0 3 10 2 39 77 232

2008 1,380 61 152 12 635 63 99 4 28 2 15 5 14 10 7 0 3 16 3 15 23 213

2007 1,159 75 163 12 246 107 117 8 37 1 20 3 16 13 4 1 2 17 3 31 27 256

2006 824 44 104 8 115 69 208 9 28 0 10 22 9 8 1 0 2 12 4 30 24 117

2005 1,081 55 62 11 121 87 297 23 19 0 45 9 5 15 1 1 5 23 5 21 48 228

2004 389 25 0 8 54 57 64 6 10 0 6 7 4 4 0 0 0 7 1 7 12 117

2003 358 34 1 5 18 24 75 2 19 1 4 4 15 2 0 0 7 3 2 16 28 98

2002 189 11 2 6 33 7 48 5 20 0 2 2 0 1 1 1 4 7 4 10 0 25

계 9,740 469 866 95 3,575 750 1,082 69 204 10 151 64 119 76 48 7 27 108 30 210 278 1,502

(%) 100 3.0 7.9 0.7 61.5 7.3 3.1 0.3 1.0 0.1 0.9 0.2 1.5 0.3 0.4 0.1 0.0 0.5 0.2 1.5 1.5 7.9

표6에서 보듯이, 차별행위 진정 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가 61.5%로 압도적

으로 높고, 성희롱(7.9%), 나이(7.3%), 성별(3.0%), 사회적 신분(3.1%)이 그 다음이

다. 장애는 2008년 이후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차별행위 진정 사건은 지속적

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출신지역, 출신국가, 혼인여부, 가족상황, 

전과, 학력 등은 특별한 추세가 눈에 띄지 않는다. 성희롱은 2005년 6월 업무가 인

권위로 이관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사회적 신분은 

2006년까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2007년부터 갑자기 급감하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확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비중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는데,29) 이것은－이후에도 비정규직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7년부터 사회적 신분 사건이 급감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 전까지 

사회적 신분으로 분류되었던 것이 다른 쪽으로 분류된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 신

분에 대한 차별 진정 사건이 단순히 감소한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28) ꡔ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ꡕ, 149쪽. 단위는 진정 접수 건수이며, 2002년 통계는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0일까지 접수된 사건을 합친 것이다.

29) ꡔ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ꡕ, 170~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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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정 사건 처리 현황

<표 7> 인권침해 진정 사건 기관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30)

연도 접수 종결

인용 미인용

소개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기초조사
해결

기각 이송 각하 조사 
중지

2010 6,457 6,261 331 6 3 1 198 122 1 0 1,831 130 3,906 63

2009 5,282 5,108 365 5 5 1 235 118 0 1 1,637 78 2,974 54

2008 4,892 5,288 308 12 30 2 213 48 1 2 1,644 99 3,177 60

2007 5,067 4,757 239 13 16 0 147 61 2 0 1,215 116 3,152 35

2006 3,335 3,250 207 17 2 0 164 23 1 0 932 70 2,020 21

2005 4,199 4,132 244 6 6 1 156 73 2 0 1,318 147 2,378 45

2004 4,627 4,931 145 6 2 0 79 54 4 0 1,280 148 3,306 52

2003 3,041 3,137 94 9 3 2 57 23 0 0 717 116 2,210 0

2002 2,833 1,365 29 3 16 2 8 0 0 0 136 26 1,174 0

합계 39,733 38,229 1,962 77 83 9 1,257 522 11 3 10,710 930 24,297 330

표7은 진정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이다. 인권위는 

2010년을 기준으로 총 6,457건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 종결 처

리된 것이 6,261건이고, 이 중 인용된 것은 불과 331건이다. 그러니까 진정 접수된 

사건 중 불과 5.28%만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 수치를 ‘인용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전체 인용률은 5.13%이다. 특히 2010년을 기준

으로 기각이 29.2%, 각하가 62.4%를 차지했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에서

도 기각이 28%, 각하가 63.6%에 달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인용된 사건의 

대부분인 68.3%가 권고(징계권고, 권고, 합의권고 등)로 마무리되고 있고, 합의종결은 

26.6%로 그 다음이고, 조정,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 등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

다. 연도별 추이로 본다면, 권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09년과 2010년에 

합의종결로 인용된 건수가 그 이전의 2배 이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0) ꡔ201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ꡕ, 100쪽. 종결건수는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 건수와 이

월사건 중 종결 건수를 합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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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인권침해 진정 사건 기관별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31)

구 분 접수
(A)

접수
(B)

인용 미인용

조사
중 구성비소

계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권고

법률
구조
요청

합의
종결

조정/
기초조
사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건수
39,733

38,229 1,962 77 83 9 1,257 11 522 3 24,297 930 10,710 330
1,506 100

% 100 5.1 0.2 0.2 0.0 3.3 0.0 1.4 0.0 63.6 2.4 28.0 0.9

검찰 1.748 1,717 67 3 1 2 54 7 1,201 32 395 22 50 4.4

경찰 9,004 8,642 770 18 59 5 434 2 252 5,034 145 2,572 121 353 22.6

구금시설 15,838 15,391 295 2 14 207 7 65 9,404 653 4,951 88 446 39.9

국정원 167 163 4 2 2 149 9 1 4 0.4

군 754 737 49 5 1 1 33 1 8 580 6 98 4 17 1.9

기타국가기관 4,481 4,305 183 4 1 135 42 1 3,478 25 604 15 174 11.3

보호시설 3,838 3,573 372 46 2 260 1 63 1,780 42 1,334 45 261 9.6

사법기관 602 585 7 7 505 4 66 3 16 1.5

입법기관 44 43 5 5 33 2 3 1 0.1

지방자치단체 1,915 1,816 148 2 90 54 2 1,171 12 465 20 98 4.8

출입국관리소 등 10 10 0.0

특사경 169 168 17 3 11 3 88 2 57 4 1 0.4

각급 학교 223 164 16 8 8 128 19 1 58 0.6

기타 940 925 29 11 18 746 7 137 6 17 2.4

표7의 연도별 통계의 누적치를 기관별로 다시 분류한 결과가 위의 표8이다. 총 

500건 이상 종결 처리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용률을 살펴보면, 검찰 3.9%, 경찰 

8.9%, 구금시설 1.9%, 군 6.6%, 보호시설 10.4%, 사법기관 1.2%, 지방자치단체 

8.1% 정도로 나타난다. 경찰, 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용률이 비교적 높은 

반면, 구금시설과 사법기관에서의 인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앞에서 설명했듯

이, 인권위는 구금시설에서 면전진정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설명이 맞다면, 구금시설에서의 인용률이 낮은 것은 무분별한 진정이 많기 때

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1) ꡔ201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ꡕ, 100쪽; 단위는 진정 사건 접수 건수이고, 2001년부터 2010

년까지의 누적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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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차별행위 진정 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32)

구 분 접수 종결
인용 기 각  이 하

권고 징계
권고 고발 합의

종결 조정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2010 2,675 2,108 103 0 3 100 1 626 1,224 23 28

2009 1,685 1,660 78 0 0 85 1 589 880 9 18

2008 1,380 1,143 88 2 0 27 2 240 765 14 5

2007 1,159 1,253 111 1 0 37 3 171 901 22 7

2006 824 899 115 0 0 23 10 183 552 11 5

2005 1,081 837 55 0 0 7 0 121 650 2 2

2004 389 368 21 0 0 4 1 74 263 3 2

2003 358 296 30 0 0 3 0 48 215 0 0

2002 189 102 8 0 0 2 0 18 73 1 0

총계 9,740 8,666 609 3 3 288 18 2,070 5,523 85 67

표9를 통해 차별행위 진정 사건의 인용률을 계산해 보면, 차별행위 전체의 인용

률이 10.6%로 인권침해 사건의 인용률의 2배 정도 된다는 것이 주목을 끈다. 하지

만 차별행위에서도 기각이 23.9%, 각하가 63.7%로 기각률과 각하율이 높은 편이다. 

인용된 사건 921건 중 권고가 6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합의종결이 

31.3%이며, 조정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권고나 합의종결의 비중은 인권침해 

사건과 큰 차이가 없고, 합의종결 건수가 2009년 이후 증가했다는 점도 동일하다.

<표 10> 차별 진정 사건 유형별 처리현황33)

구분 접수 종결 수사
의뢰 조정 권고 고발 징계

권고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건 수 10,747 9,603 1 19 690 5 3 325 5,951 89 2,444 76

(%) - 100 　 0.2 7.2 0.1 　 3.4 62 0.9 25.5 0.8

성별 426 410 　 　 40 　 　 5 267 3 85 10

종교 104 100 　 　 8 　 　 1 62 　 28 1

장애 4,124 3,253 1 5 169 5 　 135 1,813 24 1,088 13

나이 824 792 　 1 106 　 　 18 486 　 178 3

사회적 신분 1,183 1,111 2 98 　 　 6 720 13 268 4

출신지역 74 72 　 　 2 　 　 　 60 1 9 　

출신국가 214 209 　 　 10 　 　 3 127 6 58 5

출신민족 10 10 　 　 　 　 　 　 10 　 　 　

32) ꡔ2010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ꡕ, 151쪽. 단위는 진정 사건 접수 건수이고, 2001년부터 2010

년까지의 누적치이다. 종결 건수는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 건수와 이월사건 중 종결 건수를 

합친 것이다.

33) 2011 국정감사 자료(홍 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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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 신체조건 161 154 　 　 24 　 　 1 98 1 27 3

혼인여부 65 64 　 　 4 　 　 　 49 　 11 　

임신/출산 128 123 　 　 9 　 　 10 81 　 21 2

가족상황 89 84 　 1 7 　 　 1 55 　 20 　

인종 50 49 　 　 1 　 　 1 32 1 14 　

피부색 7 7 　 　 1 　 　 　 3 　 3 　

사상, 정치적 의견 28 27 　 　 3 　 　 1 17 　 6 　

전과 120 113 　 　 5 　 　 1 83 　 24 　

성적지향 31 30 　 　 7 　 　 　 12 1 9 1

병력 229 218 　 　 15 　 　 6 149 　 47 1

학벌/학력 318 312 　 　 22 　 　 5 122 4 157 2

성희롱 972 916 　 10 96 　 3 126 576 12 70 23

기타 1,590 1,549 　 　 63 　 　 5 1,129 23 321 8

<표 11> 기타 사건 유형별 처리현황34)

구 분 접수 처리 권고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건 수 1,898 1,850 22 5 1,729 10 81 3

(%) - 100 1.2 0.3 93.5 0.5 4.4 0.2

사인 간 침해 492 492 　 　 477 4 11 　

회사 3 2 　 　 2 　 　 　

기타단체 2 2 　 　 2 　 　 　

재산권 66 65 　 　 65 　 　 　

법령제도개선 619 618 20 　 548 1 46 3

입법/재판 2 2 　 　 1 　 1 　

기타 714 669 2 5 634 5 23 　

표10의 차별 사건의 유형별 처리 현황에서 종결처리건수가 200건이 넘는 유형의 

인용률을 살펴보면, 성별 10.9%, 사회적 신분 9.5%, 성희롱 25.7%, 학벌/학력 8.7%, 

병력 9.6%, 출신국가 6.2% 등으로, 성희롱의 인용률이 특별히 높다는 것이 눈에 

띈다. 표11의 기타 사건의 경우에서는 사인간의 인권침해가 492건 접수되었으나 

인용률이 0이고, 법령제도개선의 경우 3.2%의 인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34) 2011 국정감사 자료(홍 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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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정 사건의 기각과 각하

(1) 진정 사건의 기각

<표 12> 연도별 인권침해 진정 사건 기각사유별 현황35)

종료
년도 합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없음
제2호: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호: 구제조치 불필요

2011 1,534 723 533 278

2010 1,831 874 826 131

2009 1,637 775 727 135

2008 1,644 697 741 206

2007 1,215 565 487 163

2006 932 371 437 124

2005 1,318 610 565 143

2004 1,280 637 521 122

2003 717 368 286 63

2002 136 70 42 24

합계 12,244 5,690 (46.5%) 5,165 (42.2%) 1,389 (11.3%)

<표 13>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 사건 기각사유별 현황36)

종료
년도 합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없음

제2호: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3호: 구제조치 불필요

2011 581 94 202 285

2010 626 120 216 290

2009 589 81 250 258

2008 240 42 93 105

2007 171 23 88 60

2006 183 25 140 18

2005 121 21 75 25

2004 74 5 51 18

2003 48 14 30 4

2002 18 10 6 2

합계 2,651 435 (16.4%) 1,151 (43.4%) 1,065 (40.1%)

앞서 설명한 대로, 전체 진정 사건 중 기각, 각하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중

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각/각하된 사유를 좀 더 세부적으

로 살펴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각/각하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것이겠지

만, 기각/각하된 사건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신 기각

35)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자료(2001. 11. 25.~2011. 10. 31.). 단위는 진정 사건의 건수이다.

36)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자료(2001. 11. 25.~2011. 10. 31.). 단위는 진정 사건의 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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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된 사건의 사유에 대한 통계자료가 참고가 된다. 위의 표12와 표13을 보면, 

연도별로 특별한 추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사유별로 보면,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경우,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46.5%

고,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42.2%,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11.3% 고, 차별행위 진정 사건의 경우 각각, 16.4%, 

43.4%, 40.1%로 나타났다.

(2) 진정 사건의 각하

<표 14> 연도별 인권침해 진정 각하사유별 현황37)

종료
년도 합계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조사중각하)소계

제1호
진정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2호
거짓
이유
없음

제3호
조사를
원치
않음

제4호
1년
이상
경과

제5호
다른 
권리구
제절차
진행중
/ 종결

제6호
익명/
가명
제출

제7호
적절치
않음

제8호
진정
취하

제9호
동일
사실
재진정

법원
/헌재
결정에 
반함

기
타

2011 2,439  2,439  319  64  50  79  105  4  61  1,725  32  -  -  - 

2010 3,909  3,908  450  80  98  156  220  5  138  2,691  41  27  2  1 

2009 2,974  2,971  285  59  64  101  188  5  72  2,164  31  1  1  3 

2008 3,177  3,175  463  87  85  92  216  10  124  2,046  34  18  -  2 

2007 3,152  3,136  359  101  54  137  251  1  141  2,032  47  13  -  16 

2006 2,020  2,008  237  64  32  73  178  -  49  1,347  24  4  -  12 

2005 2,378  2,375  173  85  47  136  291  2  64  1,539  23  15  -  3 

2004 3,306  3,306  1,375  21  30  126  240  -  18  1,477  9  10  -  - 

2003 2,210  2,209  85  129  42  185  253  4  1  1,437  4  69  -  1 

2002 1,174  1,174  199  39  14  160  280  1  1  389  -  91  -  - 

합계 26,739 26,701  3,945 
(14.5%)

729 
(2.7%)

 516
(1.9%)

 1,245 
(4.7%)

 2,222
(8.3%) 

 32 
(0.12%)

 669
(2.5%) 

16,847 
(63.1%)

 245
(0.92%)

 248
(0.93%) 3  38 

<표 15>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 각하사유별 현황38)

종료
년도 합계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32조 
제3항
(조사중
각하)

소계

제1호
진정 내용이 

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제2호
거짓
이유
없음

제3호
조사를
원치
않음

제4호
1년
이상
경과

제5호
다른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
/ 종결

제6호
익명/
가명
제출

제7호
적절치
않음

제8호
진정
취하

제9호
동일
사실
재진정

법원
/헌재
결정에 
반함

기타

2011  681  681  98  5  20  12  33  1  20  469  20  3  -  - 

2010  1,224  1,223  332  2  16  33  47  1  34  739  17  2  -  1 

37)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자료(2001. 11. 25.~2011. 10. 31.). 단위는 진정 사건의 건수이다.

38)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청구 자료(2001. 11. 25.~2011. 10. 31.). 단위는 진정 사건의 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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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80  877  174  4  15  15  42  2  24  572  23  1  5  3 

2008  765  765  150  7  11  27  23  3  25  509  9  1  -  - 

2007  901  900  132  14  25  11  35  6  43  623  11  -  -  1 

2006  552  552  77  6  18  6  35  1  27  356  22  4  -  - 

2005  650  650  130  7  18  15  46  1  38  350  43  2  -  - 

2004  263  263  44  1  7  8  23  1  9  167  -  3  -  - 

2003  215  215  39  2  1  46  52  -  -  69  -  6  -  - 

2002  73  73  25  -  2  6  7  -  -  32  -  1  -  - 

합계 6,204 6,199 1,201
(19.4%) 

 48
(0.77%)

133 
(2.1%)

 179
(2.9%) 

 343
(5.5%)

 16
(0.3%)

 220
(3.5%) 

3,886
 62.7%)

 145
(2.3%)

 23
(0.4%)  5  5 

표14는 인권침해 진정 사건이 각하된 것을 사유별로 분류한 것이다. 먼저 인권

침해 진정의 경우에는 진정 취하가 6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진정 내

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14.5%,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종결이 

8.3%를 차지했다. 표15의 차별행위 사건 진정의 경우에는, 진정 취하가 62.7%로 

가장 높았고,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19.4%,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종

결이 5.5%를 차지했다.

Ⅳ.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통계를, 위에서 제시한 인권위 조사·구제의 다섯 가지 특징(A. 

접근성/신속성, B. 독립성, C. 인권의 관점, D. 설득적/협력적 구제, E. 근본적 문제해결)

에 따라 평가해 보도록 하겠다.

1. 접근성과 신속성

(1) 실질적인 진정 접근성의 문제

통계를 통해 인권위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예를 들어, 통

계로 보면, 성희롱, 장애, 사회적 신분, 경찰, 구금시설 등에서의 진정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 분야에서의 인권침해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권위 진정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기도 하다. 또한 예컨대 구금시설의 경우에 잠재적 인권침해의 규모(예: 수용자의 

숫자)도 고려되어야 하고, 인권위 진정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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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구금시설의 수용자가 많다면 진정 건수도 자연스럽게 

많을 수 있고, 면전진정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따라 

진정 건수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군대 내에서의 인권침해 진정 건수는 구금시설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그 이유는 인권위가 군대 내에서 적극적으로 진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실제로 군대의 경우 내부 신고제도는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39)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 산하 국방보훈민원과에서 연간 268건(2010년)의 군

사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있으며, 인권위에서도 군 관련 진정을 연평균 83건 정도 

접수하고 있다. 이렇게 진정 건수가 적다고 해서 군대에서의 인권침해 수준이 낮

은 것은 결코 아니다. 군대에서는 절반 이상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

고,40) 15.4%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41)는 사실이 보고된 바 있다. 군 장병의 

65만 명에 달하고, 재소자는 불과 5만 명도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군대 내 진정 

숫자는 지나칠 정도로 적은 것이다. 외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경우 군 

장병 숫자가 25만 명 정도지만, 독일 군사옴부즈만은 매년 6천여 건의 사건을 처

리하고 있다.42) 이렇게 군대 내 진정이 극도로 적은 이유는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군대 내 진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다가, 진정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익위에서 군민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2명 정도이고,43) 인권

39) 군 내부에는 국방부의 군인고충심사위원회(인사문제), 국방신고센터(구타, 가혹행위), 공익신고

센터(부조리, 부패 등), 그리고 각 군 사단에 내부공익신고센터와 소원수리함 제도가 운 되고 있

다. 내부인권감시 시스템도 필수적이지만, 그 자체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군인고충

심사위원회는 매년 2∼3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국방신고센터는 매년 1,000건 안팎의 이용 실적

이 있으나, 대부분 전역 후에 신고되는 것이고, 사단 급 내부공익신고센터는 연간 10건 미만 정도

의 실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실, “군 고충처리제도 개선방안”, 2006; 국방부 정보공

개청구 자료(2001) 참조.

40)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

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88-89쪽;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

원회 2005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64~66쪽 참조.

41) “군대내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6쪽 

참조. 피해자 중 83.5%는 2회 이상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4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독일 군사 옴부즈만 기관 정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6 참조; 한국의 

군인 숫자는 약 65만 명, 독일은 약 25만 명이며, 의무 군복무기간은 한국은 21~24개월, 독일은 9

개월이다.

43) 업무분장이 명확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긴 어렵지만, 다음과 같이 추정해 보았다. 국방, 

군사, 보훈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방보훈민원과의 인력은 총 14명인데, 여기서 2010년 한 해 동

안 국방 439건, 군사 268건, 보훈 1,378건을 접수했다. 그렇다면 국방보훈민원과 업무 중 군사사건

이 약 1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고, 국방보훈민원과 직원 14명 중 군사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인

력은－한 사람이 1년 동안 군사 사건만 전담한다고 가정할 때－2명이 채 안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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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군 관련 사건 담당 인력이 1명이 채 안된다.44) 이런 상황에서는 군대 내 진

정을 적극적으로 접수할 수도 없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인

권위가 군대에서도 구금시설에서처럼 면전진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진정을 받았

다면, 훨씬 더 많은 건수의 진정이 접수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군대와 같은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인권위의 방문조사는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인권위는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하고, 직접 진정을 받

고, 면담도 하고, 보호조치도 취할 수 있지만(인권위법 제24조, 제31조; 인권위법 시행

령 제1조∼제11조), 군의 경우에는 방문조사나 시설수용자 진정 등이 배제되어 있다

는 것이 문제다(인권위법 제2조). 군대 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해보면 당연히 

군은 포함되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방문조사와 방문 진정 접수에 나서야 한다. 인

권위법 개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반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동

복지시설 등 복지지설에 대해서는 방문 진정 접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

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인권위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지만, 인권전

문가들을 동반하여 조사를 위임하는 등의 방법(인권위법 제24조) 등을 잘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효과적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극적인 초기 대응

다음으로 인권위가 인권침해 사건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

자.45) 인권침해문제의 상당수는 초기 조사에 실패하면, 진상 규명도 어렵고 효과적

인 피해자 구제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2008년 

촛불시위 사건에서 인권위의 늑장대응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촛불시위에서 인권침

해 논란이 시작된 것은 2008년 5월부터 으나, 인권위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

처하지 않았다.46) 그리고 2008년 10월이 되어서야 경찰진압이 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 경찰의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했고 100건이 넘는 진정이 접수

44) 인권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9년 동안 군사 관련 진정 사건을 754건 접수하 다(연평균 83

건). 이 중, 조사 중, 조사중지, 이송 27건을 제외하면 727건 정도를 처리한 셈이다. 이 중 각하 

580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처리한 건수는 147건에 불과하다. 1년에 17건 정도라는 얘기고, 그나마

도 67%는 기각되었다. 인권위에서 검찰, 경찰, 군대 사건을 다루는 조사관이 총 3명인데, 검찰/경

찰 사건은 매년 1,200건 정도 접수된다. 군사사건이 매년 80여건 정도 접수된다는 것에 비추어 보

면, 인권위가 군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45) 인권위는 진정 접수 후 3개월 내에 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점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아래에서는 주로 긴급구제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6) 정용인, “실종된 국가인권위를 찾습니다”, ꡔ뉴스메이커ꡕ, 787호, 2008. 8.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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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물론 

국가기구로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예컨대, 특정 경찰관에 대한 징

계 권고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인권침

해에 대한 진정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하여 재빨리 의견표명이나 권고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인권침해를 저지하는 것이 중

요하다. 적절한 시점을 놓치면 인권위의 인권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권위의 신속한 초기대응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특히 군대, 구금시

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사건은 초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가해

자나 책임자가 문제를 은폐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피해자보호를 위해서

도 인권위가 신속히 나서야 한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 격리 등 필요한 조치가 적

시에 취해지지 않으면 그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8년 7월 이 

모 상경이 촛불시위 진압과 관련하여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바 있는데, 이 때 

지휘관은 이 모 상경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금지, 2개월간 면회금지, 외출외박제한 

등 과도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다. 선임병들과의 관계도 악화되어 경찰로 더 복무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 인권위는 “제재를 즉각 중지하고 이 상

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라”는 긴급구제조치를 내렸는데, 이렇게 피해자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2011년 3월에 내려진 해병대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에 대한 인권의 조사에

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47) 이 사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은 2010년 12월 31일이었고, 결정이 내려진 것은 2011년 3월 23일이었다. 

진정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종결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더욱이 조

사 결과, 가해사실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축소, 은폐를 밝혀냈고, 결정문에는 피해

자들의 보직 조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등 보호조치, 관련자 징계 조치, 기수

열외 금지, 지휘책임원칙 수립, 환자발생시 발병경위 기록, 부대정 진단 등 다양

한 대책까지 권고하고 있어서, 조사·구제가 잘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

런데 문제는 인권위 결정문에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자들의 상태가 심각하

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조치는 적시에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대, 구금시설, 사회보호시설 등에서 성폭력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성폭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 피해자들이 

47) 2011. 3. 23자 10진정0796600·11직권0000100(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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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긴급한 피해구제에 대해서는 인권위

가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 독립성

이 논문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은 대개 인권위의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

어온 문제이지만, ‘독립성’ 문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이후에 주로 제기된 문

제이다. 그 때부터 인권위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진정 사건에 대해 결정을 차일피

일 미루면서 사실상 조사를 회피하거나 아예 안건을 부결시키는 일이 잦아졌다. 

대표적으로는 PD수첩 사건, 한진중공업 김진숙 사건, 두리반 사건, 야간시위금지

문제, 미네르바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박원순 명예훼손 소송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한 채 인권의 관점으로 판단했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부결되거나 결정이 미뤄져서 적절한 개입시기를 놓친 사건들이다. 특히 PD수첩 사

건,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조차 결국 무죄 또는 기각으로 

결론이 난 사건인데도, 인권위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사법부보다 

한 발 앞서서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를 견인해야 할 기구인데 사법부보다도 더 

퇴행적인 대응을 한 셈이다.

3. 인권의 관점

(1) 인권위의 법률주의적 편향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권위의 조사·구제의 규범적 근거는 국내법뿐만 아

니라 넓은 의미의 국제인권규범을 포함한다. 하지만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을 그 

근거규범으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고, 이는 인권위의 

설립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 다. 인권위원들의 상당수가 법

률가이기도 했고, 그런 향 때문인지 인권위 조사나 결정에는 법률적 판단을 의

식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인권위의 결정문이 법원의 판결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

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실정법의 형식논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

판도 제기되었다.48)실제로 인권위의 결정문은 대개 국내법에 근거하여 1차적 판단

48) 인권위의 결정이 “법률주의적 논증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호중, “구금시설 수용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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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고 있고, 국제인권규범 등을 폭넓게 원용하는 경우는－중요한 정책권고 등

을 제외하고는－많지 않다. 하지만, 사소한 진정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인권위는 적

극적으로 국제인권규범을 끌어와서 논증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제인권

규범이 국내에서 살아 숨 쉬게 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를 견인하는 것이야말로, 인

권위 인권구제의 중요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법부에 대한 개입 회피

인권위는 사법부에 대한 의견 표명에 비교적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이 점은 

2009년 이후부터 더욱 심화되었다. 예컨대, 지난 2010년 4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서는 ‘국가정보원의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사건을 놓고, 5명의 인권

위원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의견을 내면 사법부의 독립성

이 훼손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49) 인권위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사법

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김태훈 인권위원), “인권위보다 사법부가 우

리나라에서는 인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굳이 인권위가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김양원 인권위원). 이러한 인권위원들의 의견은 인권위 활동의 규범적 근

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법 제28조에는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의 담당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

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인

권위가 사법기관과 다른 규범적 근거로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권위가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를 적극 견인할 것을 

요청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위의 사법부에 대한 의견표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인권위법에 따라 당해 사

건은 각하하더라도(제32조 제1항의 5호), 법원에 대하여 적절한 의견표명을 했어야 

했다(제28조 제1항).

권 분야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성과와 과제”, ꡔ공법연구ꡕ, 35집 2권 2호, 2006, 93~97쪽; 

이호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향 평가: 법무부/검찰/경찰에 대한 향을 중

심으로”, ꡔ민주법학ꡕ, 33호, 2007, 72~73쪽, 81쪽 참조; 또한 인권위 구성에서 법조인 편향을 지적

하는 김두식, “이명박 정부 하의 국가인권위원회, 위기인가 기회인가”, ꡔ법과 사회ꡕ, 39호, 2010, 

69~70쪽 참조.

49) 이하의 내용은 “‘인권위 독립’ 팽개친 보수 인권위원들”, ꡔ한겨레신문ꡕ, 2010. 4. 14,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16095.html 참조. 인권위는 사법부에 대한 의견표명을 극

도로 자제하고 있는 등 유독 사법부를 과도하게 의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 점은 김도현, “국

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미친 향 평가”, ꡔ민주법학ꡕ, 33호, 2007, 35~57쪽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105

(3)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각하 처리 문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의 5호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

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50)에 해당하는 진정 사건은 

각하된다. 실제로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되었기 때문에 각하된 경우

는 전체 각하 건수의 8.3%(인권침해)와 5.5%(차별행위)를 차지한다(표14와 표15 참

조). 또한 인권위법 제33조 1항에는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조항 2항에는 

“위원회가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

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인권위

법 제30조 1항 1호에는 국가기관 등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차별을 당한 

사람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

소의 재판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51)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은 인권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해도, 인권위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

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이 찾아내지 못한 사실관계를 찾아낼 수도 있고, 동일한 사

실관계를 놓고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어떤 

사건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다거나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거나 사건을 이

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물론 동일한 사건이 두 기관에서 동시에 

다루어질 때,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등을 중복해서 소환해야 한다거나 하는 비효

율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두 기관이 상호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이지, 인권위가 조사를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50)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1) 이 부분은 일견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인권위법은 한편으로 수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진정이 제기되면 각하 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즉,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련 진정은 각하처리해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재판부에 인권위의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는 것이다. 박원순 사건을 예로 들

면, 관련 진정은 재판 중이므로 각하해야겠지만, 진정과는 별개로 ‘국가가 민사소송으로 표현의 자

유를 억압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된다’는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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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맥락에서, 진정 각하 사유 중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의 4호(“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10호(“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

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의 사유도 문제가 있

다. 먼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진정을 각

하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짧다. 인권침해사건이 은폐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정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52) 그리고 단서 조항

에 있는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 역시 직접적인 고려사항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어도 인권의 관점에서 필요하면 조사를 해야 하고, 적절한 권고를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광주 인화원(도가니)사건에서처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인권위는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진상을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인권침해

가 밝혀지면, 법인 해산 권고, 피해자 격리보호 권고, 관련자 징계 권고 등의 권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권위의 구제가 가해자 

처벌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또한 10호의 진정 취지가 사법부 결정과 반하는 경우에도 인권위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인권위가 사법부 결정을 그대로 답습할거라면 인권위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인권위는 사법부의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라도 그것을 인

권위 관점에서 다시 논할 수 있는 것이 맞다. 국가기관 간의 충돌의 문제도 야기

되지 않는다. 사법부의 결정이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는 반면, 인권위의 구제는 권

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부가 사건을 합법/불법의 잣대로 보는 반면, 인

권위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문제를 접근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권위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요컨대, 이 모든 문제들은 인권위의 구제와 사법

구제는 서로 다른 규범에 근거하고 있고, 서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52) 다만, 진정가능기간이 너무 길 경우, 인권위가 과거사규명위원회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 적절한 

진정가능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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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권의 진정 문제

현재 인권위에 전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1) 국가기관, 지자체, 구금/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10조에서 22조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

별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되어 있다

(인권위법 제30조). 따라서 사회권 침해를 근거로 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회권을 권리분쟁으로 다툴 수 있느냐는 오랜 논쟁거리 지만, 이제 인권학계와 

국제인권사회는 사회권의 사법심사가능성에 사실상 합의한 상태이며, 국제기구와 

개별 국가에서 사회권 관련 진정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53) 더욱이 사회권은 

인권위가 그 최대치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그 적절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

고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적 권리구제보다 더 효과적인 측면도 있

다.54) 따라서 사회권에 근거한 인권침해 진정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

우며,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사회권에 대한 진정을 판

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면, 인권위 

내에 사회권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판단기준을 개발하고 전문역량을 쌓는 등의 준

비가 필요하다.

4. 설득적/협력적 구제

(1) 유명무실한 조정제도

인권위 조사·구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 구도 속에서 승패를 가리기 보다

는 양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특징

을 살리려면, 조사 후 ‘권고’보다는 ‘조정’이 더 인권위다운 구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법에도 당사자 신청이나 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도록 되어 있고(제42조), 이와 관련한 상세한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제41조, 제43조, 조정위원회규칙, 조정위원회운 규정).

53) 특히 200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사회권의 사법심사가

능성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54) 홍성수, 앞의 글, 176~178쪽 참조. 사회권에서 인권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C. Kuma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28-3 (2006), 755~779쪽; 박찬운,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

위원회의 역할”, ꡔ한양법학ꡕ, 21집, 2007, 313~338쪽 참조.



108  法學硏究(통권 제34집)

하지만 현재 인권위에서 조정제도는 유명무실하다. 무엇보다 이용 빈도가 너무 

낮다. 인권위 진정 사건에서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건수는 53,191건 중 20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조정의 이용이 극단적으로 저조한 것은, 현재 인권위가 ‘조정제

도’의 의의와 그 필요성을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현

재, 내부적으로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없는 것을 보면, 인권위에서 조정

에 대한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조정 비

율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방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조정과 유사해 보이는 방법으로 ‘합의 종결’이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고 주심위원 또는 조사담당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

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인권위 통계에는 이렇게 해결된 사건을 ‘합의종결’이라

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합의 종결된 건수는 2008년까지만 해도 미미

한 수준이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이전보다 그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0년 기준으로 합의 종결된 사건은 인권침해사건은 전체 인용사건의 26.6%, 차

별 사건은 전체 인용사건의 32.7%에 이른다. 합의종결은 분쟁을 조기에 해결한다

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인권위다운 분쟁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합의종결은 조사관 개인에 의해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실

제로 조사관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합의종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권고 이행 프로그램의 부재

인권위가 사건 조사 후 내리는 ‘권고결정’에는 강제적인 이행력이 담보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권고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화제가 되었던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인권위의 조사와 권고결정 자체는 훌륭했지만, 그것을 끈질기게 관철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수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인권위

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 기자회견, 언론홍보, 인권위원(장)의 해당기관 

방문 및 면담, 토론회, 공청회, 국회 로비 등 인권위가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 있

는 일이 얼마든지 있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격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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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역할은 권고를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 인권위가 

아무리 열심히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해도, 그 이후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최종적

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문제는 재발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전의경, 해병

대,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꾸준히 의미있는 권고를 내린 바 있

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발하고 있다. 

5. 근본적 문제해결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개별사건의 구제에 한정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

한 다양한 대책과 재발장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까지 권고할 수 있지만, 인권위 구

제에서 이런 장점이 항상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다. 아래에서 살펴볼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은 인권위가 문제의 구조적 요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의 처리에 

그친 사례이고,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은 구조적 문제와 그 해법이 비교적 잘 

제시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인권위는 양천경찰서에서 고문이 있었다는 진정을 접수 받고 직권조사를 실시했

고, 결국 2010년 6월 관련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고문사실을 밝혀낸 것은 큰 성과 다. 독립적인 인권

감시기구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이후에도 인권위는 고문 피

해 진정/상담을 계속해서 받았고, 9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문피해신고센터

를 운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고문 사건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지 

못했다. 당시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을 비롯하여 다수의 경찰관들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55) 성과주의라는 수뇌부

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서 벌어진 문제의 ‘원인’에 눈감은 채, 하급경찰관의 고문이

라는 ‘결과’만 문제 삼으면서 인권교육, 강력팀 사무실 재배치 등의 해법을 내놓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고문이 양천경찰서 한 곳에서 우발적

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른 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사건

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55) 임인택, “성과주의가 고문을 사주한다”, ꡔ한겨레21ꡕ, 818호, 2010. 7.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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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라면 인권위가 서울 시내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권조사에 착수할 필

요도 있었고, 서울경찰청의 성과주의의 문제도 더 파고 들었어야 했다. 경찰서에 

고문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도 권고하고, 이를 감

시하기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안했어야 했다. 인권위의 조사는 결과

적으로 다수의 경찰관이 지적하는 문제를 외면한 채, ‘고문은 양천서 한 곳에서만 

일어난 우발적 문제’라는 경찰 수뇌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2)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

양천서 고문사건과는 달리, 2006년 광주인화원 성폭력 사건에서는 구조적 문제

와 그 해법을 제시하려는 인권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2011년 화 도가니를 

관람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

했다. 경찰은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특수학교 실태 조사에 나섰고, 경찰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해, 관련 교사 6명을 중징계하도록 법인에 요구했고, 관련 이사 1

명의 해임을 광산구청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광주인화특수학교(이하 인화학교)와 광

주인화원(이하 인화원)을 운 하는 우석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국회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러한 대책들의 

상당수는 인권위의 2006년 권고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것들이다.

광주인화원에서의 성폭행 사건이 지역인권단체에 알려졌지만 관계기관의 침묵 

속에 사건은 관련자 일부만 처벌하는 것으로 적당히 마무리되는 분위기 다. 이 

때 인권위가 2006년 8월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전기를 마

련해 주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위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확

인시켜준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 

규명하지 못했던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 인권위는 이미 처벌을 받은 두 가해자

의 범죄사실을 더 밝혀냈고, 인화학교의 교장, 기능직원, 교사, 인화원 생활재활교

사 등 4인의 성폭력범죄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

찰 등 강제수사권이나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인권위

가 해낸 것이다.

인권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화학교와 인화원을 운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

인 우석’의 책임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우석’이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성폭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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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수차례 적발되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법인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광주시 교육감에게 피해학생들에 대한 전문적 치유 프

로그램을 실시하고, 성폭력 전문상담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했다. 더 나아가, 청

각장애학생의 교육권 문제도 지적했다. 청각장애특수학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

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해당 

사건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인권위가 인권위다운 구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기타 문제

(1) 인권위의 업무량과 물적 자원

기타 문제로, 인권위 조사·구제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인권위가 업무를 수행하

기 위한 충분한 물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위

의 조직/예산 규모와 진정 건수를 보면,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64명의 직원이 연간 1만 건이 넘는 진정을 처리한다는 것

은 언뜻 봐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인권위의 업무에는 진정 처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자문이나 인권교육홍보에도 많은 역량이 배치되어야 한다. 하지

만 현재 인권위 업무가 정확히 얼마나 과중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직진단이 필

요할 것이며, 여기에서는 국의 인권기구와 비교해보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해 보는 정도만 시도해 보려고 한다.

먼저 양국의 국가인권기구를 비교해보자.56) 국에는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가 설치되어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직원은 526명, 

연간 예산은 약 1천 8백 억 원에 달한다. 국에는 평등인권위원회 말고도, 각 분야별로 

고충처리기관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평등인권위원의 업무가 사실상 분담되어 

있다. 경찰/교정 분야만 해도, 경찰 분야에서는 경찰감사관(Her Majesty's Inspectorate of 

Constabulary), 경찰고충처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iant Committee), 북아일랜

드 경찰옴부즈만(Police Ombudsman for Northern Ireland) 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정 분야

에는 교정감시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s), 교도소·보호관찰 옴부즈만

56) 양국의 인구 수를 감안해야 한다. 국이 약 6천만 명, 한국이 5천만 명 정도이다.



112  法學硏究(통권 제34집)

(Prisons and Probation Ombudsman), 교도소 감독기구(HM Chief Inspector of Prisons for 

England 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형사정책조사관(Criminal Justice Joint Inspection) 

등이 설치되어 있다.

한국의 인권위는 2010년 기준으로 직원은 164명, 연간 예산은 약 200억 원 정도

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찰청, 법무부, 권익위 등이 진정 처리기능을 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줄 정도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

다. 예컨대, 한국에서 검찰/경찰 수사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인권위와 권익

위이다. 인권위에는 검찰, 경찰, 군대 사건을 다루는 조사관이 총 3명 있고, 검찰/

경찰 사건은 매년 1만 건 이상 접수된다. 권익위에는 경찰민원을 처리하는 인원이 

총 12명 있고, 경찰 수사 관련 민원은 매년 1천 건 정도 접수된다.57) 이에 비해, 

국에서 경찰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경찰고충위원회’의 1년 예산은 2010년 기준으

로 약 627억 원이고, 정규직원만 390명, 이 중 조사관이 146명이며, 매년 직접 진

정(direct complaints)을 받은 건수는 12,750건에 이른다.58) 이외에도 경찰감사관과 

북아일랜드 경찰옴부즈만도 경찰 관련 고충처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단순 비교

만으로도 한국의 인권위가 과소한 인력과 예산으로 지나치게 많은 진정을 처리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9) 이런 상황에서 양질의 조사와 권고가 나오기를 기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 과도하게 높은 각하율

또 하나의 문제는 진정의 기각률과 각하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인권침해 진

정 사건의 경우, 인용률은 5.13%이고, 차별행위의 경우에는 10.6%에 불과하다. 인

용률이 낮은 이유는 기각률이 각각 28%, 23.9%, 각하율이 각각 63.6%, 63.7%에 이

르기 때문이다. 기각률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각하율이 60%를 넘는 것은 특히 문

57) 경찰민원과에는 13명이 근무하는데, 행정지원인력 1명을 제외하고 12명으로 계산했다. 그런데 경

찰 수사 관련 민원을 다루는 인원은 사실상 이것보다 훨씬 적다고 할 수 있다. 경찰민원과는 수사 

관련 민원뿐만 아니라, 교통, 치안, 경찰 일반도 처리하고 있으며, 수사 사건은 전체 민원에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실제로 경찰 수사 관련 직원은 5명이 채 안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와 ꡔ2010 국민권익 백서ꡕ, 218쪽 참조.

58) Annual report and statement of accounts 2010/11 참조.

59) 게다가 인권위의 진정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먼저 인권침해사건은 지금껏 꾸

준히 그 숫자가 증가되어 왔고,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조금씩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사건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장애 관련 진정이 최근의 급증 추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조만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다른 차별분야의 진정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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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된다. 이 중 진정 취하가 각각 63.1%와 6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인권위의 진정인들의 상당수가 조사 중 진정을 취하한다는 것은 인권위의 조

사·구제기능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다. 진정이 남용된 것일 수도 있

고, 진정을 했는데 가해자 쪽에서 압력을 넣어 진정을 취하시킨 것일 수도 있고, 

구제조치가 늦어지면서 진정을 취하한 경우일 수도 있다.60) 진정내용이 조사대상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된 경우도 많은데, 국민들이 인권위의 업무관할을 

제래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이다. 어쨌든 각하율은 인권위 업무의 효율성

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문제해결을 모색해야 한다.61) 

(3) 사인 간의 인권침해 문제

현재 인권위에 전정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1) 국가기관, 지자체, 구금/보호

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10조에서 22조에 규정된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

별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되어 있다

(인권위법 제30조). 여기서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배제된 이유는 아마도 전

형적인 인권침해를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 상정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는 점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업

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에 의한 고전적인 인권침해에 비해 오히려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처럼 사인 간의 인권침해를 

인권위 진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

요하다.

(4) 조사 결과 비공개 문제

인권위법 제49조는 진정에 대한 조사, 조정, 심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고 있고, 제50조에는 처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다른 법

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 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조사, 조정, 심의 과정의 비공개원칙은 충분

히 이해할 만하지만, 상당수의 사건들의 조사결과가 비공개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

60) 신수경, “국가인권위원회 각하와 기각 결정에 대한 평가”, ꡔ민주법학ꡕ, 33호, 2007, 101쪽에서는 

인권위 5년간의 각하/기각결정에 대한 평가에서 구제 실효성이 없이 진정을 취하한 것을 더 큰 

원인이라고 보았다.

61) 이와 관련하여, 진정 사건의 결정에 대해 ‘재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신수경, 위의 

글, 1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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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조사결과 공개 시, 사생활의 비 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름을 가리고, 배

경이 되는 사실을 가상으로 처리하는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다수의 사건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가 공개되어야 

인권위의 일관된 판단기준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일정한 인권가이드라인으로 기능

할 수 있다. 

Ⅴ. 나아가며

지금까지 인권위 조사·구제 관련 통계를 기초로 하여 인권위의 인권구제기능의 

의의와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먼저 여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

으나, 통계의 수치만으로는 인권위의 조사·구제기능의 현주소를 파악하는데 한계

가 있었음을 지적해야겠다. 본 논문의 통계 분석은 기본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 대

략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단순히 통계상의 숫자로 설

명할 수 없는 문제들(예컨대, 진정 건수의 급격한 등락이나 특정분야에서 진정 건수가 

과소한 이유 등)이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별 인권위 정책의 변화를 

연동시켜 분석하거나,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분석 등 보충연구가 필

요할 것이다. 이 점은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또한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인

권위 조사·구제에 관련해서는 비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다. 비공개자료의 일부는 국정감사자료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어낼 수 있

었지만, 결정문의 상당수는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인권위 결정에 대한 질적 평가

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인권위가 불투명하게 운용되는 것은 

연구에도 지장을 주지만, 인권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

서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본문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인권위의 인권구제는 인권위다워

야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사법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인권구

제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인권위는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통계 수치

가 보여주듯이, 인권위에는 매년 1만 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되고, 5만 건에 이르는 

상담과 민원/안내가 접수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에 사법적 권리구제에 그 만큼 빈

틈이 많다는 것이고, 그 빈틈을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  115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사건 중 

상당수는 경미한 민원사건이나 단순한 법률위반 사건들이다. 물론 이 사건들도 시

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지만, 과연 인권위가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적절한지는 재고해 봐야 하고, 무엇보다 인권위가 존립 근거를 

확보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현재에는 각 부처의 

개별 민원기구나 옴부즈만들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변수가 되고 있

지 않지만,62) 앞으로 이런 기구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된다면, 인권위의 인권구

제 기능의 독자적 의의가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이들 고충처리

기구와 다르지 않은 구제를 제공한다면, 인권위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제기한 인권위 인권구제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인권

위의 인권구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기존의 법리를 넘어서는 인권의 관점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하며, 조정 등 협력적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구조적인 문

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권고의 최종적인 이행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물적 조건에서는 인권위만의 그런 특성을 살리는 인권구제는 

언강생심이라는 것이다. 사실 200억 원 예산에 160명 남짓 되는 직원들로 꾸려나

가는 인권위로서는 1만 건이 넘는 진정 사건을 3개월 내에 종결 처리하는 것만으

로도 벅찰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충처리기관들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인권위의 부담을 줄이거나,63) 아니면 인권위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

리는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건 현재로서는 인권위가 인권위다운 인권구제를 제공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인권구제는 그 이념형에 가깝게 계속 발전해나가

야 한다. 여건상 쉽지 않겠지만 그런 지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예산

62) 현실적으로는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교정자문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신고센터 등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는 소속 직원 2명이 매년 약 1천여 건

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 중 87건 정도가 인용되는 수준이고, 2011년 7월 설립된 법무부 성희롱고

충상담센터 역시 직원이 불과 3명이다.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 ‘교정시민옴부즈만’, ‘교정행정자

문위원회’ 등이 통합된 ‘교정자문위원회’ 역시 침해구제 기능은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다(법무부 

정보공개청구 자료[2011] 참조). 경찰/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국방신고센터 등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63) 이호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국가기관에 미친 향 평가: 법무부/검찰/경찰에 대한 향을 

중심으로”, ꡔ민주법학ꡕ, 33호, 2007, 83쪽; 같은 맥락에서 개별 역에 인권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인권위는 국가적 차원의 인권정책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김한균, “국가인권기구의 인

권기준 제도화의 한계와 극복방안”, <국가인권위원회 5년, 무엇을 남겼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공동주최, 2006년 11월 21일, 36~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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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비로소 힘을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

회와의 협력은 또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 인권위만큼 적극적인 후원자들을 갖고 

있는 국가기구도 흔치 않을 것이다. 인권위가 조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면 기다

렸다는 듯이 길을 나서는 인권활동가들이 수두룩하고, 별다른 대가 없이도 흔쾌히 

자문을 해주는 인권학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인권위가 이러한 인권생태계

를 잘 관리하기만 해도 지금의 부실한 물적 조건의 한계를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인권위가 더욱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조직/예산의 확

충에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인권위가 파행을 거듭

하면서, 인권위와 인권시민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

다. 지금처럼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는 조사·구제 기능이 본 

궤도를 찾는 것도 난망한 일일 수밖에 없다.

∙논문접수일 : 2011. 12. 9 ∙심사완료일 : 2011. 12. 15 ∙게재확정일 :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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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the Investigatory Func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from 2001 to 2010

- a statistical analysis -

64)Hong, Sung Soo *

This article aims at review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NHRCK), in terms of its investigatory function from 2001 to 2010. First of 

all, the main features of investigatory function, which is different form judicial 

remedies, can be divided into five elements: ① accessibility and rapidity       

② independence, ③ remedies based on human rights principles, ④ resolution 

through persuasion and mutual agreement, ⑤ providing fundamental resolutions. 

This article focuses on if the NHRCK satisfies these five features by discussing its 

statistics from 2001 to 2011. As a result, this article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the NHRCK has failed to provide positive and urgent investigation. 

Secondly, the NHRCK were reluctant to intervene in politically sensitive issues 

since the inauguration of Chairperson, Mr. Hyun and this shows that its 

independence is undermined. Thirdly, the decision-making of the NHRCK has 

been based on legal principles rather than human rights principles and it has 

been reluctant to intervene in judicial decisions. The NHRCK act makes the 

NHRCK reject the cases which are under investigation by the police or the 

prosecution. Fourthly, extremely low rate of cases have been treated through 

conciliation processes. This means that conciliation process is, in fact, not in use. 

Fifthly, the NHRCK tend to provide remedies on particular cases and not to 

touch on structural problems which produce a particular case. More importantly, 

the NHRCK were not interested in the implementation of its recommendations. In 

* Assistant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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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other problems are that a petition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of 

private persons or organizations is not accepted by the NHRCK and too many 

cases which is dealt with by the NHRCK are not open to the public.

ꋮKey Wordsꋮ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investigation function, non-judicial remedies, human rights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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