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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북한인권법의 발전과정 및 내용분석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마지아루 

2016 년 3 월 2 일, 북한인권법은 제석의원 236 명 가운데 24 명만 기권 

하고 반대 없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 무려 2005 년 8 월 11 일 처음 이 

법을 발의한지 11 년만이다. 북한인권법은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며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정책을 

책무로 명시하고 향후 긴 시간동안 정책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분 논문은 인권의 본원적인 내용 등 인권 개념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여 전통적 국제정치 이론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에 근거를 

둔 지원중심적과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과 결합하고 북한인권법의 

발전과정 및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학계의 시각차가 여전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1979 년 미국 학자가 인권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우선 개인의 안전권이다. 두 번째는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이다. 세 번째는 경제와 복지권리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종결된 이후 세계인권선언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면서 인권보호는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할 윤리이여 

국제사회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오랫동안 인권 및 주권에 

대한 쟁점이 많이 존재해 탔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타국을 



 

 
 

지향하는 인권정책을 시행한 경우에서 인권의 국제화는 객관적인 사실과 

사물의 실제 존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 정치 이론은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두 가지 전통적인 국제 정치 

이론에 출발하여  지원중심적과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을 제기하고 

인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으로서의 인권은 자유주의의 핵심 주장 중 하나이 

국제관계분야에서 평등과 “평화의 정신”을 더 강조한다.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으로서 인권은 국가가 “권력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이고 모두 문제는“주권 국가”의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위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북한인권법을 

언급하자면,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해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의 

평화 유지와 사회권 보호 같은 인권 보상 방식을 더 강조하고 있고,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해 분국 이익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를 법치 국가 체제에 올려놓고 외교정책도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위에 이론 패러다임에 의해서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해 가설을 

제기하여 북한인권법의 발전과정과 내용을 분석한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정권교체, 정당, 남북관계 변화, 국제관계,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았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북한” “인권” 두개 키워드를 검색하고 제 17 대, 제 18 대. 

제 19 대의 총 18 개 법안을 분석 대상으로 뽑아낸다. 각 법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지원중심과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을 근거로 특징을 평가한다.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면 지원 중심적 입장 및 관리 

중심적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먼전 북한주민 인권보호를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관리 중심적 이다.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지원 

중심적 입장에 의하여 필요한 재원, 기술, 사업 등 물질적 지원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고 관리 중심적 입장에 의하여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을 북한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다. 국제적 협력을 

언급하면 지원중심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중심에 의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 

국제 사회에서 유리한 지위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인권대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표처럼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를 연결하여 대외 정보의 입장을 표명하고 대내 

국제 상황을 보고한다. 이렇게 북한 인권문제를 국가의 시스템에서 납입할 수 

있어서 관리 중심적 입장이 뚜렷하다.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북한인권개선위원회,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재단에 대해서 설치여부 

그리고 업무규정에 관한 논쟁이 지원과 관리의 입장도 볼 수 있다. 주로 북한주민 

생존상황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거나 대북압박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정치 차원이서 국가 기구와 업무 중복한 문제와 민간단체 활성화 

문제에 대해 논쟁도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은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중심적인 대북 인권 관여수단이다.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대국민 교육 및 홍보는 지원 중심적 



 

 
 

입장에서 당연히 정부의 책무이지만 관리 중심적 입장에서 외교관계 등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부작위적 주장도 있다. 또한 민간 세력과의 연락한 차원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성격이 지원중심 및 관리중심의 태도도 볼 수 있다.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 사업을 참여하는 민간단체는 지원 중심적 

특징이 가지고 있고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북한인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간단체는 관리 중심적 특징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각 

항목을 따로따로 분석하면 그 주장 후에 이론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2016 년 3 월에 국회 통관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함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며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것을 통해 지원 중심적 특징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인권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내용,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며 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제한적인 관심,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통해 관리 중심적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개선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민간단체 지원, 북한 인권 재단에 대해서 지원과 관리적 관점은 

타협을 달성한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은 지원과 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며 비교적으로 관리 중심적 특징이 더욱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인권, 자유주의, 지원, 현실주의, 관리, 북한인권법 

학  번: 2016-2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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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2016 년 3 월 2 일, 북한인권법은 제석의원 236 명 가운데 24 명 기권 

하고 반대 없이 국회를 통과 하였다. 2005 년 8 월 11 일 처음 이법을 

발의한지 11 년만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해 

한국정부는 국내법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법적으로 기본 입장을 명확할 

수 있는 의미한다.  

북한인권법은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사회 인프라 개발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북한주민들의 삶은 

조건을 개산과 증진은 한국정부의 특수한 정책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현재 북한 인권 개선은 주로 국제 NGO 와 유엔 등 국제 사회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근년에는 북한은 핵 개발을 고집해서 

유엔은 다양한 외교적 압박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해 대응한다. 북한에 대해 무기, 물질, 금융거래, 기술훈련, 서비스 

등 이전하는 것을 금지조치를 취하며 동시 북한 일반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도 피할 수 없다. 

한국국내에 정부차원 및 민간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노력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면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 여당은 북한인권법을 통해서 대북 인권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북한인권법은 실효성이 없으면 반드시 

남북교류의 대한 장애를 될 수 있다고 반대한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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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통과하지만 제정 목적, 제도 구축, 인권기록센터 등 이슈에 

대해 쟁점이 존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정책을 책무로 명시하고 향후 긴 시간동안 

정책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사실 여야차이는 인권 정책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인권은 

보편적인 도덕성으로써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분가치를 형성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져야 할 고유한 권리로서 인종, 종교, 계급 및 국적 

등 후천적인 요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정책’은 국가나 

정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쟁점이 있다. 왜냐하면 인권 개념이 

도덕적인 의미가 있고 타국 국내정치를 간섭하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은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차원에 취하는 전략적인 수단 및 정책이다. 한반도의 

실제를 고려하면 대북인권정책은 도덕적인 인권의 보편성이 있고 

남북관계의 특수성도 갖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보편가치에서 

출발해 인권 정책과 정치 군사적 정책을 분리된 측면이 있고 인권압력을 

활용한 정치적 목적을 추진된 측면도 있다.  

이런 배경에 북한인권법은 대북인권정책과 통일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침해자들을 한국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하여 북한 내정을 

간섭하겠다는 공식적인 선포를 한 것이다. 1  북한인권법 제 2 조 

                                                           
1
 이원웅,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新亞細亞』, 23 권 2 호 (2016 년, 여름),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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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서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책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서 

북한인권법과 통일정책과의 긴밀한 관련성이 보인다.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특별한 시대 배경이 있다. 2012 년 12 월 12 일 

북한은 예고 없이 ‘광명성 3 호 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2013 년 2 월 

12 일 북한은 지하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2013 년 

3 월 7 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북한의 3 차 핵 실험을 규탄하고 

2094 결의안을 통해 대북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북한이 남한과의 

불가침 협정을 파기하고 판문점에 설치된 판문점 직통 전화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2016 년 1 월 6 일 오전에 북한은 4 차 핵 시험을 하였다. 

북한의 고집한 핵 시험을 대응하게 국제 사회의 제재조치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 자 회담은 2009 년 

북한의 탈퇴 선언 이후 벌써 유명무실해 졌다.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원 이수석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날로 긴장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주로 정치의제로 된다고 

게시하였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인권, 인프라 등 지원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루어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이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4 년 동안 격동한 국제·국내 정세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 2한 대북인권정책이 현실화 된다는 말을 할 수 

                                                           
2
 통일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p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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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북한인권법은 박근혜정부의 한 정치상의 업적으로써 북한인권법의 

특징과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안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어서 현실적 

의의가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인권, 인권정책, 북한 인권 문제, 남북 관계 및 국제 정치 이론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유구하고 세계에서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은 정치학 및 법학의 핵심적 개념 중에 하나이다. 서양 국제 정치 

철학의 발전사에서 인권은 인간의 고유한 관리로서 많은 사상가들이 

논술하고 인간의 자연 권리, 자연법 등 이념은 소박한 인권사상을 

반영한다. 부르주아 혁명의 발전을 수반하여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원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뿌리가 깊지만 인권의 확립과 인권에 대한 체계적 

논술은 계몽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새로운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권의 보편화는 인권의 유행을 가져오고, 또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논쟁을 가져왔다. Christoph Menke 와 Arnd 

Pollman 의 저서 『인권 철학 입문』은 도덕적 정치적 경험에 출발하여 

인권의 개념 및 정당성, 인권의 범위,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 및 

정치 등 인권의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제 2 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정치 환경에서 인권정책을 

보편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것도 소개한다.3 Yan Hailiang는 Theories 

                                                           
3
 Christoph Menke, Arnd Pollman 지음, 정미라, 주정립 옮김: 인권 철학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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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ustifications for Human Rights
4
에서 인권 논술 중에 주체성 및 

관계성에 의해 적극적 인권과 소극적 인권, 개인인권과 집체인권, 

인권의 보편성과 상대성 논쟁을 검토하고 사회심리학의 인권에 대한 

논술
5
도 흡수한다. 인권에 관한 다른 논쟁이 인권과 주관의 관계이다. 

Michael Goodhart 가 저술한 『인권: 정치 및 실전』(2009), Michael 

Ignatieff 가 저술한 『인권의 정치 및 숭배』(2001), Vincent 와 

Andrew 가 저술한 『인권의 정치』(2010) 등 저서는 인권의 국제화한 후 

새롭게 나온 문제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한다. 

인권 및 주권 간의 쟁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인권의 국제화는 이미 

사실로 된다. 한 국가에서 심한 인권 침해 사건은 발생할 때 유엔은 

간섭하며서 다른 국가는 민주가치를 지키기 위해 간섭하는 선례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상황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다가 한반도의 특수한 정세와 남북관계를 인해서 남한은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심이 많다. 한국 내에 대북인권정책에 대해서 이미 많은 

연구가 있다. 국가는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 

외교적 수단, 경제제재, 대외원조 등 여러 수단을 통해서 타국의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orsythe, 2012: 198-205). 대표적인 

정의에 따라 말하면,  북한인권정책은 북한 내 인권침해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및 증진(promotion), 탈북자 보호, 

남북 간 3 대 ‘인도적 사안(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을 해결하기 

                                                                                                                                                    
21세기북스, 2012. 
4
 严海良：人权论证范式的变革——从主体性到关系性，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8 年。 

5
 대표적인 학자는 Jürgen Habermas（위르겐 하버마스）, 소통행위이론, 사실성과 

타당성 등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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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원웅, 2016: 59-82).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서 북한인권 침해의 객관적 상황 파악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 (우승지, 2006; 김종욱, 2009; 강명세, 2011; 

한동호·김수암 외, 201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다자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최종고, 2005; 김부찬₩오 승진, 2007; 

김수암, 2008; 박진아, 2013; 박흥순, 2013), 양자적 관점에서 한국 

혹은 각국의 대북 인권정책을 사안별 혹은 개괄적으로 접근한 

연구(이동윤, 2009; 이선필, 2009; 이무성, 2012; 김수암, 2013; 이규창, 

2013) 등 있다. 한동호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분석」(2014)은 

대북인권정책을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기초 개념으로 

분석하였고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는 국가 간 협력과 가치를 강조해서 

자유주의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지만 본질은 현실주의 패러다임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이런 패러다임을 통해 구체적 인권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의한 시각을 제공한다. 정태욱의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2009)은 북한의 실제 인권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 법질서의 이론 근거와 개선 방법을 제기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 저서이다. 

2016 년에 대한민국국회에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대북인권정책중에 

주목을 끄는 것이다. 법적으로 다른 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해 규정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다방면으로 해독을 가하였다. 

이원웅의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2016)은 북한인권법의 주로 

내용과 쟁점을 검토하고 대북인권정책의 본질, 북한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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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의 상관성, 여야 합의에 대해 셋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북인권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자세하게 게시하였다. 전수미, 윤철홍, 

송인호, 조만준, 주승현, 정영선 등 연구자들이 북한인권법의 제정배경, 

제정관정, 주요내용, 개선방향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탐구한다. 다른 한편으로 최용전은 「북한의 국내법적 지위와 

북한인권법의 법적 기능」(2017)에서 법리 측면에서 북한의 법제 

체계를 분석하고 북한인권법이 갖는 법적 기능과 과제를 논구한다. 

허중영과 김지혜의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2017)는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북한인권법의 입법과정을 전면적으로 분석한다. 김동한, 장용훈, 서보혁 

등 연구자들이 한국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미국과 일본에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다.  

이상 투철한 연구 성과는 북한인권, 대북인권정책 그리고 

북한인권법에 관한 이슈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한국 국내 연구는 법리와 국내 정치적 측면에서 더욱 많고, 외국 

학자들의 연구는 역사적 차원에서 치중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연구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서 지면 제한으로 인하여 보통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섬세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인권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연구 및 

미시적인 차원에서 대북인권정책과 북한인권법에 대한연구는 다방면 

다각도로 이루어지지만 이론과 실천이 서로 결합하여 국제 정치에 인권 

이론과  정책 차원에 북한인권법을 연결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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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분 연구는 이점에서 어느 정도 돌파하기로 희망한다.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분 연구는 종합적인 방법을 운용하고 북한인권 법안의 내용변화 및 

특징을 분석하겠다. 인권의 본원적 내용 등 인권 개념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여 전통적 국제정치 이론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와 결합하고 

북한인권법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기한다. 나아가 이건 의해 

북한인권법의 내용에 대한 가설을 세운다. 제 17 대 국회, 제 18 대 

국회와 제 19 대 국회에 발의한 상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법률안의 자유주의나 현실주의의 특징을 분석하겠다. 

시대 배경과 각 국회에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관정을 소개하여 

마지막으로 국회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대비하고 제기한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안의 특징을 재검증한다. 

남북한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많은 연구기구가 자세히 연구하였다.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은 매년 남북관계 중요한 사건을 정리하고 많이 

연구하였다. 통일부는 매년에 『통일문제 이해』 전자책을 작성하고 

북한인권문제는 그중에 한 중요한 부분이다. 또는 통일연구원은 부설 

북한인권정보센터를 설치되었다. 통계청이 남북관계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하여 데이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립도서관에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분쟁 및 결정과정을 관련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국회마다 발의한 의안과 심사 과정 등 자세한 

정보를 모두 찾을 수 있다. 자료와 데이터를 잘 이용하고 북한인권에 



 

9 
 

관한 법률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서론은 주로 귀납법을 운용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안 안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겠다. 

제 2 장에 인권 및 인권정책에 대해 기분적인 이론을 정리하여 인권의 

개념, 인권의 국제화, 인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을 소개한다. 그리고 

인권 개념은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이슈에 응용하면  어떤 특징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분석하겠다. 

제 3 장에 북한인권법의 발의 과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겠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정세 배경을 역사적으로 설명하여 

북한인권법의 제기 및 통과 과정을 접근한다. 그리고 제 17대, 제 18대, 

제 19 대 국회에 발의한 북한인권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조항마다 

파악하고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분석하겠다. 

제 4 장은 2016 년 3 월에 통과된 북한인권법의 내용과 대한 쟁점을 

소개하고 이건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안의 지원 중심적이나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을 재검증하여 특징을 다시 확인하겠다.  

결론부분은 인권에 관한 이론과 북한인권법의 발의 과정을 정리하며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안의 특징을 총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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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인권에 관한 이론 

 1. 인권의 개념 

인권 이데올로기보다 인권 사상이 앞선 지 오래다.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공자(B.C.551-B.C.479)의 “인자는 타인을 사랑한다”과 

민본 사상이 풍부한 인권의 함의를 지니고 있으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이상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 시대 프로 타고라 

(Proagora) (B.C.490- B.C. 420)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며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을 강조했다. 

서양에서의 인권 개념의 등장은 16 세기 이후의 무언가 이다. 17、18 

세기의 자연법 이론은 가장 초기의 인권 개념을 탄생 시켰다. 현대 

인권의 전신은 천부인권사상, 즉 자연권리이다. ‘자연권’이론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인권은 인간 본질의 요소이며 양도, 포기 

또는 박탈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권의 근본적인 내용은 

인간의 자유, 생존 및 재산과 같은 ‘자연권’이다. 이러한 이론은 네 

가지 서로 연관된 명제를 내포하고 있다. ①이러한 권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개인이나 집단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②이러한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단지 어떤 주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③이러한 권리는 사람과 사람의 

본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④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되고 이해됩니다. 6
 

                                                           
6
 参见[美]贝思·J·辛格:《实用主义、权利和民主》(中译本),上海译文出版社 2001 年版,

第 49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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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티우스 (Grotius), 홉스 (Hobbes), 로크 (Locke), 루소 

(Rousseau), 카를 마르크스(Marx) 등 유럽 사상가들은 인권에 대한 기본 

이론과 생각을 시작하고 완성시켰다. 계몽 이론에 의해 자연 권리는 

조물주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인간의 고유한 것이고,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권리를 빼앗기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자연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개인이 사회와 고립되어 국가보다 더 

높은 자연 생명체로 생각하고, 개인의 권리라는 자연적 속성을 

확립함으로써 국가가 박탈 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 든 침해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대헌장, 미국 『독립 선언』, 

프랑스 『인과 공민 권리 선언』은 세 가지 가장 고전적인 인권 

문서이다. 이 세 가지 문서는 모두 자연법 이론의 영향을 볼 수 있다. 

19 세기에 생긴 마르크스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에 대해 비판적이다. 마르크스는 사람의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경제적 지위로 결정되고 추상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계급적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개인의 

해방은 계급의 해방과 파괴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에서라면 

“이렇게 하나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다. 사회주의 사상사 연구자 G.D.H.Cole 에 따르면, 사회주의의 

특징은 “협력하되 대중의 행복과 복지를 목표로 한 집단 관리제” 7라고 

한다. 당시 유행했던 개인의 힘을 강조하는 관점을 반대하고 인간관계의 

사회적 요소를 중시하는 것이다. 

                                                           
7
 G.D.H.Cole：『사회주의사상사』, 제 1권，p10, 상무인서관,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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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개념의 공식적인 출현은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 문서에 

있었고 인간 사회의 합의의 산물이었다.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은 

국제 사회가 최초로 인류(Human Being)의 입장에서 인권(Human 

Rights)개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이 두 문서는 제 2 차 세계 대전 

재검토로 인한 전쟁, 전체주의, 빈곤 및 기아와 같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공식화한 것이다. 

그 이후 유엔은 인권에 관한 60 가지 이상의 결의안, 선언 또는 

협약을 제정하고 채택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66 년 채택된 

『국제 인권 협약』(『경제 사회 문화 권리 국제 규약』『공민 권리 및 

정치권리 국제 규약』을 포함됨)이 『세계 인권 선언』과 함께 국제 

인권 헌장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국제 인권법 시스템의 기초를 구성했다.  

『공민 권리 및 정치권리 국제 규약』은 공민 권리와 정치권리에 대한 

보장은『유엔 헌장』과 관련된 규정을 세분화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유의 생명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누구나 가혹하거나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혹은 모욕적인 처우나 모욕을 가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노예, 모든 형태의 노예제, 노예 매매, 강제 노동 또는 강제 노동을 

금해야한다; 사람마다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은 인도적 대우를 받고 그들의 고유 한 존엄성을 존중해야한다; 

어느 누구는 약속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금될 수 없다; 

이동의 자유와 거주 선택 및 해외로 나가거나 돌아오는 자유; 모든 

사람들은 법률 앞에 있는 인격을 인정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사고, 



 

13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주장과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다; 전쟁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평화 집회의 권리; 결사의 자유; 가정과 결혼은 보호 받는다; 어린이를 

보호한다; 정치에 참여할 권리; 법률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민족, 종교 또는 언어 소수자를 보호한다 등등. 이 조약에 따르면 모든 

체약국은 자국 내에서 협약이 인정하는 권리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권리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견 및 기타 주장, 민족 본원 또는 

사회 출신, 재산, 출생 혹은 기타 신분과 무관하다.” 8
 

『경제 사회 문화 권리 국제 규약』은 『유엔 헌장』에 규정된 대다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기초로 하여 제정한다. 여기에는 일할 권리, 

공정하고 적절한 노동 조건을 얻는 권리,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 권리, 

파업 및 결사의 권리, 사회 보장 (사회 보험 포함)을 얻는 권리, 가족, 

어머니,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넓은 생활권,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교육권,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및 

과학적 진보와 그 적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를 

공유한다. 

이 두 가지 공약은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명시하고 추상적인 인권 

개념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동서양 각국이 권리에 대한 주장은 

기본적으로 평등하고 전면하게 반응한다. 인권 내용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졌고 인권 개념 체계가 형성되었다. 

                                                           
8
 『공민 권리 및 정치권리 국제 규약』,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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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프랑스 대혁명에 등장한 『인권과 

시민권 선언』 제 2 조에 명시된 인권은 자유, 평등, 재산, 안전 및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9
 미국 독립 선언은 “인간의 삶과 평등, 

조물주에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0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they are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CONGRESS, JULY 1776) 

경제 발전과 복지 국가의 등장으로 인권의 내용이 더욱 확대되었다. 

20 세기 사회주의 운동과 복지 국가의 흥기는 인권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즉 기본적인 인권은 정부가 침해해서는 안 되는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정부가 달성해야하는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포함한다. 이런 권리는 인간의 행복에 결정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경제 

및 사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경제적 및 사회적 계획을 시행할 

수 있는 행동주의 정부를 설립해야한다. 11
 

그런데도 서양인들은 보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서영식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를 그룹의 이익 

위에 올려 놓고, 권리는 책임보다 높고,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9
 洪波: 《法国政治制度变迁：从大革命到第五共和国》，p343，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3. 

10
 Living Documents of American History, p12, Press and Culture Section U.S. 

Embassy, Beijing, 1985. 
11
 沈宗灵、黄丹森编：《西方人权理论》（下），p371，四川人民出版社，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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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보호를 비해 우선한다. 12 영국 학자 밀른 (Milne)은 1986 

년에 출판 된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다양성--인권 철학』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서양식 인권은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적 권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제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이 특정한 

체제에서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밀른은 인권이 최소한 윤리기준으로 이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전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인정해야한 권리이다. 또한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며 그런 차이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적 한계를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13
 이 최소한 윤리기준을 존재한 근거는 인간은 이 

규범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를 도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문화는 학살, 살인, 고문, 가혹 행위, 그리고 무고한 시위자들을 쏘거나 

사라지게 한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다. 

인권에 대한 학계의 시각차가 여전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979 년 미국 학자가 인권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광범위하게 받아들였다. 우선 개인의 안전권이다. 여기에는 

고문, 잔혹한, 비인도적인, 굴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임의 체포, 

투옥과 처형되지 않은 권리가 포함된다. 때로는 ‘절제된 권리’라는 

정부와 다른 개인의 책임이 특정 행동을 취하지 안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이다. 사상, 종교, 연설, 출판 및 

정치 운동 참여의 자유를 포함하여 참정의 자유도 포함된다. 여기에 

                                                           
12 
David Beetham , Introduction : Human Rights in the Study of Politics in 

Political Studies, p2, Politics and Human Rights, Vol.43, Special Issues 1995. 
13
 A.J.M.Milne, Human Rights and Human Diversity: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Human Rights, State Univ of New York Pr.,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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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책임도 주로 ‘절제’이다. 세 번째는 경제와 복지권리이다. 

식량, 주택,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모든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한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해당 책임은 적극적인 행동이다. 

현실적으로 인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각국 정부는 인권을 

거론할 때마다 다른 관점을 보이곤 한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비서구 

국가들은 문화와 가치관의 특성 때문에 경제적 사회적 권리와 개발 

권리를 더 중시한다. 1993 년 비엔나 유엔 인권 대회 성명도 이점을 

지적했다. “놀라운 사실은 각국과 국제기구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상습적인 파괴를 용인하고, 시민권과 정치 권리를 

훼손한다면 놀라고 분노한 표시를 볼 수 있다. 말로는 그렇지 않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대규모로 부정하는 것보다는 시민 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한 침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여겨졌다.” 14 

 

 2. 인권의 국제화 

인권의 국제화는 ‘인간의 권리’의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제도, 권리 사상 및 권리 이론의 국제화, 즉 국제적 맥락에서의 

인권 개념, 사상, 제도 및 이론의 통합과 단결을 의미한다. 인권의 

국제화는 객관적인 사실과 사물의 실제 존재 상태를 나타난다. 이런 

상태에서 주권국은 자국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 관심과 감독 통제 아래, 

국제 사회에서는 차원별, 규모별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인권 문제에 

                                                           
14
 Peter G. Brown and Douglas Maclean ed., Human Rights and U.S. Foreign Policy, 

Principles and Applications, p.xx, Lexington: D. C. Heath and Company,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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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논의하고 자문한다. 이는 객관적인 논리로 주관적인 억측이나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지, 아니면 

선호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제 2 차 세계 대전 중, 독일, 이탈리아, 일본 파시즘은 생명과 자유에 

대한 멸시하고  제멋대로 유린해서 수천수만의 인민들이 심한 시련을 

겪었다. 세계의 사람들은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차며 또한 한 나라의 

힘으로 자신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국가들에게 명확하다. 국제 사회의 공통된 노력으로 공통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5
 또 전쟁으로 인해 국가 간 관계가 긴밀해 

지고 상호 의존적인 양상이 형성되면서 각국은 제 2차 세계 대전의 평화 

유지를 위한 평화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16  전쟁 

막바지에 각국은 세계 인권 보호를 전후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구상에서 

확고히 세우고 국제 사회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1942 년에 26 

개국이 서명 한 유엔 선언 선언문은 “우리는 적국의 완전한 패배와 

삶의 자유, 독립, 종교 자유 및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의 인권과 정의의 

보호를 위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다”고 선언했다. 

나라가 등장한 이래로 국가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국가 간 

관계는 전쟁과 평화로 이어졌다. 19 세기말부터는 국제 법체계가 

수립되기 시작했다. 국제 사회의 합리화는 주권 국가를 인권의 요구자로 

                                                           
15
 刘杰:《国际人权体制—历史的逻辑与比较》，第 295-296 页，上海社会科学院出版社，

2000 年. 
16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941년에 미영 발표한『대서양 헌장』, 1942년에 미영소 

작성한『국제 연합 선언문』, 1943년에 미영소중 연합 발표한『보편적 인권에 관한 

선언』, 1943년에 미영소 발표한『테헤란 선언』, 1945년에『얄타 공보』 및『해방된 

유럽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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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인권의 국제화는 복잡한 과정이다. 때로는 인권 요구가 다른 

요구로 표출되고, 일부 정치적 군사적 행동은 인권을 내세워 왔다. 

따라서 인권 국제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1) 인권 및 주권 

인권에 관한 논쟁 또 하나는 인권 개념과 주권 개념 간의 갈등이다. 

일부 국가는 자신의 인권상황에 문제점이 많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비판 받는 것은 싫다. 이것은 자기의 내정, 즉 자국의 주권 

범위 내의 일이므로 타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1644 년에 체결된 베스트팔리아 조약은 근대 유럽 주권 국가 체제의 

탄생을 의미하며, 그 이후로 국제 체제의 기본 틀이 되었다. 주권은 한 

나라가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최고 권력을 말한다. 이 권리에 근거하여 

주권자는 국가 내에서 합법적인 통치를 할 수 있다. 입법 행정 사법 

군사 경제 문화 등의 수단으로 법률의 제정 및 폐지, 국가 조직의 원칙 

결정, 경제 체제의 원칙을 결정하고 군대를 통솔하는 등을 통해 국내 

업무에 대하여 최종 처리한다. 이 위에는 높은 권한이 없다. 국가 

외에서 주권국가가 독립하고 평등하게 국제 관계를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외교 방침을 결정한다; 국제 문제를 

다루고 국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다른 나라나 다른 실체가 이 

분야에서 주권 국가의 자주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권은 간단하게 대내적으로는 최고 권리이고 

대외적으로는 독립 권리이라는 의미한다. 주권의 대외 독립 권리는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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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념의 발전과 밀접하게 결합된다. 즉 민족 국가는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내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은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 진입하면, 실천 과정에서 

일련의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학계에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일부 서방 학자들은 ‘국가 주권이 후지다’ ‘인권이 주권보다 

높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가 간 교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권 

관념은 인류의 정체성을 속박하고, 민주와 인권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다. 글로벌화가 진행할수록 각국의 인적 교류가 늘면서 국가 

주권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희석되고 글로벌 가치관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방 학자들은 ‘국가 주권 기계설’ ‘인권 상대성 

이론’을 주장한다. 즉, 글로벌 시대의 국가와 주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권은 여전히 국제 관계의 근간이며 흔들림이 없다. 

‘인권’은 발전적인 개념과 상대적인 개념이며, 세계적인 인권 기준이 

없고 인권을 지키는 수단과 방식이 제각각이다. 많은 동양 국가들은 

미국의 ‘인도적 간섭’과 ‘인권 외교’에 강하게 반대하고 이런 

‘인권’은 미국 소수의 사람의 인권을 뿐이 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권 관념 하에서 위험도 쉽게 나타나다: 한 나라는 

국민을 멋대로 대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정부의 어떤 형식의 간섭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 인권과 주권 관계의 관점에서 주권의 강·유 척도를 

탐구하려면 이하 문제를 대답해야 한다: 현대적인 국제 관계 상황 

하에서 주권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가? 주권 국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제한을 받아야한가? 만약 주권이 정말로 절대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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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초월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인권은 피할 수밖에 없다. 반면 주권은 

상대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라면 인권과 주권의 상관관계는 한층 더 

논의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첫 번째는 절대 주권 이론이다. 홉스(Hobbs)는 인간의 본성과 국가가 

생긴 근거에 대한 가설을 바탕으로 주권은 무한하고 영원하다고 

주장한다. 주권자가 어떻게 함부로 주권을 사용하는 것은 정의하다. 

테러의 상태조차도 사람들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 상태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다. 17  루소(Rousseau)는 생각하는 ‘공의’의 개념에 기초하여, 

주권자 (실제로는 국민 자신)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통의 의지와 

이익을 실제로 반영한다고 믿는다. 그러한 행위자는 항상 집단의 희망에 

부합하기 때문에 주권은 절대적이어야 한다. 18  철학자 헤겔(Hegel)은 

국가는 여전히 국제 사회에서 ‘자연적인 국가’라고 믿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복종해야 하는 더 높은 법이 없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국가의 이익은 국가의 최우선 적 법률이 된다. 19
 

두 번째는 주권이 허무한 다고 이론이다. 일부 프랑스 학자들은 

국가가 자연인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국가는 

물론 최상의 주권을 갖고 있지만 특정 국제 질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들은 자신의 실력을 통해 그러한 주권을 상호간에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독일 학자들은 국가가 확실히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어떤 국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권자가 자신의 

                                                           
17
 [英]霍布斯:《利维坦》(中译本),商务印书馆 1985 年版,第 133-142 页。 

18
 [法]卢梭:《社会契约论》(中译本),商务印书馆 1981 年版,第 35-45 页。 

19
 [德]黑格尔:《法哲学原理》(中译本),商务印书馆 l%l 年版,第 253 一 254、287、306 等页。 



 

21 
 

주권을 제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권학설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보담(Bodan)은 주권은 국가의 영구적인, 

허가되지 않은, 제한되지 않은 최고 권력이라고 인정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과 자연법에 복종해야한다. 그로티우스(Grotius)는 

국제법을 이용해 국가 주권을 제한하고, 국가는 국제법의 최고 규범인 

‘보편적인 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20  그러나 국제 

사회가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시점에서 ‘주권의 황혼'을 운운하는 것은 

섣부른 일이다.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 법이 비로소 

의미가 있다; 국가의 주권이보다 포괄적으로 보인 것은 국제법 때문이다; 

주권 국가는 점점 더 많은 국내 사회와 국제 사회에 제약을 받는다.
21
 

그러므로 주권이 필요하며 제한되어야하는 것이다. 

제 2 차 세계 대전의 종족 학살은 모두 국가의 합법적인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유엔은 인권 보호를 

책임지고 있다. 국가의 주권은 국제적 인권 보호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으며 인권 보호는 더 이상 국내 관할권의 영역이 아니다. 밀른이 

제시한 “인권은 최소한 윤리기준”이라는 것은 ‘초국가적 

개념’(supernationalism)에 이론적 지지를 주고 있다. 

 

 2) 일반적인 인권조치 

인권은 처음에는 자국민에게 봉사하는 표준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냉전 시대부터 인권은 일부 국가들에서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20
 Hugo Grotius, On the Law of War and Peace, 1625. 

21
 何志鹏：《人权全球化基本理论研究》，p137-139，科学出版社，2008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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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왔다.  

일방적인 인권 조치란 다른 국가의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조치를 말한다. 일방적 인권 조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국의 인권 보고서와 인권 외교 시스템이다. 미 

국무부는 매년 대량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열거하고 평론한다.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 대체로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해 비판과 칭찬하고 있으며, 

제 3 세계 각국에 대해서는 특히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2
 이러한 인권 보고서는 종종 제 3 세계 

국가들의 불만을 불러일으킨다. 

인권 외교는 국제 행사에 참여할 때 인권은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접근법은 “문명국이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을 정하고, 국제 인권법 준수를 보장하는 더 

나은 기관을 설립하고, 비밀 표명을 채택하고, 원조 중지, 외교 관계 

단절, 무역 제재 및 기타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관련성을 

자극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는 인권 상황을 개선했다. 인권 외교를 

채택하는 주요 사례는 미국이다. 트루먼 정권 시절부터 인권이 외교 

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되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가 권력을 잡았을 때, 

‘공산주의의 봉쇄’전략 때문에 인권 정책은 철회되었다. 닉슨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재편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 의회는 인권 정책을 군사, 경제 원조, 무역 및 

                                                           
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https://www.state.gov/j/drl/rls/hr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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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문제와 연계시키는 많은 법률을 제정했다. 카터가 등장한 후에도 

여전히 언론에서 인권을 강조했다. 레이건 정부는 인권에 대한 협소 한 

개념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아닌 시민 적, 정치적 

권리만을 의미한다)에 역점을 두고 비 사회주의적 독재 정권보다는 

사회주의 인권 침해에 주로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977 년 1 월에 미국 카터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 개념은 ‘인권 보호’라고 선언하고 ‘기본적인 인권’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 이후 인권은 유럽과 일본 등  국가의 

외교 정책에서 점차 자리를 잡았다.
23
 

인권 정책의 목표가 다른 외교 정책 목표에 비하면 물질적 요구보다는 

이데올로기, 정신적 차원의 요구를 중시한다. 국가의 인권정책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한 국가의 대외정책에서 타 국가의 인권상황 개선에 

영향을 주려는 일련의 행위”이다(Baehr and Castermans-Holleman, 

2004:2).24 

일반적으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은 인권압박과 공조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현실 중에 두 가지 수단을 동시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인권정책의 수단과 방법은 ‘보상(take-off)’ 

‘압력(pressure)’과 ‘관여(engagement)’로 구분할 수 있다.25 보상은 

일정한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상대방에게 인권상황을 개선한다. 

                                                           
23
 Peter R. Baehr, The role of human rights in foreign policy, p2, Houndmills, 

Macmillan Press, 1996. 
24
 한동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이권정책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 30 권 

제 4호 2014년(겨울)통권 87호, p.131. 
25
 이원웅,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新亞細亞』, 23 권 2 호 (2016 년, 여름),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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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은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여지고 제재 

수단을 채택한다. 관여는 인권대화,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 과정에서 서양 국가는 비서양국가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항상 다른 이익 충돌과 함께 교차되기 때문에 비서양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도 인권 관념을 배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바로미국 학자 앨런 로사스(Allan Rosas)가 말한 바와 같이 인권은 정치 

이론의 방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26 

인권 정책은 외교 정책의 일부이다. 인권 목표와 다른 목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 할 것인가는 다른 이론들에 따라 다른 해석을 한다. 

 

 3. 인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 

인권 국제화가 진전된 후 외교 정책 수립 및 이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국제 정치 이론은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 할 

수 있다. 국제 정치 이론은 인류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따라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 이상주의, 혁명주의, 내셔널리즘 등 전통적인 이론 

유파와 그 토대 위에서 국제 정세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신흥 학설을 

형성한다. 이러한 국제 정치 이론에는 대부분 인권 개념에 대한 해석이 

있다. 오늘날 국제 정치 이론 연구는 크게 주류 이론(현실주의,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 등)과 포스트 실증주의 이론(비판이론, 

                                                           
26
 Suan Mendus , Human Rights in Political Theory ,in Political Studies , Vol. 

43 ,Special Issues 1995, Politics and Human Rights,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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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론, 여성주의 이론, 후 현대주의 이론 등)으로 나뉘어 있다. 27 본 

논문은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 두 가지 전통적인 국제 정치 이론을 

인용하고 인권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 시각으로 이해방식을 제공하는 파 

도모한다. 

 

 1) 자유주의와 지원중심적 패러다임 

인권 개념의 탄생 및 발전은 자유주의의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자유주의는 주로 좋은 정치 제도, 정치 절학을 검토하지만, 그 본원적인 

것은 “인간의 권리”밖에 없다. 마치 18 세기 프랑스의 정치가 

라파예트가 말한 바와 같이, 자유주의적인 공화국은 인민의 주권은 

최고이고 국가도 인민의 자연권과 절대권을 침해할 수 없다. 이로써 

인권 사상은 자유주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유럽의 자연법사상,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 계약 

이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 인류는 자체의 존재를 

관심이 많아지며 서 인간의 가치 등 의제를 점점 치열하게 검토되었다. 

프로 타고라 (Proagora) (B.C.490- B.C. 420)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며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을 강조했다.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이치를 중시하여 인간의 행위는 자연법에 따라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자연법에 의해 인간에게 당연하게 “자연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27
阎静，张旺：《国际政治的道德追求: 基于国际关系规范理论的述评》，《外交评论》，2010年

第 6 期，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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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의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이성주의가 뚜렷한 특징이 있고 

봉건적이고 종교적인 특권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18 세기 

이전에는 유럽이 위계질서가 엄격한 봉건 사회이었다. 16 세기에 일어난 

종교 개혁 운동은 개인 해방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개인 해방은 

비로소 자유주의의 신성한 기본 신조로 삼았다. 18 세기에 일어난 계몽 

운동은 ‘인간 띠’에 대한 생각을 한층 더 확산시키고 자유주의에 대한 

영향력을 키웠다. 

계몽 사상가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 의 "법의 

정신"책은 정치적 자유와 법치 건설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고, 합리성, 

정치적 자유와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자유주의 신념의 경전 작품이 

되었다. 볼테르(Voltaire, 1694-1878)는 자연 법론의 관점에서 봉건 

전제와 교회의 통치를 비판하고, 이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토대 

위에서 평등한 권리로 규정하고 언론 자유를 주장한다. 불테르의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한 마디는 “나는 당신과 동의하지 않지만 나는 

당신의 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맹세한다”는 것이다.
28
 루소(Rousseau, 

1712-1778)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고 인간의 자연 상태는 공평, 이성, 

인간 복지와 상관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사회 측면에서 루소는 사회 

계약 이론을 고수하고 부르주아지의 “이성 왕국”을 수립 할 것을 

주장하고 천부인권사상을 제기하여 전제와 폭정을 반대한다. 

19 세기에 자유주의 대표적인 학자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은 주창한 “도덕적 힘을 

                                                           
28
 Evelyn Beatrice Hall:《伏尔泰的朋友们》，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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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으라”“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것을 권고한다” “인간 사회는 

조화되고 아름답다”라고 옹호하면서 자유주의의 지도하에 세계 전망의 

낙관적인 음색을 보였다. 벤담은 공리의 철학적 원칙을 바탕으로 어떤 

올바른 행동과 정치적 지침은 최대한 많은 사람의 최대 행복을 이끌어 

내야하는 것을 제기했다. 즉, “최대한 행복의 원칙”이다. 존 밀의 

『자유론』은 자유주의 사상의 걸작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한 개인 (성인)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남과 사회는 간섭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칠 때만 사회적 강제적인 응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0 세기에 일어난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뒤이어 온 냉전은 

자유주의적 생각을 더욱 섬세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국제 질서 수립에 

활용했다. 영국 자유주의 학자 존 그레이는 자신의『자유주의』책에서 

자유주의에 대해 이념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첫째,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적인 것이므로, 개인이 어떤 사회 집단에 요구하는 

도덕적 우수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유주의는 평등주의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여, 사람들 사이의 

도덕적 가치 하의와 법률 질서 혹은 정치 질서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자유주의는 보편주의적인 것이라서,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 통일성을 인정하고, 단지 특수한 역사 연합체와 문화 형식만을 

부여하는 것은 부차적인 의의이다. 넷째, 자유주의는 사회향선론을 

지지한다. 모든 사회 제도와 정치적인 조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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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때문이다.
29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개인의 

재산과 신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인간은 정신자유를 

실현하려면 모두 자연스러운 장애를 배제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개인의 본능을 자유롭게 발전시켜 자기실현을 

하각하는 것이다. 국제 정치에 적용되는 이 원칙은 각국의 경쟁이 

자연스럽게 잠재적 패권주의를 초래할 수 있고, 주권 평등, 민족 자결, 

국제 인권 보호 등 현대적인 국제 관계의 원칙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평등 원칙을 준수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든 평등한 기본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 면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다양한 종교와 

관습, 도덕규범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 집단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국제 관계 분야에서 평등원칙을 의하면 나라가 

크든 작든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하여 문화와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중소 국가들의 국제적 발언권 보장, 민족 자결, 기본 인권 보호 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바로 전후 국제 정치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다. 

대부분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인성본선’과 도덕적 힘을 인정하여 

구체적으로 타국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중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즉, 물질, 기술, 문화 교류 등 지원 제공을 통해  그 나라 

내에 인권 상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인간의 선한 본성과 이타심, 그리고 

인간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실천하면 사회 진보를 촉진할 수 

                                                           
29
 宋伟：《结构自由主义的西方秩序观》，《欧洲研究》，2005年 02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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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전쟁의 주파수를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선행과 교육 

수준을 높여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반면  국가를 필요로 

하는 악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제한을 가해야한다. 국민의 사적인 행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간섭의 목적이 정당하건 간섭의 결과가 좋든 

나쁘건 국가 권력이 개인 행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는다. 30 

따라서 지원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인권법은 인간의 자유권을 강조하여 

언론 자유, 신앙의 자유, 인신 자유, 정치 자유 등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어떤 형태로든 불필요한 간섭에 반대한다. 

자유주의에 근거를 두고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의 두 가지 특징을 내릴 

수 있다.즉: 

(1) 인권은 자유주의의 핵심 주장 중 하나로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가치는 국가의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이익 목표이다.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은 개인의 경제적·사회적·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한동호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자유주의 

관점은 인권 추구가 국가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통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본다.”
31
 

(2) 국제관계분야에서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은 평등과 “평화의 

정신”을 더 강조한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며 서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평화의 체제도 요구한다. 즉 

                                                           
30
 自由与自由主义，杜遇之，中华书局，1949. 

31
 한동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첵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 30 권 제 4 호, p13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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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우가 “관용과 평화의 정신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올바론 

자유주의적 국제 관계론이다”라고 말이다.
32
 

 

 2) 현실주의와 관리중심적 패러다임 

현실주의적 사상가들은 대개 인간 본성의 근원이라는 근본적인 전제를 

내세워 국제 무정부 상태33를 국제 관계를 설명하는 큰 이론의 초석으로 

삼는다. 이들에게 각자 독립하고 자유롭게 하는 나라는 국제 정치 

체제에서 유일한 중요 행동체이다. 국가는 국가적 권세에 따라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국제 관계의 본질은 국가 간의 권력 투쟁이다. 

극단적인(“공격적”인) 현실주의는 자국의 안보, 영광, 수익이 모든 

것을 압도하고, 무정부적인 국제 체제 속의 국가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힘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유연한(“절제한”) 현실주의는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국제 질서와 

국제 안정)를 동시에 중시하고 균형적 국력을 우선시한다. 균형적인 

국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충분한 군비 증강과 유연한 외교, 

가변적인 동맹 조합과 필요한 제한적인 전쟁이다. 정치가 독립되고 

도덕에 우선하여 국가가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 국가의 안전과 권리를 

도모하는 정치적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도덕규범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34
 

                                                           
32
 정태우, 한바도 평화와 북한 인권 법철학적 기록, p13, 2009. 

33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홉스 식의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34
 John A. Vasquez, ed., Class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Englewood Cliffs, 

N.J., 1986); Phil Williams et al., eds., Classic Readings of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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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적 전통이 오래 지속되다. 서구에 최초의 현실주의 국제 관계 

사상가로 알려진 투키디데스(Thucydides, B.C.460-B.C.395)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저작하고 이를 통해 국제 권력 경쟁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다. 35 5 현대 현실주의 최초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마키아벨리(Machiavelli, 1469-1527)이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정치의 

특징이 권력의 충돌을 전제로 정치와 도덕을 분리시키고 군주는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도덕 기존과 다른 기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한 행동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것은 권세의 획득과 

유지, 성장을 촉진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36 6

 약 반세기 뒤에는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은 국가가 주권을 보유하고, 대내외적으로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법률적 권위를 지닌 국가로서 주권을 갖고 있다는 

주권 관념을 제기하였다.
 37 7

 국가는 국제 정치의 유일한 완전한 주체 

이는 것과 국제 무정부 상태 중에 국가의 자유와 권력의 대치는 주권 

개념의 필연적인 추론이다. 홉스(Hobbes, 1588-1679)는 국가 간의 

관계는 공권력, 법률, 도덕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은 자연 상태이라고 

주장한다. 그 상태에서 국가 간 상호 침해의 가능성, 그리고 이들에 

의한 서로 의심과 경계는 보편적과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가 생존의 

                                                                                                                                                    
Relations (Belmont, Calif., 1994).  
355
 尤其见《伯罗奔尼撒战争史》第 5 卷第 7 章“弥罗斯人的辩论”。参见 David Bolotin, 

“Thucydides,” in Leo Strauss and Joseph Cropsey, eds.,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3rd

 edition (Chicago and London, 1987), pp. 7-32. 详见 Benjamin Frankel, 

ed., Roots of Realism (London, 1996), chapter2-5. 
36 6

 William Ebenstein, Great Political Thinke rs, 3
rd
 edition (New York,1960), 

chapter 11, “Machiavelli” ． p.281. Feriederich Meinecke, Machiavellism: The 
Doctrine of Raison d’Etat and Its Place in Modern History  (London, 1957), 

chapter 1. 
37
 Ibid,, chapter 13, “Bo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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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은 대외 권력 유지와 성장에 달려 있다.
 
홉스의 사상적인 영향력은 

마키아벨리와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적인 사상 역사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 후, 라이프니츠(Leibniz, 1646-1716), 스피노자(Spinoza, 

1632-1677), 흄(Hume, 1711-1776) 등 철학자들은 국제 정치에 대해 

중요한 현실주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헤겔(Hegel, 1770-1831)은 

현실주의 국제 관계 사상의 집대성자라고 부를 수 있다. 38 9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정치의 본질로 인식되는 권력 투쟁과 

국가 윤리와 개인 윤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중요한 담론을 구사했다. 3910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1904-1980)는 금세기 30 년대 이래 

국제 관계 이론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적인 

사상가 중의 하나이다. 모겐소는 현실주의 6 원칙을 제기했다. 즉, 첫째, 

정치는 인성에 내재된 객관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둘째, 권력으로 

정의하는 이익 개념은 주요한 상징적 특징이다. 셋째, 권력으로 

정의하는 이익 개념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권리는 

정치의 목적이며, 이익은 정치의 본질이다. 넷째, 정치와 도덕의 경계를 

뒤섞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특정 국가의 도덕적 염원과 인간을 

지배하는 도덕적 법칙을 혼동할 수는 없다. 여섯째, 정치 영역의 

자주성을 견지한다. 

이후 Kenneth Waltz, John Mearsheimer, George Kennan, Kissinger 

                                                           
38
 John H. Herz, “Rise and Demise of the Territorial State,” World Politics,V.9 

(1957), Section 3; Torbjorn Knutsen，A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anchester and London, 1992), pp.83-84, 92.  
39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in Mitchell Cohen and Nicole Fermon, 

eds., Princeton Readings in Political Thought (Princeton, N.J., 1996), pp.499-511; 
James E. Dougherty and Robert L. Pfaltzgraff, Jr., Contend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3
rd
 edition (New York, 1990),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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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현실주의를 보완했다. 현실주의의 기본적인 주장은: 인성이 악하다;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려는 열망으로 탄생했다; 국제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는 투쟁이다(struggle for power and peace); 국가 이익은 국가 

대외 행위의 근거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권력의 정의에 따라 

국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의 본질은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이다.40 

국가는 권력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한다. 국제 사회의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부도덕하다. 

모겐소의 현실주의 6 가지 원칙은 정치와 도덕 사이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없으며 특정 국가의 도덕적 염원과 인간을 지배하는 

도덕적 해이를 혼동할 수 없다는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현실주의 

이론에서는 인권이 국가의 대외 정책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한 

많은 정책 목표 중 하나뿐이다. 인권 보호와 국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대외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고, 반대로 인권 보호 목표가 다른 목표와 

상충된다면 절충안이 필요하다. 인권 보호가 우세하지 않고 때로는 교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권을 도구로 고려하는 방법도 미흡하다. 인권은 무차별적인 

도구로 사용되지만 현실주의자들은 인권 자체에 대한 해석이 빈약하다. 

또 이처럼 극단적인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논리이며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비판도 많다. 대체로 현실주의는 인권 

패러다임에 대한 기여가 컸다.  

                                                           
40
 Hans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NY: Alfred A. Knopf,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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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에 의한 도구적 인권은 모든 국가가 평등한 것이 아니며, 

인권의 목표가 다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희생될 수도 있고, 다른 

목표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강조될 수도 있다. 현실주의는 

도대체 인권을 무시하거나 강조하거나 실제 상황에 따라 변화가 많지만 

한마디로 하면 타국의 인권상화에 대해 “관리”(managing)중심적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자국 주민의 인권이 타국 주민의 

인권보다 우선 지위를 차지하고 어느 특수한 목표를 위해 타국의 인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은 현실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제일 중요한 

행위자이다.  글로벌 시대에 국가 주권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국가 

주권은 여전히 국제 관계의 기초이며 동요하지 않는다. 자국의 인권은 

국가 주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국의 인권 체제, 인권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타국은 간여할 수 

없다. 41  인권은 발전적과 상대적인 개념이며, 세계에서 절대적인 

인권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인권을 지키는 수단과 방식이 제각기 

다르다.
42
 그러나 타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불간섭도 있고 인권을 이유로 

그 나라의 정부에 대한 외부 압력을 가하는 가능성도 있다. 즉, 보통 

주민에 대신 주권 국가 정부를 맞추어 타국의 인권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현실주의에 근거를 두고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의 두 가지 특징을 내릴 

수 있다. 즉: 

                                                           
41
 张爱宁，《国际人权法专论》，法律出版社 2006 年版，第 91-108 页。 

42
 [美]理查德·N·哈斯，新干涉主义，殷雄、徐静译，新华出版社 2000 年版，第 5-6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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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에서 인권은 도구적이고 국가가 “권력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인권 

논의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합리화될 수 있다. 국가는 

대외정책을 실행할 때,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이 국가이익과 일치하면 

국가는 인권정책도 추구한다.43 반면, 국가는 인권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면 국가는 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을 

낭비한다는 현실주의적인 비판도 있다.44 

(2)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해 모두 문제는“주권 국가”이른 틀에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 인권은 주권을 넘날 수 없고 인권 정책을 만들 

때도 주권 국가 체제에 따른다. 인권 진보 및 자유는 법치 국가과 민주 

정체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45 

 

 4. 북한인권과 인권 개념 

 1) 지원중심과 관리중심 패러다임으로 보는 북한인권 

위와 같은 자유주의와 현실주의에 출발하여 타국 인권 상화에 대한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과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을 제기한다. 이 두 가지 

패러다임에 의해 한국 북한인권법안의 내용 및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43
 한동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첵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 30 권 제 4 호, p132, 

2014. 
44
 Frank Wilmer,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 Introduction, p31,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2015. 
45
 Frank Wilmer, Human Rights in International Politics: an Introduction, p30,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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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인권 외교정책 

자유주의 
인권은 민주 사회와 세계 

질서의 기초 

외교정칙은 인권 보호와 

민주를 추진해야 한다. 

현실주의 

인권은 국가 내에 민주를 

실현하는 기초, 비민주 

국가에서 인권을 위반하는 

것도 있다. 

외교정책은 민족 문제와 

혼동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북한 인권 법안은 인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남북 관계까지 망라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안을 분석할 때 

인권과 국제관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원중심으로서 인권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관계 측면에 국가 

질서의  구조와 평화 정신을 강조한다. 관리중심으로서 인권은 국가가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 중에 하나있고 도구적인 것이며 국제 관계 

분야에서 여전히 주권 국가는 중심 행위체이다. <표 2>는 보면 이런 

점을 알 수 있다. 

<표 2> 

 지원 관리 

인권 인간의 권리, 천부인권 이익추구의 수단, 도구적 

국제관계 국제 질서, 평화 정신 주권 국가 중심 

따라서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의 지지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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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평화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UN 의 두 가지 큰 목적은 

‘국제평화유지’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
46
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문제를 지원하려면 두 가지 큰 목적은 ‘남북한 

평화유지’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증진’이라고 볼 수 있다. 

모두 인류는 국적, 성별, 연령 등 상관없이 시민적·정치적 관리와 

사회적·경제적 권리를 평등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인권은 보편성이 있다. 

반면, 세계 각국 문화적 차이, 경제적·정치적 조건의 차이 때문에 

인권은 나라 따라 특수성도 인정해야 한다. 47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대가인 롤스(J. Rawls)에 의하면  북한은 비자유주의적 체제라고 

하더라도 북한주민의 ‘최소한 권리’를 존중하는 체제라면 국제사회의 

정규 구성원으로서 존중해야 한다.48 이런 ‘최소한 권리’는 구체적으로 

뭐는 가? 바로 북한 주민의 생존과 밀접한 사회권이다. 요약하면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해  북한인권법안은 남북관계의 평화 유지와 

사회권 보호 같은 인권 보상 방식을 더 강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당구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피하고 인도적 

지원 등 경제 및 기술 개발에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취한다. 

다른 한편으로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분국 이익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를 법치 국가 체제에 올려놓고 외교정책도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국가의 다른 이익 목표에 

양보하는 가능성도 있다. 북한인권법안은 인권 이슈에 관심이 있지만 

                                                           
46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p97, 2000. 

47
 정진성,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21세기의 인권, p99, 2000. 

48
 정태우, 한바도 평화와 북한 인권 법철학적 기록, p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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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대세, 국가의 다른 외교목표도 관련이 강하다. 남북 관계가 악화할 

때 북한인권법안의 제정하는 것은 북한에게 압력을 줄 수 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를 법치 국가 체제에서 해결할 것이 더 우선하다. 예를 

들면, 북한인권 문제를 한국 국내법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과 북한 

인권 침해자를 한국 행법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한 인권 문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 과의 외교관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권 목표는 오히려 저울질을 해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를 관리하려면 자유권을 더 

강조하고  간여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 즉: 1)북한 민주화 운동; 

2)국제기구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3)민간기구에 의한 지원과 문제 제기하는 것이다.49 

 

 2) 북한인권법에 대한 가설 

지원 중심적이나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해 북한인권법안의 두 

가지 측면을 위에 미리 분석한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나 법률 조문 

차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가? 1966 년 

채택된『국제 인권 협약』(『경제 사회 문화 권리 국제 규약』『공민 

권리 및 정치권리 국제 규약』을 포함됨)이 『세계 인권 선언』과 함께 

국제 인권 헌장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국제 인권법 시스템의 기초를 

구성하였고 인권의 각항 내용을 규정하였다.  

                                                           
49
 정태우, 한바도 평화와 북한 인권 법철학적 기록, p24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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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전면적으로 보편적인 인권 내용을 제시한다. 인신, 재산, 

노동, 사상 자유, 문화 및 정치 생활 참여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한다. 

그러나 인권 개념의 기원으로서 이런 내용이 서구식 권리 내용이다. 

북한 인권 이슈는 역사, 정치 제도, 냉전 때문에 자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 인권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북한의 특수성을 주의해야 

한다. 

북한은 서구 민주 국가 제도와 달리 사회주의 제도를 실행했다. 

개인의 시민적과 정치적인 자유권보다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보장 권을 

중시한다는 사회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의 

당파성에 기초한다. 50 북한 헌법에 의해서 북한 공민에 대한 완전고용, 

무상교육, 무상 치료 등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인권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난 때문에 재원 부족으로 이런 복지제도는 거의 마비 

상태이다.51 

통일연구원 발표한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 인권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소개한다. 백서의 목록을 보면 북한 인권 이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표 3>는 시민적·정치적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환적 인권, 

소수자 인권, 주요사안별 인권 넷 가지 차원으로 북한인권은 보합하는 

각항 권리를 알 수 있다. 

<표 3> 

시민적·정치적 

인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자유권, 

                                                           
5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2, p45, 2012. 

51
 정태우, 한바도 평화와 북한 인권 법철학적 기록, p246-24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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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 참정권 

경제적·사회적

·문환적 인권 

식량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소수자 인권 여성권, 아동권, 장애인의 권리 

주요사안별 

인권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탈북자 

남북한 특수 한 역사를 인해서 납북억류자, 국군포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납북어류자 문제는 바로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위에 열거한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할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도를 마련하기로 한국 국내의 

기구 건설과 배치, 국제 협력 등 내용도 내포한다. 

북한의 실제적 상황을 따라 시민적·정치적 인권이나 자유권을 

보호하려면 북한 내에 재도 변화와 민주화가 필요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하는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높여야 북한 당국에 압력을 줄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환적 인권과 소수자 인권에 대해 북한 

헌법에 관련한 내용이 있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실행하는지 어렵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주요사안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남북한 사의에 인권대화 등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표 2>와 <표 3>에 제시한 북한 인권 이슈에 의해 

북한인권법은 포함하는 내용을 예측해 보자. 지원중심은 인권은 인간 

고유한 권리이고 천부인권을 주장하며 국제 질서의 안정과 평화의 

정신을 강조한다. 그래서 식량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근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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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 등 경제적·사회적·문환적 인권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의 인권을 북한주민 남한주민 상관없이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생면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시민적·정치적 인권도 필수적인데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고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을 일시동인하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킨다.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탈북자의 주요사안별 

인권은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주민의 “최소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주민에게 인도적 지원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며 북한당국이 받은 인도적 지원을 정당한 용도로 투입해야 한다. 

경제 개발, 기술 전달, 농업 개혁도 의무로 보는 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 및 

증진하는 위원회를 설치한다.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 북한을 압력을 줄 

수 있는 것을 피하여 대신에 남북 인권 대화를 추구한다. 인권의 평등 

정신을 지켜서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야 하고 북한 

이탈주민도 보호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관리중심에 대북 인권 정책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다. 특히 남북한 관계가 긴장할 때 북한에게 강압을 주는 경향이 있다. 

인권을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보고 국제 관계차원에서 주권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정책을 제정한다. 그래서 식량권, 건강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환적 인권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만 본국 

주민의 권리는 다국 주민의 권리를 비하면 더욱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면 남한 주민의 권리보다 북한 주민의 권리의 중요성이 

덜어지고 희생할 수도 있다. 또한 생면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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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정치적 인권은 북한 정부를 강압할 수 있는 도구로 될 수 있다. 

납북억류자, 국군포로, 탈북자의 주요사안별 인권을 정부의 책임으로 

감당하지만 제 3 국과의 외교관계도 많이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등 인권 침해 행위를 국제사회에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를 통해 북한 내의 인권 침해 사건을 

파악하고 북한이권기록보존소에 증거를 보존하여 북한인권대사 및 

자유권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는 민간단체를 통해 북한인권상황을 

비판한다. 그리고 북한은 민주 법치 국가로 변화해야 해서 북한주민의 

자유권을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내법과 국내 체제로 북한 인권 상황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해 상황 파악, 정책 및 재정지원 등 

이슈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설치한다. 인권은 많은 목표 중 

하나만 여서 다른 국가 이익 목표를 양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국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언급하지 않은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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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북한인권법의 발전 과정 

 1. 북한인권법의 제기 및 통과 

한국의 북한 인권 법은 11 년 만에 채택됐다. 11 년 동안 한국은 

내정과 외교 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도 정권교체, 

정당, 남북관계 변화, 국제관계, 언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의 통과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법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의 시작 

한국 북한인권법의 제기는 국내정치보다 국제정치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1994-98 년 북한의 대규모 식량난으로 탈북자 수가 급증하면서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쏠리었다. 

1990 년대는 북한의 극히 어려운 시기였다. 북한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이 있으며 경제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대외 관계 측면에서 러시아는 

1995 년 9 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우호 조약을 해제했다.52 한때 냉각 된 

러시아 - 북한 관계는 북한에 큰 타격을 주었다. 더구나 국내 계획 경제 

체제의 폐단이 극에 달해 국민 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1995 년 

이후 북한은 연일 극심한 수해와 가뭄 등 자연 재해를 겪었다. 

1996 년에 북한의 식량 산출량은 250 만 톤에 불과했다. 53 1990 년부터 

                                                           
52
 高连福主编,东北亚国家对外战略,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2 年 8 月版,第 493 页。 

53
 世界知识年鉴(1997/1998),世界知识出版社,1998 年,第 8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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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년까지 북한 국민 경제는 9 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갔다.
54
 

북한 경제가 점차 저조 해져 심각한 식량난으로 대규모 기아와 많은 

주민들이 빠져 나갔다.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1990 년대 중후반부터 각종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국제사면위원회와 미 국무성의 각 국 

인권보고서를 비롯해 종교자유위원회의 종교자유보고서, 헤리티지재단 

인권보고서, 프리 덤하우스 인권보고서는 매년 북한인권의 참상을 

고발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 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김진아, 2004: 2).
55
 유엔 총회는 2005 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다수표로 통과시켜 왔다. 2014 년 유엔 인권 이사회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위원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거쳐 획기적인 문서이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 체제가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차별의 자유, 이동과 거주의 

자유, 기본 식량에 대한 권리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56
 2015년 

12 월에 미국은 유엔 상임 안전 보장 이사회 안건에 ‘북한 인권 침해 

행위’를 포함시켰다. 57 

세계 각국 차원에서도 북한인권문제가 강력한 논의 이슈로 되었다. 

미국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로비활동이 활발하게 

                                                           
54
 대한매일, 1999.4.14. 

55
 허준영, 김지혜,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 26권 1호, 2017.3, p36. 
56
 原文链接：http://www.un.org/ga/search/view_doc.asp?symbol=A/HRC/25/CRP.1 

57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Session 7575 Meeting(S/PV.7575),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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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면서 미국은 2004 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공표한다.
58
 이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4 년 10 월 

18 일에 서명하고 2008 년 10 월에 발효되었다. 북한 인권 법안은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뒤 미 의회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중시를 

받아 의회를 통과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이뤄졌다.  

미국 2004 년 북한 인권 법안에는 몇 가지 정책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미 정부는 2005 년부터 2008 년까지 매년 북한 인권, 민주, 

시장 경제를 촉진하는 미국 내 민간 및 국제 민간단체에 200 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앞으로 4 년간 800 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에 대한 ‘미국식 홍보’ 방송 시간을 하루 12 시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셋째, 미 국무부에 북한 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해 관련 지역과 

국가와 북한 인권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북한 외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연간 2000 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다섯째, 북한 주민이 한국 헌법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 주민은 미국 정치 망명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9
 그리고 2006 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탈북자 225 명이 직접 미국에서 도움을 

받았다. 또 250명 이상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갔다.60 

일본은 미국의 걸음을 바싹 뒤따르고 2006 년에 납치문제 그 

                                                           
58
 허준영, 김지혜: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p36,『한국정책학회보』, 제 26권 1호(2017.3): 25-54. 
59
 世界新闻报，2004 年 10 月 25 日。 

60
 Hollie McKay, How many defectors escape North Korea and why don't we hear more 

from them? , Fox News,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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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한이 납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일본정부는 외환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대북 송금을 중단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탈북자 보호하여 

노력하고, 탈북자를 지원한 민간단체에 대해 정보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12 월 10 일부터 16 일까지는 ‘북한 인권 침해 계발 

주간’으로 지정되었다. 김정일 당구는 일본에 온 납북자가 13 명이 

있고 그중에 8 명이 사망해 인정했다. 반면 일본 측은 이 숫자는 백여 

개다고 주장한다.
61
 

일본은 북한에 대응하여 2004 년 2 월 ‘외환 관리법’을 통과 시켰고 

2004 년 5 월에는 ‘특정 선박 진입 금지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게다가 2006 년에 통과 된 ‘북한 인권법’과 함께 북한에 대한 3 대 

법안이라고 불린다. 지난 두 법안은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과 달리 2006 년 일본 북한인권법은 인권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과 같은 민족인 이웃 나라로서 한국은 북한 내 인권 상황과 국제 

사회의 반응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2005 년에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실태보고서 발표하였고 2006 년에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발간했다. 2003 년 UN 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해 한국 국내에서도 북한인권관련단체들이 로비활동을 적극적으로 

                                                           
61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CRP.1 7, 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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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설립하라는 목소리도 매우 높다. 한국 

국가인권위가 2008 년에 북한인권포럼을 개최하고 2009 년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0 년에 

북한민주화운동본부와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가 북한요덕수용소 수감자 

254 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 민간 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2) 북한인권법안의 정세 배경 

 (1) 제 17대 국회 

2000 년대 중반이 당시 노무현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하였다.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되기 때문에, 한국 

국내에서 반미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다. 반면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화해정책을 실행되어 남북관계는 상대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2004 년 북한인권법을 작성할 때 한국 시민사회는 반대하여 대학생들의 

시위도 일어났다. 국내 여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는 2005 년 북한의 인권 

결의안에 대한 유엔 총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2006 년과 2007 

년의 두 차례 회의에서 투표를 기권했다. 62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이 통과시킨 북한 인권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62
 대한민국은 UN인권위의 북한인권결의안(2003년), UN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2005년)에 각각 불참, 기권 하였으나 2006년 UN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찬성하였다가 2007년에는 다시 기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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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과 일본, 유엔이 통과시킨 법안은 여전히 한국에서 충격을 

주었다. 한국 국내에서는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2005 년 8 월 11 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 17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최초로 발의했다.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원이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2005 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정부차원에 북한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되었다. 그리고 한국 국가인권위가 2006 년 12 월에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며 입장을 표명하였고 2007 년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침을 밝 했다.63 

제 17 대 국회 동안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 발의된 법안은 5 번이 있다. 

바로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의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2003 년), 공성진 

의원의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2004 년), 김문수 의원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2004 년)과 

북한인권법(2005 년), 그리고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의 북한 

인권문제를 내세운 강대국의 대북한 강권적 외교압력에 반대하는 

결의안(2005 년)이다. 

2005 년 8 월에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제기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 흐름이 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작용을 주는 우려가 있어서 결국 2006 년 9 월 25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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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 제 18대 국회 

2008 년 이명박이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정책은 강경해지면서 대북 

인권 정책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인권위, 통일부 등 국가기관들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들도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었다. 진보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북한인권 개선을 언급하여 시작했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2008 년부터 한국은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통과된 북한인권발의안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다. 남북 

관계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회피했던 이전 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의 외교 정책을 재조정함으로써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따르고 대북 압력 정책에 대해 활씬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2009 년 미국의 국제인권보고서, 2010 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2011 년 국제인권 단체인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 HRW)의 

인권정례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64   북한 인권논의가 단순한 인권 개선 및 증진을 넘어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직접 문제흐름이 구성되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는 이 시기의 한미 동맹 강화와 

                                                           
64
 허준영, 김지혜: “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p40,『한국정책학회보』, 제 26권 1호(2017.3): 25-54. 



 

50 
 

남북 관계의 악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제 18 대 국회 동안 ‘북한인권법’에 직접 관련한 발의안은 

북한인권법안(한나라당 황우여), 북한인권증진법안(한나라당 황진 하),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안(한나라당 홍일표), 

북한인권법안(한나라당 윤상 현)이 있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명확한 

정치적 의제가 형성된 데다 여당이 기본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법안의 

핵심 내용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야당의 의견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3) 제 19대 국회 

2013 년 취임 초기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즉, 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수단을 통해 남북 

주민 간의 신뢰를 확립되고 향후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2004 년에 열린 한미외교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인권정책은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북한인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정권 교체는 정세에 큰 불확실성을 더해 주었다. 북한은 한미 

키 리졸브 연합 훈련에 반대하기 위해 2013 년에 3 차 핵 실험을 

시작했다. 또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고 판문점 연락 채널 

단절시킨다고 선언했으며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근로자들을 철수시켰다. 

반면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축구하여 2014 년에 

이산가족상봉회담을 개최하고 남북 화해 분위기를 노력하게 조성했다. 

그러나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지 못한 반면 남북관계는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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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었다. 2014 년 12 월에 김정은 정권이 9·19 공동성명(비핵화 

선언)무효를 선언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으로 선회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북한은 2016 년 1 월 6 일에 5 차 

핵 실험을 했고, 2 월 7 일에는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박근혜 정부는 

같은 해 2 월 7 일에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으로 한국에서 사드 제도를 

수립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 월 9 일에 개성공단을 단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훨씬 뛰어넘어 남북관계, 한미동맹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시기에 국제사회와 한국 국내에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미 의회가 2008 년 북한 인권법을 4 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후, 2012 년에 5 년 연장 할 것을 결정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도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를 의회 차원에서 제기했다. 세계 각국은 북한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법적 수준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3 년 라오스 탈북 고아 강제북송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는 

탈북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여 새누리당은 다시 

북한인권법에 대해 논쟁했다. 한국 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기록 

상설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2015 년에는 서울 UN 인권사무소가 

개소되기에 이른다. 65  시민사회에서도 북한 인권증진을 요구하는 

전국대학생협의회가 출범하고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 

이 정기적으로 열었다. 한국국민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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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높여졌다. 

야당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국민의 대북 인식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주목했다. 그럼으로 야당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이기 위해 TF 팀을 구성했다. 이런 국민의 관념 변화가 여야 

공감대의 형성에 대해 역시 큰 영향을 주었다. 

2005 년 8 월 11 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제 17 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이미 3 대 국회를 경험했다. 제 19 대 국회에서 

11개 발안(표 11)을 발의했다.  

북한인권법이 최초 발의된 11 년 후, 2016 년 3 월 2 일 제 19 대 

국회에서 재석의원 236 명 가운데 기권 24 명을 제외하고 반대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66 2016 년 3 월 3 일에 법률 제 14070 호로 제정되고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해 예정한다. 

 

 2.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제안대수 “제 17 대” 국회대별으로 의안 명을 

“북한”을 키워드로서 첫 번째 검색하고 30 개결과를 나타났다. 그 

다음에 의안 명에서 “인권”을 키워드로서 결과 내 재검색하였고 

결과가 10 개 나타났다. 법안만 뻐서 결국 분석대상으로 3 개 나타난다. 

즉, 제 17 대의 의안 중에 분 논문의 분석대성으로 된 법안은 3 개이다. 

같은 방법으로 제 18 대 법안은 5 개 나타나고 제 19 대 법안은 10 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제 17 대국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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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대국회까지 “북한 인권”관련한 법안은 총 18 개이다. <표 4>를 

보면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표 4> 

제안대수 번호 

발의 

시간 

법안명 발의자 

소속 

정당 

심사 

결과 

제17대 

(2004.5.30 

| 

2008.5.29) 

17-1 2005. 

6.27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 

황진하의원

등 97인 

한나라

당 

임기만

료폐기 

17-2 2005. 

8.11 

북한인권법안 

김문수의원

등 29인 

한나라

당 

임기만

료폐기 

17-3 2005. 

12.6 

북한의 반인권적ㆍ반국 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주성영의원 

등 11인 

한나라

당 

임기만

료폐기 

제18대 

(2008.5.30 

| 

2012.5.29) 

18-1 2008. 

7.4 

북한인권법안 

황우여의원 

등 23 인 

한나라

당 

임기만

료폐기 

18-2 2008. 

7.21 

북한인권증진법안 

황진하의원 

등 25인 

한나라

당 

임기만

료폐기 

18-3 2008. 

11.11 

북한인권재단 설립ㆍ운 영에 관한 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10인 

한나라

당 

임기만

료폐기 

18-4 2008. 

12.26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의원 

등 20인 

한나라

당 

임기만

료폐기 

18-5 2011. 

6.14 

북한민생인권법안 

 

김동철의원 

등 15인 

통합민

주당 

임기만

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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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2012.5.30 

| 

2016.5.29) 

19-1 2012. 

6.1 

북한인권법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새누리

당 

대안반

영폐기 

19-2 2012. 

6.15 

북한인권법안 

황진하의원 

등 20인 

새누리

당 

대안반

영폐기 

19-3 2012. 

8.20 

북한인권법안 

이인제의원 

등 11인 

선진통

일당 

대안반

영폐기 

19-4 2012. 

9.5 

북한인권법안 

조명철의원 

등 53인 

새누리

당 

대안반

영폐기 

19-5 2012. 

11.15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 

심재권의원 

등 10인 

민주통

합당 

철회 

19-6 2013. 

3.29 

북한인권법안 

심윤조의원 

등 16인 

새누리

당 

대안반

영폐기 

19-7 2013. 

7.25 

북한민생인권법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민주통

합당 

대안반

영폐기 

19-8 2014. 

4.28 

북한인권증진법안 

심재권의원 

등 26인 

민주통

합당 

대안반

영폐기 

19-9 2014. 

11.21 

북한인권법안 

김영우의원 

등 34인 

새누리

당 

대안반

영폐기 

19-10 2016. 

2.29 

북한인권법안(대안) 

외교통일위

원장 

 원안 

가결 

<표 4>를 보면 제 17 대 및 제 18 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들이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고 제 19 대 국회에서 제출한 법안들이 19-5 를 철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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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외에 모두 대안반영폐기 된다.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개요-

용어해설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로서 

국회에서 의안이 폐기되는 경우에 대해 설면한다: ①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국회법」 제 87 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②「국회법」상 의결시한이 경과한 

경우(국 112⑦•130②); ③의안의 제안취지가 상실된 경우; ④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헌 51). 대한민국 국회법과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67에 따라 

위원회심사, 전원 위원회심사, 본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후의 

의제도 되지 못하여 발의의원의 임기만료로서 폐기된다. 그리고 

대안반영폐기한 법률안은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는 것이다.  

제 17 대 국회에 2004 년 5 월 30 일부터 2008 년 5 월 29 일까지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이 총 셋 개 발의되었고 모두 한나라당으로 

발의하였다. 2005 년 6 월 27 일에 황진하의원등 97 인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17-1)을 제안하고 6 월 28 일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하여 토론한 후 의제되지 못해 2008 년에 임기마료폐기 

된다. 2005 년 8 월 11 일에 김문수의원 등 29 인은 「북한인권법」(17-2)을 

제안하고 8월 12일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다.  2006년 

9월 25일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하지만 의제되지 못해 임기만료폐기 된다. 

                                                           
67
 참조 “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도”, 의안정보시스템-의안개요-의안의 일반적 

심의절차, 20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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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와 17-2의 소관 위원회토론보고서를 보면 그 때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차이가 매우 심하다. 입법을 찬성한 측에 

남북통일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남북주민간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측에 북한인권에 관한 사항은 남북관계 진전과 

국제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되고 입법하면 정부의 유연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에 관한 입법제정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론을 받았다. 2005년 12월 6일에 주성영의원 

등 11 인은 「북한의 반인권적ㆍ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17-3)을 제안하고 2006 년 11 월 24 일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2007년 8월 8일에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한다. 

동 법안은 북한에 반인권ㆍ반국가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처벌할 수 있지만, 적용 가능성이 낮고 정주가 평화 통일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17-3는 채택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제 18 대 국회에 2008 년 5 월 30 일부터 2012 년 5 월 29 일까지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이 총 다섯 개 발의되었다. 2008 년 7 월 4 일에 

황우여의원 등 23 인은 제안한 「북한인권법안」(18-1)와 2008 년 7 월 21 일에 

황의원 등 23 인은 제안한 「북한인권법안」(18-2)은 11 월 7 일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한다. 2008 년 11 월 7 일부터 2010 년 2 월 11 일까지 

18-1 는 9 번째 소관위 회의를 거쳐 18-2 는 8 번째 소관위 회의를 거치고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다. 그리고 2008 년 11 월 11 일에 홍일표의원 등 10 인은 

제안한 「북한인권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18-3)과 2008년 12월 26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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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의원 등 20 인은 제안한 「북한인권법」(18-4)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토론한다. 2009 년 2 월 19 일부터 2010 년 2 월 11 일까지 18-3 는 6 번째 소관위 

회의를 거쳐 18-4는 7번째 소관위 회의를 거치고 모두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다. 

하지만 위에 넷 개 법안에 대해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제정은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보다 북한당구가 압력을 느낌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이 강하여 본회에 통과하지 못하여 결국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2011 년 6 월 14 일에 김동철의원 등 15 인은「북한민생인권법안」(18-5)을 

제안하고 6월 15일에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회부하지만 결국 임기만료폐기 된다. 

2011 년 후반부터 2012 년 5 월가지 북한인권 관련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 

의견교차가 심해서 1년 동안 다시 의제되지 못한다.  18-5의 발의자 소속 정당이 

통합민주당이고 18-1, 18-2, 18-3, 18-4는 모두 한니라당으로 발의하였다. 

재19대 국회에 2012 년 5 월 30 일부터 2016 년 5 월 29 일까지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이 총 열개 발의되었다. 2012 년 6 월 1 일에 윤상현의원 등 

11 인은 제안한「북한인권법안」(19-1), 2012 년 6 월 15 일에 황진하의원 등 

20 인은 제안한「북한인권법안」(19-2), 2012 년 8 월 20 일에 이인제의원 등 

11 인은 제안한「북한인권법안」(19-3), 그리고 2012 년 9 월 5 일에 

조명철의원 등 53 인은 제안한「북한인권법안」(19-4)은 같이 2012 년 9 월 

19 일에 외교통일위원회68에 상정한다. 2012 년 9 월 19 일부터 2016 년 2 월 

26 일까지 7 번째 소관위 회의를 거쳤다. 법률의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와  한국 국내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향후 정책 과제로서 

일관성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반대 의견은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68
 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12년에 외교통일위원회로 명칭변경된다. 



 

58 
 

북한당국에 압력을 줄 수 있기 인해 북한당국이 북한주민에 대한 통제 강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이다. 결국 위원회의 대안으로 「북한인권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이들 법률안은 모두 대안반영폐기 된다. 2012 년 11 월 15 일에 

심재권의원 등 10인은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 」(19-5)을 제안하고 2013년 4월 

17일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한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의해 19-5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을 도모하는 것을 강조하여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지만 시민적ㆍ정치적 분야의 북한인권 증진 사항을 

협소하게 규정한다는 단점이 있다. 2013년 4월 17일부터 2014년 2월 20일까지 

소관위 회의를 거치었지만 4 월 25 일에 철회하였다. 2013 년 3 월 29 일에 

심윤조의원 등 16 인은 「북한인권법안」(19-6)을 제안하고 4 월 17 일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한다. 2013년 4월 17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 6번째 

소관위 회의를 거쳐 2016년 2월에 위원회의 대안으로 「북한인권법안 (대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대안반영폐기 된다. 2013년 7월 25일에 윤후덕의원 등 12인은 

「북한민생인권법안」(19-7)을 제안하고 12월 24일에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한다. 

2013 년 12 월 24 일부터 2016 년 2 월 26 일까지 5 번쩨 소관위 회의를 거쳐 

대안반영폐기 된다. 2014 년 4 월 28 일에 심재권의원 등 26 인은 제안한 

「북한인권증진법안」(19-8)과 동년 11 월 21 일에 김영우의원 등 34 인은 제안한 

「북한인권법안」(19-9)은 2014 년 11 월 24 일부터 2016 년 2 월 26 일까지 같이 

6 번째 소관위 회의를 거치고 여전히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과 대북 

압력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모두 대안반영으로 폐기된다. 발의 정당 

차원에서 19-1, 19-2, 19-4, 19-6, 19-9 는 새누리당이 발의하였고 19-3 는 

선진통일당(2012 년 10 월에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해산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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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하였으며 19-5, 19-7, 19-8 는 모두 민주통합당이 발의하였다. 2016 년 2 월 

29 일에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인권법안 (대안)」을 제안하고 3 월 2 일에 

제340회 제7차 본회에서 원안가결으로 통과한다. 

다음에는 각 법안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다. 

 

 1) 제 17대 국회 

제 17 대국회의 제안은 황진하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17-1”라 한다), 김문수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17-2”라 한다)과 주성영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의 

반인권적ㆍ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17-3”라 

한다)이다. 17-1 과 17-2 은 정면으로 제기하는 대북인권정책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 17-3 는 북한에 있는 인권 침해자를 통일 후에 기소할 수 

있도록 제기하고 있다. 

이런 셋 가지 법안의 제안이유를 비교하면 차이성이 있다. 17-1은 인권 본연의 

가치를 강조하여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과 의약품의 

제공 등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기로 한다.  

따라서 식량ㆍ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그 지원이 필요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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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한편,  17-2 은  전자보다 국제관계에서 더 깊게 고려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대응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책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제안이유에서 이점도 반복하게 

강조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우리의 동포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임. 

그러나 북한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음.„„따라서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진정한 통일이란 있을 수 없음.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임. 

--｢북한인권법안｣(김문수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17-3 은 위의 두 법안을 비하면 북한 당국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북한정부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정치집단, 무력집단 및 그 조직원”으로 

정의하고 통일 후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 그들의 “반인권적ㆍ반국가적인 

범죄”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8 년 8 월 15 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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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집단, 무력집단 및 그 조직원이 대한민국의 통치력이 미치지 

아니한 기간에 저지른 반인권적ㆍ반국가적인 범죄 및 그 

조작ㆍ은폐행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도록하여 통일 후에 그 행위를 처벌하고 그 행위에 

의해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북한의 반인권적ㆍ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주성영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각 법안의 제 1조는 입법 목적을 명백하게 제시한다. <표 5>를 보면 이 셋 가지 

법안의 목적을 비교할 수 있다. 17-1 와 17-2 는 북한인권의 증진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17-3 는 북한의 반인권적ㆍ반국가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를 배제할 것이다.  

<표5> 

법안 목적(제1조) 

17-1 이 법은 식량ㆍ의약품 등의 부족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 지원과 이들의 인권보호․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7-2 이 법은 북한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을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17-3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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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집단ㆍ무력집단 및 그 조직원에 의하여 발생한 반인권․반국가적인 

범죄 및 그 조작ㆍ은폐행위와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함으로써 그 행위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17-3 의 조항이 짧게 되고 반인권적ㆍ반국가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두 법안과 내용상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17-

1 와 17-2 의 내용을 자세히 비교하기로 한다. <표 6>는 17-1 와 17-2 의 

법안내용을 요약한다. 

<표6> 

 주요내용 

17-1 

1.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라고 규정함. 

2. 국가는 인도주의 동포애의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북한 인권 증진함. 

3. 통일부에 북한주민지원ㆍ인권증진위원회를 둠. 

4.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주민지원ㆍ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함. 

5.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 

6. 국가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함.(배분 투명성을 

언급하지 않음) 

7.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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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북한 내 인권실태에 대해 정보를 수집ㆍ분석함. 

9.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과 유통될 수 있도록 함. 

10.국민에 대해 북한인권교육 및 홍보을 시행함. 

11. 남북교류ㆍ협력을 간화함. 

12. 민간단체를 활성화하도록하고 지원함. 

13. 통일부장관은 6개월 마다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함. 

17-2 

1.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함. 

2.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 개선 등을 위한 기분계획을 매년 수립함. 

3. 통일부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둠. 

4.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 

5.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둠. 

6.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둠. 

7. 정부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8.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기획단을 둠. 

9.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10.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인도적 지원를 실시하며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방지. 

11.북한주민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과 유통될 수 있도록 함. 

12.국민에 대해 북한인권교육 및 홍보을 시행함. 

13.정부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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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와 17-2 두 가지 법안을 비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북한인권대사, 기본계획,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서,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주민에게 정보 전달, 

대국민의 북한인권교육 및 홍보, 민간다체의 활성화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두 법안의 차이점을 보면, 첫째, 17-1 에서 “북한주민”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며 17-2 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한다.  

둘째, 17-1는 통일부에 북한주민지원ㆍ인권증진위원회를 두고 17-2는 통일부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둔다. 법안 조항에 의하면 북한주민지원ㆍ인권증진위원회과 

북한인권개선위원회의 업무는 큰 차이가 없고 인원구성에서 

북한주민지원ㆍ인권증진위원회가 문간전문가의 비례를 과반수로 정한다.   

셋째, 17-1 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언급하지 않고  17-2 에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기록ㆍ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규정한다. 

 

 2) 제 18대 국회 

제 18 대국회의 제안은 황우여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18-

1”라 한다), 황진하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하 “18-2”라 한다), 

홍일표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18-

3”라 한다), 윤상현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18-4”라 한다), 

그리고 김동철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다(이하 “18-5”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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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는 주로 북한인권재단에 대한 자세히 규정한다. 한편 다른 법안은 

대한민국정부의 대북인권정책에 대해서 기본원칙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것이다. 

제 18 대 국회의 다섯 개 법안은 제안의유로 분석하면 여전히 인권 본연의 

가치와 국제관계를 더 중요시한다. 18-1 는 인관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고 하여 

인권을 향상하시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대북인권정책은 

제도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인권은 국가를 초월하여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제적으로도 서로 감시와 협력을 통하여 인권향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북한인권법안｣(황우여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18-2 와 18-4 의 제안이유는 거의 똑같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대북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 등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18-2 과 18-4 는 남북관계, 국제관계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인권 본연의 가치만 집중하게 강조한다. 

 이 법은„„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전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안｣(황진하의원/윤상현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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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8-3와 18-5는 국제적으로서 받는 영향이 더 뚜렷하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은 북한 인권 현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 민주화를 

추진하여 남북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 및 사회 전반적인 부문에서의 체계적ㆍ지속적인 대응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방, 민주화 등과 관련하여 연구ㆍ분석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북한인권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홍일표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이 법은 식량ㆍ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북한민생인권법안｣(김동철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표 7>를 보면 제 18대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에 관한 법안들의 입법 목적을 

알 수 있다. 18-3 이외의 법안은 모두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다. 18-3 는 북한의 개방, 민주화, 통일을 

추진함을 더 중요시하고 생존권보다 자유권을 더 강조하는 점을 알 수 있다. 

<표7> 

법안 목적(제1조) 

18-1 이 법은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개선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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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8-2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들의 인권보호ㆍ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8-3 이 법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여 북한의 인권개선과 개방, 민주화 등과 

관련하여 연구ㆍ분석과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남북 화해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18-4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8-5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8-1와 17-2의 내용은 비슷하며 18-2와 17-1의 내용은 비슷하다. 위에 17-1와 

17-2의 내용을 이미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차이점을 제시할 것이다.   

먼전 18-1 와 17-2 를 비교할 것이다. 첫째, 18-1 와 17-2 는 모도 한국의 

북한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부터 점점 일어나는 것을 

반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받아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7-2은 18-1보다 남북통일을 더 강조하여 북한 내에 

발생한 인권침해 해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판한다. 둘째, 17-2 의 제 6 조에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함으로 규정하여 반면 18-1에 이런 기구는 없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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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의 제 10 조, 17-2 의 제 11 조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관한 규정이다.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17-2 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단이 공무원으로 구성되다 며 18-1 는 공무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한다고 한다.  

다음에는 18-2와 17-1를 비교할 것이다. 첫째, 제안이유 중에 북한 이탈주민에 

관한 해석은 17-1 는 “북한을 이탈하여 중국 등 인근 국가에서 인권유린과 감시로 

인한 어려움 속에 불안한 유랑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말은 은은하게 

중국 등 인근국가를 비판하는 뜻이 있어서 18-2 는 이런 표현을 삭제했다. 둘째, 

“북한 내의 인권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북한 외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주민에게 전달 및 유통”은 17-1 에 

통일부장관의 책무로 규정하며 서 한편 18-2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책무로 규정한다. 

셋째, 18-2 의 제 2 조와 제 12 조은 17-1 에 비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 더 

강조하게 규정한다. 넷째, 17-1 제 4 조는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위원회에 대해 

규정하고 18-2제4조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에 대해 규정한다. 주로 내용은 같은데 

인원 배치는 다르다. 17- 1 는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야한다고 위원 중 

과반수는 민간전문가로 한다고 했다. 한편 18-2 는 위원수가 15 인 이내 규정하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민간전문가로 한다고 했다. 

또한 17-1 와 18-2 는 17-2 와 18-1 에 비하면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17-2 와 18-1 는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하며 서 17-1와 18-2에 이런 표현이 없다. 

18-3 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북한인권재단을 처음에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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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북한인권재단에만 집중되고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사업, 운영재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북한인권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고 관련한 사항을 섬세하게 

규정한다. 

18-4 는 어느 정도 이전 제 17 대 및 제 18 대 국회에 제출하던 북한 인권 관한 

법안들의 결합적인 법안이다. 17-1 와 18-2 에서 정의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다”고 하는 것을 흡수하며 서 17-2 와 18-1 에서 제출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18-4 에도 보류한다. 그리고 18-

1 처럼 18-4 는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언급하지 않는다. 18-3 는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해도 불구하구 18-4 는 북한인권재단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도하나 주목받아야하는 점은 18-4는 처음에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주민에게 정보 전달 등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18-5 는 새롭게 나타나는 내용이 비교적으로 많고 이전의 법안들과 다른 점이 

많다. <표8>를 보면 18-5의 주요내용을 알 수 있다. 

<표8> 

 주요내용 

18-4 1.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라고 규정함. 

2.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원회를 둠. 

3. 통일부장관은 3 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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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 

5.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둠. 

6. 정부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7.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인도적 지원를 실시하며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방지. 

8.정부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함. 

9.국민에 대해 북한인권교육 및 홍보을 시행함. 

18-5 1. 통일부장관은 매년 북한 인권증진과 인도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함.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도 포함함. 

2. 인도적 지원을 시실하기 위해 통일부에 담당 기구를 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도 포함함. 

3.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를 설치함. 

4. 통일부 내에 인도주의정보센터를 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함. 

5.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함. 

6. 남북한 주민들간의 동포애를 기르기 위해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 

18-4 와 18-5 는 제 17 대 및 제 18 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들의 두 

가지 방향을 대표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북한 인권 법안은 어느 정도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제 18 대 국회에 발의한 법안들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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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9대 국회 

제 19 대국회의 제안은 윤상현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19-1”라 한다), 황진하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19-

2”라 한다), 이인제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19-3”라 

한다), 조명철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19-4”라 한다), 

심재권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이하 “19-5”라 

한다), 심윤조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19-6”라 한다), 

윤후덕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하 “19-7”라 한다), 

심재권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이하 “19-8”라 한다), 

김영우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이하 “19-9”라 한다), 그리고 

2016 년 2 월 29 일에 원안가결한 ｢북한인권법안｣(대안) (이하 “19-

10”라 한다)이다. 

번안들의 내용에 의한 제 19대 국회에 발의한 법안 중에서 19-1, 19-2, 

19-3, 19-4, 19-6, 19-9 의 대부분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비교해 

보자.  19-4 를 제외하고 다른 다섯 개 법안의 제안이유는 모두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인권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게 

강조하여 북한주민의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국제관계, 남북통일 등 정치적인 토픽을 언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및 최소한 자유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북한인권법안｣들은 합의에 도달한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 확보와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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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안｣(윤상현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19-4 의 제안이유는 생존권보다 자유권을 더 강조하며 북한당국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한다.  

인권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로서„„인권이 개선되면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곧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직결되는 것임. 하지만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유린하며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 

--｢북한인권법안｣(조명철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표9>를 보면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에 관한 법안 19-1, 19-2, 19-

3, 19-4, 19-6와 19-9의 입법 목적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19-1, 19-2, 19-3는 포함하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19-4, 19-6와 

19-9에서 없어진다.  

<표 9> 

법안 목적(제 1조) 

19-1 

& 

19-2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3 이 법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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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가지며,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한주민 등”의 기본적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북한인권개선과 대북인도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 이 법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인권 증진과 기본적 

생존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9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상현의원 대표 발의한 19-1 는 윤상현의원이 4 년 전에 대표 발의한 

18-4 와 주요내용이 매우 비슷하다. 18-4 에 비해 19-1 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19-1 는 

처음에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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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주요내용 

19-1 1.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라고 규정함. 

2.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원회를 둠. 

3. 통일부장관은 3 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함. 

4. 국제협력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북한인권대사를 둠. 

5.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함. 

6. 정부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함. 

7.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과 인도적 지원를 실시하며서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방지. 

8. 정부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함. 

9. 국민에 대해 북한인권교육 및 홍보을 시행함. 

19-2, 19-3, 19-4, 19-6, 19-9의 주요내용이 대부분 19-1와 비슷하다. 

이하는 19-1를 비교하고 법안내용의 변화를 분석한다. 

19-2 는 다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는 것을 포함하고 아울러 

법무부에 두는 것도 이전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관한 법안 조항과 

다르기 때문에 주목해야한다. 

19-3 는 18-4, 19-1, 19-2 에 없어진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다시 규정한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여전히 포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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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정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관련 단체에게 

방송통신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규정한다. 

19-4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둠을 규정하고 제 12조에 북한 

인권 침해사건 신고 등을 규정한다.  

누구든지 북한 인권과 관련된 침해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범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일부장관 

및 법무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안｣(조명철의원 대표 발의), 제12조 

19-6 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둠을 규정한다. 반면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대국민의 북한인권 교육 및 홍보, 

남북교류 협력의 강화, 민간단체의 활성화가 언급하지 않는다. 북한인권재단의 

설립도 포함하지 않는다. 

19-9 는 19-2 처럼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규정한다. 

다른 내용은 19-1과 큰 차이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 19-5, 19-7, 19-8 는 비교적 다른 방향으로 심화시키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더 중요시한다. 즉, 인도적 지원 및 남북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목할 만 한 점은 19-

5는 북한의 농업발전에도 많이 관심이 있다. 

 이 법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통한„„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북한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을 도모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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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단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임.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19-7도 남북관계의 발전은 주된 목표 중 하나이다.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19-8 는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을 함께 증진한다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출한다. 또한 북한 인권 이슈가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서 

영향을 받지 마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서는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자유권 증진은 대북인권화로,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접근되어야 함.„„생존권 증진에는 정치적ㆍ군사적 상황과 

연계되지 않는 글자그대로의 인도적 지원이 절실함.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의원 대표 발의), 제안이유 

<표 11>를 보면 19-5, 19-7 와 19-8 의 입법 목적이 거의 원전이 같다. 

모두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는 특징을 알 수 있다. 

<표 11> 

법안 목적(제 1조) 

19-5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과 그 이남지역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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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5, 19-7 와 19-8 의 주요내용도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치중하며 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여 남북화해를 도모하는 바를 

반응할 수 있다.  <표 12>에 이런 셋 가지 법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특히 19-1, 19-2, 19-4, 19-6, 19-9 에 회피하는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19-5 는 북한의 자발적인 농업 환경을 도모하고 농업발전으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에 북한농업개발위원회의 설치를 제기한다. 경험 전수를 통해 

농업기술지원, 북한지역의 농지복구ㆍ수리개발 사업, 산림녹화 사업, 

북한집단농장체제의 시장경제화 사업지원 등 무척 실무적인 조항을 규정한다. 19-

7의 주요내용은 제 18대 국회에서 김동철의원 대표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과 

대부분 내용이 똑같다. 독특한 점은 “제 3 국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보호하다”고 

법적으로 규정하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19-8 도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다. 19-7 와 19-8 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대신 

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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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주요내용 

19-5 1.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남북교류ㆍ협력을 바탕으로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2. 통일부에 인도적 지원센터를 둠. 인도적 지원사업과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함. 

3. 통일부에 북한농업개발위원회를 둠.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북한주민의 자발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함. 

4. 교육 및 홍보의 강화. 

19-7 1.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회보고를 함.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도 포함함. 

2. 인도적 지원을 시실하기 위해 통일부에 담당 기구를 둠.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도 포함함. 

3.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를 설치함. 

4. 통일부 내에 인도주의정보센터를 둠.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함. 

5.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함. 

6. 제3국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보호함.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7. 남북한 주민들간의 동포애를 기르기 위해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함. 

19-8 1.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은 남북한 상호간에 신뢰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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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자유관은 시민적 및 정치적 관리이고 생존관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관리이라고 규정함. 

3. 북한이탈주민 보호는 국가의 책무로 규정함. 

4.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함. 

5. 통일부에 인권대화자문위원회를 둠. 

6. 통일부에 인도적지원협의회를 둠. 

7.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도적지원사무소를 설치함.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함. 

8. 북한주민 인권의 인권개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함. 실태 조사 연구,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함. 

9.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회보고를 해야함.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함. 

19-5 는 철회되고 제 19 대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은 모두 

대안반영폐기 한다. 결과적으로 2016 년 2 월 29 일에 외교통일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대안)은 원안가결 된다. 즉, 최중 입법된 

｢북한인권번｣이다. 

2000 년대 초반부터 북한인권에 관한 논의는 점점 한국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제 17 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셋 개 있고, 제 18 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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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 있고, 제 19 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열개 있다. <표 13>는 이런 종 

18 개 법안 중에 16 개 법안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17-3(｢북한의 

반인권적ㆍ반국가적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와 18-3(｢북한인권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는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안 내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o”로 표시되고, 전여 언급하지 않은 것을 “x”로 표시된다. 전문한 조항이 

없지만 다른 사항에 관한 조항에 포함되는 것을 “ⓧ”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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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를 참고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북한 인권에 관한 법안들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공동적인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다. 18-2 부터 

“북한주민”에 대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새왈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배제한다. 법안들이 모두 인도적 지원과 국제적 협력을 법적으로 강조한다. 

북한인권대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설립,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 

실태조사, 그리고 대국민의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3 분의 2 이상의 법안들은 

찬성하는 태도를 표명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북한주민에게 정보전달을 

회피하는 점에도 3분의2 이상의 법안들은 공감대를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인권개선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국군포로ㆍ납북자ㆍ이사가족 문제 해결,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재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많다. 또한 대부분 법안은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지지하지만 결국 북한인권법에 이런 조항을 삭제하여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진 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한 분쟁이 입법전후에도 존재한다. 

 

 3.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이론적 패러다임으로 분석 

 1)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함 

17-2 와 18-1 에 “국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이라는 

조항이 있다. 특히 17-2 는 제안이유의 첫마디는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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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법안의 제 1 조에 먼전 

북한주민 인권보호를 대한민국 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관리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총 18 게 법안 중 17-2 와 18-1 밖에 다른 법안들이 이런 조항이 없다. 

결국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도 같은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은 이점에 대해서 지원중심적인 입장을 취한다. 

 2) 인도적 지원  

19-4 에 밖에 북한인권법안들은 모두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이 있다. 주로 두 

가지 측면에 집중한다. 하나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재원, 기술, 사업 등 

물질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을 북한주민에게 투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법안마다 강조하는 점이 다르다. <표 14>를 보면 알 

수 있다.  

<표14> 

 물질적 지원 투명성 확보 기타 

17-1 O O  

17-2 O O  

18-1 O O  

18-2 O O  

18-4 O O  

18-5 O X  

19-1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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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O O  

19-3 X O  

19-4 X X 인도적 지원을 언급하지 않음 

19-5 O X 인도적 지원센터 

19-6 X O  

19-7 O X 국군포로 납북자 이사가족 

19-8 O X 인도적 지원 사무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사가족 

19-9 O O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 

19-10 O O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 

제 17 대 국회 및 제 18 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은 물질적 지원과 투명성의 

확보를 다 언급하며 상대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 및 군사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은 더 강조한다. 17-1 와 18-1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법안에서 없다. 

19-3 와 19-6 는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항은 물질 지원 제공은 언급하지 않고 

투명성만 강조한다. 19-4 에 인도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다. 19-5 에 의하면 

인도적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센터의 책무는 물질 지원 제공과 

긴밀하게 연견되고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19-7 는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여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다. 

반면에 투명성 확보를 언급하지 않는다. 19-8 는  19-7 보다 “인도적 지원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하고 주로 내용이 비슷하다. 19-9는 물질적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다시 균형하게 규정하여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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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최종 입법한 북한인권법은 물질적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아울러 고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그리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사가족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자원을 정밀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지원중심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3) 국제적 협력 

국제적 협력은 지원중심 패러다임이나 관리중심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 후에 로직이 다르다. 지원중심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반면 관리중심으로 의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피난하는 목소리를 높여 국제 사회에서 유리한 지위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국제적 협력”에 관한 법안 내용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한편은 관련 국제기구 

국제단체 및 외국정부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활동이다. 

다른 한편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다. 17-2, 

18-1, 19-5, 19-8 에 “국제적 협력”에 관한 전문적 조항이 없지만 그 밖에 

법안들이 모두 국제적 협력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규정한다. 최종 입법된 

북한인권법은 국제적 협력의 내용을 보류되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국제적 

협력”에 대한 지원중심과 관리중심의 믹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북한인권대사 

18 개 법안 중에 18-5, 19-5, 19-7, 19-8 제외하여 대부분 법안은 

북한인권대사나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설치한다고 하였다. 

북한인권대사의 책무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북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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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활동을 추진하고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제 19 대 국회부터 북한인권대사에 관한 조항이 

북한인권대사/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의 임무는 집적하게 규정하지 않고 대신에 

“북한인권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다. 

사실 이런 조정이 북한인권대서에 대해 충분한 유연성을 줄 수 있다. 

북한인권대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대표처럼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를 연결하여 

대외 정보의 입장을 표명하고 대내 국제 상황을 보고한다. 이렇게 북한인권문제를 

국가의 시스템에서 납입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대사의 설치는 관리중심적인 

편으로 볼 수 있다. 최종의 북한인권법은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둔다”고  규정한다. 이점을 통해 관리중심의 입장을 알 수 있다. 

 5)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에 관한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법안에 의해 

매년이나 3 년마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관한 

기구나 국회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주로 1) 북한 인권 실태 조사; 2)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3)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4)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인권 문제를 해결함을 포함한다. 여기에 주목받아야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태도이다. 즉,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사가족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표 15>를 

보면 18-5, 19-5, 19-7, 19-8 를 제외하는 법안들이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내용이 있다. 그중에 17-1, 17-2, 18-1, 18-2, 19-3, 19-4 는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사가족 문제를 포함하며 18-4, 19-1, 19-2, 19-6, 19-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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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적인  문제는 북한뿐만 아니라 제삼국도 관련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더 여유가 생긴다. 최중 법안은 역시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사가족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은 지원중심적과 관리중심적인 내용은 다 포함하며   관리중심적인 

고랴가 더욱 뚜렷한 점을 알 수 있다. 

<표15>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이 

있음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사가족 문제를 포함함 

17-1, 17-2, 18-1, 

18-2, 19-3, 19-4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사가족 문제를 

포함하지 않음 

18-4, 19-1, 19-2, 

19-6, 19-9, 19-10 

기본계획이나 집행계획이 없음 
18-5, 19-5, 19-7, 

19-8 

 6) 북한인권개선위원회 

제 17 대 국회에 17-1 는 북한주민지원·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7-2 는  

북한인권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제 18 대 국회에 18-2 는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제 19 대 국회에 19-5 는 인도적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19-8 는 인도적지원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한다. 위에 다섯 

개 법안에 주장한 기구들은 이름이 다르지만 운영 임무가 비슷하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다른 법안과 최중 법안에 비슷한 조항이 없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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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기존의 국가 기구와 엄무 중복하는 문제이다. 행정 효율은 주요한 관심이기 

때문에 지원중심이나 관리중심적인 주장을 구현하는 것은 상관성이 명확하지 

않는다.  

 7)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법안은 17-1, 18-2, 19-5 에 밖에 없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자문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하기로 설치한다. 민간 전문가를 통일부 장관의 위촉을 통하여 임명한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는 당면한 문제는 북한인권개선위원회처럼 대북압박의 상징적 

요소로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책라인에 중복을 초래하여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회에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둔다”며 “위원회는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 분의 1 씩 동수로 추천한다”고 규정한다. 비교적으로 이런 

기구는 상징성이 더 강하고 민간 전문가보다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의 역할을 

강화시켜서 민주성도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 조항이 관리중심적인 

편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 여부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가장 많이 이견이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처음에 17-2 제 9 조는 “북한 안에서의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89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는 규정이 있다. 이건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북한인권침해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류하는 듯이다. 반대 의견은 주로 남북관계에 대한 소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이다.  

<표16>를 보여 17-2 이후 18-2, 19-1, 19-5를 제외하는 법안들이 다양한 조정을 

한다. 18-1, 18-4, 19-3, 19-4, 19-6 는 17-2 과 같아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하며 19-2 와 19-9 는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둔다고 한다. 법무부에 둔다면 ‘북한인권침해자’를 한국 

국내법으로 하는 기소권을 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강한 관리중심적인 

특징을 볼 수 있다. 18-5 와 19-7 는 통일부 내에 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한다고 

19-8 는 통일부 내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인도주의정보센터 및 

인권정보센터는 비교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사가족 문제를 

강조한다. 특히 인도주의정보센터는 북한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언급하지 않고 

지원중심적인 특징이 뚜렷하다. 

<표16> 

상관 기구 없음 17-1, 18-2, 19-1, 19-5 

북한인권기록

보존소 

국가인권위원회 17-2, 18-1, 18-4, 19-3, 19-4, 19-6 

법무부 19-2, 19-9 

인도주의정보센터(통일부 내) 18-5, 19-7 

인권정보센터(통일부 내) 19-8 

최종 입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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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납북자·이사가족과 관련된 사항도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담당한다. 

그리고 기록센터에서 보존하는 자료는 3 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한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북한 내에 인권침해사례의 증거를 보존할 수 있지만 한국 정부의 기소권을 

보류하지 않는다. 결국 통일부는 주로 담당 기구로 되고 법무부의 역할이 저하된다. 

따라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관리중심으로 제기되며 서 지원중심과 관리중심의 

타협하는 결과로 이루어진다. 

 9)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중심적인 대북 인권 관여수단이다. 제 17 대 국회 및 

제 18 대 국회(18-5 를 제외)에 제출한 법안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 19 대 국회부터 편화가 된다. 19-1, 19-2, 19-3, 

19-4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5, 19-6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19-7, 19-8, 19-9 는 18-5 처럼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대신 국회보고에 대해 규정한다. 국회보고에 관한 부분은 18-5 및 19-7 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없고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사가족만 

강조한다. 대비하여 19-8와  19-9는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중요사항을 국회보고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국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직접적으로 입법되지 않고 

국회보고에 포함된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대한 입장은 

지원중심적인 편에 좀 더 치중하지만 관리중심과 지원중심의 믹스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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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는 매운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의 인권보호는 대한민국 각계 정부의 책무로 

된다. 인권 개년의 보편성에 따라 이런 특수 단체를 무시할 수 없다. 제 17 대 

국회에 제출한 17-1와 17-2, 그리고 제18대 국회의 18-1, 18-2와 제19대 국회의 

19-3는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는 노력해야한다는 

전문적인 조항이 있다. 18-5, 19-7와 19-8는 전문적인 조항이 없지만 18-5와 19-

7
69
는 제 4 조 국회보고, 제 5 조 인도적 지원, 제 7 조 인도주의정보센터에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을 언급하며 19-8는 제9조 인도적지원사무소의 설치, 

제 10 조 인권정보센터의 설치, 제 12 조 국회보고에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을 언급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는 항상 남북관계를 영향할 수 

있는 외교 문제로 되고 다른 상관된 법률안이 이미 있기 때문에 관리 중심적 

관점에 의하면 북한인권법에 이런 문제를 특별히 규정하는 필요가 없다. 18-4, 19-

1, 19-2, 19-4, 19-5, 19-6, 19-9 에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전연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제 13 조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제 15 조 

국회보고에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여 다른 부분에 찾을 수 

없다. 일부 지원중심의 특징을 보류하며 지원중심과 관리중심을 결합하는 것으로 

된다. 

                                                           
69
 19-7는 18-5에 있는 제 9조 “제 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를 없음을 제외하여 다른 

부분 내용이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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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제 3 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운 민감한 정치 문제가 된다. 외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나오고 중국이나 

라오스,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거주한다. 하지만 제 3 국의 강제북송 정책을 

인해 북한이탈주민 문제을 언급할 때 제 3 국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리중심적인 입장을 취하여 제 3 국과의 외교관계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제 17 대 국회에 제출한 17-1 및 17-2 와 제 18 대 국회에 제출한 18-1 및 

18-2 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에 대한 전문적인 조항이 있지만 그 후에 발의한 

법안들에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진 다. 18-5 와 19-7 의 제 7 조 

인도주의정보센터 그리고 19-8 의 제 4 조 국가의 책무에 북한이탈주민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19-7는 제9조 ‘제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에 “정부는 제3국을 

통한 탈북자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종 

입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이탈주민이나 탈북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이점에 

대한 관리중심적인 입장을 알 수 있다. 

 12)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 

서구 국가의 자유민주 제도와 달아 북한은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자유민주 세계의 정보를 전달할수록 북한은 점점 민주화 될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전달하면 북한의 

정치제도를 흔들 수 있어서 북한 당구는 압력을 느낌을 수 있다. 그래서 

자유민주의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실 

‘압력전달’의 관리중심적인 행동이다. 자유주의의 평화한 정신에 의하여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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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를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한다. 17-1, 17-2, 18-1, 18-2, 19-3 를 

제외하여 다른 법안들이 정보전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점은 

지원중심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3)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북한 인권증진을 위해 남북한 주민 사이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19-6 와 19-8 

외에 다른 법안들은 모두 “북한 내 인권실태와 개선에 관한 대국민교육 및 홍보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객관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남북한 주민 사이에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북한인권법은 이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대국민 교육 및 홍보는 작업 차원에서 

간단한 것이 아니다. 매운 현실적인 문제는 필요한 경비이다. 교육과 홍보의 내용, 

대상 등 이슈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실효성이 약하다. 그래서 

관리중심에 의하면 민간차원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보다 정부는 행위자 주체로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점은 더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관리중심의 관점을 볼 수 있다. 

 14) 민간단체 지원 

북한인권과 관련하는 민간단체는 주로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고 지원 사업을 참여하는 민간단체, 다른 하나는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북한인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민간단체이다. 전자는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리를 강조하여 지원중심적인 

특징이 있고 후자는 북한주민의 시민적 자유권을 강조하며 북한 내 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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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여 북한당구에게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중심적인 특징이 있다. 17-

1,17-2, 18-1, 18-2, 18-4, 19-1, 19-2, 19-3, 19-4에 모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전문적인 조항이 있다. 다만 17-2 는 “북한인권 개선등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18-1는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 납북자,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입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미간단체”를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이 두 가지 법안 외에 민간단체 지원을 언급하는 법안들이 지원할 

민간단체의 성질에 대한 표현이 비교적으로 애매하다. 17-1,  18-2, 18-4, 19-1, 

19-2 는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를 사요하고 19-3 는 

‘북한인권개선활동관련단체’를 사요하고 19-4 는 ‘국내외민간인권단체’로 

표현한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특성을 명확하지 않으면 그 후에 지원중심이나 

관리중심적인 입장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18-5, 19-5, 19-6, 19-7, 19-8, 19-

9에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다. 

결국 북한인권법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전문적인 조항이 없지만 제8조 인도적 

지원, 제10조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서 언급한다.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을 규범화하도록 하고 추진해야 하며 남북인권대화 및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유권보다 사회권을 더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관리와 지원를 함께 고려한다. 

 15) 북한 인권 재단 

2008 년 11 월 11 일 제 18 대 국회에 홍일표의원 대표 발의한「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18-3)은 북한인권재단을 처음에 제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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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목적이다. 18-3 의 제 5 조 사업에 의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북한 인권 침해 실태의 기록에 대한 보존 및 검증도 

북한인권재단의 사업이다. 제 19 대 국회에 제출한 19-1, 19-2, 19-3, 19-4 에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한 조항으로 올린다.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그리고 국내외 활동을 지지한다고 한다. 이건 

보면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 사회권보다 자유권을 더 강조하여 

관리중심적인 입장을 취한다. 19-5, 19-6, 19-7, 19-8에 북한인권재단을 언급하지 

않고 19-9의 제9조에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다시 제기하고 일정한 수정을 한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개선 정책개발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도 

포함된다. 최종 북한인권법은 19-9 에 방안을 참고하여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목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변화는 어느 정도 지원과 

관리가 타협하는 것을 반응할 수 있다. 

 16) 남북 교류·협력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때 남북관계는 피할 수 없는 토픽이다.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북한인권 이슈는 외교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될 수 있고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자유주의의 

평화정신에 따라 북한인권 개선을 통해 남북평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 17 대 국회부터 제 19 대 국회까지 북한인권에 관한 18 개 법률안에 

17-2, 18-1, 19-6를 제외하여 다른 법률안이 모두 남북교류·협력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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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남북 인권대화의 추진에 관한 조항이 있다. 2016 년 3 월 3 일에 국회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여 남북인권대화를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한 부분으로 규정한다. 벌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제7조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에 대해 전문적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을 통해 지원 중심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위에 제 17 대 국회부터 제 19 대 국회까지 발의한 18 개 북한인권 관련 

법률안의 각 항목을 지원중심과 관리중심의 이론적 틀에 따라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고 복한인권법에 대해 전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전문에 <표 4>에 의해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은 “임기만료폐기”한 법안과 

“대안반영폐기”한 법안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3>를 결합하여 

지원중심과 관리중심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의 그룹 분석을 

할 수 있다. 각 항목은 지원중심적인 편에 있으면 +1 로 나타나고 

관리중심적인 편에 있으면 -1 로 나타난다. 지원중심과 관리중심의 

믹스는 0 로 된다.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면 북한인권법의 전체적인 

성향과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표 17> 임기만료폐기 법안 

  17-1 17-2 18-1 18-2 18-4 18-5 

1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함 

+1 -1 -1 +1 +1 +1 

2 인도적 지원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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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적 협력 0 -1 -1 0 0 0 

4 북한인권대사 -1 -1 -1 -1 -1 +1 

5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0.5 +0.5 +0.5 +0.5 -0.5 0 

6 북한인권개선위원회 0 0 0 0 0 0 

7 북한인권자문위원회 0 -0.5 -0.5 0 -0.5 -0.5 

8 북한인권기록보존소 +1 -0.5 -0.5 +1 -0.5 +0.5 

9 북한 인권 실태 조사 -1 -1 -1 -1 -1 +1 

10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1 +1 +1 +1 -1 +0.5 

11 북한 이탈 주민 보호 +1 +1 +1 +1 -1 +0.5 

12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 -1 -1 -1 -1 +1 +1 

13 대국민 교육 및 홍보 +1 +1 +1 +1 +1 +1 

14 민간 단체 지원 0 +1 +1 0 0 0 

15 북한 인권 재단 0 0 0 0 0 0 

16 남북 교류•협력 +1 -1 -1 +1 +1 +1 

법안별 총계 4.5 -1.5 -1.5 4.5 -2.5 8 

그룹 총계 11.5 

먼전 <표 17>를 보고 임기만료폐기 된 법안을 분석하다. 각 법안의 각 항목을 

지원중심과 관리중심의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점수가 나타난다.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면, 법안별 총점의 점수를 얻을 수 있다. 17-1 는 4.5 점, 17-2 는 -

1.5 점, 18-1 는 -1.5 점, 18-2 는 4.5 점, 18-4 는 -2.5 점, 18-5 는 8 점으로 

나타난다. 즉, 17-1, 18-2와 18-5는 자유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17-2, 18-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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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는 관리중심적인 특징을 표현한다. 다시 말하면 임기만료폐기 된 6 가지 

법안들이 3 개는 지원 중심적이고 3 개는 관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원중심에 입장을 둔 의견과 관리중심에 입장을 둔 의견 사이에 차이가 매우 

심하다. 더 하나 주목받아야 하는 것은 이런 6 개 법안의 점수를 더하여 총계 

11.5점으로서 전체적으로 지원중심의 특징이 뚜렷하다. 

<표 18> 대안반영폐기 

 19-1 19-2 19-3 19-4 19-5 

철회 

19-6 19-7 19-8 19-9 19-10 

1.북한주민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함 

+1 +1 +1 +1 +1 +1 +1 +1 +1 +1 

2.인도적 지원 +1 +1 -1 -1 +1 -1 +1 +1 +1 +1 

3.국제적 협력 0 0 0 0 -1 0 0 -1 0 0 

4.북한인권대사 -1 -1 -1 -1 +1 -1 +1 +1 -1 -1 

5.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0.5 -0.5 +0.5 +0.5 0 -0.5 0 +0.5 -0.5 -0.5 

6.북한인권개선위

원회 
0 0 0 0 0 0 0 0 0 0 

7.북한인권자문위

원회 
-0.5 -0.5 -0.5 -0.5 0 -0.5 -0.5 -0.5 -0.5 -0.5 

8.북한인권기록보

존소 
+1 -1 -0.5 -0.5 +1 -0.5 +0.5 +0.5 -1 -0.5 

9.북한인 권 실태 

조사 
-1 -1 -1 -1 +1 +1 +1 -0.5 -0.5 -0.5 

10.국군포로•납북

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1 -1 +1 -1 -1 -1 +0.5 +0.5 -1 +0.5 

11.북한이탈 주민 

보호 
-1 -1 -1 -1 -1 -1 +1 +0.5 -1 -1 

12.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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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국민 교육 

및 홍보 
+1 +1 +1 +1 +1 -1 +1 -1 +1 -1 

14.민간단체 지원 0 0 0 0 0 0 0 0 0 0 

15.북한인권 재단 -0.5 -0.5 -0.5 -0.5 0 0 0 0 -0.5 -0.5 

16.남북교류•협력 +1 +1 +1 +1 +1 -1 +1 +1 +1 +1 

법안별 총계 0.5 -1.5 -2 -2 5 -4.5 8.5 4 -1 -1 

그룹총계(19-5제외) 1 

<표18>는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여 법안별 점수를 얻어 대안반영폐기 된 법안을 

분석하다. 19-1는 0.5점, 19-2는 -1.5점, 19-3는 -2점, 19-4는 -2점, 19-5는 

5 점, 19-6 는 -4.5 점, 19-7 는 8.5 점, 19-8 는 4 점, 19-9 는 -1 점, 19-10 는 -

1점으로 나타난다. 즉, 19-1, 19-5, 19-7와 19-8는 지원 중심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19-2, 19-3, 19-4, 19-6, 19-9 와 19-10 는 관리중심적인 특징을 표현한다. 

19-5 는 철회되기 때문에 여기의 분석대성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대안반영폐기 된 법안들 중에 3 개는 지원 중심적이고 6 개는 관리중심적인 

법안이다. 대부분은 관리 중심적 특징이 가지고 있으며 9 개 법안의 총 점수는 

1 점으로 된다. 한 마디로 임기만료폐기 된 법안들보다 대안번영폐기 된 법안들은 

지원중심과 관리 중심적 의견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표 19> 북한인권법 

1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함 
x 지원 +1 

2 인도적 지원 o 지원 +1 

3 국제적 협력 o 믹스 0 

4 북한인권대사 o 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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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o 믹스(관리) -0.5 

6 북한인권개선위원회 x 명확하지 읺음 0 

7 북한인권자문위원회 o 관리 -0.5 

8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믹스(관리) -0.5 

9 북한 인권 실태 조사 ⓧ 믹스(관리) -0.5 

10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 믹스(지원) +0.5 

11 북한 이탈 주민 보호 x 관리 -1 

12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 x 지원 +1 

13 대국민 교육 및 홍보 x 관리 -1 

14 민간 단체 지원 o 명확하지 읺음 0 

15 북한 인권 재단 o 믹스(관리) -0.5 

16 남북 교류•협력 o 지원 +1 

총계 -1 

<표 20> 

 

2005 년에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하기부터 2016 년에 입법되기까지 

11 년 동안 발의한 18 개 법안들이 제출한 법률안 조항에 대해서 

-3

-2.5

-2

-1.5

-1

-0.5

0

0.5

1

1.5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지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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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분석한다. 이 16 가지 항목은 최종 입법된 북한인권법은 

포함하는 것이 있고 포함하지 않은 것도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지원과 

관리의 이론적 틀을 따라 각 항목을 평가할 수 있다.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함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것을 통해 지원 중심적 입장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인권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내용,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업무를 분석하면 관리 중심적 입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제한적인 관심,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관리 

중심적 입장을 뚜렷하게 표현한다.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개선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민간단체 지원, 북한 인권 

재단에 대해서 지원중심과 관리 중심적 관점은 타협을 달성한다. 결국 

각 항목을 평가하여 한데 모으면 북한인권법에 대해 종합적 성격을 

나타난다. 즉, 2016 년 3 월에 국회통관한 북한인권법은 <표 20>에 의해 

“-2”점으로 대체로 지원과 관리의 믹스가 되고 관리 중심적 특징이 

더욱 뚜렷하다.  

다시 말하면 인권 개년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면서 

현실주의에 의해 국가 이익을 추구한 수단이다. 국제 체제차원에서 

자유주의는 국제인권을 추진하기 위해 평화한 국제질서를 중요시하며 

반면 현실주의는 다른 외교이익을 위해 인권 목표를 포기할 수 있고 

인권을 인용하여 압력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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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때, 남북평화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주지  말고 북한주민의 

근본적인 생존권 및 사회권을 강조하는 지원 중심적 입장은 있으며 

남북권계뿐만 아니라 제 3 국(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정세를 

고려하여 북한에게 압력을 줄 수 있는 관여수단을 배제하지 않은 다양한 

수단을 취하고 북한주민의 시민권 및 자유권을 강조하는 관리 중심적 

입장도 있다. 이런 이론적 로직을 따라 북한인권법과 국회 통과하기 

전에 제 17 대, 제 18 대 제 19 대 국회에 발의한 18 개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하여 북한인권법은 지원과 관리의 믹스로 되고 비교적으로 

관리 중심적 특징이 더욱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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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북한인권법의 내용 및 쟁점 

 1. 북한인권법의 내용 

북한인권법에는 모두 17 조와 부칙 2 조가 포함돼 있다. 입법 목적부터 관련 

인프라 설치까지 규정괴고 정부 차원에 대북인권정책의 원칙과 집행 방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근거를 제공한다.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1> 북한인권법의 주요내용 

조항 주요내용 

제1조 
(목적)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①북한주민의 존엄과 가치，행복을 

추구할 권리 확인 ②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③필요한 재원을 마련 

제3조 
(정의)"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제5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 

제6조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3년마다)과 집행계획(매년)을 수립 및 

국회에 보고 

제7조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정부는 남북인권대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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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도적 지원)국가와 민간단체 등이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 

제9조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국가는 인적교류ㆍ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설치 

제10 -12조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운영, 임원의 구성) ①북환인권 실태 

조사, 정책개발, 북한인권을 위한 사업 등 ②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에 수입금으로 운영 

제13조 
(북한인권기록센터) ①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②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제14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제15조 (국회 보고) 통일부장관은 매년 국회에 보고 

제1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 (벌칙) 

부칙 (시행일) (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북한인권법, 저자가 정리함. 

 

북한인권법에는 모두 17 조와 부칙 2 조가 포함돼 있다. 입법 목적부터 관련 

인프라 설치까지 규정괴고 정부 차원에 대북인권정책의 원칙과 집행 방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한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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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의 법령내용을 보면, 주목을 받아야한 점이 있다. 첫째, 

제 1 조에 따라 입법목적은 북한주민의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건 전문에서 언급하던  현대 인권개념의 세 가지 범주를 다 

포함한다. 자유권을 추구하기 위해 주로 국가 기구를 설치하여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둘째, 제 3 조는 북한인권법의 보호 대상인 북한주민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다고 규정한다. 즉, 북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이다. 여기에 존재한 쟁점을 아래 문장에서 상세히 해석할 

것이다.  

셋째, 제 5 조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인원구성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다고 한다. 제 12조는 북한인권재단의 임원 구성에 대해 

같은 규정이 있다. 그리고 법령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이 

여덟 번으로 나타난다. 70  대통령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비교적인 큰 

권려를 보유하고 다른 한편으로 여야 균형 있게 하기 위해 

정당배분원칙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어떤 문제(탈북자 문제와 납북자 문제)를 

                                                           
70
 북한인권법의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1 조, 제 12 조, 

제 1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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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며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전면적인 제도 건설을 더 중시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미국과 일본의 태도와 비교할 때, 

한국의 북한인권법은 좀 더 온건하다. 

 

 2. 북한인권법에 대한 쟁점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 임기 내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71 그러나 북한인권법에 대한 쟁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쉽지 않는다. 다음에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주로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다. 

 

 1) 입법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쟁점 

북한인권법의 제 1 조에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한다. 이 조항은 통일과 관련이 깊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남북 체제 평화공존과 1 국 2 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기존의 

‘합의통일원칙’을 벗어나 김정은체제 붕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능동적 통일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흡수통일론).72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남북통일과 연결되는 것은 자유주의자 남북평화의 

                                                           
71
 한동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 30권 제 4호, 

pp.129-161. P147. 
72
 이원웅,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新亞細亞』, 23권 2호,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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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사무를 대한민국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흡수통일의 의도는 여전히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취한다. 

북한인권법의 기본원칙과 통일정책이나 남북관계 간의 긴밀한 관계를 

법안 제 2 조 제 2 항으로 도 볼 수 있다.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이 조항에 대해 여야 협의과정에서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방식과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정착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규정방식이 대립하였다. 73  이 같은 서면 용어의 

논란은 사실상 여야당이 인권 보호 책무와 한반도 평화정착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대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당은 국가의 인권보호 

책무는 한반도 평화정착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여당은 국가의 

인권보호 책무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비해 더 우선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인권증진’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평행으로 나타난다. 이런 관한 지원주심과 관리중심 간의  

논쟁이 여전히 존재한다. 

  

 2) 자유권 및 사회권 

제 1 조에 관한 쟁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인권 보호’와 ‘인권 

                                                           
73
 국회사무처,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340회, 2016.2.26., 4 면. 



 

108 
 

증진’의 구별이다. ‘인권 보호’이란 “국가나 국가기관의 

침해행위(abusive action)로부터 개인 또는 집단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74
 반면 ‘인권 증진’은 인권상황을 개선하거나 

촉진하는 것이고 국가 기구가  인권을 침해하는 의미가 없다. 이 개념 

구별은 실제로 다른 강조점을 의미한다. ‘인권 보호’를 강조하면 

자유권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 증진’을 강조하면 사회권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 

자유권 중심의 입장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사회권 

중심의 입장이 대립한다.
75
 자유권 중심으로 한 인권보호는 지원중심적 

입장에 출발하고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목소리로 비판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기구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하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수집·연구·보존·발간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시민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한다. 

반면, 사회권 중심으로 한 인권증진은 관리 중심적 입장에 출발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하지 않아 인도적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보존할 수 있는 

                                                           
74
  Dinah Shelton, PROTECTING HUMAN RIGHTS IN A GLOBALIZED WORLD,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Review, Vol.25, No.2 (2002), pp.273-322. 
75
 한동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 30권 

제 4호 2014년(겨울) 통권 87호,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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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기록센터를 대신 인도적 지원에 대한 법제화를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아닌 

인도적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결국 북한인권법 제 10-12 조와 제 13 조에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을 규정한다. 여당의 주장은 상대적으로 

온전하게 반영된다. 다른 한편으로 야당의 주장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 

제 8 조에 인도적 지원을 규정76하고 제 10 조에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대해도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한다. 

지원과 관리는 자유권 및 사회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달성된다. 

 

 3) 북한인권기록센터 

위에서 언급한 북한인권기록센터와 관련된 다른 쟁점이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과거 서독의 잘츠기터중앙기록보존소(Salzgitter 

Central Archives) 모델을 수용한 것이다. 77 잘츠기터중앙기록보존소의 

주로 임무는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 망명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문서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보관소는 독일 통일 이전부터 강력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다 통일 후 동독 

이탈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실과 범죄 행위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76
 북한인권법 제 10조 제 3항,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77
 이건묵,“동독주민과 북한주민의인권침해 기록보존소에 대한 정치적 갈등사례 

비교와시사점”,  『사회과학담론과정책』, 제 4권, 제 2호 (2011), pp.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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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해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실태 조사 업무는 북한인권재단과 종복하다. 

북한인권법 제 10 조 제 3 항에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규정하며 제 13 조 제 2 항에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여야 정치적 산물 으로 생성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업무 

분리문제이다. 여당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법무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야당이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통일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당의 법무부안은 통일이후 국내 형사법에 의한 가해자 

형사소추를 위한 기소권유 지 목적이 강하고 관리 중심적 특징이 

뚜렷하다. 그러나 야당은 기소권과 전문성이 없는 통일부에 존치하여 

기소권 유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었다.78 

결국 북한인권법 제 13 조 제 1 항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여 규정하며
79
 제 5 항에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 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고 규정한다. 이렇게 

야당의 의도에 의해  법무부는 기록의 보존 및 관리 기능만 가지고 

기소권이 없다고 의미한다.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인권법은 

현실주의보다 지원 중심적 입장을 취한다. 

                                                           
78
 이원웅,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新亞細亞』, 23권 2호, p71. 

79
 북한인권법 제 11조 제 3항,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제 13조제 1항,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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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적용대성 

북한인권법에 대해 또 하나 쟁점은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성이다. 

북한인권법 제 3 조는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북한인권법의 개념 및 내용의 적용대성이 분명히 북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뿐이다. 그러나 제 13조 제 2항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사업에 대한 규정이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 15 조 제 1 항에 국회 보고에 대한 규정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을 

포함한다.80 제 13 조와 제 15 조의 경우, 국군포로, 납북자와 이산가족도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상이다. 이런 상충 점에 대해서 북한인권법은 

비판을 받다. 

또 하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 주민만을 직접적인 법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재외 탈북자를 인권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외 탈북자문제는 정치화 가능성이 높아서 법적으로 

규정하면 한국정부는 정책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법은 재외 탈북자에 대해서 한계가 남이 있다. 국군포로, 

납북자와 이산가족, 재외 탈북자에 대한 태도는 사실 많은 정치 외교 

분야의 요소를 고려해서 북한인권법은 관리 중심적 입장에 두어있다.  

                                                           
80
 북한인권법 제 13조 제 2항,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제 15조 제 1항,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112 
 

북한인권법의 적용대성에 관련한 또 하나의 쟁점은 남한주민에 대한 

북한인권교육이나 대북 인권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81
 북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지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 북한 

상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면 남북 주민 간 인식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에는 남한주민 교육 관련 규정이 없고, 이후 

북한인권재단이 관련 교육 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매우 관리 

중심적 입장에 대해 비판이 많고 논쟁도 존재한다. 

 

  

                                                           
81
 이원웅,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新亞細亞』, 23권 2호, p72. 



 

113 
 

 Ⅴ. 결론 

북한인권법은 2005 년 8 월 11 일 처음 제기부터 2016 년 3 월 2 일에 

국회를 통과까지 벌써 11 년이다. 북한의 정치 체제와 상대적으로 

단절된 환경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복잡해졌다. 인권의 본원적인 내용, 인권의 국제화, 인권 정책은 모두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본 논문은 인권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이론적 패러다임을 제기하여 북한인권법의 발의 과정을 분석하고 

북한인권법의 이론적 특징을 제시한다. 

인권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기 전에 동서양의 인권 사상(소박한 민본 

사상, 인간의 주체성과 존엄)은 최초 기원전 5 세기나 4 세기에 이미 

출현한다. 16 세기부터 서양 사상가 그로티우스, 루소 등 “자연법” 

“천부인권”이론을 제기하여 풍부하고 인권에 대한 논란이 되었다. 

제 1 차 및 제 2 차 세게 대전에 대규모 인권 침해 사건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권의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권 및 주권 간의 갈등이 

날로 일어난다. 즉, 인권은 “초국가적 개념”이라고 인정한 주장이 

있지만 인권은 한 국가의 내정이라서 자국의 주권 범위 내의 일이므로 

타국이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조치를 실행할 때 다른 

이론적 패러다임에 따라 다른 인권정책을 취하는 가능성도 있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 및 현실주의 두 가지 전통적 국제 정치 이론을 

바탕으로 인권정책의 지원중심적과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을 제기한다. 

구체적으로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천부인권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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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분야에서 국제 질서와 평화 정신을 중요시하는 반면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에 의하면 인권은 국가의 이익추구의 수단 중에 

하나이고 도구적인 것이며 국제 관계 분야에서 주권 국가의 중심 지위를 

강조한다.  

1990 년대 중후반에서 북한의 대규모 식량난 등 문제를 인해 세계 

각국 차원에서 북한인권문제가 강력한 논의 이슈가 되었다. 한국 내에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제 사회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2005 년에 북한인권법은 처음에 제기한 후 11 년 동안 3 대 

국회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법률안을 계속 발의되었다. 북한 인권 관한 

법률안에 대한 쟁점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면 인권정책의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과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을 

적용한다.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으로서 북한인권법안은 남북관계의 평화 

유지와 사회권 보호 같은 인권 보상 방식을 더 강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당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피하고 

인도적 지원 등 경제 및 기술 개발에 도움 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취한다. 반면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으로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자유권을 더 강조하고  관여하는 방식이 우선하다. 

제 17 대 국회에 발의한 3 개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안, 제 18 대 국회에 

발의한 5 개 법률안, 제 19 대 국회에 발의한 10 개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지원 중심적이나 관리 중심적 특징을 

분석한다. 각 법률안의 내용을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함, 

인도적 지원,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대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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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개선위원회,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지원, 

북한 인권 재단, 남북 교류•협력 총 16 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지원 

중심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면 플러스 점수를 나타나고 관리 중심적 

패러다임에 부합하면 마이너스 점수를 나타난다. 결국 법률안의 지원 

중심적이나  관리 중심적 특징을 나타날 수 있다. 

제 17 대와 제 18 대 국회에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임기만료폐기 되지만  

임기만료폐기 된 법안의 점수를 더하여 총개 11.5 점으로서 전체적으로 

지원중심적인 특징이 뚜렷하다. 제 19 대 국회에 발의한 법률안들에 심재권의원 

대표발의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19-5)을 철회되어 제외하여 다른 법률안은 

모두 대안반영폐기 되었다. 대안반영폐기 된 법률안은 대부분은 현실주의적 특징이 

가지고 있으며 9 개 법안의 총 점수는 1 점으로 된다. 한 마디로 임기만료폐기 된 

법안들보다 대안반영폐기 된 법안들은 지원과 관리 중심적 의견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결과적으로 2016 년 3 월에 국회통관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호함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정보 전달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며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는 것을 통해 지원 중심적 특징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인권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내용,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며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제한적인 관심, 북한 이탈 주민 보호와 대국민 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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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통해 관리 중심적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개선위원회,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민간단체 지원, 북한 인권 재단에 대해서 지원과 관리 중심적 

관점은 타협을 달성한다. <표 21>에 의해 북한인권법은 “-2”점으로 

된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지원과 관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며  

비교적으로 관리 중심적 특징이 더욱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은 무엇보다도 북한주민의 생존권 및 자유권적 기본인권을 

대한민국 국내법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북한인권 보호와 증진을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로 입법되고 헌법의 관할권 조항과 자유민주 

통일정책을 선언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82
 11 년 동안 계속 분쟁된 

북한인권법의 내용은 관리 중심적  입장을 더 치중되지만 지원과 관리의 

조화로 이루어진 북한인권법은 통일정책의 관련성이 뚜렷하다. 북한 

당국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후기 남북관계 악화한 배경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이 남북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지만 지원과 관리 중심적 

의견은 타협을 달해서 정책조정공간을 보류한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출 수 있는 

수준83으로 대국외교 차원에서 유연성도 지킬 수 있다.  

 

 

                                                           
82 이원웅,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新亞細亞』, 23권 2호 (2016년, 여름), 

p78. 
83
 김한균,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 51호(2016.6), p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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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2, 2016,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opposition by abstaining 24 of the 236 

lawmakers. It has already been 11 years since it was first raised 

on August 11, 2005.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s an 

important part of South Korea's human righ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provides a policy guideline direction for a long time to 

come. This thesis compiles theories on human right concepts, such 

as the fundamental content of human right, combining them with two 

paradigms, aiding and managing, based on traditional international 

politics theory, which refers to liberalism and realism, and 

analyze the content changes and character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124 
 

Although there are still differences in academic views on human 

right, there is a basic consens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1979, an American scholar broadly adopted human right into three 

categories. First of all, it is the right of personal safety. The 

second is civil liberties and political freedom. The third is the 

economy and welfare rights. At the end of World War II, countries 

were firmly convinced of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right 

in the postwar world and making it an important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conflicts 

over human right and sovereignty for a long time, globalization of 

human right has been objective fact and actual status whe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implemented human 

right policies directed toward other countries.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can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establishing human right policies. This thesis attempts to cite 

two traditional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liberalism and 

realism, to provide a most representative view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s aiding which 

based on liberalism, human right is one of the key arguments and 

the emphasis of equality, and emphasizes "the spirit of pe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s managing which based on realism, human 

right is one of the various means in which the state pur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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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terests defined by power", and there is a doctrine that 

the problem should be solved by "sovereignty" frame. When it is 

specifically applied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iding 

emphasize maintaining peace between North and South and providing 

humanitarian aid, while managing emphasize prioritizing national 

interest and putt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on the 

legal system with practical diplomacy. 

The above is based on the legislation process and change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by raising a hypothesis on the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South Korea wa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such as regime differences, political parties, inter-Korean 

rel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the media and civil society, 

and so on. A total of 18 bills are selected as research objects, 

which were searched by the two key words “North Korea” and 

“human right” in UIC Information System. This thesis analyzes the 

reasons and content of each proposition item by item, and assesses 

the features of aiding or managing. 

When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law item by item,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aiding and 

managing. It is realistic to apply South Korea's Constitution to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far away. Liberalist argu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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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aid should emphasize material support, such as the necessary 

resources, technology, and business, while realist argue that human aid 

project must be transparent to the North Korean people. Referring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iding prefers to solve North Korea's human 

rights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system, while managing shows that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 can gain an advantageou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raising an evasive voice. North Korea human 

rights ambassador, like the representative of st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nects international affairs with domestic politics, by 

expressing his position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reporting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home. As such, it is clear tha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can be brought into the national system, which clearly 

shows a realistic stance. The argum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cord Preservation Center, an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also show the divergence of aiding 

and managing. The main difference i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survival situation of North Koreans or for strengthening the pressure on 

the North.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debates over the issue of a 

serious overlap within the 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activation of 

private sections. The fact-finding survey on North Korea'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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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uation and the delivery of information to North Koreans are realist 

human rights interventions because they can provide grounds for voices 

criticiz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According to liberalism it becomes 

the government'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of prisoners of war, 

abductees, and separated families, to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and to educate and promote the people, but realism tend to do nothing about 

these for considering diplomatic relationship. There is also a view of the 

liberal and realistic attitudes towards private organizations supporting 

them as a means of contacting the private sector. For instance, civil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material support and productive projects for 

the vulnerable North Koreans  show liberal characteristics, while those who 

conduct research on human rights condition in North Korea and raise up 

their voice against the North Korea government show realistic 

characteristics. We can figure ou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logic 

behind the items by analyzing the contents.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ich was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March 2016, does not 

mentio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s with the Constitution, does 

not legally protect passing information to North Koreans, and 

provide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ooperation, which shows the 

characters of aiding. On the other hand, it defin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orth's human rights ambassad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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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the basic plans and execution plans, and limited 

interest in the issues of South Korean captures, abductees, 

separated families and North Korean defectors, which shows the 

characters of managing. In addition, aiding and managing views 

achieve compromise on improv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pply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record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supporting private organization, and establishing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fund. Therefor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becomes a mixture of aiding or managing, and can be assessed as 

being more centered on man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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