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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9월

30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고령화실무그룹 회의에 이어 10월 1-2일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컨퍼런스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는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 및 결정하고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
(UN 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참가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참가 방향
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 고령화 실무그룹은 2011년 4월 제1차 회의
를 시작으로 총 10번의 회의를 통해 노인의 여러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고, 노인들이 겪
는 인권침해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해왔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은 유엔 고령화 실무
그룹 회의에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 해 제10차 유엔고령화실무그룹은 4월 15일부터 4일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는
데, 이 회의에 앞서 22개의 국가인권기구가 서면 답변서를 통해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9개
인권기구 및 국가인권기구 연합체에서 회의에 직접 참여했다. 이 때 국가인권위원회는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으로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주관한 부대행사에 패널로 참석
하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개소와 운영,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에 대하여 발표했다.
GANHRI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9월 30일)에 이어 개최되는 제4차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
(10월 1-2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럽연합과 공동주최하는 것으로 아셈 회원국들이 고령
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각 국의 노인인권 정책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고령 근로자
에 대한 차별 금지방안, 근로자의 평생교육, 기술향상 및 기술습득, 4차 산업혁명과 노인
의 인권, 세대 간 통합방안이라는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다루는 세션1에서는 독일 차별방지 사무소 (German
Anti-Discrimination Office)의 라이너 스타커 (Rainer Stocker), 국제 NGO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HelpAge International)의 에두아르도 클리앙 (Eduardo Klien)의 유럽 사례
소개와 국가인권위원회 송오영 과장의 한국 등 아시아 사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세션 2
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의 정부 부처, 필리핀의 국가인권기구의 참석자들이 노인의 교육을
주제로 각 국의 사례를 공유한다. 4차 산업혁명과 노인인권에 관한 세션 3에서는 유엔인
권최고대표사무소 (UN OHCHR)의 페기 힉스 (Peggy Hicks)를 포함 정부 부처, 연구소,
국제기구의 참석자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세대 간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세션 4에서는 유엔
인구기금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등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인권 NGO 소식
휴먼라이츠워치, 미국 요양시설 보호규제 완

유엔 소식

화시도에 우려 표시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미얀마 국가
고문에 로힝야족 탄압 사태 해결 노력 촉구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의 노인요양시설을
감독하는 정부기관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
터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항정신병약 투여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공식의
견을 제출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유
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더 늦기 전에 아웅
산수찌 미얀마 국가고문이 로힝야족 탄압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
다.

기존의 규제에 따르면 항정신병 약물을 투
여받는 노인은 14일마다 의사나 약사의 진
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진찰주기
를 70일로 확대하여 치매증상이 있는 노인
들의 사망위험을 높이는 약물에 대한 규제
를 축소하고자 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개정안을 철회하고 기존
의 보호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여 항
정신병 약물의 과다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
구했다. 실제로 이러한 약물은 환자의 행동
을 제어하거나 요양시설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요양시설의 거주자들이
치료방법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하고 약물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화학적 강박 (chemical
restraint, 환자의 자유와 움직임을 제한하
기 위한 약물의 이용) 대신에 노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직원을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내에는 요양시설의 항정신병 약물
투여에 관한 별도의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
나, 항정신병 약물의 경우 내과의사는 최대
1개월, 정신과의사는 최대 3개월까지만 처방
하도록 허용해 주기적으로 증상을 확인하도
록 하고 있다.
http://www.hrw.org/print/333780

이 특별보고관은 현재 미얀마는 매우 우려
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아웅산수찌 국
가고문이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총선에서
승리한 후 4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남아있는 로힝야족
은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
에 노출되어 있으며, 식량, 의료서비스, 교
육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난민들의 본국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하는 대신에 방글라데시의 탓을 하
고 있다고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위성사진을 통해 라카인주의 392개 마을이
파괴되었으며 이 중 320개 마을은 전혀 복
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이 드러났다. 이
는 미얀마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얀마가
로힝야 난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
어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특별보고
관은 비판했다.
특별보고관은 소수민족에 대한 군의 탄압을
방지하고 로힝야족이 라카인주에서 안전하
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책임 규명이 중요하
다고 강조했다. 더 늦기 전에 아웅산수찌 국
가고문이 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
s.aspx?NewsID=25009&Lang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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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F 회원기구들의 2018-2019 주요사업—
호주, 아프가니스탄 국가인권기구
2019년 APF (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연
례회의에서 각 회원기구들은 2018-2019년
도의 주요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주요 내용
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019년 9월 유엔 주요회의 일정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2018년 8월 “자유
와 평등”이라는 인권 담화를 개최하였다. 인
권의식을 제고하고 국내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파악하며, 향후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파트너십과 합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담화주제를 제출하고 담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에는 전국적
으로 인권관련 협의를 실시하고 관련 분야
에 관한 기술적 워크숍도 개최하려고 한다.

날짜
8/26-9/20
9/9-9/27
9/9-9/27
9/16-9/20

9/23-9/27

회의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2차 회기
아동권리위원회

비고

제

82차 회기
인권이사회 제42차
회기
강제실종

실무그룹

제119차 회기
장애인권리위원회
실무그룹

제12차

회기
아프가니스탄 독립인권위원회 (Afghanistan
Independent
Human
Rights
Commission)는 지난 한 해 위원장과 8명의
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조직을 새롭게 하였다.
2018년 한 해에만 7,120건의 진정을 접수했
으며, 이 중 5천 건 이상은 성폭력, 젠더기
반 폭력에 관한 것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인
권위원회는 2018-2019년도 아프가니스탄
여성 지위에 관한 여러 보고서를 발간했으
며, 이는 국가기관, 정부 기구 등에 실질적
인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또한 무력분쟁 및 테러 희생자의 권리에 대
한 국가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권리
보호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아프가니스
탄 정부가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테러행위
희생자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고 2019년
유엔의 테러행위 피해자 지원 단체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http://www.asiapacificforum.net/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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