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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국제의원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은 의회를 여성의 권리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성 인지적 기관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 왔다. 정치활동에서의 여성폭력, 특히 의회 내
여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러한 목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의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회 내에서 여성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의 성격과 그 실태에 대한
자료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몇 건의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자료를 선도적으로 수집, 분석 및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통해 문제를 효
과적으로 파악하고,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 의회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하기 위
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관심이 분석에서 해법 모색 단계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회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다음의 목표를 추구한다.
Ÿ
Ÿ
Ÿ
Ÿ
Ÿ

될 것이며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
모든 사람이 중시되고 존중되며 존엄하게 대우받는 직장을 조성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가시성 제고 및 영향력 확대에 기여한다.
의회가 대중에게 대표성, 효과성 및 적법성을 갖춘 정치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의회가 사회의 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의회 내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여성이 직장 내 젠더 기반 폭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라는 사회악에 대항할 때 이 사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는 의
회의 효과적 운영 및 포용적 근로환경을 저해하는 폭력의 영향을 누구나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의 방지와 근절을 위한 포괄적, 포용적 및
성 인지적 정책을 고안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문제의 파악’이라는 제목의 서론에서는 현안과 배경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이후 부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진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Ÿ
Ÿ
Ÿ

1단계: 행동을 위한 결집
2단계: 관련 정책에 기준 명시
3단계: 실행

각 단계의 분석 내용에는 고려해야 할 일련의

질문 및 각국 의회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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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은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자체적인 대응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 국 의회는 다른 영역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가 어려운 의회가 있는가 하면, 정책의 실행과 모니터링이 난제인
의회도 있을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필요, 관심사 및 경험을 막론한 모든 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
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차적으로 의원, 그리고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 건강 및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성평등 또는 직장 내 평등 문제를 다루는 의회 위원회, 여성의
원 모임, 그 밖에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인권 존중적이고 포용적인 근로환경이 의회
에 자리 잡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타 이해당사자들도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정당 구성원 및 의회의 직원 노조 및 협회 대표자들에게도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PU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주된 위협으로 작용하는 성적 괴롭힘과 폭력의 만연
을 근절하려는 노력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마틴 춘공(Martin Chungong)
IPU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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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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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영국 및 스코틀랜드 의회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편집을 맡아 연구 단계부터 최종 원고 작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감독한 브리짓 피용
(Brigitte Filion), 가이드라인 제작에 필요한 연구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일부 섹션의 초안을 작성한
제랄딘 그레네(Géraldine Grenet),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감독 및 조언 활동을 한 자이나 힐랄(Zeina
Hila) 및 카린 자브르(Kareen Jabre)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을 제공한 소냐 팔미에리(Sonia Palmieri), 메그 문(Meg Munn), 유타 마르크
스(Jutta Marx) 등의 전문가들, 유럽평의회 의원총회(Parliamentary Assembly) 사무국의 리리 코파치디미셸(Liri Kopaci-Dimichele)과 엘로디 피셔(Élodie Fischer), 국제민주연구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의 산드라 페페라(Sandra Pepera), IPU 사무국의 카를라 쿠에바 이달고(Carla
Cueva Hidalgo), 마리아나 두아르테 무첸베르크(Mairana Duarte Mutzenberg), 로지에르 휘젱가(Rogier
Huizenga) 및 앤디 리처드슨(Andy Richardson)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가이드라인의 발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한 모든 분, 특히 편집 및 번역을 맡은 발레
리 볼드윈슨(Valerie Baldwinson), 마르틴 퀼로(Martine Cullot), 오렐 메르시에르(Aurélle Mercier) 및
에드워드 태너(Edward Tanner)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캐나다 외교통상부(Global Affairs Canada)와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은 이 가이드라인의 제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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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PU 여성의원포럼(2019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IPU

1단계: 행동을 위한 결집

1.1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또는 폭력의 용인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지도층의 정치적 의지
를 결집한다.
1.2 의회를 성차별 행위와 성별 기반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작업을
감독하기 위해 남녀동수, 초당적 합의 및 모든 범주의 의회 근무자를 대표할 수 있는 포용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한다.
1.3 의회의 국가적·국제적 의무 및 모범사례를 고려하여 이 분야에 관한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 정책
및 진정 메커니즘에 대해 평가한다.
1.4 의회 내 다양한 범주의 근무자들이 겪는 여러 형태의 성차별 행위와 성별 기반 폭력의 범위를 규정
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한 행위의 신고를 가로막는 장애물 및/또는 사건 신고 또는 진정
제기가 불가능했던 사례들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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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관련 정책에 기준 명시

2.1. 의회 내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의 대응을 위한
해당 기준을 의회 근무 관련 정책에 명시한다.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여 그러한 기준에

합의하고,

2.2. 정책에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2.2.1. 목적
Ÿ 성차별 행위와 젠더 기반 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적을 명시한다.

존중받는 직장의 구현 및 그 방안과 관련된 목

2.2.2. 역할과 책임
Ÿ 정책의 전반적 실행 및 그 진척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자를 확인한다.
2.2.3.
Ÿ

예산, 자원, 모니터링 및 평가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예산, 자원 및 모니터링·평가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다.

2.2.4. 금지되는 행위의 정의와 예
Ÿ 국제기준에 따라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을 정의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사례를 제시한다.
2.2.5. 대상 근무자 범주
Ÿ 정책의 적용을 받는 의회 내 근무자 범주 일체를 명시하고, 수평적(동료 간), 수직적(위계적)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제시한다.
2.2.6. 적용 범위
Ÿ 정책이 적용되는 근무 장소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지정한다.
2.2.7. 예방조치 및 지원 서비스
Ÿ 계획이 수립된 의식제고 및 교육훈련 활동에 대해 기술한다.
Ÿ 성차별적 및/또는 성적 괴롭힘 및 폭력 피해자들이 이용 가능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해 기
술한다.
2.2.8. 진정 처리 메커니즘
Ÿ 진정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할 기구(들)을 공식적으로 지정한다.
Ÿ 해당 기구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한다.
Ÿ 조사 및 면담을 포함한 진정 처리 메커니즘, 그리고 해당 메커니즘이 a) 비밀 유지, b) 진정인에
대한 대응성(responsiveness), c) 모든 당사자에 대한 공정성, d) 철저하고 공정하고 포괄적인 조
사 및 e) 적시성을 보장하는 방식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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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구제 및 배상
Ÿ 괴롭힘과 폭력의 중단,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 및 피해자 보상을 위해
조치를 명시한다.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2.2.10. 징계 및 제재
Ÿ 괴롭힘 또는 폭력 사실이 입증된 경우, 해당 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하여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계 및 제재조치를 명시한다.

징

3단계: 실행

3.1. 현행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의회 내 모든 근무자에게 해당 정책의 준수에 명
시적으로 동의할 것을 권장한다.
3.2. 산업보건안전 및 성차별·괴롭힘·폭력 대응에 관한 인식제고와 교육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러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3.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의료적·심리적·법적 정보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이고 비밀
이 유지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3.4. 안전 관련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필요 시 온라인 괴롭힘 및 사이버 집단 따돌림을 포함하여
제3자에 의한 위협, 공격 또는 성차별적·성적 폭력을 당하는 의원 및 의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
한 구체적 조치를 시행한다.
3.5.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른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한다.

3.6. 의회 내 남녀평등을 가로막는 기타 장애물 및 보건·안전·복지 관련 문제를 다룸으로써 직장문화
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3.7. 정책의 모든 측면을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 재정적·인적 자원을 충분히 할당한다.
3.8. 정책 실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 서비스, 진정 메커니즘, 의식제고 및
활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한다.

교육훈련

3.9.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기준자료(baseline data)를 비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시간 흐름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과 영향을 의회 근무자들의 경험과 인식 측면에서
평가한다.

3.10. 정책 실행 결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가시성을 제고하고, 경험, 교훈 및 모범사례를 여타 의회
및 IPU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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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 목록
ASGP

AVFT

ILO

PACE

NDI

MESECVI

OSCE-ODIHR

의회사무총장협회(Association of Secretaries General of Parliaments)
유럽 여성근로자폭력예방협회
(European Associa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t Work)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유럽평의회 의원총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국제민주연구소(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벨렘도파라 협약의 후속 메커니즘
(Follow-up Mechanism to the Belém do Pará Convention)
유럽안보협력기구 산하 민주제도인권사무소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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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문제의 파악

여성의원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에 관한 IPU-PACE 공동연구 출범을 위한 연극 공연
(2018년 10월 스위스 제네바 제139차 IPU 총회) ⓒ IPU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을 실질적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발생 경위를 파악하
며 문제를 공론화하는 활동은 문제의 방지 및 근절에 있어서 필수적인 단계이다.

서론에서는 우선 몇 가지 사실과 수치를

제시한다. 이후

효과적인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정의 및 ‘의회’라는 맥락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고, 가중 상황 및 개인과 기관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의지를 고취하고 의회 내에서의 문제 방지 및 대
응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주요 논점을 개괄한다.

a) 사실과 수치

2016년 및 2018년에 발표된 두 건의 IPU 연구에서는 극도로 만연한 여성의원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했다.1) 해당 연구에 따르면,
1) IPU, Sexism,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Women Parliamentarians, 2016,
https://www.ipu.org/resources/publications/reports/2016-10/sexism-harassment-and-violence-againstwomen-parliamentarians
IPU-PACE, Sexism,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Women Parliamentarians, 2018,
https://www.ipu.org/resources/publications/reports/2018-10/sexism-harassment-and-violence-aga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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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IPU 국제 연구 조사에 참여한 여성의원 중 82% 가 심리적 폭력(성적 및 성차별적 발언, 위협, 모욕
적이거나 성적 함의가 있는 사진 등)을 경험했다.
조사 대상 여성의원 중 65% 가 성차별적 발언에 노출된 적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 정당 및
소속 정당의 동료 남성의원들이 의회 건물에서 그러한 발언을 했다.
25% 는 신체적 폭력 피해를 입었다.
20% 는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IPU-PACE 유럽 지역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여성의원 중 85% 가 임기 중에 심리적 폭력 피해를 겪었다.
Ÿ 25% 는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그중 75% 는 가해자가 동료 남성의원이었고, 34% 는 성적 괴롭힘이
의회 건물에서 발생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의회 여성직원들이 겪는 성적·심리적 괴롭힘에 관한 불편한 사실을 보고했다.
Ÿ

Ÿ

Ÿ

조사 대상 여성직원 중 45% 가 근무 중에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그중 69% 는 가해자가 남성의원
이었다.
응답자 중 19%는 의회 근무 중에 의원 및 의회 직원으로부터 심리적 괴롭힘 또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이었으나. 여성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었다.

여성의원들은 온라인 공격에도 노출되었다.
Ÿ

유럽 지역 연구의 조사 대상 여성의원 중 58% 및 국제 연구의 조사 대상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성차별적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중

42%

가

소셜네트워크

여성의원에 대한 살인, 강간 및 폭행 위협의 주된 수단은 전자통신이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명의 시민이었다.

익

요컨대 여성 의원 및 직원에 대한 폭력 형태 중 IPU 연구에서 발견된 주된 형태는 전 세계 모든 직장
에서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과 동일한 종류였다.
Ÿ
Ÿ
Ÿ
Ÿ
Ÿ

모욕, 성차별적 위협 또는 성적 위협(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성적 괴롭힘
집단 따돌림
신체적 폭력
강간을 포함한 성폭행

종류 포함)

마지막으로, 이들 연구에 따르면 그러한 행위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의회는 소수에 불과했다.
women-parliamentarians-in-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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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Ÿ

Ÿ

현재 전 세계 42개 의회(상·하원 고려 시 53개 의회)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참여 의회 중 21% 가 의원에 대한 성적 괴롭힘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었고, 48% 는 의회 직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28% 는 의원용 진정 절차, 53% 는 의회 직원용 진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다.2)

b) 정의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및 젠더 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유엔 정의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발생 여
부를 불문하고 여성의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위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성별 기반 폭력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위협, 강압, 임의적 자유 박탈 등이 포함
된다.”3)

‘부록 1’에는 관련 국제문서 및 지역문서에서 권고하는 정의들이 수록되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의된 문서들은 그러한 폭력이 성별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폭력은
어떤 사회 또는 문화의 성차별, 성 역할 기대 및/또는 성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대상을 행사하
는 경우에 성별 기반 폭력으로 간주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2019년 ‘근로 영역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에서는 직장 내 젠더
기반 폭력 및 괴롭힘이라는 개념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동 협약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 및 괴롭힘을 다
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성별을 이유로 상대에게 가하거나 특정 성별의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
을 미치는 폭력 또는 괴롭힘으로서,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다.”4) 동 협약은 젠더 기반 폭력 및 괴롭힘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 영역에서 폭력 및 괴롭힘을 없
애려면 성 고정관념, 복합적 형태의 차별, 불평등한 젠더 기반 권력관계 등을 포함한 근본 원인과 위험
요인을 다루기 위한, 포용적, 통합적, 성 인지적 접근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성차별(sexism)

이 가이드라인은 성차별 행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그러한 행위는 기회 및 자유를 저해하는 위협,
공포, 차별, 배제 및 불안 환경을 야기하는 폭력의 연장선에 있다. ‘성차별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유럽
2) IPU, op. cit. ‘각주 1’ 참조, 2016. 제시된 수치는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일부 의회의 경우, 형법, 노동법, 그
밖에 성적 괴롭힘과 성별 기반 폭력을 다루는 국내 법령이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원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정책을 대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3,
A/RES/48/104,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ViolenceAgainstWomen.aspx
4) ILO 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 2019,
https://www.ilo.org/dyn/normlex/fr/f?p=NORMLEX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P12100_LA
NG_CODE:3999810,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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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회 장관위원회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Preventing and Combating Sexism)’5)은 성차별의 정의를 최초로 제시했다. “특정 성별의 개인이나
집단은 열등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공적 또는 사적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제스
처, 시각적 표현, 음성·문자 언어, 관행 또는 행동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거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i.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내재적 존엄 또는 권리를 침해한다.
ii. 해당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사회·경제적 위해 또는 고통을 가한다.
iii.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거나 모욕감 및 불쾌감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iv.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자주성 및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구성한다.
v. 성 고정관념을 유지 및 강화한다.”
성차별 행위에는 외모, 혼인 여부, 사생활 또는 남성 또는 여성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 등에 관한 모
욕적 농담 및 발언, 부정적 고정관념, 결례 또는 무례한 태도, 폄하, 배제 등이 포함된다.
성차별적 발언 및 행위

다음은 IPU 연구 조사

응답자들이 언급한 사례 중 일부이다.

유럽의 한 남성의원이 의회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한 발언:
돌아가!”

“넌 너무 어리고 멍청해. 부엌으로

외모를 폄하하는 발언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젖이 많이 나올 만한 가슴이네.”(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포르노 배우를 하는 게 더 낫겠군.”(유럽)
아시아 지역의 한 의원은 은근히 여성 비하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나의 초선의원 시절 의회 지도부는 항상 남성의원의 성명서를 언급했고, 발언권을 줄
때는 남성의원들을 우선시했다.”
그 밖에도 여성의원의 마이크가 항상 꺼져 있다는 응답, 휘파람이나 키스 흉내 또는 외설적인
손가락 모양의 악수 등 성적 의미가 담긴 제스처나 소리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5) Council of Europe, Recommendation CM/Rec (2019)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n Preventing and
Combating Sexism, 2019, https://rm.coe.int/prems-055519-gbr-2573-cmrec-2019-1-web-a5/168093e0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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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부착된 사이버 성차별 관련 포스터(2019년 프랑스 샤티용) ⓒMartin
Bureau/AFP

c) 가중 상황

남성과 여성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성차별과 성별 기반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는 ‘민족, 소
수집단 또는 토착민 지위, 연령, 종교, 난민 또는 이주민 지위, 장애, 혼인 여부, 사회적 출신, 성 정체성
또는 섹슈얼리티(sexuality)’6)에 근거한 기타 형태의 차별에 의해 심화될 수 있다. 예컨대 IPU 연구에
따르면, 성 불평등에 맞서거나 상대 정당 또는 소수집단에 속한 젊은 여성의원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이들 연구는 남성 지배적인 영역인 의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기존 권력관계에 딴지를 걸자 일부
남성이 성차별 행위, 위협 및 성적 괴롭힘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재확인하려고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의회는 권력의 장으로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통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여자가 견뎌 내야지’라는 사고방식 및 성차별을 용인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대
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치적 환경에 여성이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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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행위와 폭력의 용인

다음은 IPU 연구 조사

응답자들이 언급한 사례 중 일부이다.

“나는 성차별적 발언에 굳이 대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게 일종의 규범이다. 만약 내가
반응을 보인다면 ‘그래서 뭐?’, ‘그게 무슨 대수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여성의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위원회 간사에게 사건을 신고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모든 여성직원에게 생기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의회 직원, 유럽)
의회 내에서 어떤 상황은 그러한 행위의 심각성 또는 영향을 가중하거나 피해자의 대응 능력을 저해한다.
그러한 가중 상황은 위계적 또는 의존적 관계에서 행위가 발생할 때 존재한다. 이는 예컨대 피해자가 의
회 직원 또는 보좌진이고 가해자는 의원과 같이 권력, 권한 또는 영향력이 있는 직책에 있으면서 때로는
절대적이라고 여겨질 만한 권력과 면책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향유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또 다른 가중 요인으로는 신속하고 지속적인 전파를 가능케 하는
단을 통해 그러한 행동이 전파되는 정도를 들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수

d) 신고를 가로막는 장애물

피해자들이 학대 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IPU-PACE 연
구는 유럽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신고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보여 준다(다음 페이지 글상자 참조).
연구 조사
Ÿ
Ÿ

Ÿ

Ÿ

Ÿ

응답자들은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의회 환경이 그러한 행위를 용인하는 분위기라는 느낌이 들었다.
괴롭힘이나 폭력 발생 시 의지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메커니즘이 없다. 기존 메커니즘이 있는 경
우, 그 효과성이나 공정성이 의심스러웠다.
동료들이 본인 잘못이라고 여기거나, 본인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본인이 그러한 괴롭힘이나
폭력을 유발했다고 말할까 봐 두려웠다.
여성의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미지, 의원으로서의 경력 또는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심과 관련
된 이유가 많았다.
직원들의 경우에는 종속적 지위(실직의 두려움 또는 자신의 목소리가 의원보다 약하다는 생각)와
관련된 이유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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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발생 실태 및 신고 의지

(IPU-PACE Study, Sexism, H 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
Parliaments in E urope, 2018)
조사 대상 여성의원

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폭력을 경험함

온라인
폭력

신체적
폭력 위협

심리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

신체적
폭력

사건을 신고함

조사 대상 의회 여성직원

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폭력을 경험함
사건을 신고함
성적
괴롭힘

심리적
괴롭힘

신체적
폭력

e) 부정적 영향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그 문제가 개인과 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조치의 시급
성 또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관련 연구 및 증거에 따르면 의회 내 성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은 개인의 존엄 및 몇몇 국제문서에 명시
된 기본권을 저해한다. 그러한 행위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사회·경제적 위해 또는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거나 모욕감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환경을 야기하고, 성 불평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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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을 영속화한다. 아울러 장기 결근 또는 생산성 감소 등으로 인해 의회에 금전적 비용을 발생시
키고, 이에 따라 의회 활동의 질을 저하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을 실천하는
할 수 없다.7)

포용적, 대표적 및 효과적 직장으로서 의회에 기대되는 가치와 양립

또한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폭력은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지 및 임기 중 가시성
과 영향력을 저해한다. 의회 활동의 질 및 효과성과 관련된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다루어야 한다. 의
회 활동은 여성 대표성 저하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는 여성을 침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은밀하거나 악의적으로 이루어진다.

나아가

여성들이 유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배제 또는 약화되거나 억압받는
경우, 그러한 학대 행위는 해당 여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넘어 대표자를 선출할 시민들의 권리와 궁
극적으로는 민주주의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영국 하원의 경우, 전직 고등법원 판사인 로라 콕스(Laura Cox)가 여성직원에 대한 괴롭힘 주장을 독립
적으로 조사하였다. 콕스 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 관리자의 묵인, 진정을 폄하하는 의회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절차의 부재, 그러한 취급의 표적이 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
로 인해 대부분 잠재력이 억압되고 경력이 훼손되며 재능 있고 헌신적인 직원들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
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다.”8)
또한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폭력은 의회와 의원들의 평판과 이미지를 훼손한다. 콕스 조사관은
의회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일부에 의한 비행은 의회 전체의 위엄과 지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의회의 적법성과 권위를 훼손한다.
일부 의원들에 의한 집단 따돌림, 성적 괴롭힘 및 권한남용은 의원 전체의 평판을 손상시킨다. 일부 관리
자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는 관리자가 그러한 비행을 방지하거나 문
제에 대처하지 않는 상황은 조직문화가 그러한 문제를 방치하는 경우에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9)
일반적인 오해 6가지
오해 1: “그런 일은 우리 의회/정당에서는 생기지 않는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과 괴롭힘은 세계 전역의 직장에 만연하고 있으며,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건은 성적 괴롭힘이다.10) 개인의 존엄, 안전 및 심리적·물리적 건강을 손상시키며 유해하고
위험한 환경을 야기하는 그러한 용인 불가능한 행위로부터 어떤 직장이나 환경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의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실:

7) IPU, Plan of Action 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 2012년 제127차 IPU 총회에서 채택됨, 2012,
https://www.ipu.org/resources/publications/reference/2016-07/plan-action-gender-sensitive-parliament
s
8) Dame Laura Cox, The Bullying and Harassment of House of Commons Staff, Independent Inquiry
Report, 2018,
https://www.parliament.uk/documents/Conduct%20in%20Parliament/dame-laura-cox-independent-inquir
y-report.pdf
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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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2: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 그런 사건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본인이 그러한 행위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의회에서 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않을 것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의회는 (1) 안전하고 괴롭힘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체의 예방 조치를 취하고, (2)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심각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가해자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현실:

돼

오해 3: “피해자는 대응하거나, ‘안
하

면

요’라고

말

하거나, 자리를

벗

어나거나, 진정을 제기하기

만

된다.”

상기 접근법은 폭력 및 가해자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또한 ‘피해자 본인이 그러한 공격을
처리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여’11)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피해자의
대응 능력을 문제시하게 된다. 피해자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파악하려면 피해자가 직면하는
모든 제약조건(정치적, 위계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진정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성차별과 성별 기반 폭력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의회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현실:

급 면
키
씌 게
사실은 정반대이다. 의회와 의원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고 모범을 보이려면 그러한 주제를
공론화하고 금기를 깨야 한다. 성차별과 권력 및 면책특권 남용을 용인하는 문화가 지속되면 모든
의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의회의 적법성과 권위를 저해하게 된다. 의회가 그러한 행동을 은폐 및
부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용인하고
영속시키는 격이 된다.
오해 4: “그

러

한 주제에 대해 언

하

의회를 약화시

고 의회에 오명을

우

된다.”

현실:

오해 5: “모두에

게

적용되는

형

법과

노

동법이 존재한다. 의회의 내부적 조치는

불

필요하다.”

이는 의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의회의 내부 절차는 국내법과
국제법에 기반을 두며, 그러한 보호장치를 의회라는 근로환경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내부 진정
메커니즘은 사법제도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을 방지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고용주 의무의 일환인 것이다.
현실:

오해 6: “그 사

람

저 렀
몸 팠

이 그런 일을

아마도 당시에 과로

했

거나

질

이 아

을 리 없다.

훌륭

한 정치인이고,

매

우 가정적인 사

람

이다.

을 수 있다.”

가해자의 성적 괴롭힘 또는 기타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고 피해자의 거부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려는 결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어떤 이유라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없다.12)
현실:

10) ILO, Ending Violence and Harassment Against Women and Men in the World of Work, Report V(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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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행동을 위한 결집

여성에 대한 성적 괴롭힘에 반대하는 가두시위(2019년 9월 콜롬비아 메델린 근교) ⓒJoaquin
Sarmiento/AFP

성차별과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변화 또는 절차적 개혁은 의회가
주인의식을 지닌 채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도자들
이 결집해야 하고, 행동의 주체와 방식이 규정되어야 하며, 가용 또는 필요 정보의 유형과 출처를 지정
해야 한다.
1단계에서는 ‘정치적 의지의 생성,’ ‘실무그룹 설치’, ‘기존의 법적
집’이라는 전제조건에 대해 다룬다.

맥락 및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자료 수

11) European Associa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t Work (AVFT), Violences Sexistes et
Sesuelles au Travil, Guide for Employers, Third Edition, 2018 (프랑스어).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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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치적 의지

고

Ÿ
Ÿ
Ÿ
Ÿ

Ÿ

Ÿ

려 야
해

할 문제:

의회가 성차별 행위와 폭력에 대응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지니고 있는가?
그러한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의회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는가? 혹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정당들은 어떤 입장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정당을 결집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의회 내 성차별 행위와 폭력의 방지 및 대응 노력이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에 부딪힐
것인가?
어떤 파트너들을 결집해야 하는가?

시정조치의

Ÿ
Ÿ
Ÿ

Ÿ

저

해 요인:

특정 진영이 현안을 정치 이슈화했을 수 있다.
그러한 관행을 용인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동료의원을 판단하거나 동료의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빼앗는, 새로운 진정 메커니즘의
수립을 의원들이 주저하고 있을 수 있다.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고용 및 계약상의 다양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의원 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때문에

광범위한 정치적 의지의 결집(의회 지도층 내 및

새로운 정책의 채택, 실행 및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회 운영기구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운영기
구의 예는 다음과 같다.
Ÿ
Ÿ
Ÿ
Ÿ
Ÿ
Ÿ
Ÿ
Ÿ

의회 의장
의회 의장비서실
의회 사무국
의회 운영 및 사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의회 주요 위원회 및 의원단체의 위원장
정당, 당 지도층 및/또는 원내총무
사무총장
의회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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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을 위해 특히 중요한 요소는 의회 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성차별 행위와 폭력이 없는 근로환경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의회 내 모든 남녀 및 근무자 범주(의원,
직원, 보좌진 등)에 적용된다.
정치적 의지의 고취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Ÿ
Ÿ
Ÿ
Ÿ
Ÿ

지원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의 식별
의원 및 다양한 직원 범주의 현황과 관련하여 의회 지도자들의 참여 유도
초당적 서면 또는 구두 합의의 모색
남성의원들의 지지 유도
시민사회, 정치적 캠페인 및 소셜미디어에 의한 외부 압력의 활용, 또는 대학, 사법부, 국제기구, 의
회 간 기구 등 다른 기관에서 시행 중인 조치의 참고

b) 실무그룹

실무그룹

Ÿ
Ÿ

Ÿ
Ÿ
Ÿ

설

치 시 고

려 야
해

할 문제:

기존 구조 또는 위원회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가?
기존 구조에서 모든 범주의 근무자들이 효과적으로 대표되고 있는가? 기존 구조가 정당 간 균형
및 남녀동수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특별 실무단이 현안을 더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실무단의 임무 및 작업 방식은 무엇인가?
의회 내에서 그 밖의 어떤 기구 또는 사람이 동참해야 하는가? 외부 전문가들과 협의하거나 이들
을 참여시켜야 하는가?

목표

실무그룹은 포용력을 보장하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고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구를 정함에 있어서 의회는 기존 의회 구조를 참고하여 정확한 임무와 구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정책의 개발 또는 정비 업무는 단일한 실무그룹에 할당하거나 근무자 범주별로 여러 실무그룹에 분담시
킬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궁극적으로 의회 지도자들의 확고한 지지를 향유할 수 있는 실무
그룹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구성

문제가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그룹은 최소한 남녀동수(또는 다수가
여성)로 구성되어야 하며, 정당 간 및 의회 근무자 범주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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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주

체

여성의원 모임 및/또는 성평등 관련 위원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의 핵심 이해당사자로는 의회 보안요원, 의회 직원 노조 및/또는 협회(직원 및 보좌진 모두를 위
한) 대표자, 외부 전문가(산업보건의, 사이버폭력 또는 직장 내 심리적·성적 괴롭힘 분야의 전문가) 등을
들 수 있다. 유관 단체와도 협의하거나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
임무

실무그룹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실태 평가, 정책 또는 개혁안의 수립, 정책 실행에 대한 모니
터링 등의 임무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련의 작업 방식(회의 빈도, 의사결정 절차 등)도 규정
해야 한다.

랑 2017년 말 상원 사무국은 실무그룹 및 ‘여성의 권리 및 남녀평등에 관한 대표단(Delegation
on the Rights of Women and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괴롭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계획을 채택했다. 실무단은 인사부서 대표단(Delegation of the Human
Resources Bureau) 소속 상원의원 및 상원 보좌관 관리협회(Association for the Management of
Senators’ Assistants)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13)
프

스:

유럽
직장 내 괴롭힘 및 그 대응에 관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동 위원회는 의회 재무관
(Questor)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 의원 3인, 의회 보좌관 위원회에서 임명한 위원 1인, 행정부서 및
의회 직원 대표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의료부서 및 법무부서 대표
들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14)
의회:

2017년 말 초당적 실무그룹이 설치되었다. 의회 상·하원 정당 소속 의원들과 의회 내 노조 및
직원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동 실무그룹의 목적은 의회 내 괴롭힘에 대한 독립적 진정 절차를 제
안하는 것이다. 동 실무그룹은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여 의회 내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음을 밝혀내
고, 시급한 개혁이 필요함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2018년 2월 초에 제출했다.15)
영

국

:

y

성 인지 감수성(gender-sensitivit )

은 안전 및 행동 규제에 대한 일반적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성별로
인해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폭력 형태를 간과한다.
성

몰

이해적(gender-blind) 정책

13)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해 프랑스 상원 의장이 IPU
회장에게 전달한 2018년 12월 3일 자 서한.
14) 의회사무총장협회(ASGP) 구성원들에게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응답하도록 요청된 온라인 설문에 대한
유럽의회의 답변.
15) 독립적 진정 및 고충 처리 정책에 관한 초당적 실무그룹(Cross-Party Working Group on an Independent
Complaints and Grievance Policy), 2018년 2월 8일 자 보고서,
https://www.parliament.uk/business/publications/written-questions-answers-statements/written-stateme
nt/Commons/2018-02-08/HCWS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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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체적으로 남성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성적 괴롭
힘과 같은 의회 내 성별 기반 폭력 형태를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그러한 폭력 양성 모
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정책은 여성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 전
략의 발굴에 실패할 수도 있다.
성 중립적(gender-ne

tral) 정책

p
은 성차별과 성별 기반 폭력이 의회 내 여성들에게 불균형적인 영
향을 미치며, 그러한 학대 행위의 영향을 받는 여성의 필요가 과거에는 간과되었음을 인정한다. 이러
한 정책은 성평등을 옹호하고, 여성에게 적절한 구체적 전략을 발굴하려고 한다.
성

특

u

정적(gender-s ecific) 정책

여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자행되는 강간 및 성적 괴롭힘의 종식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2019년
9월 방글라데시 다카) ⓒSTR/NurPhoto

c) 기존의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정책에 대한 평가

주요 평가 기준:

Ÿ

Ÿ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내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무엇인가?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성차별적 및/또는
성적 행위 및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으로서의 의회에 어느 정도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가?
해당 프레임워크는 국제 규범과 기준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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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성차별 행위, 괴롭힘 및 폭력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의회에 마련되어 있는
가? 혹은 그러한 폭력을 간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 규정은 의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범주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가?
해당 규정은 가시적이고 잘 알려져 있는가?
해당 규정은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모두에게 효과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되는가?

Ÿ

Ÿ
Ÿ
Ÿ

여러 국가에서 의회는 노동법 및 형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다. 실무그룹은
프레임워크 및 정책의 관련 측면들을 선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현재의 법적

평가 범위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1.

국

국
성차별적 및/또는 성적 행위와 폭력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의
회가 모든 국가적·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다

Ÿ
Ÿ

내 및

음

제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사항을

포함

하여 의회의 현행 내부 정책 및 진정 메커니즘이 지

닌강

점 및 한계:

성차별적 및/또는 성적 행위와 폭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과 메커니즘
행동강령 및 의회 특권(아래 글상자 참조)과 같이 해당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는 정책과 메커니
즘으로서, 이에 대한 개혁 노력이 복잡해질 수 있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의 ‘2단계’ 및 ‘3단계’에 제시된 기준들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의회의

윤 강령
리

/행동

강령

으로

충분

한가

포괄적, 포용적 및 성 인지적 정책을 보장하는 데

?

대부분의 의회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초점을 맞추는 행동에 관한 내부 정책 및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
지 않으나, 의원들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강령은 일반
적으로 금전적 학대 또는 기타 형식의 학대를 다루기 위한 것이므로16), 이 가이드라인에서 문제가
되는 행동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 강령의 시행 구조(윤리위원회, 시행
절차 등)에는 그러한 행동을 다루기 위한 정확한 임무, 전문성 또는 자원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그러한 구조의 대부분은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직책인 의원들로만 구성된 정치적 기구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실시되는 자기규제 및 동료평가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직원을 괴롭혔다는
주장이 제기된 의원을 판단하는 주체가 다른 의원들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불
신하는 경향이 있다. 공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비밀 유지가 필수적인 괴롭힘 사건을 맡기에 부
적합하다. 프랑스 국회의 한 윤리담당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집단 따돌림 및 성적 괴롭힘은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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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윤리적 사안이 아니다.”17) 실제로 이들 사안은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 및 노동권과 관련되어 있
는 것이다.
의회가 명확한 절차와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경우, 앞서 언급한 제한적 효과 문제를 다루기 위해 기존
강령을 수정, 확장 및 조정하고, 의회 내 모든 유형의 근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예: 의
료적·심리적 돌봄,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정 처리 메커니즘 등)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본 가이드라
인의 ‘2단계’ 및 ‘3단계’ 참조).

의회

특권

평가 과정에서는 의원 면책특권 및 기타 특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의원 면책특권이 의회 내 표현
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나, 그 특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젠더 기반 폭력을
자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의원을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 여러 의회에서 의원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
행되기 전 면책특권을 해제하여야 한다.
콕스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의회 내에서 의원에 의한 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
적 조사 및 진정 절차에 해당 의원을 노출시키는 것은 의회 내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의회의 핵심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와 같은 비행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18) 여성폭력, 그 원인 및 결과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정치기관 내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2018년 보고서에서 각국 의회에 다음과 같이 권장했다. “정치 기관 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관
련, 의원 면책특권 문제에 대응하고 제반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 면책특권은 어떤 경우라도 성폭력
의 가해자를 보호하지 않아야 한다.”19)
면책특권에 따른 의원의 폭력 및 괴롭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치적 의지와 연대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 의원 면책특권은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형사 사건에 적용되지 않
는다. 또 다른 해법으로는 독립적인 기관에 면책특권 해제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3. 근무자 범주

유일한 입법기관인 의회 역시 하나의 ‘직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의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모든 의회 근무자들의 필요, 법적 지위 및 권리에 부합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의회 근무자들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16) Background Study: Professional and Ethical Standards for Parliamentarians, OSCE-ODIHR, 2013,
https://www.osce.org/odihr/98924
17) Agnés Roblot-Troizier, Un Nouvel Élan pour la Déontologie Parliamentaire, Annual Public Report of
the Ethics Officer of the National Assembly, 2019 (프랑스어)
18) ‘각주 8’ 참조.
19) Report on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 presented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Dubravka
Šimonović,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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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의회와 계약상의 고용관계에 있거나 공무원일 수 있는 의회 직원
선출 또는 임명되었고 의회 직원이 아닌 의원. 의원들은 의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나, 의회와 계약상
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의원들은 의회 보좌관의 고용주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의회 직원은 아니면서 개별 의원 또는 정당에 의해 직접 고용된 의회 보좌관. 의원 선거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들도 포함된다.
의회 취재를 담당하는 기자
의회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직원. 의회가 아닌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예: 보안요
원, IT 컨설턴트, 웨이터/웨이트리스, 운전사, 이발사, 보육교사, 정원사, 청소용역 직원 등).
정당 또는 정치집단 보좌관, 인턴, 자원봉사자 등을 포함한 기타 인력

모든 범주에 성차별 행위, 괴롭힘 또는 성별 기반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의회는 고
용 또는 계약상의 지위를 막론하고 국내법 및 국제 규범에 따라 앞서 언급한 모든 근무자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ILO의 2019년 ‘근로 영역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에서는 “국내법 및 국내 관행에 규정
된 직원, 계약상 지위와 무관한 근로자, 인턴과 수습생을 포함한 연수생,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자
원봉사자, 구직자 및 입사지원자, 그리고 고용주로서의 권한, 의무 또는 책임을 지닌 개인을 포함하여
근로 영역에서 근로자 및 그 밖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20)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제2조 1항).
근무자 범주별 다

양

한 필요 및 이해관계

은 다른 범주에 비해 동료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앞서 언급한 자기규제적 진정 메커니즘 때문에 의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보호가 열악할
수 있다.
의회 직원

은 의회가 아닌 의원과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보호가 부족할 수 있다. 선
거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보좌관들은 의회 건물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보안/보호 규범의 혜택
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의회

또

는 의원 보

좌

관

은 괴롭힘/폭력 사건에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진정 메커니즘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또한 다른 범주에 비해 온라인 폭력을 포함한 성차별적 발언, 위협 및 폭력 등과 같은 대중의 학
대적 행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선거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의원들은 의회 경내에서 적용
되는 것과 동일한 보안/보호 규범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의원

20) ‘각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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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2018년 6월 볼리비아 하원은 괴롭힘 및 정치적 폭력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1) 모든 정당의 여성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건의 괴롭힘 관련 진정에 대해 파악
하고, (2) 의회 윤리규정을 재검토하여 여성폭력에 관한 모든 국내법과 해당 규정 간 조화를 구현
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는 하원 내 3개 정당 소속의 여성의원 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비아:

스코틀랜드 의회의 공동실무그룹은 성적 괴롭힘 및 성차별에 대한 진정을 효과
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현행 정책 및 절차에 요구되는 변화를 식별하려는 목적의 설문조사 및 포커
스그룹 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시된 문항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귀하는 성적 괴롭힘 또는 성차별 행동 발생 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습니까?
- 귀하는 성적 괴롭힘 및 성차별 행동에 대한 진정 제기를 단념하도록 하는 분위기 또는 문화가
의회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귀하는 성적 괴롭힘 또는 성차별 행동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면 그러한 진정이 심각하게 받아들
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스

코틀랜드

의회:

d) 자료와 증거의 수집

예비 문항:

Ÿ
Ÿ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에 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가 이미 실시된 바 있는가?
의회 내 성차별적 및/또는 성적 행위 및 폭력에 대해 의회 외부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기구가
경고하거나 관련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가?

정치적 지원의 보장, 실태 평가 및 가장 적절한 행동방침의 규정을 위해서는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한 자료는 평가를 위한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서론에 언급된 IPU
연구들은 여러 의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 의회를 대상으로 해당 문제를 다루
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다. 각국 의회에서는 내부 설문조사가 여전히 드문 실
정이지만, 그러한 조사에 착수하는 의회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내부 설문조사는 정확한 맥락에서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폭력 범위의 파악

랑 국민
의회 보좌관 협회가 보좌관 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이 근무 장소에서 또는 업무 수행 중에 성차별적 농담이나 성적 농담에 노출되
었다. 응답자 3명 중 1명은 성차별적 모욕, ‘표정’을 포함한 ‘지속적이고 불편한 태도’ 및 ‘성적 행
위’의 흉내에 노출되었고, 5명 중 1명은 원치 않는 ‘성적 접근’에 노출되었으며, 6명 중 1명은 ‘가
슴, 엉덩이 또는 허벅지’의 원치 않는 접촉을 경험했다.21)
프

스

의회(하원):

21) 해당 설문조사의 결과는 2019년 3월 20일 국회 청문회에서 ‘Chair Collaboratrice’라는 집단이 발표했다(Les
Nouvelles News, Chair Collaboratrice, Le Sexisme se Porte Bien à l’Assemblée, 2019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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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랜드 뉴질랜드 IPU 그룹 구성원 및 영연방 여성의원모임(CWP: Commonwealth Women
Parliamentarians) 산하 뉴질랜드 그룹 구성원들은 CWP의 뉴질랜드 구성원 24명에 대한 IPU 연구
를 모델로 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여성의원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었으며, 특히 전체 응답자의 44%에게 영향을 미친 심리적 폭력(성차별적 또는 성적 발언이
나 제스처, 모욕적이거나 성적 함의가 있는 사진의 유포, 위협 등)이 만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질

:

국
초당적 실무그룹이 의회 내 근무자 1,3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체 응답자의 39%(남성 35% 및 여성 45%)가 직전 12개월 동안 괴롭힘을 경험했다.22)
영

수집해

야

하원:

하는 자료

다음 사항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Ÿ
Ÿ
Ÿ
Ÿ
Ÿ

문제의
폭력에
폭력이
기존의
필요한

범위(다시 말해, 의회 내 근무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별 기반 폭력의 만연 실태)
대한 인식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해결책

문항은 조사 참여자들이 의회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 또는 특정 시기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개인이 특
정 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목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들은
사건의 경우).
조사 문항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을 나타내는 구체적 행위를 다루어야 한
다. 그러한 행위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또는 경제적 폭력 형태별로 분류할 수 있다(‘부록 1’의 정의 참
조). 어떤 경우라도 사안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위해 우선 용어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문지에 수록된 문항들에 단계적 차이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성차별적 농담 및 폄하 발언과 같이 상
대적으로 덜 심각한 성차별 발현 양상에 관한 문항들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괴롭힘, 성적 괴롭힘, 성폭
행 등 더 악의적인 형태에 관한 문항들을 뒤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은 하나의 연속
체(continuum)로서의 폭력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응답자는 중요성이
낮아 보이는 문항들에 먼저 응답함으로써 설문조사를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고, 점차 자신감이 커지면
서 다른 상황에서는 밝히지 않았을 심각하고 고통스러웠던 사건을 드러낼 수 있다.
조사 문항은 폭력 행위의 발생 장소, 가해자, 해당 행위에 대한 신고 여부, 신고 이유 또는 신고하지 않
은 이유 등에 관한 정보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그러한 행위의 발생 원인, 영향, 방지책 및 구제 수단에 관한 본인의 의견
을 묻는 방식도 유용할 수 있다.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22) ‘주석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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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에게 그러한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해당 절차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
해당 절차가 효과적이고 피해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등을 물어야 한다.
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여성만 대상으로 하거나 의회 내 모든 근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성별, 연령, 소수
집단 지위 등에 관한 정보는 집단 또는 범주별로 경험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연구자들
에게 소중한 자료가 된다. 물론 그러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남성과 여성의 폭력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차이에 주목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여성폭력의 형태상 차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가장 흔하게 겪는 폭력 형태는 심리적 폭력인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신체적 폭
력이 주된 형태이다.23) 연구의 초점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본인
의 인식, 경험, 그러한 행위의 목격 또는 실행 시 본인이 맡은 역할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설문조사 대상에는 모든 근무자 범주(의원, 직원, 보좌관, 정당 직원, 인턴 등)가 포함되거나 특정 범주
만 포함될 수 있다. 조사 대상의 선정 방식은 특히 가용 시간 및 자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한 몇 단
계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 1차 설문조사는 여성의원 또는 남녀의원을 대
상으로 실시하고, 2차 설문조사는 그 밖의 근무자 범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식). 의회 직원, 보좌관,
정당 직원, 인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보다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고 상황을 더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

연
정

구방법론

량 연
적

구와 정성적

연

구

정량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수치로 요약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반면, 정성적 연구는 증언, 인용,
기술(description), 사례연구 등을 통해 텍스트 형식으로 제시된 정보를 수집한다. 연구자들은 두 방
법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온

라인

설

문조사

조사 문항의 배포 및 응답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문항들은 일반적으로 짧고 접근 및
응답하기 쉬운 형식이다. 다른 방법에 비해 저비용으로 보다 많은 대상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정량적 접근법에 적합하다.
개별

면

담

이 방식은 참여자들이 경험한 폭력의 이력에 관한, 보다 풍부하고 맥락적이고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면담의 자발적 성격, 점진적 접근법 및 질문자의 공감적 태도는 참여자의 자신감을 고취
23) NDI, No Party to Violence: Analysing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al Parties, 2018,
http://epd.eu/2018/03/19/ndi-no-party-to-violence-analysing-violence-against-women-in-political-parti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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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참여자가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억압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충격적 사건을
기억해 내고 이에 대해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면담이라는 방식의 사용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근무시간 및 바쁜 피면담자와의 일정 조정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복수의
면담 시간대를 제안하거나 전화 또는 스카이프 등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

커스그룹

정성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식으로, 배경이 유사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인
식, 태도, 필요, 의견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다양한 범주의 의회 근무자들로 구성된
포커스그룹은 의회 내 성차별, 괴롭힘 및 성별 기반 폭력과 관련된 다양한 필요, 정책 조치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제안 사항을 포착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출
라디오·TV 인터뷰, 소셜미디어 뉴스 및 게시물, 신문 스크랩 자료, 특정 인물의 일대기 등
2차

비

처

밀유

지

제공된 자료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조사 참여자들을 보호하고 안심시키는 데 있어서 필
수적이다. 주로 보복에 대한 두려움, 충성심, 본인의 경력에 대한 손상 또는 소속 정당의 불명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연구 조사 참여를 요청할 때는 참여자들이 해당 연구의 세부 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본인이 제시하는
의견의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동의 및 정보제공 양식을 활용해야 한다. 설문지
를 완전히 익명으로 작성하도록 하거나,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참여자들의 응답 내용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그러한 두 종류의 정보가 상호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증언의 경우에는
증인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는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자료를 보호하고
조사 결과 발표 후 또는 참여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파기할 수 있어야 한다.

연

구 준비

실무그룹은 연구설계 및 조사도구 결정(설문지, 참여 요청 등), 면담 실시, 수집된 자료의 편집 및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연구자들을 임명해야 한다. 연구자는 중립적이어야 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
회 직원(예: 산업보건안전, 성평등 또는 인권 관련 부서 소속으로서, 해당 연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구체
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 또는 의회 외부 인원(직업상의 경력과 지식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가, 심
리학자, 설문조사 업체 등)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조사 업무를 배정받은 개인 또는 팀은 자신의 임무, 조사 목적, 조사를 의뢰한 의회기구/실
무그룹에 대한 보고 범위 등에 관한 명확한 지시를 전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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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는 2016년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희롱 및 폭력에 관한 첫 번째 연구를 수행했을
때 여성의원들만을 대상으로 자발적이고 비밀이 유지되는 면담을 실시했다. 2018년 유럽 지역 연
구의 경우에는 의회 직원(공무원 및 의회 보좌관)을 포함시키는 등 대상 집단을 확대했다.24) ‘부록
2’에는 조사에 사용된 문항들을 요약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IP

U

하원 내 직원 괴롭힘 주장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로라 콕스 전 고등법원 판
사가 조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콕스 조사관은 괴롭힘 주장의 성격과 범위, 진정 처리 방식 및 기존
절차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했다. 직원들은 비밀이 엄격하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조사에 참여했
다. 콕스 조사관은 직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회 인트라넷을 통한 일반 공지와 더불
어 직원들에게 증언을 권장하고 증언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의 개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조사
대상은 현직 및 전직 의회 직원이었다(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의회 데이터베이스 활용). 조사
참여자들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응답할 수 있었다. 조사 목적은 사건에 대한 조사의 재개가 아니
라 의회 내 그러한 관행의 만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면담은 의회 외부에서 비밀이 엄격하
게 유지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25)
영

국

:

:

코틀랜드
1,650명의 남녀의원, 그 직원 및 인턴, 의회·정부 직원, 도급업자 및 언론 종사자
들에게 온라인 설문지가 전달되었다. 해당 설문지에는 의회 및 선거구 사무실 내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 경험과 관련된 문항들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었다. 조사 목적은 괴롭힘 방지 정책을 평가
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인식도 및 진정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하는 것이었다. 설문조사는 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의회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없는 일
부에게는 종이 설문지가 제공되었다. 설문지에는 성차별 행동 및 성적 괴롭힘이 명확하게 정의되
어 있었다. 조사의 실행 및 결과 분석은 외부 업체가 담당했다. 이러한 방식은 비밀 유지와 관련하
여 응답자들을 안심시켰으며, 이는 응답률이 높았다(전체 응답률 62%, 그중 의회 직원은 81%, 의
원 직원은 76%, 의원은 62%임)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다.26)
스

의회:

24) ‘각주 1’ 참조.
25) ‘각주 8’ 참조.
26) The Sottish Parliament Sexual Harassment and Sexist Behaviour Survey, Final Report, 2018년 2월
26일 및 Scottish Parliamentary Corporate Body, Standards, Procedures and Public Appointments
Committee, Sexual Harassment and Inappropriate Conduct, 4th Report, 2018 (Session 5),
https://sp-bpr-en-prod-cdnep.azureedge.net/published/SPPA/2018/6/5/Sexual-harassment-and-inappr
opriate-conduct-1/SPPAS052018R04.pdf
설문지를 작성한 1,039명 중 20%가 괴롭힘 또는 성차별 행위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조사 대상 여성 30%
및 남성 6%). 성적 괴롭힘 피해자 중 45%는 가해자가 의원이었다고 응답했고, 40%는 가해자가 의회 직원이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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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괴롭힘 및 학대의 대응에 관한 토론(2017년 10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유럽의회 ⓒ
Patrick Hertzog/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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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관련 정책에 기준 명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유엔의 ‘오렌지 더 월드(Orange the World)’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스트리아 의회 의원 183명이 주황빛으로 물들여진 호프부르크 왕궁의 임시 의회 건물
밖에 모여 있다(2018년 11월 오스트리아 빈). ⓒJoe Klamar/AFP

의회 내 실태 및 내부 메커니즘의 장단점에 관한 평가가 이

포함 키 작업
포함 야
최소

준과 절차를 적절한 문서에
성을 보장하기 위해

되어

시

하는

는

을 수행해

야

루 졌 면
어

으

두 번

째

한다. 이 장에서는 정책의

한의 핵심 조항에 대해 다

룬

새 운
포
포

단계로서

로

기

괄성과

용

다.

I. 정책의 성격 규정

질문

Ÿ

Ÿ

일련의 구체적인 규정을 수립해야 하는가, 아니면 필요한 조항들을 의사규칙, 행동강령 또는 윤리
강령에 삽입해야 하는가?
구체적 규정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의회의 영구적이고 공식적인 규정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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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책(policy)’이라는 용어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며, 문제가 되는 행동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기준이 설정된 ‘산물(product)’을 가리킨다.
의회는 관련 정책을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선택안을 고려할 수 있다.

a) 기존 상시명령(standing order), 의사규칙, 행동강령 또는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전문(前文)을 변경한다.
b) 특별 정책, 수칙 또는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c) 독립적인 정책 또는 행동계획을 새로 작성한다.
상기 선택안들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다.
선택안 등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안별 장단점
기존 상시명

윤 강령
리

령

, 의사규

칙

, 행동

강령 또

따라서 상황별 맥락과

특

는

의 개정

립적인 행동계

획

의 신규

작

별 정책, 수

칙또

는 행동

따라 하나

강령

또는 복수의

의 제정

장단점:
Ÿ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음
Ÿ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범주의 근무자들을 다
룰 수 있음(또는 복수의 범주별 정책 수립)
Ÿ 자기규제적 메커니즘과 독립적 메커니즘이 혼
재할 수 있음

장단점:
Ÿ 차기 심의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음
Ÿ 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Ÿ 준수 보장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있음
Ÿ 자기규제적 메커니즘으로서 한계가 있음

독

정치적 의지에

성

장단점:
Ÿ 의회의 승인이 불필요할 수 있어 의회 직원만
다루게 될 수 있음
Ÿ 관련 사안에 대해 의회 차원의 강력한 신호를
전달할 수 있음
Ÿ 모든 관련 조항을 하나의 문서에 포함시킬 수
있음

캐

2015년 캐나다 하원은 하원 상시명령의 부속서인 ‘하원의원 행동강령: 의원 간 성적 괴롭
힘(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Sexual Harassment Between
Members of Parliaments)’27)을 채택했다.
나다:

국 2018년 미국 의회는 성적 괴롭힘에 관한 기존 정책을 개혁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
라 중재 요구사항 및 오랜 대기 기간을 없애고 분쟁 해결의 책임이 (납세자가 아닌) 의원에게 있
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위원회 조사 보고서의 발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원 및 의회 직원
미

:

27) https://www.ourcommons.ca/About/StandingOrders/Appa2-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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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괴롭힘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으며, 의회 회기
근로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28)

프랑스 상원 사무국은 괴롭힘(심리적 또는 성적) 행위를 한 상원의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및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상원 의사규칙 유권해석 결정을 채택했다. 또한 상원 사무국은 (1)
정보제공 및 방지, (2) 피해자 진정 접수 및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괴롭힘 방지 계획을 채택
했다.29)
프

랑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

II. 정책의 핵심 조항

‘공공장소에서 여성에 대한 길거리 괴롭힘 및 성폭력을 중단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2019년
6월 필리핀 마닐라) ⓒArthur Widak/NurPhoto

선택된 형태를 막론하고 정책에 포함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목적
b) 역할과 책임
28) IPU, Women in Parliament in 2018: The Year in Review,
https://www.ipu.org/resources/publications/reports/2019-03/women-in-parliament-in-2018-year-in-rev
iew
29) 2017년 6월 29일 및 11월 9일 자 회의록을 포함한 상원 사무국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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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예산, 자원, 모니터링 및 평가
d) 금지되는 행위의 정의와 예
e) 대상 근무자 범주
f) 적용 범위
g) 예방조치 및 지원 서비스
h) 진정 처리 메커니즘
i) 구제 및 배상
j) 징계 및 제재
a) 목표

정책의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가능하면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의 용인 불가능하
고 불법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의회 지도층이 그러한 문제의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내용을
천명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행동에 대한 신고 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비밀이 유지되는 방
식으로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정책에 따른 우선적 조치를 통해 추구해야 할 목적을 요약하기 위해 짧은 전문(前文)을 작성할 수도 있
다. 또한 해당 부분에서는 여성이 직장 내 성차별적 및/또는 성적 행위와 폭력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훨
씬 크며, 특정 상황 및 근무 구조(예: 위계 구조, 보고 체계 등)에 따라 그러한 행위가 심화될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캐

‘하원의원 행동강령: 의원 간 성적 괴롭힘’에서는 동 강령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제1조). “모든 의원이 공적 직무를 탁월하게 수행하고 성적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의회에 조
성하고, 의원들에게 성적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도록 장려하며, 진정인 중심적이고 진정인이 언제든
지 종료할 수 있는 해결 절차를 수립하고, 해결 과정 전체에 걸쳐 비밀 유지를 보장한다.”30)
나다:

칠 2019년 ’하원 내 성적 괴롭힘 방지 및 처벌 수칙(Protocol to Prevent and Punish Sexual
Harassment in the Chamber of Deputies)’31)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성평등과 남녀의 평등한 권리 및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원의 근무 및 생활 환경은 평등한 대우 및 차별 금지라는 원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성적 학대도 없는 환경이어야 한다.”
레:

코

카 2011년 코스타리카 하원은 ‘성적 괴롭힘 대응을 위한 의사규칙(Rules of Procedure in
Combating Sexual Harassment)’32)을 채택했다. 동 규칙의 목적은 하원 내 “성적 괴롭힘의 방지,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제3조)이다. 2013년 하원은 두 번째 내부 기준 설정 문서
스타리

:

30) ‘각주 27’ 참조.
31) https://www.camara.cl/camara/media/transparencia/protocolo_acoso.pdf
32) Reglamento Interno contra el hostigamiento sexual en el empleo y la docencia en la Asamblea
Legislativa, 2011년 2월 24일 Directorio Legislativo 정기회 No. 044-2011에서 채택되고 2011년 3월 9일 관보
No. 48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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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수칙(Protocol on Workplace Harassment)’33)을 채택했다. 동 수칙에 수
록된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어떤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증된 행위는 유관 법원에서 개시될 수 있는 민사 및/또는 형사 소송절차를 저해
하지 아니하고 징계조치의 적용을 받는 직장 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 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을 (...) 근로와 관련된 심리적·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하며 (...) 가용한 의회 기구를 통해 피해자 개
인별로 지원하고 후속조치를 실시할 것이다.”
b) 역할과 책임

무엇보다 책임성(accountability)이 중요하다. 정책 이행 담당자(개인, 실무그룹 또는 의회 기관), 정책 실
행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해당 담당자의 역할과 의무가 정책에 명시되어야 한다.
c) 예산, 자원, 모니터링 및 평가

정책 실행 및 효과성 보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예산 및 기타 자원이 정책에 명시되어야 한다.

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잠재적 격차와 애로의 발굴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가 보고해야 하는 내용 및
보고 빈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의 ‘3단계’에서 더 자세
히 언급하고 있다. 해당 부분에는 효과적인 정책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d) 금지되는 행위의 정의와 예

질문

Ÿ
Ÿ
Ÿ

Ÿ

Ÿ

근절되어야 할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이 정책에 정의되어 있는가?
그러한 정의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국내법 및 국제기준에 부합하는가?
어떤 행동이 용인 불가능하고 금지되는 행동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가 정책에 수록되어
있는가?
행동의 심각성(성차별적 또는 성적 농담과 같은 교묘한 형태, 심리적 괴롭힘/집단 따돌림, 성적
괴롭힘, 성폭행, 신체적 폭력 등과 같은 노골적 형태 등)이 정책에서 고려되어 있는가?
인종, 연령,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장애 등과 같은 그 밖의 차별적이고 가중적인 요인들이 정책에
서 고려되어 있는가?

정책에 따라 금지되는 행동 및 행위를 명확하게 식별 및 정의해야 하며, 가능하면 예를 제시해야 한다.
성적 괴롭힘과 같은 형태의 직장 내 폭력에 대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괴롭히는 행동
33) Protocolo de Acoso Laboral, 2013년 4월 24일 정기회 No. 169-2013에서 채택되고 2013년 6월 18일 관보
No. 116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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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괴롭힘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고 어떤 행동은 아닌지 명확한 선을 긋
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구분을 위해 각국 의회는 국내법에 규정된 정의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의회는 인권, 여성이 폭력 없이 살 수 있는 권리, 노동권 등에 관한 국제문서 및 지역문서에 수록된 정
의도 참고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의 ‘부록 1’에는 관련 국제문서 및 지역문서에 수록된 정의들을 모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캐

‘하원의원 행동강령: 의원 간 성적 괴롭힘’ 제2조에서는 성적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일회성 또는 반복성 여부를 불문하고 발언, 제스처 또는 접촉을 포함하여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유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성적 행동.”
나다:

동 강령의 제7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성적 괴롭힘의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도 제한하
지 아니하고, 성적 괴롭힘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될 수 있다. (a) 성적 호의(sexual favor) 요구 또
는 성폭행, (b) 손대기, 가볍게 두드리기, 꼬집기 등 부적절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c) 모
욕적 발언이나 제스처 또는 불편하거나 당황스럽게 하는 성적 농담, (d) 개인의 성생활에 관한 부
적절한 질문 또는 발언.”34)

룩셈 르 하원 직원 규칙(Staff Rules of the Chamber of Deputies)의 제10조 제(2)항에 따르
면, “공무원은 근로관계 맥락상 성적 또는 심리적 괴롭힘 행위를 삼간다.
- 이 규칙의 목적 범위 내에서, 근무자의 존엄에 영향을 미침을 가해자가 인지하거나 인지해야
하는 성적 행동 또는 그 밖의 성별 기반 행동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하
는 경우에 근로관계 맥락상 성적 괴롭힘에 해당한다. (a) 상대방이 원치 않거나, 부당하다고
여기거나, 불쾌하게 느끼는 행동이다. (b) 동료 또는 고객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어떤 사람의
거부 또는 굴복이 그 사람의 직업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근거로 명시적 또는 묵
시적으로 사용된다. (c) 그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환경 또는 모욕감이
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환경을 야기한다. 그러한 행동은 신체적,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형태를
띨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 이 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존엄 또는 심리적·신체적 온전성을 반복적·조직적으로 저
해하는 행동은 근로관계 맥락상 괴롭힘에 해당한다.
- 제1조의 (1)*에 명시된 근거와 관련된 원치 않는 행동으로서, 상대방의 존엄을 저해하고 위협
적, 적대적, 비하적 환경 또는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환경을 야기하려는 목적이 있거
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은 괴롭힘으로 간주된다.
- 상대방의 성별과 관련된 원치 않는 행동으로서, 상대방의 존엄 또는 신체적 온전성을 저해하
고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환경 또는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환경을 야기하려는 목적
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은 괴롭힘으로 간주된다.”
부

크:

*제1조의 (1)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규칙을 시행함에 있어서, 종교나 신념, 장애, 연령,
성적 지향, 실제 또는 추정상의 인종 또는 민족에 근거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차별은 금지된다.”35)
34) ‘각주 27’ 참조.
35) ASGP 구성원들에게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응답하도록 요청된 온라인 설문에 대한 룩셈부르크
의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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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하원 내 성적 괴롭힘 방지 및 처벌 수칙’에 관한 토론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공격을 구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칠레 형법에서 가져온 것으로, 동
수칙 제7조에 수록되어 있다.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은 ‘경미한(minor)’, ‘덜 심각한(less
serious)’, ‘심각한(serious)’ 및 ‘매우 심각한(very serious)’ 공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미한 공격이
란 (i) 성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를 난처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유발하는 암시,
야유, 농담, 칭찬 또는 발언, (ii) 외설적인 제스처, (iii) 성적 루머를 확산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덜 심각한 공격이란 (i) 성별에 따른 외모 또는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비하적이거나 불쾌감을 유발
하는 발언, (ii) 성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성관계를 부적절하게 제안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의 전화,
서신, 이메일 또는 디지털 메시지, (iii) 동일한 목적을 위해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포함된 사진, 이
미지 또는 그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심각한 공격이란 특히 과도한 신체적 접근 및 불필
요한 마찰을 말한다. 매우 심각한 공격이란 성적 행위 또는 기타 범죄행위를 저지르기 위해 강제력
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공격 또는 피해자를 붙들거나 구석으로 모는 행위 등을 말한다.”36)
레:

e) 대상 근무자 범주

이 가이드라인의 ‘1단계’ c)항에서는 의회 근무자 범주의 다양성 및 근무자 범주별 법적 지위의 차이로
인한 복잡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폭력으로부터 각각의 범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정책에 명시해야 한다.
또한 정책은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및 폭력 행위로부터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제공해야 한다.
의원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 직원들은 회의, 사교 행사, 우편, 이메일, 모바일 메시지, 미디어, 소셜네
트워크 등을 통해 성차별적 및/또는 성적 위협, 발언 및 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범주마다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누

가 결부되어 있는가

내부적

?

외

부적

수평적(동료 간):
제3자:
Ÿ 동료의원에 의한 괴롭힘
Ÿ 일반 대중에 의한 의원·직원 괴롭힘
Ÿ 동료직원에 의한 괴롭힘(의회 직원, 보좌관,
Ÿ 온라인 괴롭힘 및 폭력
인턴 또는 자원봉사자 여부 불문)
수직적(위계적):
Ÿ 의원에 의한 의회 직원, 보좌관, 인턴 또는 자
원봉사자 괴롭힘
Ÿ 의회 직원, 보좌관, 인턴 또는 자원봉사자의
직속 관리자에 의한 괴롭힘
36) ‘주석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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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캐나다 하원은 근무자 범주별로 상이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하원의원 행동강령: 의원 간 성적 괴롭힘’37)은 의원 간의 상호작용에 적용된다.
- 2014년 ‘괴롭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정책(Policy on Preventing and Addressing Harassment
)’38)은 모든 의원(고용주로서), 의원이 고용한 직원, 인턴 및 자원봉사자(유급 또는 무급)에 적용
나다:

된다.
-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원 및 하원사무국(House of Commons Administration) 직원은 상기
정책들이 아니라 별도의 프레임워크가 적용된다.

칠 ‘하원 내 성적 괴롭힘 방지 및 처벌 수칙’ 제4조에 따르면, 동 수칙은 하원의원, 공무원, 임시
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그 밖에 노동법에 따라 하원이 고용한 직원에게 적용된다. 또한 동 수칙
은 근무자가 아닌 진정인이라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동 수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의한 괴롭힘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렇듯 일반적인 원칙은 하원,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position of
trust)에 있는 의원 또는 정당이 직접 고용한 모든 고문 및 보좌관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에서는
의회와 외부 용역업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동 수칙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39)
레:

코

웨덴 코스타리카의 경우, ‘성적 괴롭힘 대응을 위한 의사규칙’ 및 ‘직장 내 괴롭
힘에 관한 수칙’40)은 하원 직원에게만 적용된다. 스웨덴의 경우, 심리적 및 성적 괴롭힘에 대응하
기 위해 의회가 채택한 조치들41)은 의회 직원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에만 적용된다.
스타리

카

및 스

:

핀란드 2017년 ‘부적절한 행동 및 괴롭힘의 방지를 위한 의회사무국 가이드라인(Guidelines of the
Bureau of Parliament for the Prevention of Inappropriate Conduct and Harassment)’은 의원, 의회
직원 및 보좌관들에게 적용된다.42)
:

남
2006년 의회는 모든 직원과 의회 보좌관에게 적용되는 ‘성적 괴롭힘 관련 정책(Sexual
Harassment Policy)’을 도입했다. 그러나 동 정책에 따른 절차는 성적 괴롭힘에 대한 진정 대상(의
원 또는 다른 직원이나 보좌관)에 따라 다르다.
- 진정 대상이 의원인 경우, ‘연방의회 및 주의회 의원들을 위한 윤리강령(Code of Ethical
Conduct for Members of Parliament and Provincial Legislatures)’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동윤
리위원회(Joint Ethics Commission)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진정 대상이 다른 직원이나 보좌관인 경우, 직속 관리자를 통해 가장 높게는 의회사무총장
(Secretary to Parliament)에게까지 정식 진정 또는 비공식적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할
아공:

수 있다.43)

37)
38)
39)
40)
41)

‘주석 27’ 참조.
https://www.ourcommons.ca/Content/Boie/pdf/policy_preventing_harassment-e.pdf
‘각주 31’ 참조.
‘각주 32’ 및 ‘각주 33’ 참조.
그러한 의회 조치에는 2009년 ‘학대 대응 정책(Policy Against Abuse)’, 2009년 ‘학대의 처리 및 조사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Handling and Investigating Abuse)’, 2011년 ‘평등한 대우를 위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 for Equal Treatment)’ 등의 규정이 포함된다. ASGP 구성원들에게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응답하도록 요청된 온라인 설문에 대한 스웨덴 의회의 답변.
42) ASGP 구성원들에게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응답하도록 요청된 온라인 설문에 대한 핀란드 의회의
답변.
43) ASGP 구성원들에게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응답하도록 요청된 온라인 설문에 대한 남아공 의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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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 여성의원포럼(2019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IPU

f) 적용 범위

질문

Ÿ
Ÿ

Ÿ

정책이
선거구
정책이
온라인

어느 정도로 포괄적인가? 의회 경내에서 발생한 행위로 제한되어 있는가?
사무실, 공식 출장, 업무 관련 연수, 행사 또는 사교적 활동과 같은 기타 장소와 상황에도
적용되는가?
상호작용에도 정책이 적용되는가?

ILO의 ‘근로 영역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 및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전통적인 물리적 직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충분한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못한다. 보호의 범위는
“(a) 근무 장소에 해당하는 공적·사적 공간을 포함한 직장에서, (b)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장소,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하는 장소 또는 근로자가 위생·세정시설 및 탈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소에
서, (c) 업무 관련 출장, 연수, 행사 또는 사교적 활동 중에, (d)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통한 통신을 포
함한 업무 관련 통신 중에, (e) 고용주가 제공한 숙박시설에서 및 (f) 출퇴근 시에”(제3조)44) 발생하는
괴롭힘과 폭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의회라는 근로 영역에서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44) ‘각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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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PACE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럽 지역에서 의회 여성직원에 대한 성적 괴롭힘 사건은 의회 경내뿐만
해외), 만찬 또는 리셉션에서도 발생했다.

아니라

공식 출장(국내 또는

또한 의회에서 의원 및 그 밖의 의회 인원을 위한 온라인 상호작용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의 범위가 그러한 공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캐

‘하원의원 행동강령: 의원 간 성적 괴롭힘’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성적 괴롭
힘은 예컨대 의원이 출장 중이거나 사교적 직무 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다.”45)
잠

나다:

성적 괴롭힘 사건에 대한 진정 절차의 적용은 의회 건물에서 발생한 행위로 국한된다. 의
회 건물에는 의회 회의장, 사무실, 회의실, 복도, 정원, 전국구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그 밖에 국회
의장이 지정한 장소가 포함된다.46)
비아:

g) 예방조치 및 지원 서비스

이 가이드라인의 ‘3단계’에 언급된 바에 따라 예방조치와 지원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책에서 의식제고 및 교육훈련 활동을 포함한 예방조치에 대해 다룸으로써 의회 당국은 성적 괴롭힘
등의 행위를 영속시키는 불평등, 태도, 일반적 관념 및 그 밖의 근본 원인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단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책에서는 비밀이 유지되는 지원 및 상담 서비스에 대해 규정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지원과 서비
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칠 ‘하원 내 성적 괴롭힘 방지 및 처벌 수칙’ 제2조에 따르면, “괴롭힘, 성적 학대 및 기타 형태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한 의식제고 및 정보제공 캠페인과 관련 교육과정이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47)
레:

h) 진정 처리 메커니즘

질문

Ÿ
Ÿ
Ÿ
Ÿ

어떤 기구가 진정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할 것인가? 누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들 기구를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신시킬 것인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비밀 유지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진정 처리 절차가 보복 또는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진정인을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45) ‘각주 27’ 참조.
46) 의원 및 의회 직원에 대한 성차별과 성적 괴롭힘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진정 절차에 관해 잠비아 국회가 2017년
10월 18일 IPU에 전달한 통신문에서 수집한 정보.
47) ‘각주 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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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 2차 피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진정 내용에서 주장되는 사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 면담 대상은 누구인가?
진정 처리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정책에서는 모든 진정 건이 동일한 수칙에 따라 동등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신
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의 운영 방안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진정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할 기구가 명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기구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명시되어야 한다. 어떤 메커니즘은 진정 자격을
피해 주장자로 국한하는가 하면, 관리자 직급인 직원 및 직원 대표도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
는 메커니즘도 있다. 정책에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서는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도 제시되어야 한다.
진정 메커니즘은 제기된 주장의 근거가 충분한지 조사 및 평가하는 ‘공식적’ 절차와 당사자 간 대화와
중재를 촉진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비공식적’ 절차로 구분되기도 한다. ‘중재의 모색’이라는
선택을 진정인에게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는 일종의 선택안으로 제안할 수 있으나, 심각하거
나 조직적인 괴롭힘 및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힘의 불균형’ 문제가
관련되어 있거나 진정인이 보복 또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재를 금지해야 한다.
의회는 학대적 행동에 대한 복수 피해자의 집단 신고 가능성 및 정책
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할 수 있다.

채택 전에 발생한 사건의 진정 접

어떤 경우라도 진정 메커니즘은 (1) 비밀이 유지되고, (2) 진정인의 필요에 부응하며, (3) 모든 당사자에
게 공정하고, (4) 철저하고 공정하고 포괄적인 조사에 기반을 두며, (5) 시기적절해야 한다.
1. 비

밀유

지

모든 과정에서 진정인, 이해당사자 및 작성된 보고서의 비밀 유지가 보장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정책
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대응성

중재(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진정 처리 과정 전체 및 그 밖의 상황에서 진정인의 권리와 필요를 고려
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매일 함께 근무하는 동료 또는 직속 관리자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를 의회 내 다른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구해
야 한다. 괴롭힘의 피해자는 예컨대 다른 부서로 강제로 전근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정성

진정인에게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하나, 피진정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한다. 적법한
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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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4. 조사

모든 의회는 주장되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철저하고 공정하고
괄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포

일반적으로 조사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실시된다.
Ÿ 진정인 진술서 작성
Ÿ 진정인 및/또는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면담
Ÿ 피진정인 면담(면담 관행과 관련하여 아래 “조사 및 면담” 참조)

두 사람만 결부되어 있고 각자가 상이한 진술을 하는 경우와 같이,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입
증하는 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5. 적시성

모든 절차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진정 메커니즘

둘러

보기

의회들은 진정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정당을 이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사건을 다루는 것을 주
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은 정당 정치보다 엄중한 사안이며, 의회는 진정
절차를 통해 궁극적인 심판으로 나설 수 있다.
성적 괴롭힘 등의 행위에 대한 진정 메커니즘을 갖춘 의회들이 응답한 내용에 따르면, 의회 직원이
결부된 사건을 담당하는 기구는 직속 관리자, 인사부서, 사무총장실 등이다. 의원이 결부된 진정 사
건은 윤리위원회 또는 의회 기준 및 특권에 관한 위원회와 같은 자기규제적 기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자기규제적 메커니즘이 지닌 한계에 대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 있다.
IPU 연구 조사에 참여한 일부 의회는 독립적인 진정 메커니즘을 선호했다.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하
는 논거가 많다. 의원들은 동료의 평가를 받거나 정치적 점수 따기가 횡행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바
라지 않는다. 의회 직원들은 의원 또는 정당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메커니즘을 신뢰하지 않는다. 더구
나 피해자와 가해자 간 힘의 불균형 문제(특히 의원이 의회 직원 또는 보좌관을 괴롭히는 경우), 그
러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된 의원을 둘러싼 언론의 호들갑, 정당이 자체 이미지와 결속력
을 유지하기 위해 행사하고자 하는 영향력 및 기타 가중적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독립적이고 비밀
이 유지되는 절차가 가장 적절한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48)

따라서 의회는 심판인 동시에 당사자 위치에 있는 의회 내 인물에게 조사 업무를 위임하는 것을 피
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적격성이 있는 외부 인물 또는 독립적 기구에 의지해야 한다. 조사를 담당할
내부 위원회가 임명되는 경우, 그러한 위원회는 남녀동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
해당사자 대표들(의원, 의회 직원, 보좌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위원회 구성원, 독립
조사관 및 의회 인사부서 직원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성차별적 및/또는 성적 괴롭힘과 폭력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해당 분야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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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

‘하원의원 행동강령: 의원 간 성적 괴롭힘’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 사건의 진정인과 피진정
인이 모두 하원의원인 경우에 진정인 또는 제3자가 하원 최고인사책임자(CHRO: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또는 원내총무에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중재하기로 합
의하지 않거나 진정인이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진정인은 CHRO에게 서면을 통해 정식
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명단에서 선정된 외부 조사관이 호출되어 성적 괴롭
힘 주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동 강령의 ‘부속서 2(Annex II)’에는 비밀이 유지되고 공정한 조
사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조사관은 진정인, 피진정
인, 증인, 그 밖에 진정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검토에 유용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다.49)
칠

나다:

내 성적 괴롭힘 방지 및 처벌 수칙’50)에 따라 피해자는 하원 성평등조정관(Gender
Coordinator)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진정을 접수한 성평등조정관
은 조사에 착수한다. 동 수칙에서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의원, 공무원, 임시직 직원 또는 노동법
제4장의 적용을 받는 직원인가에 따라 각기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진정인 또는 피진
정인이 하원의원, 하원 사무총장, 사무차장 또는 위원회 수석총무(Chief Secretary of
Commissions)인 경우, 조사관은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과 다른 성별, 지역 및 정당의 의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임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관은 하원 운영행정위원회(Commission of Internal
Regime and Administration)에 보고하고 처벌 또는 무혐의 결정을 제안한다. 조사는 비밀이 유지
되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공개되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피해자 성명
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에 걸리는 기간은 진정일로부터 최장 20영업일이다.

코

레:

‘하원

괴롭힘 대응을 위한 의사규칙’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수칙’(의회 직원 대
상)에서는 인사부서의 장이 조정하고 보건부서 소속 의사 또는 심리학자와 변호사가 포함된 합동
위원회가 진정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51)
스타리

핀란드

카 ‘성적
:

진정 제기는 의회 의장 또는 의회그룹(진정인이 의원인 경우), 의회그룹의 직원 대표(진정
인이 직원인 경우), 의회 사무총장, 의회 행정부서 또는 산업안전보건부서의 대표(모든 진정인)에게
할 수 있다. 진정 절차를 구성하는 주요 단계로는 구두 또는 서면 진정 제기, 중재 및 조사, 결정,
후속조치 등이 있다.52)

유럽

:

의회 직원, 보좌관 또는 인턴을 대상으로 의원이 가하는 심리적 또는 성적 괴롭힘에 대
한 진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수립되어 있다. 우선 유관 행정부서가 진정에 대해 조
사한 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할 파일을 준비한다. 그러한 파일은 진정인이 제
출한 증거 자료 및 추가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이후 해당 진정 내용을 일단 인
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잠정적 조치의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증거가 충분한 경우
에는 자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기간에는 진정인, 증인 및 피진정인에 대한 청문회가 열
린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자문위원회는 숙고 과정을 거친 의견이 수록된 비공개 보고서를 유
럽의회 의장에게 송부한다.53)
48)
49)
50)
51)
52)

의회:

IPU-PACE 연구. ‘각주 1’ 참조.
‘각주 27’ 참조.
‘각주 31’ 참조.
‘각주 32’ 및 ‘각주 33’ 참조.
‘각주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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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직원에 의한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는 특별 상담소(이 가이드라인의 ‘3단계’ I.c)항에 제
시된 한국의 사례 참조)에 해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그러한 신고를 접수한 상담소는 조사가 개
시되도록 할 수 있다. 국회 감사담당관실은 20일 이내 기간(10일간 연장 가능) 동안 조사를 실시하
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사무총장에게 제출한다. 이후 사무총장(의장) 및 국회사무처 직원 6인
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구성원 중 남녀 어느 쪽의 비율도 70%를 넘지 않아야 함)가 보고서의 결
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사무총장은 가해자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54)
한

국

:

의회 직원이 인사부서의 장에게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시작되도록 할 수 있는 정식 절
차가 마련되어 있다. 서면 또는 구두 통지를 통해 진행되는 이러한 절차는 피진정인에 대한 보복
또는 접촉을 못 하도록 한다. 조사는 전적으로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사자별로 면
담이 실시되며, 이때 당사자의 대리인이 동석할 수 있다. 면담 내용은 녹취되며, 각 당사자는 내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 사항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된다. 고용주는 괴롭힘이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직장 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55)
스

웨덴

: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원 법사위원회에
서 증언한 크리스틴 포드(Christine Blasey Ford)를 지지하는 항의자들. 손바닥에 ‘여성의 말을
믿어라(Believe Women)’라고 적혀 있다(2018년 미국 워싱턴). ⓒChet Strange/AFP

조사 및

면 *
담

목적: 사실에 관한 의견을 도출하는 데 충분한 증거 자료가 첨부된 서류를 작성한다.
1단계: 진정인 진

Ÿ

술청

취

면담을 통해 진행하며, 작성된 진술 속기록에 입회인들이 서명한다.

53) ‘각주 14’ 참조.
54) 2019년 5월 대한민국 국회사무처에서 IPU에 제공한 정보.
55) ‘각주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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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진정인 면담이 불가능한 경우, 분명하고 정확하고 상세한 진술서를 확보한다.

진술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진정인에게 요청한다.
Ÿ 피진정인에게 들은 말과 당한 행위
Ÿ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진정인의 느낌과 반응
Ÿ 날짜, 장소, 그 밖에 시간적 전후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세부 사항
Ÿ 진정인의 건강에 미친 영향
Ÿ 진정인이 해당 문제를 타인에게 언급했는지 여부. 언급한 경우에는 말한 대상.
Ÿ 문제가 제기된 행위나 그 영향에 대한 증인의 존재 여부
Ÿ 피진정인이 보냈을 수 있는 서면 메시지, 사진,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음성사서함 메시지 등
Ÿ 공식적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취해진 조치
면담:
해

Ÿ

Ÿ
Ÿ

Ÿ

Ÿ

야

면담의 목적, 면담을 담당하는 기구의 역할, 해당 기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 등에 대
해 설명한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피면담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피면담자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피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피면담자가 사실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고려한다.
이용 가능한 심리적, 의료적, 법적 지원 서비스 및 의회 차원 외의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를 피면
담자에게 제공한다(이 가이드라인의 ‘3단계’에서 지원과 상담, 안전, 기타 구제 및 배상 수단에 관
한 내용 참조).
진정인의 진술 중 의료증명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증언서, 물적 증거(예컨대 피진정인의 말
또는 메시지에 대한) 등을 통해 정식으로 입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진정인에게 물어본다.

피해

Ÿ
Ÿ
Ÿ
Ÿ

할 일:

야

할 행동:

신고된 행위에 대해 의심하거나 가볍게 여긴다.
경청하지 않고 진술 중간에 끼어들거나, 질문 없이 피상적으로만 듣는다.
진정인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감정 표현(눈물, 침묵 등)에 대해 당황스러워하거나 조바심을 낸다.
주장된 사실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한다.

2단계: 진정인 및/

또

는 피진정인과

함께

근무하는 증인과의

면

담

본인이 괴롭힘 또는 폭력 행위에 대해 증언할 때 보호를 받으며 면담 속기록이 작성되고 입회인들이
속기록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잠재적 증인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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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 증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Ÿ
Ÿ
Ÿ
Ÿ

주장된 위반행위
진정인의 행동 또는 감정상의 변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성품
유사한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피해자, 증인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얘기를 당사자에게
직접 들은 사람으로서)

3단계: 피진정인과의

면

담

가해자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피진정인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다.
Ÿ 해당 행위를 부인한다.
Ÿ 해당 행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해당 행위에 대해 진정인의 해석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이의
를 제기한다.
Ÿ 해당 행위를 인정하지만, 진정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여기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것
을 진정인의 탓으로 돌린다.
Ÿ 피진정인의 유죄 여부를 막론한 어떤 경우라도 면담자는 문제가 제기된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
을 분명히 밝힌 채 면담을 마쳐야 한다.

*출처: Sexist and Sexual Violence at Work: Guide for E mployees, European Associa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t Work
코틀랜드
다음은 의원이 피진정인인 경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진정에 적용되는 ‘독립적
조사 절차(Procedure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에서 발췌한 내용이다(공동실무그룹은 행동강
령에 의거 동일원칙이 의원 대상으로도 적용되도록 절차를 수정할 것을 권고함).
스

의회:

“조사 진행 방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Ÿ 독립조사관이 진정인 및 피진정인 모두에게 연락한다. 피진정인은 진정의 세부 사항 및 진정인
의 성명에 대해 통보받는다.
Ÿ 조사의 목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조사는 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아
Ÿ

Ÿ
Ÿ

야 한다.
조사관은 진정인, 피진정인 및 관련 증인과 면담하며,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각자의 주장을 개진
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면담은 독립된 공간(필요시 의회 외부)에서 당사자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한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기타 지정기관의 직원, 동료 또는 노조 대표자
를 배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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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모든 당사자는 본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면담 과정 전체에 걸쳐 비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상응하는 조치가 취
해진다.”56)

i) 구제 및 배상

질문

Ÿ

Ÿ

진정이 처리되는 동안 괴롭힘 및 폭력을 중단시키고 진정인과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배상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ILO의 ‘근로 영역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적절하고 효과적인 진정 및 조사
메커니즘은 접근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구제 수단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동 협약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명시된 권고안(R206)이
부되어 있다.

“14.

(a) 보상을 받고 퇴직할 권리
(b) 복직
(c) 적절한 손해배상
(d) 특정 행동의 중단 또는 정책이나 관행의 변경을 위해
취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
(e) 국내법과 관행에 따른 법무비용

첨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조치를

15. 근로 영역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피해자는 근로 불능으로 이어지는 심리적·사회적 또는 신체적 상해
나 질병 또는 기타 상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57)
의회의 내부 정책에 그러한 구제 및 배상 수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칠 ‘하원 내 성적 괴롭힘 방지 및 처벌 수칙’에서는 성적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때
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진정인과 증인의 신체적·심리적 온전성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그러한 조치에는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임시 직위해제, 휴가, 법적 조언
또는 심리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동 수칙에서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 특히 임시 직위해제의 경
레:

56) The Scottish Parliament, Report of the Joint Working Group on Sexual Harassment, 2018년 12월,
https://www.parliament.scot/TrainingAndDevelopment/Joint_Working_Group_Final_Harassment_Report_D
ecember_2018_2.pdf
57) ILO R206, Violence and Harassment Recommendation 206, 2019,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LO_CODE:R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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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피해자의 의견과 필요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 계속 적용된다. 같은 맥락에서 진술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진술을 반복적
으로 요구하는 등과 같이 진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법 절차 및 피진정인의 방어권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동 수칙에서
는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성생활 또는 애정 생활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58)

랑 2018년 상원은 의원(고용주)과 보좌진 간 괴롭힘 신고 발생 시 적용되는 임시보호조치를
도입하였다. 종속적 지위에 있는 보좌진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할 경우 병가 또는 퇴직을 강요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괴롭힘 주장이 제기된 의원에 대한 보좌진 고용수당의 지급을 정지
시키는 조치로, 이는 피해 신고자를 대체하여 고용된 보좌진에게도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급 정지는 상원 사무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고 해당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징계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즉시 해제된다.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상원의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다.59) 근로관계가 복구될 수
없는 경우, 상원의장은 피해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직책에 대해 해당 의원이 속한 정치그룹의 장
과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지원 센터에서 의회 보좌진에 대한 괴롭힘 의혹에 대해 상원의장에
게 보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기존 절차를 개선·강화할 계획이다.60)
프

스:

유럽
직원 규정(Staff Rule) 제24조에 따라 의회 직원 및 보좌진61)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
며, 당국은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62)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유럽의회 의장이 결론을 내리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개시하고자 할 때 소송비용을 의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괴롭힘으로 인해 보좌진
이 해당 의원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경우, 보좌진은 해당 의원의 의회 보좌진 관련 예산을
통해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63)
의회:

58) ‘각주 31’ 참조.
59) 프랑스 형사소송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당하게 구성된 당국 또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범죄 또는
위반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에는 검찰국(Department of Public Prosecution)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련
정보, 보고서 또는 서류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 ‘각주 13’ 참조.
61) 유럽의회 의원을 보좌하는 공인 보좌진은 유럽의회가 직접 고용한다.
62) ‘각주 14’ 참조.
63) ‘각주 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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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징계 및 제재

질문

Ÿ
Ÿ
Ÿ

징계 의결권자는 누구인가?
괴롭힘 및 폭력 행위의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입증된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초래되는 결과 및 징계·제재조치가 정책에 명시되어 있는가?

정책에는 괴롭힘 및 폭력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적용 가능한 징계 및 제재조치가 열거되어야 한다. 행
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명확한 제재조치를 도입·적용함으로써 본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처벌(impunity)을 근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징계조치는 억제 효과가 있다. 직
장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한 효과적인 방지 및 개입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강도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64)

칠 ‘하원 내 성적 괴롭힘 방지 및 처벌 수칙’에서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가해자의
근로자 범주별(의원, 공무원, 의회가 고용한 기타 직원 등) 규제 체계에 따른 기존 제재조치에 대
해 언급하고 있다. 동 수칙에서는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공격 유형별로 최대한의 징계조치 및 벌
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수칙에서는 제재조치 결정 과정에서 위반행위의 반복, 조사 중 협조, 출두 거부 또는 필요
정보의 제공 거부 등을 포함한 가중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장애 또는 가
해자 대비 종속적 지위도 가중적 요소로 간주된다. 제재 결정은 하원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신분은 공개되지 않는다.65)
레:

랑
2017년 상원 사무국은 상원 의사규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권해석 결정을 채택했
다. “괴롭힘 행위는 그 성격을 막론하고 상원의원들에게 적용되는 존엄성이라는 윤리적 원칙을 위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형법상의 제재와 별개로 (심리적 또는 성
적 괴롭힘 여부를 불문하고)가해자는 상원 의사규칙 제94조와 제95조에 따라 직무정지(exclusion)
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는 견책처분을 받는다. 그러한 징계조치는 사무국에서 부과하며, 이에 따
라 가해자의 의원 수당이 감액된다. 의회 공무원은 위반행위의 심각성에 비례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의사규칙 제145조에 따라 자동 해고 및 파면될 수 있다.66)
프

유럽

스 상원:

의원에 의한 괴롭힘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내부 조사 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자문위
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유럽의회 의장은 의사규칙 제166조에 따른 제재(가볍게는 견책, 심하게는 의
회 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직무와 관련된 정직 또는 면직 등)를 가해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67)
의회:

64) Mcdonald, S. Charlesworth, and T. Graham (2015), “Developing a Framework of Effective Prevention
and Response Strategies in Workplace Sexual Harassment”, Asia Pacific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53, no. 1.
65) ‘각주 31’ 참조.
66) ‘각주 13’ 참조.
67) ‘각주 14’ 참조.

- 49 -

3단계: 실행

성차별

및

성적

괴롭힘의

근절을

위한

의회의

즉각적

조치의

시행을

촉구하는

#NotInMyParliament 캠페인 중인 PACE 의원들(201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PACE

기준이 수립되어 정책에 명시된 후에는 광범위하게 전파, 시행 및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의회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의회 근무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의 이행 의지를 보
여 줄 수 있다.
정책 실행에는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의식제고, 직장 내 성차별 행위, 괴롭힘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또한 그러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정기적 평가 작업도 요구된다.
I. 모두를 위한 직장 개선

a) 정보제공 및 인식제고

질문

Ÿ

지역구 사무실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의회 직원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정책에
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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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자신의 권리

‘방지(prevention)’는 명확한 정책, 새로운 규제의 체계 및 운용방식에 대한 모든 의원과 직원의 이해 증
진, 그리고 폭력 행위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직장문화가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다.
근로자 범주의 다양성 및 의회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명확하고
정기적인 의사소통 등을 통해 그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대한 상세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정책이 수립되면 의회는 이를 공표하고 정책 준수를 장려해야 한다. 정책을
양하다.
Ÿ
Ÿ
Ÿ
Ÿ
Ÿ
Ÿ
Ÿ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의원들이 이행을 약속할 수 있는 정책 선언문
의회 직원 및 보좌진의 고용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는 헌장
모든 의원과 의회 직원에게 전달되는 정책 문서 사본 및 필요 정보 일체
브로슈어, 이메일, 의회 뉴스레터 등
의회 경내 및 지역구 사무실 내 포스터
인트라넷
초선의원 및 신입직원 대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일환 등으로 실시하는 정보제공 세션. 적절
한 경우,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의원 보좌진들도 참여시킨다.

이러한 정기적인 의사소통 및 의식제고 이니셔티브는 다음을 목표로 해야 한다.
Ÿ
Ÿ
Ÿ
Ÿ
Ÿ

의회 직원들이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의 방지와 근절에 대한 의회의 의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성차별 등의 행위에 대한 의식제고를 통해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발생 즉시 식별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자에게 얘기를 직접 들은 사람들 각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한다.
피해자, 진정인, 증인 및 내부 고발자에게 오명을 씌우는 관행을 시정한다.
구제조치, 담당자 등 마련된 조치를 홍보한다.68)

상기 이니셔티브 외에도, 방지와 처벌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발생 사건에 대
한 단호한 처리는 잠재적 가해자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분
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지책은 없다.69)

68) ‘각주 11’ 참조.
69) Ibid.

- 51 -

캐

‘하원의원 행동강령: 의원 간 성적 괴롭힘’에 따라 의원들은 동 강령을 준수할 것임을 서
약하고, 성적 괴롭힘이 없는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제11조).70)
나다:

핀란드 의회는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천명하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는 지침서를 제작하
였다(2017년 3월 채택). 동 지침서에는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 및 연락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관련 정보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제공되며, 의회 인트라넷에도 찾아볼
:

수 있다.71)

2018년 상원은 직원 대표들과 협력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정보(법적 정의, 예시, 잠
재적 가해자, 징계 및 제재, 따라야 할 절차 등)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안내서(아래 사진
참조)를 발간하여 인트라넷을 통해 제공했다. 또한 상원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회도 주
관했다.72)
프

랑

스:

정신적·성적 괴롭힘에 관해 프랑
스 상원이 발간한 안내서(2017년,
익명 버전) ⓒ프랑스 상원

70) ‘각주 27’ 참조.
71) ‘각주 42’ 참조.
72) ‘각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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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육훈련

질문

Ÿ
Ÿ
Ÿ
Ÿ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교육훈련이 계획되어 있는가?
교육훈련의 대상은 누구인가?
의무적인 교육훈련인가?
교육훈련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어떤 접근법과 형식을 선택해야 하는가?

인사부서, 의회 관리자급 직원 및 그 밖의 인적자원 관련 직원(직원 대표, 관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러한 행위의 대응 방법에 관한 교
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괴롭힘 상황을 직접
다루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괴롭힘 및 폭행 피해자
를 다루는 방법 및 기민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피해자를 안내하는 방법 및 피해
자가 자신의 주장이 불신 또는 배척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숙지해야 한다.
정책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식을 제고하려면 모든 의원과 의회 직원을 대상으
로 직장 규정 준수, 안전, 보건 및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 대응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의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교육과정은 출석률(특
히 의원들의 경우)이 저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일부 의회에서는 초선의원 및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킨다. 온라인 교육훈련은 저비용으로 다양한 장소에 위치한 다수에
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 대면적 집단 상호작용은 대화와 의식제고를 촉진한다. 사례연구와 역할극은 문제
해결 능력 및 심리적·성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감수성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Ÿ
Ÿ

Ÿ
Ÿ
Ÿ

성차별 및 심리적·성적 괴롭힘과 폭력의 명확한 정의와 예를 제시한다.
특히 위계적 관계 하에 상급자를 직접 대해야 하는 젊은 직원(여성인 경우가 많음)에게 괴롭힘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나타나는 권력 역학 관계를 강조한다.
참가자들이 성차별과 희롱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을 활용한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법적 처벌 및 제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을 실시한다.

초선의원들은

고용주로서의 경험이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관리에 관한
와의 관계에 있어서 권한남용 방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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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특히 하급자

하원은 초선의원 및 신입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괴롭힘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다.73)
프

코

랑

스:

신입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적·성적 괴롭힘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스타리

74) ,

핀란드

75)

및 스

웨덴

76) :

국회사무처는 의원 및 직원 대상 교육훈련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경우 의무 사항이며, 직원 범주에 따라 교육훈련이 실시된다.77)
한

국

카

유럽

:

교육훈련에

심리

교육 참가는 직원의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 및 괴롭힘을 방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및 전문 직업인다운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인 교육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다. 괴롭힘 방지 교육훈련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교육 참가자들은 심리적·성적 괴롭힘에 대한 인식, 방지 및 대응
방법을 익히게 된다. 관리자들에게는 담당 팀 내 심리적·성적 괴롭힘 문제의 방지 및 대처에 도움
을 주기 위해 유사한 교육훈련이 제공된다. 또한 직원 고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의원들을 대상으
로 운영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중에 있다.78)

캐

의회:

캐나다 하원은 2016년 12월부터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의 괴롭힘 방지 정책에
관한 온라인 교육훈련을 2개 언어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교육 세션은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접속
할 수 있다. http://training-formation.parl.gc.ca/harassment-prevention/
이러한 온라인 교육은 오타와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역의 지역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 대
상자들에게 교육훈련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연수생들과 강사들의 출장비용 부담도 사라
진다.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본인의 신분(의원, 오타와 의회 직원, 지역구 사무실 직원
등)을 스스로 밝힐 수 있다.79)
나다:

c) 지원 및 상담 서비스

질문

Ÿ
Ÿ
Ÿ

Ÿ

73)
74)
75)
76)
77)
78)
79)

자신을 괴롭힘 또는 폭행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가?
이들 서비스는 효과적으로 홍보되고 연락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는가? 서비스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
서비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가?
‘각주 17’
‘각주 32’
‘각주 42’
‘각주 41’
‘각주 54’
‘각주 14’
‘괴롭힘의
Policy on

참조.
및 ‘각주 33’ 참조.
참조.
참조.
참조.
참조.
방지 및 대처에 관한 하원 정책에 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House of Commons
Preventing and Addressing Harassment)’ 2016~2017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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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피해자가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프랑
스 하원 윤리담당관(Ethics Officer)이 언급한 바와 같이, “성적·심리적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신
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80)
이는 지원·상담 팀의 설치 및/또는 의료적, 심리적, 법적 지원에 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
련을 이수한 의회 내·외부의 신뢰할 만한 담당자 지정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한 중립적 전문가·숙련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고통이 괴롭힘 또는 기타 폭력 행위의 법
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괴롭힘 또는 폭력 사건인 경우에 의회 정책, 절차 및 구
제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전문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사, 임상심리사 등)를 안내해 줄 수도 있다.81)
이러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는 비밀이 보장되고, 접근이 용이하며, 눈에 띄지 않게 받을 수 있어야 한
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의 신뢰 제고 및 비밀 보장을 위해 의회 외부에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진정 내용의 실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잠재
적 피해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조언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성적 괴롭힘 관련 정책(Sexual Harassment Policy)에 따라 도입한 비공개 지원서
비스 홍보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2019년) ⓒ스코틀랜드 의회

80) ‘각주 17’ 참조.
81) “신체적 폭력과 괴롭힘은 명백한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서적 상처도 남기기 때문에 재활과 상담이 필요하다.
심리적·성적 폭력과 괴롭힘은 불안, 우울, 두통, 수면장애 등의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직무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ILO, Ending Violence and Harassment Against Women and Men in the World of Work, ‘각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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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공무원 보호 및 연방의회 내 차별과 심리적·성적 괴롭힘 대응 기구에 관한 협약(2018)에 따
라 기회균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ragte) 및 그 밖의 소통 담당자(직원위원회, 심리적·사회적
서비스, 장애인 대표,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동료직원 등)가 피해자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피해
자는 개별 상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와 조언 서비스를 받는다. 의회의 신입직원들은 오리엔
테이션 프로그램에서 유용한 연락처 및 직원 보호 관련 협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연수생과
인턴에게도 교육훈련 초기에 정보가 제공된다.82)
일:

2018년 3월 의회는 의장이 임명하는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
(Clearingstelle)를 설치했다. 상·하원의원, 정치그룹 소속 직원 및 의회 보좌진들은 괴롭힘이 발생
했을 때 해당 전문가에게 연락할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유형의 정보 및 개별 상담 서비스에 접
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밀 유지가 보장된다. 이 기구의 주 업무는 예방, 의식제고 이니셔
티브 및 의회 내 존중의 문화 확립을 위한 활동이다.83)
오스

리아:

2018년 상원은 자신을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심리적 또는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생각
하는 의회 공무원과 보좌진들의 진술을 접수 및 청취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했다. 의회 공무원은
인사부서 내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의료·사회서비스팀(임상심리사, 의사 등)을 찾아갈 수 있다. 의
회 보좌진들을 위해 설치된 상담 지원 센터에서는 의료·심리서비스팀(산업보건의 및 임상심리사)과
행정팀(상원 행정관리자 및 보좌진 조합, 노조가 공동으로 임명한 직원 대표)을 운영하고 있다. 의
회 보좌진이나 공무원은 이와 같은 기구에 연락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구는 피
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상담 중 확보한 정보는 공개할 수 없
다.84)
프

랑

트

2018년 국회사무처는 성희롱 예방 및 처리지침(제5조)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의 상담을 전담
하는 상담소를 설치했다. 임상심리전문가가 근무하는 이 상담소에는 접근이 용이하고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적절한 상담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85)
한

국

스:

:

d) 안전

질문

Ÿ

온라인 메시지 서비스 및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한 제3자의 괴롭힘 및 성차별적·성적 폭력에 노
출되는 의회 직원들을 지원·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의회는 모든 의원과 직원을 위해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가해자가 제3
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의회 보안부서의 역할 및 경찰과의 공조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의원
82) ASGP 구성원들에게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응답하도록 요청된 온라인 설문에 대한 독일 연방의회의
답변.
83) ASGP 구성원들에게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응답하도록 요청된 온라인 설문에 대한 오스트리아
의회의 답변.
84) ‘각주 13’ 참조.
85) ‘각주 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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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의회 직원이 의회 내 활동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위협 또는 공격을 받는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보안부서는 괴롭힘 및 성차별적·성적 폭력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행위에 대해 다른
폭력 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피해
자의 주장 청취 시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며, 적절한 경우 개인경호 및 가정과
사무실을 포함한 시설경호 등 위협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지인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해
야 한다.
또한 보안부서는 잠재적 위험을 예상하여 의회 건물 및 선거구 사무실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의원과 직원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안부서는 살해 위협, 성폭력 및 성차별적·성적 모욕을 포함하여 모바일 메시지 및 소셜 네트워
크를 통해 괴롭힘이나 협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환경에
관한 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 모든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과 가정에서 권장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 외부에 나가있을
때 보안상의 우려가 있는 상·하원의원 또는 그 보좌진은 우선 현지 경찰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여기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위협 및 학대 신고도 포함된다. 경찰은 모든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위협 또는 긴급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의회 내 일
반적인 안전 관련 사항에 관해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연락조사팀(Parliamentary Liaison
and Investigation Team)을 운영하고 있다.
영

:

의회에 설치된 의원안전지원팀(Members’ Security Support Service)은 의원들이 사무실 및 가정에
서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의원안전지원팀은 소셜미디어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조언을 포함하여 상·하원의원 및 그 보좌진들에게 안전과 관련된 개별적 조언도 제
공한다.86)
위협을 느끼는 의원은 의회 보안부서 또는 연방경찰국에 찾아갈 수 있다. 연방 경찰국에
서는 개별 사건에 따라 주(州) 경찰에 고소하라는 조언을 제공하며, 그러한 고소가 있는 경우 주
경찰은 밀착 경호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87) 또한 괴롭힘을 겪는 의원은 조언 및 상
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 전문 기관(Fachstelle für Mobbing und Belästigung)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베른 및 취리히에 위치한 기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익명으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88)
한편 온라인 괴롭힘 또는 사이버 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스위스:

86) UK Parliament and IPU, UK Gender-Sensitive Parliament Audit 2018, Report of the Gender-Sensitive
Parliament Audit Panel to the House of Commons Commission and the House of Lords Commission,
2018년 11월.
87) Radio Télévision Suisse (RTS), “연방의회 의원 중 60%에 가까운 의원이 위협을 느꼈다고 밝혀”, 2019년 5월
25일.
88) 2017년 12월 12일자 스위스 의회 결정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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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의회가 연방의회 의원 대상 위협, 괴롭힘 또는 모욕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브로슈어(2018년) ⓒ스위스 의회

e) 기타 구제 및 배상 수단

질문

Ÿ

성차별적·성적 폭력의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구제 및 배상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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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내부적으로 구제조치나 의회 정책에 따른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른 기
타 구제 수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기타
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제 수단별로 배상 목적, 절차상의 마감 기한, 증거 관련 요구사항
등이 다르다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영국 의회 광장에 마련된 故 조 콕스(Jo Cox) 의원의 추모 공간. 콕스 의원은 2015년부터 2016
년까지 영국 하원에서 활동한 젊은 여성의원으로, 2016년 6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피살되었다
(2016년 영국 런던). ⓒJustin Tallis/AFP

기타 구제 및 배상 수단

국

가적 차원

의회 내부 절차 이후 또는 내부 절차와 병행하여 형법 또는 노동법상의
한 경우도 있다.
Ÿ

형

률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폭력 피해 신고자는 피신고자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예: 경찰
또는 형사법원에의 신고). 의원과 관련된 진정인 경우, 의원 면책특권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Ÿ

노

법, 여성폭력에 관한 법

률

소송을 개시하는 것이 가능

, 정치활동에서의 여성폭력에 관한 법

동법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및 괴롭힘에 노동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법률은 근로자, 감독관 및 제3자에 의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접근 가능하고 투명한 진정 제기 수단에 대해 규정하며, 가해자 또는 고용주에 대한 제재 및/또는
피해자 배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89)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 규정과 더불어 고용주로 하여금 폭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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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의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관련 국가 법체
계에 따라 피해 신고자는 노동법을 기반으로 직원 보호 의무의 위반을 들어 고용주(이 경우 의회)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국

제적 차원

U

u
동 위원회는 괴롭힘 또는 폭력을 겪는 의원을 보호하고 구제 및 배상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독자적
기구로서,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국가 당국 및 진정인과 함께 위원회에 전달된 주장과
정보를 교차확인·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의 활동 목적은 인권에 관한 국가·국제적 차원
의 법령 및 권고에 부합하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이다. 진정인의 신분 및 진정 처리 과
정은 진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되지 않는다. 동 위원회 및 진정 제기를 포함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IPU 웹사이트(www.ipu.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Ÿ

IP

Ÿ

유엔

의원인

권

위원회(Committee on the H

여성폭력

and Conse

qu

특

p

별보고관(S ecial Ra

pp

man Rights of Parliamentarians)

u

orte r on Violence Against

W

u

omen, Its Ca ses

ences)

유엔 인권이사회(UNHRC: UN Human Rights Council)에서 설치한 특별 기구로서, 개별 진정 내용
을 포함한 여성폭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성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
한다. 특별보고관은 접수한 여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에 긴급 호소문과 통지문을 전달한
다. 피해 주장은 1인 또는 복수의 사람과 관련된 것이거나 여성폭력 및/또는 이에 대한 용인과 결부
된 일반적 상황에 관한 것일 수 있다.90)
Ÿ

여성차별

철폐협

약(CEDA

W

)에 관한 선

택

p

의정서(O 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

omen)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른 본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국내의 모든 가용한 구제 수단(제2조
∼제7조)을 시도해 보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 동 의정서의 당사국과 관련된 진정서를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제출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의정서 당사국이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권리(제8조 및 제9조)를 심각하게 그리고 조직
적으로 침해했다는 내용의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선제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91)
다른 조약기구 또는 지역 메커니즘에 이미 제출된 진정서는 국제적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92)

89)
90)
91)
92)

ILO,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Men in the World of Work, ‘각주 10’ 참조.
https://www.ohchr.org/EN/Issues/Women/SRWomen/Pages/Complaints.aspx
https://www.ohchr.org/EN/ProfessionalInterest/Pages/OPCEDAW.aspx
예컨대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미주인권재판소(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유럽인권재판소 또는 아프리카인권위원회에 진정서가 제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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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직장문화

행동 규제를 위한 정책의 실행과 더불어 의회는 남녀 의원 및 직원의 전면적인 참여 및 평등을 가로막
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문화적 규범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의회가 자체 구조, 운영 및 활동 방식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통해 남녀 모두의 필요와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 인지적 의회를 위한 IPU 행동
계획 및 자체평가도구가 개발되었다.93)
의회 내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내부 조사는 직장문화와 관련된 구체적 우려 및 권고 사항 도
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작업은 모든 사람이 중시되고 존중되며 존엄하게 대우받는 직장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상원과 하원 모두 2018년 실시된 성 인지적 의회 감사(Gender-sensitive Parliament Audit)
의 권고안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하원은 가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지속적인 변화
를 구현하고자 문화변혁국장(Director for Cultural Transformation)이라는 독립적인 직책을 신설했
다. 문화변혁국장은 의회 직장문화의 문제 요소들에 관한 로라 콕스 보고서의 권고안을 적용하는
업무를 지휘한다.94)
영

국

:

II. 정책 실행의 모니터링 및 평가
a) 정책 실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원

질문

Ÿ
Ÿ
Ÿ
Ÿ

Ÿ

정책에 규정된 모든 서비스와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의회 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진정 심사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가?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이 입증된 경우에 징계 및 제재조치가 적용되는가?
서비스 이용 현황을 포함한 정책 실행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보고서가 정기적으로 제공
될 예정인가? 그러한 보고서의 작성은 누가 담당하는가?
괴롭힘·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의 등록·보관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러한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되는가?

의회는 정책의 모든 측면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적 자원을 충분히 할당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진정 처리 절차,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활동의 이용 실태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이
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정책 실행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한 자료는 정책이 목
표 달성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책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지침으
로 활용할 수 있다.
93) ‘각주 7’ 참조.
94) 2019년 9월 영국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이 IPU에 전달한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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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활동에서도 관련 당사자의 비밀 유지 및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도 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진정 건수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수 있다. 예
컨대 연도별로 정보 요청 건수 및 진정 제기 건수를 표시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진정 제기 건들
은 접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는지 여부, 정식 조사 여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었는지 여
부, 정식 요청인 경우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지 여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연도별 교육훈련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정보
에는 직원 범주 및 성별을 기준으로 그러한 활동의 혜택을 받은 사람의 수 및 참가자들의 피드백 정보
가 포함될 수 있다.

캐
인사 담당 관리자는 ‘괴롭힘 방지·대처 정책(Policy for Preventing and Dealing with
Harassment)’에 입각하여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도록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연례 통
계보고서를 내부재정위원회(Board of Internal Economy)에 제출한다.
나다:

Ÿ
Ÿ
Ÿ

Ÿ

괴롭힘 진정 건의 수, 성격 및 결과
중재와 같은 여타의 분쟁 해결 방식이 수반된 사건의 수, 성격 및 결과
초기 진정 심사, 조사 및 항소의 결과, 그리고 권고된 조치를 포함하여 실제로 취해진 시정조치
및/또는 징계조치
정책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가자 수95)

핀란드

의회는 의회 직원에 관한 보고서 및 직장 내 직원 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2년 및 4
년마다 발간한다. 이들 보고서에는 ‘부적절한 행동 및 괴롭힘의 방지를 위한 의회사무국 가이드라
인(Guidelines of the Bureau of Parliament for the Prevention of Inappropriate Behavior and
Harassment)’에 따라 보고 및 처리된 괴롭힘 및 기타 부적절한 행동의 건수가 제시되어 있다.96)
:

b) 정책의 평가 및 개선

질문

Ÿ
Ÿ

Ÿ
Ÿ

정책이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변화가 필요한가?
의회는 정책 발효 후 어느 시점에 정책 평가를 실시할 것인가? 최초 평가 후에는 어떤 간격으로
실시할 것인가?
평가는 누가 실시하는가? 평가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기존 방식이 성평등 관련 목표의 달성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가? 성평등에 관한 의회 내
의식제고에 기여하고 있는가?

95) ‘각주 38’ 참조.
96) ‘각주 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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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성 및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 의회 당국은 의회 내 괴롭힘 및 폭력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그러한 평가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평가 과정에서는 정책 채택 당시 의
회가 수립한 목표들이 달성 완료되었는지 또는 추진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의회 내 근무
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설문조사(이 가이드라인의 ‘1단계’에 제시된 자료 및 증거 수집 관련 내용 참
조)를 실시하면 특정 기간에 의회의 정책 관련 활동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 행위, 괴롭힘 및 폭력을 방지
하고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데 기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진정 처리를 위한 서비스와 절
차가 피해자를 적절히 보호 및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 개발 당시에 수집한 기준자료(baseline data)를 활용해야 한다. 의회는 시간 흐름에 따른 진척 및
차질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보고하는 과정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결과, 괴롭힘 및 폭력 위험을 가중할 수 있는 상황이나
구체적 관행 또는 문화적 규범, 특정 측면과 관련된 추가적 교육훈련 필요성 등이 평가 과정에서 드러
나기도 한다. 또한 평가 작업을 통해 정책이 의회 내 근무환경 및 개별 근무자들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
시켰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도 있다.

여성 수천 명이 아르헨티나 각지에서 운집해 ‘한 사람도 줄어서는 안 돼(Ni Una Menos)’라는
구호아래 폭력 및 여성살해(femicide)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년 6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Carol Smiljan/Nur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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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책 실행 결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험, 교훈 및 모범사례를 다른 의회 및 IPU와 공
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교류 활동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관련 지식을 축적하고 선도하
기 위해 노력하며, 의회를 포함한 모든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차별, 괴롭힘 및 폭력을 종식하
는 데 기여하는 의회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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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관련 문서에 수록된 정의 모

유엔

여성폭력

철폐

음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

omen, 1993) 97)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여성폭력’이란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의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 위
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젠더 기반 폭력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한 행
위를 하려는 위협, 강압, 임의적 자유 박탈 등이 포함된다(제1조).
유엔

여성차별

철폐

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

omen)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차별에 관한 2건의 일반 권고안인 GR19 및 GR35를 채택했다. GR19에
정의된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폭력이 젠더에 기반을 둔 것(다시 말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
지는 폭력)이거나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폭력에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위해 또는 고통을 가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위협, 강압, 그 밖의 자유 박탈 등이
포함된다.98)

u
동 위원회에 따르면 성적 괴롭힘에는 신체적 접촉 및 접근, 성적 함의가 있는 발언, 음란물 제시, 성적
요구 등과 같은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이 포함된다. 그러한 행동은 모욕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건강 및
안전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신이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채용 또는 승진을 포함한 고용
관련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한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적대적 근로환경에 따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해당 여성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행동은 차별에 해당한다.99)
성적 괴롭힘(sex al harassment)

베

이징 행동

강령

(Beijing Platform for Action, 1995)

베이징 행동강령에서는 여성폭력, 특히 성적 괴롭힘이 근로자의 존엄에 대한 모욕이며 여성이 자신의
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형태를 막론한 모든 폭력에 취약한 여성
과 소녀들에 대한 악행을 처벌 및 교정하기 위해 국내법상의 형사, 민사, 행정 제재 및 노동법에 따른
97) ‘각주 3’ 참조.
98)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s No. 35 on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Updating General
Recommendations No. 19, 2017,
http://docstore.ohchr.org/SelfServices/FilesHandler.ashx?enc=6QkG1d%2fPPRiCAqhKb7yhsldCrOlUTvLRF
Djh6%2fx1pWAeqJn4T68N1uqnZjLbtFua2OBKh3UEqlB%2fCyQIg86A6bUD6S2nt0Ii%2bndbh67tt1%2bO99yEEG
WYpmnzM8vDxmwt
99)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eral
Recommendations No. 19 on Violence Against Women, 1992,
https://tbinternet.ohchr.org/Treaties/CEDAW/Shared%20Documents/1_Global/INT_CEDAW_GEC_3731_E.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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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시행 및/또는 강화할 것을 각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제124조 제(c)항).100)
ILO의

‘근로

영역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근절에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

관한

orld of

협

약(Convention

W k

Concerning

the

or , 2019)’ 101)

k
일회성 또는 반복성 여부를 불문하고 신체적, 심리적, 성적 또는 경제적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광범위한 종류의 부적절한 행동과 관행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젠더 기반 폭력
및 괴롭힘을 포함한다.
근로 영역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 , 제1조 제(a)항)

젠더 기반 폭력 및 괴롭힘(gender-based violence and harassment, 제1조 제(b)항)

성별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가해지거나 특정 성별의 사람들에게
롭힘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다.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 및 괴

동 협약에서는 젠더 기반 폭력과 괴롭힘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인정하고 있
다. 또한 근로 영역에서 폭력 및 괴롭힘을 없애려면 성 고정관념, 복합적 형태의 차별, 불평등한 젠더
기반 권력관계 등을 포함한 근본 원인과 위험 요인을 다루기 위한, 포용적이고 통합적이며 성 인지적인
접근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

아울러 ILO 연구에 따르면
py
은 근로
영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보고되는 폭력 및 괴롭힘 형태로서, 광범위한 언어적·비언어적 학대, 심리적·
성적 괴롭힘, 집단 괴롭힘, 위협 등을 포함한다. 또한 개인의 평판을 조작하는 행위, 개인을 고립시키는
행위, 정보를 주지 않는 행위,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할당하는 행위, 불가능한 목표나 기한을 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등도 심리적 폭력 및 괴롭힘에 포함된다.102)
심리적 폭력 및 괴롭힘( s

여성폭력과 가정폭력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Preventing

and

Combating

Violence

유럽
W

chological violence and harassment)

평의회

Against

omen

협

약(Co

and

u

u p

ncil of E ro e Convention on

Domestic Violence, 이스

탄불 협

약,

2014) 103)

일종의 인권침해 및 여성에 대한 차별 형태로 이해되며,
공적 또는 사적 생활에서의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위해 또
는 고통을 초래하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젠더 기반 폭력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한 행
위를 하려는 위협, 강압, 임의적 자유 박탈 등이 포함된다.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제3조):

젠더 기반 여성폭력(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말한다.
100)
101)
102)
103)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거나 여성에

ILO, Ending Violence and Harassment Against Women and Men in the World of Work, ‘각주 10’ 참조.
‘각주 4’ 참조.
ILO, Ending Violence and Harassment Against Women and Men in the World of Work, ‘각주 10’ 참조.
https://www.coe.int/en/web/conventions/full-list/-/conventions/rms/09000016800848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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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

강압 또는 위협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적

심리적 폭력( s chological violence, 제33조):

각하게 저해하는 의도적 행동을 말한다.

킹 k
상대방에
염려하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스토

신

체

(stal ing,

제34조):

py

온전성을 심

대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협을 통해 상대방이 본인의 안전을

적 폭력( h sical violence, 제35조):

상대방에게 신체적 폭력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u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가하는 일체의 성적 폭력 행위를 가
리키는 것으로, 강간 또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제3자와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sex al violence, 제36조):

u
상대방의 존엄을 침해하려는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환경 또는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환경을 야기하는, 성적
인 성격을 띤 모든 형태의 언어적, 비언어적 또는 신체적 행동을 말한다.
성적 괴롭힘(sex al harassment, 제40조):

‘성차별의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유럽평의회 장관위원회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n Preventing and Combating Sexism)’104)에서
최초로 제시한 성차별의 정의는 특정 젠더의 개인이나 집단은 열등하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공적 또는
사적 영역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제스처, 시각적 표현, 음성·문자 언어, 관행 또는 행동
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거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i. 개인이나 집단의 내재적 존엄 또는 권리를 침해한다.
ii. 개인이나 집단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사회·경제적 위해 또는 고통을 가한다.
iii. 위협적, 적대적, 비하적 환경 또는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환경을 야기한다.
iv.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자주성 및 인권의 완전한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야기한다.
v. 성 고정관념을 유지 및 강화한다.
성차별(sexism):

여성폭력의 방지, 처

u

벌

및 근절에 관한 미주

협

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P 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

omen,

벨렘 빠 협
도

라

약, 1994) 105)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공적 또는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사망이나 신체적, 성적, 심리적 위해 또는 고통을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제1조).

초래하는 젠더 기반

p
2015년 벨렘도빠라 협약의 후속 메커니즘(MESECVI: Follow-up Mechanism to the Convention of
Belém do Pará)에서는 ‘여성에 대한 정치적 괴롭힘 및 폭력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Political
Harassment and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했다. 동 선언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정치적 괴롭힘
및 폭력’이란 특히 여성이라는 성별에 기반하여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훼손, 말살, 저해 또는 제한하려
는 목적이 있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여성이 폭력 없는 삶을 살 권리 및 정치적·공적 활동에 남성
정치활동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in

olitical life)

104) ‘각주 5’ 참조.
105) https://www.oas.org/en/mesecvi/docs/BelemDoPara-ENGLIS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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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동,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106)
또한 MESECVI는 정치활동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법체계와 벨렘도빠라 협
약 간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 ‘정치활동에서의 여성폭력의 방지, 처벌 및 근절에 관한 미주 모델
법(Inter-American Model Law on the Prevention, Punishment, and Eradic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채택했다. 동 법의 취지 범위 내에서, ‘정치활동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하
여 1인 또는 그 이상의 여성에게 위해 또는 고통을 초래하고 여성의 정치적 권리의 인정, 향유 또는 행
사를 저해 또는 무익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목적이 있는 직접적 또는 제3자를 통한 행동,
작위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정치활동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또는 상징적 폭력 등이 포함된다(제3조).
모델법의 제6조에는 정치활동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의가 열거되어 있다.107)
아프리
H

u

카

여성의

p

권

리에

관한

아프리

카 권헌
W
인

장

man and Peo les’ Rights on the Rights of

의정서(Protocol

to

omen in Africa, 마

푸

the

African

Charter

on

토 의정서, 2003) 108)

여성폭력(violence against women, 제1조 제(j)항)

평시, 전시 또는 무력충돌 상황 여부를 막론하고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경제적 위해를 초
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위협, 사적 또는 공적 생
활에서의 기본권에 대한 임의적 제약 또는 박탈 등을 포함한다.
마푸토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여성의 채용, 승진 및 해고 과정상의 투명성 보장 및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의 대응 및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3조 (c)항).

106) http://www.oas.org/en/mesecvi/docs/Declaracion-ENG.pdf
107) http://www.oas.org/en/mesecvi/docs/LeyModeloViolenciaPolitica-EN.pdf
108) https://au.int/en/treaties/protocol-african-charter-human-and-peoples-rights-rights-women-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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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U연
IP

구에서 사용된 문항 요약

심리적 폭력

의회 임기/근무 중:
Ÿ 귀하는 성적 발언이나 성차별적 발언의 대상이 된 적이 있습니까?
Ÿ 신문 또는 TV에서 귀하와 관련하여 매우 무례하거나 성적 함의가 있는 이미지 또는 발언이 전파
된 적이 있습니까?(여성의원만 해당)
Ÿ 귀하는 심리적 괴롭힘을 당했거나 원치 않는 관심, 언어적 접촉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상호
작용과 같은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Ÿ 귀하는 본인의 안전 또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가족, 지인 등)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Ÿ 귀하는 해고 위협 또는 직업적 발전 기회의 방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의회 여성직원만 해당)
신

체

적 폭력

의회 임기/근무 중:
Ÿ 귀하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로 뺨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진 사람이 있습
니까?
Ÿ 귀하에게 총기, 칼 또는 기타 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Ÿ 귀하는 납치, 폭행 또는 유괴당한 적이 있습니까?
성폭력

의회 임기/근무 중:
Ÿ 성적 괴롭힘: 귀하는 성적 함의가 있는 비하적 또는 모욕적 발언이나 행동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
까? 또한 귀하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접근 및/또는 성적 호의(sexual favor) 요구가 있었습니까?
Ÿ 성폭행: 귀하는 성적 행위, 성관계 또는 성적인 성격을 띤 행동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적 폭력

의회 임기/근무 중:
Ÿ 귀하는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자금(의원 수당, 직원 임금 또는 성과급 등)의 지급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Ÿ 귀하는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의회 자원(사무실, 컴퓨터, 직원, 보안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여성의원만 해당)
Ÿ 귀하의 재산이 손상 또는 파괴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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