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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보고서

요약
본 보고서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에서 설명된 HRDD(인권실천점검)과 기업의
법적 책임 확정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을 제공한다. 이는 인권 위원회 결의
32/10 에 따라 개최된 2017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권 위원회 결의
32/10 에 따라 요구된 책임과 구제 분야에서의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업무의
연장으로서의 양식들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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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문
1.

기업 활동에 의하여 인권침해를 겪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에 접근

(access)하도록 하는 일은 UNGP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의 세 가지 기둥(Pillar) 중 하나이다. 2014년,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은 세 번째 기둥(Pillar)의 국가들 내에서의 사법 메커니즘 관련 집행에 중점을 둔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파트 1” 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제안하였다. 26/22 결의 (2014) 에서, HRC (Human Rights
Council, 인권이사회) 은 고등 판무관(High Commissioner)에게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서른 두 번째 회기 때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2.

2016년 6월, OHCHR은 26/22 결의에 따라 HRC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

서는, 기업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수단에의 접근을 보장할 국가
(States)의 행동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보고서는 구제수단에 접근하도
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적인 사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각 국가에 기반한 비
사법적 수단과 같은 그 밖의 수단들 또한 사법적 구제수단을 보완하여야 함을 언급하였다.

3.

보고서는 국가가 세 번째 기둥의 실행을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참

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원들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i) 국내 법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한 표
준 세칙 (model terms of reference), (ii) 구제수단에의 접근과 절차적, 실질적으로 관련된 주제들
(“정책 목표들”) 에 따라 정리된, 국가들이 고려하여야 할 실용적 단계들의 리스트, (iii) 핵심적인
법 개념 및 연구(work)로부터 얻어진 주요 발견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자료 등이 그것이다.

4.

HRC는 32/10 결의에서 기업과 관련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과 구제

수단에의 접근을 촉구하는 OHCHR의 연구를 반겼으며, 보고서에 감사를 표하였고 위원장에게 “이
분야에서의 연구를 계속하고, (다중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파트 1” 의 제
안에 따라 두 차례의 협의를 소집하도록” 요구하였다.

5.

첫 번째 협의는,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의 연구 및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기술적 문제 (technical issues)-기업의 인권존중과 관련한 기업 책임 제도의 효과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지는-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 결과는 HRDD(인권실천점검) 1 과 기업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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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HRDD(인권실첨점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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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관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국가들이 구제수단 및 HRDD(인권실천점검)에 접근
하는 각각의 방식에 정책적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에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구체
적으로, HRC가 제출한 보고서는 “국내의 공공 [그리고 사적] 영역에서 기업의 법적 책임을 평가하
는 원칙은, 기업이 그들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HRDD(인권실천점검)을 실행할 책임과 적절하게 맞
추어져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6.

다중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협의는 2017년 10월, 국가들, 정부간 조직, 국가인

권기구, 비정부 조직, 사업 및 법조 전문가들, 그리고 학자들을 대표하는 6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Palais des Nations 에서 개최되었다. 그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본질적, 절차적,
그리고 실용적 주제들은 협의의 순서에 따라 아래 상세하게 소개될 것이며, 2016년 HRC에 제출
된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파트 I 에 나타난 성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살펴보
며 끝맺을 것이다.

II. HRDD(인권실천점검)의 분석 및 기업의 법적 책임과의 관계

7.

HRDD(인권실천점검)이란, UNGPs가 정의한 바와 같이, 기업이 인권에 대한 그들

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완화, 그리고 보고하도록 하는 과정 및 활동을 의미한다.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확인, 예방, 완화,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의 효과에 대해 외부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수적이다. UNGPs는 HRDD(인권실천
점검)과 지켜져야 할 몇 가지 기본적 기준의 중요 요소에 대해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8.

HRDD(인권실천점검)은 다른 형태의 법적 실사, 예를 들어 기업의 인수합병, 또

는 금융업이나 반독점에서 요구되는 법 준수여부 감시 등과 혼동되지 말아야 한다. 핵심적인 차
이점은, 후자의 경우는 사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확인, 예방, 완화하는 것과 관련된 반면, HRDD(인
권실천점검)은 사람에 대한 리스크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기업활동으로 인해 야기 또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나 기업간 거래관계로 인하여 기업의 운영, 상품, 또는 서비스와 직결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HRDD(인권실천점검)에서는 그 범위와 절차적 측면에서 국
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론이 요구되며,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룹 및 여
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의미 있는 협의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기업의 법적 책임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 법과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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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는 것을 넘어선다. 기업은 따라서 그들의 독자적인 HRDD(인권실천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발전시키기 이전에 HRDD(인권실천점검)에 관한 법 제도가 생겨나기를 기다려서는 안되며,
HRDD(인권실천점검)과 관련한 법적 의무를 단순히 준수하는 것이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된다. UNGPs의 주석(Commentary)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권존중을 위한
기업의 책임은 관련 관할의 국내 법에 의해 대부분 규정되는 법적 책임 및 집행과는 구분된다.”

10.

그러나,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의 관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권존중

을 위한 기업의 책임과 법적 책임의 문제 사이에 개념적인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
업들은 법적 리스크 관리의 문제에서 HRDD(인권실천점검)의 중요성을 규정하고 있다. UNGPs의
주석은 “HRDD(인권실천점검)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침해 혐의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HRDD(인권실천점검)을 적절히 이행하는 그러한 기업은 그로 인하여
인권침해의 야기 또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자동적이고도 완전하게 면제될 거라고 생
각해서는 안 된다.”

11.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적 책임간의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것 (특히, 각기

다른 법 규정과 조건들이 어떻게 기업의 HRDD(인권실천점검) 이행의 범위와 기준을 강제 또는
조장할 수 있는지) 은 기업과 인권의 관점에서 국내법 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준다. 비록 인권존중을 위한 기업의 책임이 그 자체로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기업
의 인권존중 태도를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의 보호의무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2.

이러한 관계는 해당 법 제도의 본질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

HRDD(인권실천점검) 그 자체가 행위의 법적 기준이 되도록 설계된 국내법규정 제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제도 하에서는 (특정 HRDD(인권실천점검) 행위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HRDD(인권실천점검)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혹은 피해의 정도와 관계없이 불
이행 자체가 법적 책임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반면, 다른 경우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하
였는지 여부는 고려해야 할 수많은 사실적 문제들의 문턱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다(예를 들어,
의무 위반이 피해의 실제 원인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경우 그러한 보호의무
가 위반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다른 경우에서, 즉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는 경우 부
당행위에 대하여 기소하는 경우 기업이 HRDD(인권실천점검)을 다하였다는 사실은 해당 기업이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prima facie)될 것인가와 관련은 없겠지만, 항변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는 있다. 형사법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 기업의 공모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HRDD(인권실천점
5

검) 이행의 증거는 기업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필요한 범의, 또는 “심리상태” 을 가졌었는지와 연
관될 수 있다.

13.

HRDD(인권실천점검)의 불이행이 법적 책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기

다른 맥락은, 인권 개념을 법 제도 안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의 범위
를 강조한다. 국가는 HRDD(인권실천점검)의 이행을 지지, 조장, 그리고 강제하기 위한 방법들의
조합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명확한 정책 목표와 그에 포함된 관계들에 대
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목표는 UNGPs의 취지에 맞도록
기업들의 의미 있는 HRDD(인권실천점검)을 조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이 결과에 의미 있게 집
중하는 바 없이 절차적인 단계에만 관여하며 간단한, 준수의무에 의해 강제된(compliance-forced)
“체크박스” 방식으로 HRDD(인권실천점검)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적 책임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써 국가가 기업의 의미 있는 HRDD(인권실천점검)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III. HRDD(인권실천점검)을행동기준으로 요구하는 각 국가의 법률 제도

14.

국가는 기업이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

은 것으로 되는 법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한 여러 법들이 제정된 바 있으나, 대부분 인권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보고 또는 공개의무에 관련된 것이었다. 좀 더
최근에 제정되었거나 상정된 법안들은 더 나아가, 그러한 결과를 통합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
결과를 추적하고 그 영향들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밝힐 의무를 기업에 부과하였다.

15.

입법자들이 이러한 법 규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어떤 유형의 기업들을 대

상으로 할 것인지, 어떤 기업적 관계들이 규명되어야 하는지, 기업의 법적 책임을 발생시킬 만
한 피해, 불이행에 따른 처벌, 집행을 위한 방법 등 수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례연구 1
프랑스의 기업인권모니터링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최소
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 또는 기업집단에서 10,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
업은 그들의, 또한 그들이 통제하는 기업의, 하도급업체의, 공급업체의 기업행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극심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리스크를 규정하기 위한 방법
6

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모니터링 계획은
또한 실행되어야 한다; 즉, 기업은 규칙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심각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경고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실행방법들의 효율성에 대한 후속조
치를 위해 모니터링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은 회사가 계획을 이행하도록 명
령할 수 있으며, 만약 기업이 효과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이행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특정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소를 할 수도 있다.

사례연구 2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에 사업자등록, 중심 행정기관, 주요 영업장소가 있는 기업에게 인
권 침해와 환경 기준(environmental standards)을 규정, 예방, 중단, 처리할 책임을 부과하
는 책임 경영 발의 (Responsible Business Initiative) 및 그 밖의 의회 발의안이 있었다. 발
의안들은 HRDD(인권실천점검) 이행이 있었다면 방지될 수 있었을, 그 기업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기업의 행위 - 심지어 국외에서의 행위라 할지라도 - 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
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16.

그러한 법은 기업에게 그들이 수행하여야만 하는 HRDD(인권실천점검)과 관련한

명확한 이해를 줄 수 있다. 이는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HRDD(인권실천점검)
에 명확한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며, 이해당사자들과 더 넓은 대중들에게 기업활동에 대해 교육하
고, 궁극적으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이 일어날 리스크를 줄이게 된다.

17.

이와 동시에, 국가는 법적 간섭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경계하여야 한다. 제네바

회의의 참가자들은 “과도한 규제” 의 잠재적 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상세
하고 억압적인 법 제도가 기업의 혁신과 선도를 좌절시키고, 편향된, 준수의무에 의해 강제된 “체
크박스” 식 HRDD(인권실천점검) 절차를 조장하게 될 가능성 등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나친 유연
성은 기업들에게 충분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특히 형사처벌이 적용될 경우에 그렇다),
제도의 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18.

이러한 균형을 실제로 달성하기란 어려울 수 있으며, 국가는 이와 같은 충돌하

는 고려사항들을 조정할 때 입법의 정책 목적을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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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HRDD(인권실천점검)과 과실 주장 (claims of negligence)

19.

과실에 대한 개념은 많은 국가에서 기업 책임의 기초가 되며, 기업이 어느 정도

로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했는지가 침해에 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과
실을 판단하는 것은 각 사법권과 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
함한다: (1) 침해 당한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의 존재 (즉 다른 사람이 누군가의 행위 또는 행위
의 부재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법적 의무), (2) 피고에 의한 적절한 보호 기
준의 위반, (3) 그러한 위반으로 인하여 (4) 침해 당한 사람에게 발생한 피해.

20.

법인이 침해 당한 사람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각 사안의 사

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개입된 각기 다른 행위자들의 관계에 따라 그러하다. 국내
의 기준은 각기 다르지만, (1) 그러한 피해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었는지, (2) 당사자들간
에 충분한 근접성이 존재하였는지 (즉 피고에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을 정도로)
등이 법적 보호의무의 존재를 판단하는 데 주로 고려된다.

21.

과실에 대한 주장에서 적절한 보호의 기준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이 합리적

인 것이었는가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피해의 예측가능성, 심각성, 발생가능성; 피고와
침해 당한 사람의 관계;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피고가 취할 수 있었거나 취한 범위
등 다양한 사실들을 고려하는 유연한 기준이다.

22.

비록 많은 기업들이 HRDD(인권실천점검)을 그들의 소송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UNGPs 에 나타난 합의된 입장 (인권존중에 관한 기업의 일반적 법적 책임 및
HRDD(인권실천점검)의 기본 요소들) 이 기업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였거나 하나의 원인
이 되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기업의 의무의 범우와 보호 기준을 판단하는 법적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는 적다. 법원 판결에서 UNGPs 가 직접 인용된 경우는 드물다.

23.

제네바 회의의 참가자들은 판례법 제도에 내재된 유연성의 장점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이러한 케이스-바이-케이스 방법을 통한 법률 발전은 법관들에게 현대의 정책적 요구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함을 제공해 준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특정 상황에서
보호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보호의 적절한 기준의 본질과 내용은 실무상의 정책적 고려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판례법 하에서의 법관들은 광범위한 정책들로부터 그들의 업무에 필요한
8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HRDD(인권실천점검) 개념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관들로 하
여금 UNGPs가 명시한 HRDD(인권실천점검)의 요소들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나아가 리스크 관리
절차로서 HRDD(인권실천점검)의 가치, 그 결과 특정 상황에서 보호의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와 HRDD(인권실천점검)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도록 한다.

24.

이러한 실용적 고려사항들은 또한 성문법 또는 “표준화된” 법 시스템과도 관련

이 있다. 기업의 과실 사건들과 관련한 법적 체계(framework)에 UNGPs 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판례법 시스템과 비교하여) 성문법 하에서 더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
나, 사법부내에서의 HRDD(인권실천점검) 및 HRDD(인권실천점검)의 기업 과실사건에서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의 고양과 기술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V. 법적 책임에 대한 항변으로서의 HRDD(인권실천점검)

25.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HRDD(인권실천점검)의 이행은 법적 책임에

대한 가능한 항변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한 항변을 행사하는 것의 공평성 및 인권과의 양립
가능성은 어떤 유형의 침해가 발생하였는지, 기업과 침해의 연관성, 피해자의 대안적 구제수단,
국가의 규제 목표 등 다양한 사실들에 의존한다.

26.

때로, 정책의 정당성을 위해, 유해한 행동의 법적 책임이 없음을 기업이 증명하

도록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될 때도 있다. 정의에
따르면, 무과실 법적 책임은 항변을 허용하게 된다.
그와 대조적으로, 절대 책임(absolute liability)에 따르면 범행은 자동적으로 책임 있는 당
사자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무과실 책임과 절대 책임의 사용은 기업들로 하여금 법적 책임
을 피하기 위해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할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적절한 경우에 HRDD(인권
실천점검)에 기반한 무과실 책임에 대한 항변(strict liability defense)을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 기준을 담보할 가능성이 있다.

27.

정의된 HRDD(인권실천점검)의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법적 책

임에 대한 기업의 항변이 존재할 수 있는 법적 맥락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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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 3
뇌물수수의 경우, 2010년 영국의 뇌물수수 법 (UK Bribery Act) 에 의하면 뇌물수수를 방
지하지 못한 기업은 무과실 책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은 그러한 행위를 예방
할 수 있는 “적절한 절차”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항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은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HRDD(인권실천점검) 절차를 이행할 유인을 갖게 된다.
만약 기업이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관련자들이 절대 뇌물수수를 하지 않도록 확인하였다
는 것을 증명하면, 누군가가 뇌물수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업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관련자는 여전히 동법의 다른 조항들에 의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28.

특정 HRDD(인권실천점검)의 이행에 근거한 항변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의 영역

에도 확장될 수 있다.

사례연구 4
상술한 스위스 법안은, 해당 기업의 지배하에 있는 타 기업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
한 법적 책임을 해당 기업에게 묻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기업이 손상 또는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모든 조치가 취하여졌다 하더라도
피해는 발생하였을 것임을 증명한다면 책임을 완전히 면하여준다(full defense). 뇌물수수
법의 경우, 법적 책임이 추정되지만 그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항변도 허용되며, 직접 범
행을 저지른 자는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29.

HRDD(인권실천점검) 이행행위에 기반한 항변을 허용하는 것은 기업들이 그러한

행위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중요한 예방적 효과를 가지게 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러나,
HRDD(인권실천점검) 항변의 적절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다. 제네바 회의의 참가
자들은 특정 경우 그러한 항변이 피해자들에게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UNGPs 가 숙고한 바대로 인권에 대한 리스크를 진정으로 확인, 완화, 고심하는 대신 HRDD(인권
실천점검)에 대한 피상적인 “체크박스” 식 접근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HRDD(인권실천점검)항변을
하는 것의 부적절함과 불공평함에 주목하였다. 회의 과정에서, 법관들이 진정으로 리스크를 확인
하고 고심하기 위한 기업들의 진정한 노력과 피상적인 노력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HRDD(인권실천점검)과 관련되어 있는 UNGPs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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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HRDD(인권실천점검)과 2차 책임

30.

기업의 HRDD(인권실천점검) 이행은 2차 책임에 기반한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 2

차 책임, 혹은 “공모” 는 다른 관계자에 의하여 발생한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에 기업이 하나의 원
인이 되는 경우 발생한다.
그러한 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판단기준은 요구되는 범죄의 정도(고의적인지, 과실인지,
부주의, 또는 도움의 불이행인지), 그리고 원인이 되는 정도(물질적 또는 본질적인 원인제공)에 따
라 각 사법권마다 다르다.

31.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하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이 혐의를 받는 인

권침해에의 개입 또는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공모에 의한 기업의 법적 책임 리스크를 줄여준다. 그러나, 기업이 그들의 동업자
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법적
으로, 평판을 위해, 그리고 상업적 리스크 관련) 것이라고 인지하도록 2차 책임 법제도를 체계화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지”하는 것에 기반을 둔 2차 책임 판단기준은 기업들
로 하여금 인권 리스크의 발생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그와 같
은 왜곡된 유인을 막기 위해서, 법 제도는 객관적인 증거기준을 마련하고 피고가 관련 지식을 습
득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경우 그러한 지식에 대한 무지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의도적
인식회피” 원칙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개념들은 기업이 그들의 비즈니스 관계로 인하여 생겨
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의지
할 수 없는 항변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VII. 제재와 구제 수단의 결정에서 HRDD(인권실천점검)의 역할

32.

여러 원칙 하에서 기업이 법적 책임을 갖게 되는 지에 대한 판단에 더하여,

HRDD(인권실천점검)은 또한 법적 책임이 확인된 이후 제재와 구제수단의 유형 및 심각성(severity)
을 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법관들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재량을 가지고 있으며, 기
업의 범행 수준에 따라 제재 및 구제수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3.

기업이 HRDD(인권실천점검)에 진지하고도 철저하게 접근하였다는 사실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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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에 고려될 수 있다. 항상 고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순전히 보상의 의미로만 구제
조치가 고려되는 경우), 형사절차와 징벌적 손해배상이 구제수단에 포함된 민사절차에서는 고려될
것이다. 실제로, 어떤 국가에서는 기업이 HRDD(인권실천점검) 활동에 참여한 경우 처벌을 경감하
기도 한다.

사례연구 5
미국 판결위원회 가이드라인(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 Guidelines)은 조직에
대한 최종적인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 중 하나가 효과적인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존재라고 한다. 처벌경감을 위해서, 기업은 “(1)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발견하
기 위한 HRDD(인권실천점검)의 이행 (2) 또는 윤리적인 행위 및 법 준수를 권장하는 조
직문화의 고양”을 하여야 한다.

사례연구 6
이탈리아의 법령(Italian Legislative Decree) 231/2001에 의하면, 만약 기업이 일체의 법적
절차 이전에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적절한 조
직 모델을 적용하여 실행하였다면 금전적 제재조치에서 경감을 받을 수 있다.

34.

만약 기업이 HRDD(인권실천점검)을 불이행하였다면, 법원은 제재 또는 구제수단,

또는 감형거래(plea agreement)의 일부로서 그 행동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국가들의 잠재적
문제는 이 행동들이 적절하게 집행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이다. 뇌물수수 금지를 위한 일부 집행
조치에서는, 법 준수 감시 (compliance monitors) 가 반복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적절한 노력을
담보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영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HRDD(인권실천점검)이
관련 절차의 결과로서 권장되거나 강제된 경우의 후속조치를 포함하는,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 하의 국가 연락 지점 (national contact point) 운영, 그리고 방글라데시 협정 불
만 처리 메커니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III. 기업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르는 처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HRDD(인권실천점검)의 역할과 관
련한 실무자, 정책입안자, 시민사회와의 접촉

35.

협의의 최종 세션은 논의를 국내 법 제도의 내용에서 교육과 지원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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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옮겨갔다; 구체적으로 법안입안자들, 사법부, 규제당국, 법률 실무가들, 리스크 평가자들, 그
리고 다른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적 책임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관한 이해를 향상시킬 방법에 대해 논의되었다.

36.

협의는 타겟화된 교육과 지원 활동(outreach activities)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중 어떠한 노력은 교차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법률가들은 로스쿨 커리큘
럼, 계속적인 법 교육 및 전문성 개발 코스, 그리고 실무가의 지도에 따라 전반적인 비즈니스와
인권, 그리고 구체적으로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적 책임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다.

37.

비즈니스 사업가들과 그들의 지지자들 (이사, 매니저, 직원, 재무 및 위험 담당관,

사내변호사 그리고 준법 감시인 등) 을 지원할 때에는, 그들이 대부분의 경우 이름만 다를 뿐
(“리스크 관리 및 법 컴플라이언스”) 이미 HRDD(인권실천점검) 행위에 참여하고 있을 거라는 것
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전문성은 HRDD(인권실천점검)이 사람에 대한 리스크에 집중한
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인권 리스크가 어떻게 기업의 법적, 재무적, 그리고 평판과 관련
한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는지 이해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기업 법률가들을 위한 실무 가이
드로 고안된 법률가들을 위한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국제 변호사협회 핸드북(International Bar
Association’s Handbook)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는 비즈니스와 인권
전문가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기업 법률가들과 함께, 인권영역에 경험이 없는 법률가들도 이해하
고 공감할 수 있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면서 가이드가 인권에 강하게 기초하도록 하였다. 전문
직 협회와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이러한 노하우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38.

이러한 영향을 받은 개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적

책임 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며, 따라서 HRDD(인권실천점검)의 불
이행은 효과적으로 제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조치가 HRDD(인권실천점검)과 관련된 법을 명확히 하는 데 성공하였다면, 이러한
법적 정보와 얻어낸 교훈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고도 유익하다.

39.

또한, 검사, 조사관들, 규제 집행관들, 독립적인 회계 법인들, 그리고 인증기관과

같은 독립적인 규제기관과 집행자들을 원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문영역에서는 인권에
관한 시야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들의 업무가 인권기준에 기여하고 인권기준을 보호함을 이해
하는 것은 효율성, 의욕, 동기부여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타겟화된 실용적 가이드를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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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이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업 범죄 원칙(Corporate Crimes
Principles)는 법 집행이 그들의 업무영역에 비즈니스와 인권을 현실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
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한 가이드와 다른 교육방법들이 해당 영역의 전문직
협회 모임에서 증진될 수 있다.

40.

법관, 국가 및 지역 법원들, 비사법적 메커니즘, 그리고 중재인들과 같은 의사결

정권자들을 원조하는 것 또한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적 책임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활용
가능한 것으로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관들은 기업의 HRDD(인권실천점검) 이행이 판
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자주 대면하지만, 그들이 해당 사건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
을 수 있다. 지지자들(advocates)이 국내 사법부 및 비사법적 메커니즘, 그리고 지역 법원을 향해
HRDD(인권실천점검)의 관점에서 사건을 틀 지울수록 의사결정권자들은 그 개념과 법적 책임을
더 연관 짓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HRDD(인권실천점검)의 기술적 요구사항들에 대한
각기 다른 운용 맥락에서의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마련된 지침
을 개발하는 것이 의사결정권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법관들에 대한
적절한 트레이닝은 특히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한 트레이닝은 OECD 국가 연락 지점에 의하여
몇몇 경우에 이행된 바 있다.

41.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적 책임 사이의 더 명확한 연관성을 알리기 위해,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책입안자들 또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다. 최근, 기업이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하도록 하는 더 엄격한 법규정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프랑스의 모
니터링 의무 법-duty of monitoring law- 및 그 외 지역들에서의 다양한 제안들에 의하여 증명된
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법 개혁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 방면에서의 탄력성을 알아보고 이용
하여야 한다. 탄탄하고 증거에 입각한 지침은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적 책임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과 접근방법을 숙고하는 국가들에게 특별히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과 구
제 프로젝트 파트 1” 의 보고서는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UNGPs 를 집행하고 통합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IX. 맺음말

42.

UNGP 는 기업들이 그들의 인권존중 책임을 다 하기 위해 HRDD(인권실천점검)

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의무는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정의, 예방,
완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보고하도록 한다. 이행원칙은 나아가 어떻게 HRDD(인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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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점검)이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지도와 기준을 제공한다.

43.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책임은 (그 중 HRDD(인권실천점검)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론적으로 법적 책임과는 구분되지만, 실무적으로 두 개념이 연관될 수 있는 많은 방
법들이 있다.

44.

제네바 회의 동안, 참가자들은 국가들이 이러한 연결지점을 더욱 명확히 하고

HRDD(인권실천점검)의 보다 많은 적용을 권장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법적 책임의 위협 하에 HRDD(인권실천점검) 행동을 명령하기
* HRDD(인권실천점검) 기준에 따라 과실 주장에서의 보호 기준을 평가하기
* 적절한 경우에 특정 혐의에 대하여 HRDD(인권실천점검) 항변을 허용하기
* 2차 책임 이론에 근거한 주장을 평가할 때 HRDD(인권실천점검)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
기
* 법적 책임이 인정되었을 경우 제재와 구제수단의 유형 및 심각성을 결정함에 있어 기
업의 HRDD(인권실천점검) 이행을 고려하기

45.

어떤 방법이 사용되든지 간에, 명확한 정책 목표에 기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다. 핵심 목표는 UNGPs 의 취지에 맞는, 기업들의 의미 있는 HRDD(인권실천점검)의 권장이 되
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목표를 시행함에 있어 국가들은 법적 개입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상적인, “체크박스” 의무이행 접근으로 회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 그리고 HRDD(인권실천점검) 절차 계획의 유연성을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46.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들은 법 제도를 계획하는 입법자들, 집행을 담당하는

법률가들과 법관들이 UNGPs 의 내용, 특히 기업의 책임이 실제로 수반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법 제도의 디자인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예를
들어, 리스크의 관리와 관련하여), 또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해 업무적으로
HRDD(인권실천점검)을 다룰 수 있는 넓은 범위의 학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에서 거론되었다.
그들은 기업의 인권존중과 관련한 법적, 규제적 계획들의 복잡한 관계망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
15

들이며, HRDD(인권실천점검)이 기업들에 의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담
보하는 것에 있어 그들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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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I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파트 1 에서의 관련 정책 목표
이 별첨은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파트 1 보고서 (A/HRC/32/19) 에서 HRDD(인권실천점검)을 논의
하는 부분을 옮겨 온 것이다.
정책 목표 3: 국내 공공 법 규정 하에서 기업의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칙은, 기업이 그들의 운
영에서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적절하게 조정되어 있다.
3.1

국내 공공 법 규정은 기업이 그들의 행동에 의한 인권에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완

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3.2

국내 공공 법 규정은 기업이 그들의 운영자들과 고용인들이 인권에의 부정적 영향을 예

방하고 완화하도록 조언할 효과적인 조치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3.3

국내 공공 법 규정은 극심한 인권 영향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높

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과실 혹은 절대 책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3.4

집행 기관 및 사법 기관은 각기 다른 운영 맥락에서의 HRDD(인권실천점검)의 기술적 요

구사항과 관련한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마련된 지침들에 접근
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고려를 한다.

정책 목표 14: 국내 사법 규정 하에서 기업의 법적 책임을 평가하는 원칙은, 기업이 그들의 운영
에서 HRDD(인권실천점검)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적절하게 조정되어 있다.
14.1

국내 사법 규정은 기업이 그들의 행동에 의한 인권에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완화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14.2

국내 사법 규정은 기업이 그들의 행동에 의한 인권에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 예방, 완화

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적절하게 고려한다.
14.3

국내 사법 규정은 극심한 인권 영향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과실 혹은 절대 책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14.4

사법 기관은 각기 다른 운영 맥락에서의 HRDD(인권실천점검)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관련

한 확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마련된 지침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고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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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II

협의 의제
Palais des Nations, Room XXIII (팔레 데 나시옹, 방 23호)
2017년 10월 5-6일
첫째날:
목요일, 2017년 10월 5일
10:00-10:15

소개
환영인사와 간략한 의제 소개
진행자:
Lena Wendland (OHCHR)

10:15-11:30

세션 1: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ARP) 및 이해관계자들의 최근의 제안들의 전반적
검토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1을 신속히 개관한 이후,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II의 업데
이트 내용을 전달한 뒤 참가자들이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1의 제안을 증진 및
실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계획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플로어가 개방될 것이다.
공개 토론, 중재자:
Lena Wendland (OHCHR)

11:30-13:00

세션 2: HRDD(인권실천점검)과 기업의 법적 책임간의 관계 분석
이 패널 토론은 HRDD(인권실천점검)과 법적 책임간의 관계를 분해하여 이 관계

의 본질 및 범위, 그리고 이 관계가 법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할 것이다.
패널 토론, 중재자:
Gerald Pachoud (Pluto & Associates)
패널:
Jennifer Zerk (OHCHR 채임과 구제 프로젝트 법률 고문)
Rachel Davis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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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e Lindsay (Clifford Chance)
Jonathan Kaufman (Advocates for Community Alternatives)
13:00-15:00

점심 휴식

15:00-16:00

세션 3: 기업의 HRDD(인권실천점검) 이행을 요구하는 법 제도
이 세션은 현재 존재하고 있거나 제안된 법안의 범위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
는지, 그리고 각기 다른 법 제도의 장단점을 알아볼 것이다.
패널 토론, 중재자:
Sarah McGrath (ICAR)
패널:
Jane Ellis (IBA)
Elise Groulx-Diggs (Doughty Street Chambers)
Esteban Mezzano (Nestle)
Julia Lear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16:30-18:00

세션 4: HRDD(인권실천점검)과 과실 주장
이 세션은 HRDD(인권실천점검)과 과실 주장 간의 관계를, 법원이 피고 회사가
적절한 보호의무를 다 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까지 UNGP의 HRDD(인권
실천점검) 지침을 명확히 인용하였거나 참조한 범위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알아
볼 것이다.
패널 토론, 중재자:
Margaret Wachenfeld (Themis Research)
패널:
Richard Meeran (Leigh Day)
Doug Cassel (Notre Dame Law School)
Anita Ramasastry (UN 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Catie Shavin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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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
금요일, 2017년 10월 6일
10:00-10:15

첫째날의 검토 및 둘째날의 의제
진행자:
Jennifer Zerk (OHCHR ARP 법률 고문)

10:15-11:30

세션 5: HRDD(인권실천점검)과 무과실 / 절대 책임
이 세션은 무과실, 절대

책임이

적절한

경우와

이러한

제도와

관련하여

HRDD(인권실천점검)의 역할, 만약 존재하는 경우라면, 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패널 토론, 중재자:
Humberto Cantu Rivera (Universidad de Monterrey)
패널:
Julianne Hughes-Jennett (Hogan Lovells International LLP)
Krishnendu Mukherjee (Doughty Street Chambers)
Sandra Cossart (Sherpa)
Elsa Savourey (Herbert Smith Freehills)
11:30-13:00

세션 6: 제재와 구제수단의 결정에서의 HRDD(인권실천점검)의 역할
이 세션은 구제수단 절차의 결정에 있어 기업의 HRDD(인권실천점검) 이행이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패널 토론, 중재자:
Carlos Lopez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패널:
Robert McCorquodal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Katherine Gallagher (Center for Constitutional Rights)
Mike Congiu (Littler Mendelson)
Maylis Souque (French N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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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5:00

점심 휴식

15:00-16:30

세션 7: 기업의 법적책임과 형사처벌의 결정에서의 HRDD(인권실천점검)의 역할
을 집행기관, 사법기관, 그리고 기타 실무자들 지원하기
이 세션은 HRDD(인권실천점검)의 이행이 법적 책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결정
할 집행기관, 사법기관 그리고 기타 실무자들에게 협의의 내용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다. 이는 앞선 세션들, 그리고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파트 I에서 얻어진 실질적인 지식들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출 것이다.
공개 토론, 소개자:
Mark Taylor (FAFO)
Jennifer Zerk (OHCHR 책임과 구제 프로젝트 법률 고문)

16:30-17:40

세션 8: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 입법안들의 정책적 일관성을 촉진하기
이 세션은 현재의 절차와 입법안들 중 HRDD(인권실천점검)과 기업의 법적 책임
간의 명확해진 관계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입법안들의 이면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할 것이다.
공개 토론, 소개자:
Christopher Schuller (German Institute for Human Rights)
토론자:
Gabriela Quijano (Amnesty International)
Paul Noll (Confederation of German Employers’ Associations)

17:40-18:00

맺음말
진행자:
Lene Wendland (OH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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