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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인권단체

‘혐오표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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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강조합니다. 이 자료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혐오표현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유형별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혐오표현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법, 정책 및 교육 등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혐오표현 실태를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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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e Speech’ Explained

아티클19은 표현의 자유 관련 국제인권단체로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영국에 소재 하고 있다. 

단체명은 표현의 자유를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19조에서 유래한다. 아티클19은 혐오표현과 관련해

 차별, 적대 또는 폭력 선동의 금지(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012)’정책제안서와‘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캠든원칙(Camden Principles on Equ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2009),‘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 대응 (Responding to Hate Speech

against LGBTI people, 2013)’정책 보고서를 통해 혐오표현 문제를 확인하고, 모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 증진하는 방향에서 국가, 인권활동가, 정책입안자, 일반대중에게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툴킷은 그동안의 작업을 정리하여 2015년 12월에 출간되었으며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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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정책도구인가?

아티클19은 이 툴킷을 통해 ‘혐오표현’을 확인하는 방법과,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면서  

 혐오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혐오표현’의 구별과   

 혐오표현’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을 위한 명확한 길잡이를 구하는 요청이 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3가지 핵심 질문을 다룬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 툴킷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는 공동의 집중적인 행동이 모두가 모든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관용적이고, 다원적이고, 다양한 민주사회의 육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원칙을 토대로 한다. 

이 툴킷은 아티클19의 관련 정책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첫째, 국제인권법상‘혐오표현’에 대한 단일한 정의가 없고,‘혐오표현’은 다양한 범주의 

표현을 담아내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개략적으로 기술한다. 이 툴킷은 국가의 국제인권법하 

의무를 염두에 두면서,‘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따라, 그 다양한 형태를 확인하고 구별하기 위한 

유형 체계를 제안한다. (제1부)

둘째,‘혐오표현’이 나타나는 근본원인을 다루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들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해 안내한다. (제2부)

셋째, 국가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혐오표현’을 금지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와, 국제법 하에서‘혐오표현’에 대해 그 밖의 다른 제한을 둘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

‘

1. 규제 가능한‘혐오표현’을 어떻게 확인하며, 이를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해야 할 표현과 

   어떻게 구별하는가?

2.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위해, 국가 및 다른 행위자들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3. 국가는 어떤 경우에 어떤 유형의‘혐오 표현’을 금지해야 하는가?

‘



7

여기에는‘혐오표현’금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이것이 

적절하고 비례성에 부합하며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구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포함

한다. (제3부)

아티클19은‘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 국제인권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거슬리는 관점을 검열하는 금지는,‘혐오표현’의 바탕을 이루는 편견의 사회적인

근원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평등 증진이라는 목적에 반해 역효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평등은

대부분의 경우 검열보다는 이해와 관용을 높이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보다 잘 증진될 수 있다.

이 툴킷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수정을 통해 이 분야에서 새롭게 나오는 판례법과 

모범사례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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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혐오표현’
   확인하기

HA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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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의 상호증진적인 성격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티클19은 이 섹션에서‘혐오표현’을 확인하기 위한 유형체계를 표현 형태의 심각성과 효과에 

따라 구분하여 제안한다. 아티클19은‘혐오표현’에 대해 효과적이고도 섬세한 대응과 (예외 

적인 경우) 금지조치를 논할 때 이러한 유형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제3부 참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며, 모든 주요 국제 및 

지역 인권조약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는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사람들이 국경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매체를 통해 어떠한 종류의 정보와 사상 

이든 추구하고, 제공받으며, 전달할 자유를 보장할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범주는 넓다. 예를 들어,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는 다른 사람에게 심히 불쾌한 

의견이나 사상을 포함하는데, 여기에는 차별적인 표현도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권은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연관적이며,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증진적 

이라고 말한다. 국제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하여 인권의 

주춧돌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2가지와 같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란?

‘

개인적 수준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사람들의 자기계발, 존엄성, 자아실현에 필수적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의견과 정보의 교환을 통해 주변과 보다 넓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존중 받는다고 느낀다.

국가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필수적이며, 즉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무성을 보장하고, 다른 인권의 

보호와 증진 또한 가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국가는 국제인권법상으로 일정

하게 예외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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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해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차별

없이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비롯된다.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도덕의 보호를 근거로‘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이나 금지를 정당화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목표와 섞여 버릴 때, 표현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남용되기 

쉬워진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사람들의 평등과 반차별을 보장한다. 국가는 인권의 동등한 향유와 법의 

동등한 보호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반차별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이해된다.

평등권이란?

1.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돼야 할 특성 (protected characteristics)을 근거로 하며,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공공생활 분야에 있어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3. 어떤 사람에 대한 차별, 배제, 제한, 또는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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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은 감정이 담긴 개념으로 국제인권법상으로 통일된 정의가 부재하다.

 혐오표현’이 발화됐을 때 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기 쉽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이 대부분 

모호하거나 모순적이다.

국제 및 지역인권기구들은‘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데에 서로 다른 기준을 시사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국내법들에서도 드러난다. 일상적으로‘혐오표현’에 부여하는 의미와 이를 사용

하는 맥락, 그리고 이를 제한하고자 하는 요구 또한 상이하다. 이것은‘혐오표현’을 둘러싼 

혼란과 이것이 인권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해준다.

해악을 야기하는 차별적인 특정 사회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혐오표현’에 대한

다수의 정의가 제안되었다. 새로운 상황을 다루기 위해, 또한 언어의 변화, 평등에 대한 이해의

변화, 차별의 해악, 기술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수정 되어 왔다.

 혐오표현’이란?‘

‘

‘

9

What is ‘hate speech’?

‘Hate speech’ is an emotive concept, and there is no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 of it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any would claim they can 
identify ‘hate speech’ where they see it, but the criteria for doing so are often 
elusive or contradictory.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mply varying standards for 
defining and limiting ‘hate speech’: these variations is reflected in differences 
in domestic legislation.7 In everyday settings, the use of the term and meanings 
attached to it vary – as do calls for regulating it. This could explain much of the 
confusion around the term, and what it means for human rights.

Many proposed definitions of ‘hate speech’ have been formulated in response 
to specific and perniciously discriminatory social phenomena or incidents. 
Definitions have also been adapted over time to address new situations, and to 
accommodate shifts in language, shifting understandings of equality, and the 
harms of discrimination, or developments in technology.

7 See Annex I.

HATE 
SPEECH

Intense and irrational emotion 
of opprobrium, enmity and 
detestation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

Any expression imparting 
opinions or ideas – bringing 
an internal opinion or idea 
to an external audience. 
It can take many forms: 
written, non-verbal, visual, 
artistic, etc, and may be 
disseminated through any 
media, including internet, 
print, radio, or television.

Any expression of hate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 defined by a protected 
characteristic.

Intense and irrational emotion 
of opprobrium, enmity and
detestation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

Any expression of hate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 defined by a 
protected
characteristic. 

Any expression imparting
opinions or ideas – bringing 
an internal opinion or idea
to an external audience.
It can take many forms: 
written, non-verbal, 
visual, artistic, etc, and 
may be disseminated 
through any media, 
including internet, 
print, radio, or television.



13

표현과 특정 해악의 인과 관계 입증 필요성 여부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높거나 임박한 해악이 존재하는지 여부

쉽게 말해서 ‘혐오표현’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혐오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어떤 특정 

결과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최소 수준의 정의는 합법적인 표현을 비롯하여 아주 넓은 

범주의 표현을 담아낸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국제인권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제한될 수 있는

표현을 확인하기에는 지나치게 모호하다.

이 두 가지 기본요건을 제외하고는‘혐오표현’의 의미에 대해 논란이 많다. 차별적인 혐오 그 자체

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른 요건들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무엇이‘혐오표현’에 해당

하는지, 어떤 때 이것이 금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매우 다양하며,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다.

‘

‘

혐오: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보호돼야 할 특성을 실제로 가지거나 혹은 가진 것으로 인식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의, 증오의 감정.   

 혐오’는 단순한 편견과는 다르며, 반드시 차별적이어야 한다.‘혐오’는 어떤 감정상태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제로 표출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표현(speech): 내면적인 어떤 견해나 생각을 외부의 청자에게 전달하는, 견해나 생각을 

전하는 모든 표현이다. 서면이거나 비언어, 시각, 예술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으며, 

인터넷,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을 포함한 모든 매체를 통해 배포될 수 있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되어야 할 특성을 구성 

하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의 내용과 어조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

초래된 해악에 부여하는 중요성의 정도; 굴욕적이고 인간 이하로 만드는 표현 자체로 

해악을 끼치는지 혹은 다음과 같이 잠재적 또는 실제로 해로운 결과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표현인지 여부:

제3자인 개인이나 집단이 표현의 대상에게 폭력 등의 명시적인 행위를 가하도록 

선동하는 경우

 
표현’의 대상에게 모욕감이나 정신적 고통과 같은 감정 상태를 야기하는 경우

증오를‘확산’하거나‘부추김’으로써 사회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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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가 해악을 일으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해악의 옹호와 표현의 공개

적인 유포 여부

이와 같이‘혐오표현’의 의미는 최소수준의 정의에서부터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의 결합까지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부사항들과 관련해 어떻게 정의할지 많은 경우 모호하여, 

다양한 발화 형태들 가운데서‘혐오표현’을 유연하게 판단하곤 하는데, 이로써, 무엇이‘혐오

표현’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불확실성과 의견 불일치가 양산된다.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기관과 사적 행위자들의 사례:

-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정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을‘혐오표현

으로 본다.“인종적 혐오,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또는 공격적인 국가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소수자·이주민·이주민 출신 사람을 향한 차별과 적대감 등으로 표현되는 불관용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불관용을 바탕으로 혐오를 확산, 선동, 고취,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 유튜브는 자체 가이드라인에서‘혐오표현’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인종이나 출신민족, 종교,

장애, 성별, 나이, 군복무 여부,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 일정한 특성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를 고취하는 콘텐츠”

-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혐오표현’을“인간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인 지위를 훼손하려 하는, 타인을 향한 표현의 형태”라고 이해한다.

- 남아프리카 방송고충처리위원회는‘혐오표현’이“맥락에 따라서 판단했을 때 인종, 출신 국가 

또는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나이, 정신적·신체적 장애에 근거한 폭력을 허용, 고취

하거나 미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 또는“전쟁 선전; 임박한 폭력 선동; 인종, 민족, 성별, 

종교에 근거한 해악을 끼치는 선동에 해당하는 혐오의 옹호”라고 여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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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의 대상은?

 혐오표현’은 쉽게 말해 개인 또는 집단을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대상으로 삼는다.

아티클19은‘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사유에 국제인권법의 포괄적인 반차별조항들 

에서 나타나는 보호특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이에 

대해 때때로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유형의‘혐오표현’에 대해 제한을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여러 조약들에서 비롯되는 의무를 종합해서 봐야 한다.

차별을 다루는 모든 조약이‘혐오표현’금지를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복잡한 작업이다.‘혐오표현’금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조약들 또한 명시적으로 열거한 보호

특성들이 신중을 기하면서 협소해진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조각보식으로 중첩되는 국제 및 지역 인권문서들은 국내법에서‘혐오표현’과 보호사유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에서의 차이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 및 지역인권문서들은 부록I에서 다룬다.

아티클19은 어떤 문서의 원문이나 심지어는 초안 작성자들의 의도에 대한 지나친 형식주의적인 

접근으로 인해 권리의 향유를 불필요하게 한정시키는 해석으로 인권실현에 제약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등원칙을 폭넓게 준수하는 방식으로 국제인권문서를 해석하여, 조약

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보호특성뿐 아니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유에도 적용해왔다. 많은

국가들은 평등과 반차별 보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무에서 보호하는 특성들을 반영하는 방식

으로,‘혐오표현’을 금지하는 국내법에서 보호특성을 인정하고 있다.

아티클19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함께‘혐오표현’과 관련한 규정이 최대한 넓은 

‘

‘

‘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 규정은‘혐오표현’이 원인으로 작용한 대규모의 또는 지속적인

차별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금지는 그 조항이 대응

해야 했던 상황을 반영하며, 그 조항이 작성될 당시 사회의 편견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

국제문서에서 의무로 규정하는‘혐오표현’금지에 대해 항상 논란이 일었다. 일부 국가

들은 이렇게 포괄적인 의무에 반발하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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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의 보호특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선주민 출신 혹은 정체성, 장애, 이주민이나 난민지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간성상태.

보호특성 (protected characteristics)

아티클19은 차별적인 혐오의 사유로 국제인권법상 반차별 조항들에 등장하는 모든 보호특성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

Protected Characteristics

ARTICLE 19 considers that grounds for discriminatory hate should include all 
those protected characteristics which appear under the broader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Race

C
ol

ou
r

S
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Birth

Indigenous  
origin or identity

D
is

ab
ili

ty

M
igrant or refugee status

S
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intersex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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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hate speech)’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 표현을‘혐오표현’이라 이름 붙이는 것은 국제인권법을 뒷받침하는 존엄성과 평등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표현들을 너무 쉽게‘혐오표현’이라 구별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이 용어는 상당한 감정을 수반하는 것으로,

특히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이 관련된 경우,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 하는데 남용될 수 있다.

‘

‘혐오표현’ 용어 사용

찬성 반대

 혐오표현’의 동기가 되는 편견과 그로 인한

현재 그리고 역사적으로 존재해 온 해악을 

공적으로 인지하고 거부하도록 함

공익적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쟁을 차단할 수 있음 (특히 

권한을 지닌 사람들에 의한)

인권 보호를 위해‘혐오표현’의 함의에 

관한 보다 폭넓은 토론을 촉진함

화자의 영향 또는 발생할 수 있는 해악의 가능성에 대한 

오판으로 표현과 해악 간의 관계를 과대해석할 수 있고, 

강력하고 긍정적 영향을 가진 대항 표현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경향을 간과할 수 있음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존엄을 인식

하고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강화할 수 있음

발화자들의 의도가 경솔한 것(소셜미디어에서 무분별하거나

경박하게 의견을 다는 것 같이)이거나 (예술 등을 통해 도전적

이슈에 대한 풍자 또는 논쟁을 촉발시키기 위해)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 것일 수 있는데, 발화자가 의도적으로 해악을

고취한다고 가정함

발화자와 그들의 옹호자들이 대항 담론에 

노출되게 할 수 있음

모든‘혐오표현’이 불법이라고 잘못 암시하여 부적절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형사적 또는 기타 제재를 촉구하게 됨

사회를 교육하고‘혐오표현’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혐오표현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음

특히 검열의‘순교자’로 발화자들이 스스로를 칭하거나 

제재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 그것이 자신들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만들어, 발화자의 청자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음

사회 내 차별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정책 결정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음

온라인 등에서 담론에 대한 관리 및 국가적·사적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기 보다는 검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양상을 부추길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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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위험한 표현 (dangerous speech)’혹은‘공포를 야기하는

발언’과 같이 광범위한 폭력을 유발하는 성향에 중점을 둔, 보다 협소하게 정의된 대안적 개념

들을 주장한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등 어떤 상황에서는‘혐오표현’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더 상세한 형태의 용어를 선호한다. 예를 들어,“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한 불관용, 부정적 고정

관념을 만드는 것, 낙인, 차별, 폭력 선동, 또는 폭력”, 혹은“차별과 편견의 확산”,“ 혹은

 증오 선동”등이 사용된다.‘혐오표현’을 둘러싼 논란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이 용어를 일반화

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함을 보여준다.

‘

‘

 혐오표현’의 유형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아티클19은 심각성에 따른‘혐오표현’의 유형 분류를 제안하는데,

 혐오표현’에 속하는 여러 하위범주들을 명확히 하고,‘혐오표현’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티클19은‘혐오표현’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하는 것을 제안한다:

‘

1. 제한되어야 하는‘혐오표현’: 국제형사법과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은 국가는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조치 등을 통해 특히 중한 형태의‘혐오표현’를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제한될 수 있는‘혐오표현’: 국가는 자유권규약 제19조3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그 밖의

다른 형태의‘혐오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

3. 법 테두리 내의‘혐오표현’: 자유권규약 제19조2항에 따라 제한으로부터 보호받지만,

불관용과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국가의 중요한 대응을 요구하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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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피라미드‘

아티클19은 차별적인 혐오의 사유로 국제인권법상 반차별 조항들에 등장하는 모든 보호특성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악의 심각성

제노사이드 

선동 및 기타 

국제법 위반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혐오

응호

타인의 권리나 평판, 국가 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윤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 될 수 있는 

혐오 표현

불관용의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합법적‘혐오표현’

자유권 규약

제 19조 3항

자유권 규약

제 19조

자유권 규약

제 20조 2항

제노사이드 

협약+

로마 협약

제한되어야만 함

제한될 수 있음

보호 되어야함



20

제한되어야 할 ‘혐오표현’

국제법상 국가는 특히 중한 형태의‘혐오표현’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제한은 화자가

의도하고 선동할 수 있는 이례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해악의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선동: 집단살해죄(제노사이드)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박해와 같은

전쟁범죄 등 국제형사법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차별적인 행위에 대한 선동은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나 로마규정에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 범주에 

포함할 수 있다.

차별, 적대, 혹은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차별적인 혐오에 대한 모든 옹호. 이는 자유권

규약 제20조2항과 유사한데 자유권규약 제19조3항의 규정 또한 충족해야 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제4조에서 체약국이“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 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선동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니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최근 일반논평 제35호 (‘인종차별적인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를 채택하여,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체약국에 특정 유형의 표현을 금지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자유권규약 제20조 2항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티클19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근거하여, 이러한 충돌을 해소할 방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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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될 수 있는‘혐오표현’

국제인권법은 제한적이고 이례적인 경우에 한해 자유권규약 제19조3항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국가가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으로 규정되며,

2. 타인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고,

3. 민주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

 혐오표현’의 일부 형태는 개인이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혐오표현’은 화자가 다른 사람들이 보호사유를 지닌 사람들에 대해 행위를 취하도록 선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유형의‘혐오표현’에는

폭력, 괴롭힘, 공격 등의 위협이 포함된다.

법 테두리 내의‘혐오표현’

격한 분노나 불쾌감을 유발하지만 위에 언급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표현도 있다. 이런 표현은

편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불관용의 우려를 제기할 수 있으나, 표현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심각성 요건(Severity Threshold 참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런‘혐오표현’의 기저에 자리하는 편견에 대해 법적·정책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공직자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대항 발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일부 권고사항은 이 보고서 제2부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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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트위터 팔로워 수가 적은 한 10대 소년이 살해가 의심되는 동네 여학생의 실종사건을 비하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불쾌하고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해 온라인상 강한 비판을 받았고 소년은 결국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다.

비록 해당 트윗은 불쾌함은 물론 여성혐오라는 사회의 보다 큰 문제와 관련 있었지만, 이 소년은 특정

집단에 대해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선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신의 팔로워

들에게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혐오표현’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 선생님이나

지역사회 지도자와 같이 그 지역에서 권위 있는 행위자들로부터 연성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제재 혹은 기타 제한조치를 강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유용한 참고자료

라밧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 

 차별, 적대, 또는 폭력 선동에 해당하는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의 옹호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는 자유권규약 제20조 2항의 국가 이행의무와 관련하여 권위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

차별, 적대, 폭력 선동 금지하기(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에 대한 해석을 상술한, 선동금지에 대한 아티클19의 정책보고서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표현의 자유 존중과 평등 증진 간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장려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 및 권고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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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과 ‘혐오범죄’는 같은 것인가?‘

 혐오표현(hate speech)’과‘혐오범죄(hate crimes, 증오범죄라고도 번역됨)’는 그 뜻과 쓰임이

자주 혼용되지만, 별도로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공통적으로 불관용과 편견을 나타내지만, 

대부분의‘혐오범죄’는 표현의 자유 행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록‘혐오범죄’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지만,‘혐오(hate)’라는 감정적 단어 때문에 혐오표현과

같은 혐오의 표출을 범죄행위와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모두 우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혐오표현’이 항상 범죄행위에 이르는 것이 아니므로

 혐오범죄’는 아니다.

‘

‘

24

Are ‘hate speech’ and ‘hate crime’ the same?

‘Hate speech’ and ‘hate crimes’ are often conflated and used interchangeably, but 
they should be distinguished. Both are symptomatic of intolerance and prejudice, 
but most ‘hate crimes’ do not involve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Although the term ‘hate crime’ is widely used, the use of the emotive term ‘hate’ 
may lead people to believe that any manifestation of ‘hatred,’ including ‘hate 
speech’, is a criminal offence. This is not the case. 

While all ‘hate speech’ is a cause for concern, it will not always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and therefore is not a “hate crime”. 

Criminal or 
Perpetrator

Victim
Hate

Criminal Act

Hate speech
Expression may or 
may not be part of 

th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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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범죄’는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편견이 동기가 되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은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많은 국가들에서 특정 범죄행위를‘혐오범죄’로 지칭하는 경우는 피해사실에 관련된

상황이 전반적으로 편견에 의한 것임을 인식할 때이다. 그 목적은 주변화된 소수자들이 형사

사법제도를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경험이 온전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혐오범죄’는 아래 2개 요소의 결합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편견을 동기로 하는 범죄 (bias motivated crime)’라는 용어가‘혐오’의 유무뿐 아니라 범죄

행위의 입증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결정된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드러낸다.

‘

‘

형법상 범죄행위(‘base’criminal offence, 예: 살해)

편견으로 인한 동기(bias motivation)로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특성을 근거로 범죄

행위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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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혐오범죄’에서 ‘혐오표현’은 그 자체로 기본 범죄행위(base criminal offence)를

구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범죄 전후, 혹은 행위 중의 혐오성 발언 및 표현은 편견으로 인한 동기를

나타낼 수 있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한 항변을 

펼칠 수 없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는 특히 중한 형태의‘혐오표현’을 금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형사법을 통해 금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혐오표현’의 표현행위

그 자체가 범죄를 성립할 수도 있다. 앞서 살펴본 개념적 구분에 있어 형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혐오표현’의 가장 중한 유형에는‘집단살해 선동’이 포함되며, 특별히 중한 형태

에는‘차별, 적대, 혹은 폭력의 선동이 되는 증오의 고취’가 포함된다.

예

다수가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한 마을에 무슬림 가족이 이사를 왔다. 한 이웃주민이 와서 무슬림 가정의

주택 창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한 행인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가해자는“더 많은 무슬림들이 와서 

동네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 사례는 재산손괴죄가 성립되고 가해자는 행인과의 대화를 통해 편견동기 (bias motivation)를 갖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재산손괴를 통해‘혐오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될 수 있으며, 편견 

동기를 고려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행인과 나눈 대화는 해당 범죄에 대한

동기를 증명하는 증거일 뿐, 그의 발언이 별도의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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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치열한 경합 중에 있는 대통령선거 준비기간에 현 대통령이 큰 집회에서 일련의 연설을 한다. 그는

연설을 통해 자신과 다른 민족 집단으로 구성된 야당 지지자들이 무장을 하며 현재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언비어를 퍼트린다. 긴장상태가 고조됨에 따라 그는 수십 년 전 국가에서 

발생한 집단살해 지시를 환기시키는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그의 지지자들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을 호소하였다.

여기서 이 대통령은 폭력 선동에 해당하는 혐오 옹호 기준을 충족할만한‘혐오표현’을 구사하였다.

그는 사회 내 인종갈등을 악용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특정

용어를 사용하면 군중 속 개인들이 야당과 관련 있는 민족 집단 구성원에 대하여 폭력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폭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종류의‘혐오표현’은 ‘혐오

범죄’로 인정되어 범죄가 될 수 있다.

예시

한 레즈비언 커플은 기차에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성차별적이고 동성애혐오적인 욕설을 하는 한

탑승객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는 이들 커플로 하여금 임박한 물리적 폭력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많은 국가에서는 이 사건을 편견을 동기로 한 범죄로 적절히 기소할 것이다. 모욕적인 탑승객의 표현

행위는 아티클19의 광의의 혐오표현 유형에 해당하며, 또한 폭행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폭력 위협은 형사상 범죄이며, 또한 편견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표현 내용은 편견

동기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게 국가가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특히 중한) 형태의‘혐오표현’과 더불어, 국가가 금지

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혐오표현’도 있다. 여기에는 편견을 동기로 하여 개인들을 상대로

위협, 폭행, 또는 괴롭힘을 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혐오표현 유형 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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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이라 할 수 없는 표현

 혐오표현(hate speech)’의 개념구분에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혐오표현’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표현을 명확히 짚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의 내용은 왜 (‘혐오표현’과 자주

잘못 혼용되는) 모종의 개념들이‘혐오표현’과 구분되는지, 그리고 왜 이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지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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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expression is not automatically ‘hate speech’?

Given the confusion surrounding the concept, it is beneficial to achieve clarity 
about categories of expression which should not automatically be considered 
“hate speech.” In this section, we explain why certain concepts (which are often 
wrongly conflated with ‘hate speech’) should be distinguished and, in most cases, 
protected under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Deeply offensive expression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standards protect expression that is offensive, 
disturbing or shocking,29 and do not permit limitations premised solely on the  
basis of “offence” caused to an individual or group.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rovides no right to individuals to be free from offence, but it does 
unequivocally protect their right to counter such offence and speak out  
against proponents of that speech.  

However, States often sanction expression labelled as “offensive,” sometimes 
even distinguishing degrees of offence as a basis for imposing sanctions. The 
nature of “offense” is inherently subjective, allowing the State to arbitrarily restrict 
certain views. Too often, prohibitions on “offensive” speech also lack the precision 
and clarity necessary to enable the public to regulate their conduct in accordance 
with the law. ARTICLE 19 therefore believes offence should never be a basis for 
restricting expression, even if it is discriminatory, without proof of that expression 
falling within the categories identified in Part III. 

29  European Court, Handyside v. UK, App/ No. 5493/72, 7 December 1976; General Comment 
No. 34, op. cit., para 11, describes the scope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s including 
“deeply offensiv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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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불쾌한 표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르면 바탕으로 불쾌·충격적이거나 심란한 표현도 보호를 받으며,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경험한 ‘불쾌감(offence)’에만 근거해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제인권법은 불쾌감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에 대응하고 그런

표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를 명백하게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불쾌’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표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데, 일부는 심지어

불쾌감의 정도를 구별하여 제제의 근거로 삼는다.‘불쾌감’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개념으로서,

국가가 자의적으로 특정한 관점을 제한할 여지가 있다.‘불쾌한’표현에 대한 금지기준은 사람

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확성 및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아티클19은 설사 표현이 차별적이더라도 제3부에서 설명한 범주에 속한

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 불쾌감을 기준으로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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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표현은 매우 불쾌함을 유발해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으며 그 자체로 해악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침해 등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

해야 한다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다. 더 나아가, 불쾌한 표현에 따라 대항표현(counter-expression)

과 토론이 활성화 된다면 이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대항

표현의 기회를 최대화하는 공공정책 및 법률이 보다 바람직하다.

신성모독 혹은‘종교모독 (defamation of religions)’

국제인권법은 사람의 보호를 우선하며, 종교나 신념체계 등 추상적 개념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종교 및 관련 사상 혹은 상징물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인들의 불쾌감 혹은 비판에 따르는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일부 국가는 국제인권기준에

반하여 신성모독 죄목의 유지를 정당화하고 있다.

신성모독 금지법은 주로 다음 중 1개 이상의 범주에 속한다:

아티클19은 이 범주에 속하는 표현이라도‘혐오표현’에 관한 일련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지

않는다면‘혐오표현’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며, 이례적으로 금지조치의 엄격한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제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심각성 요건과 6가지 요건 참조)

국제인권기준은 신성모독 금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라밧 행동계획의

권고사항이자 UN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 제34호에서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항이다. UN 인권이사회의 여러 특별절차들도 신성모독에 관한 법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며 폐지를 권고하였다. 이 내용은 유럽평의회, 유럽연합, 다수의 미주기구 등

1) 직접적인 신성모독이란, 해당 종교 및 종교의 교리, 상징물, 숭배대상 등을 비판, 반박,

경멸, 낙인찍기, 고정관념화 또는‘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2) 종교적인 감정에 대한 모욕이란, 자신이 정체성을 함께하고 있는 종교에 대한 신성모독

으로 모욕, 불쾌감, 분노를 겪은 개인 혹은 집단의 감정 및 민감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3) 종교나 신앙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법률은 사회도덕 및 공중질서의

보호와 주로 관련하여, 종교 혹은 신념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 및 토론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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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차원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신성모독에 관한 법률이 국제인권법상 타당하지 않고 그 원칙과 실제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하며 법률 폐지를 지지하는 여러 의견이 있다:

따라서 아티클19은 위의 3가지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신성모독’금지를 폐지할 것을 국가들에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신성모독’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이 종교나 신념과 같은 보호 특성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표현들은 불관용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표현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까지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는 종교나 신념 자체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제 3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유권규약 제20조 2항과 19조 3항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제인권법은 사상이나 신념의 보호와 종교나 신념을 근거로 한 사람의 권리 보호를

구별한다. 국제법상의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것이며, 종교나 신념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는 검토를 막는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 금지가 소수의견이나 쟁점적 의견의 표현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사용될 경우

공개적인 솔직한 토론과 교류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여기에는 종교 간/종교 내 대화를 

비롯해 종교지도자에 대한 비판이나 종교 신념 및 교리에 대한 논평 등이 포함된다. 권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는 개인 및 집단을 공격하거나 책무성을 피하는 등

정치적 이익을 위해,‘신성모독 금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성모독 금지가 종교적 소수자나, 불가지론자(non-theist), 무신론자(atheist)의 표현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모두 다원주의와 반차별에 근거한다. 한 사람의 깊은 종교적 신념이 

다른 사람의 깊은 신념을 불쾌하게 할 수 있고 그 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원주의는 

필수적이다. 신성모독에 대한 제한은 한 신념체계를 다른 것보다 법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우위에 둠으로써 불가피하게 소수종교나 신념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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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건의 부정

 역사기억법(memory law)’은 일반적으로 극심한 박해, 집단살해, 또는 그 외의 국제형사법적

위반이 자행된 시기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부정하는 표현을 금지하며, 이는 다수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부인(denialism)은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존엄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잔학행위로 인한 비극을 피해자들의 날조 혹은 조작으로 폄하하는 음모론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가적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영속시킨다. 따라서 역사기억법은 이러한 차별의

잔재에 대항하는 것을 포함하여 잔학행위(atrocities)의 재발방지라는 명시적 목적을 갖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실주장(truth claim)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 

중요한 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심한 불쾌감을 유발하더라도‘허위’또는

 진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의견이나 생각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실주장은 상대주장에 대한 근거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활발한 논쟁과

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특정 진실주장을 불변의 진리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국가가 이러한 주장의 집행을 과제로 삼는

경우, 협소한 사건 해석을 고착화시키고, 근거가 뒷받침 된 공개적 논의의 가치와 질을 격하시킨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따르면,“작가, 기자,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가 승인한 역사서술만을

다룰 것을 요구함으로써, 국가는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공식적 차원의 사건 기술에 종속시킬 수 있다.”

아티클19은 이러한 역사기억법이나 각각의 금지조치들이 민주사회에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인론자들에 대한 기소는 그 지위를‘순교자’나 유명

인사와 같이 만드는 것이다. 또한 대중에게 자신들의 사상은 단지 반체제적(anti-establishment)

이고 비순응적 (nonconformist)이라는 것과 그들에 대한 기소가 음모론의 근거인 것처럼 왜곡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역사기억법의 법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무엇이‘역사의 정설’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주 제기될 수 있는데, 특정 사건을 법적으로 협소하게 다루거나 

포괄적 역사적 법적 토론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히 그렇다. 이런

불분명한 특성은 역사사건의 부인만이 아닌, 국제인권법에서 정의된 바 없으며 다소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들인 경시, 축소, 정당화, 찬양 등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역사사건에 대한 부인이 피해자-생존자 및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혐오를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데에 동의하는 바이다. 비록 이것은 불관용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며 ‘혐오

표현’이라 여기는 것이 정당할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에 대한 금지는 차별, 적대, 혹은 폭력 선동 

등 차별적 혐오 고취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어야 한다. 개별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진실주장에 대한 방어를 명확히 구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근거를 설정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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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선동

최근 수십 년간 테러리즘과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양한 우려를 

자아냈다. 자기검열을 강제하고 공개 토론을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해 테러

공격이 자행되고 있으며, 국가는 테러리즘에 대항하여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정당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는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테러리즘을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 측면에서,‘테러리즘 선동’,‘폭력적 극단주의’,‘근본

주의’와 같은 개념들이‘혐오표현’과 혼돈되는 경우가 있다.

국제법상 국가는 테러행위 선등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가안보를 보호

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자유권규약 제19조3항의 3가지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 요하네스버그 원칙(The Johannesburg Principles)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근거로 직접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위에서 권고하는 내용보다 더 폭넓은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을 제한하기

위해‘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제한의 범주에는 테러행위‘정당화’,‘조장’,‘찬양 

또는‘극단주의’와 ‘근본주의’와의 연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폭력선동 의도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해당 표현과 폭력발생 가능성이나 실제 발생 사이의 인과성

또한 요구되지 않는다.

이 요건에 따라, UN 테러방지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테러범죄 선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1. 해당 표현이 임박한 폭력 선동을 의도하고 있고

2. 그러한 폭력을 선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3. 해당표현과 폭력 발생 사이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해당 범죄는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대중에게 테러리스트 행위의 실행을 선동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배포하거나 공개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테러범죄를 고취하는지 여부와 무관

하게, 하나 이상의 테러범죄 발생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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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범위한 금지조치는 국제인권기준 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고, 정당한

정치토론을 제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테러공격과 그에 대한 국가 대응의 

효과성 혹은 적절성에 대한 소수의견 및 공식 의견에 대한 이견, 심지어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논평 등을 검열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표현이 다소 격정적이거나 정체성을 

둘러싼 이슈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혐오표현이 더욱

만연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불관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한편, ‘국가안보’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안보적 대응은 불균형적이며, 더 나아가 

차별적이고 낙인적 효과가 있으며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아티클19은 국가가 테러행위 선동을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나, 그것은 포괄적인 ‘혐오

표현’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고 이러한 금지대상이 되는 테러행위 선동의 요건에 (1) 테러

행위를 선동하고자 하는 의도 및 (2) 이러한 표현의 결과로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공격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포함시켜야 함을 권고한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예시

다수자 종교집단이 주로 이용하는 종교시설에서 폭파사건이 발생한 직후, 사건과 관련 없는 한 페이

스북 사용자가 차별적이고 경솔한 언어로 피해자들이‘당할만했다’는 내용을 담아 전체공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사용자는 수백 명의‘친구’를 두고 있었고, 해당 게시물은 뜨거운 반응을 

불러왔다. 사용자는 정치인이나 공인은 아니었다.

해당 표현은 테러행위를 선동하거나 실제로 일으킬 가능성이 낮지만, 다수의 국가에서는 테러행위의

 정당화’나‘찬양’과 관련된 규정 등과 같이 매우 광범위한 반테러법을 근거로 이 페이스북 사용

자를 기소할 수 있다. 심히 불쾌하고‘혐오표현’에 해당되나, 게시물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혐오

표현’제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 페이스북은 자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게시물 삭제를 고려

할 수 있지만 법적 제재에 의해 삭제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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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보호

국가상징물(국기 등) 또는 권력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에 대해 그 내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심지어 금지하려는 목적으로‘혐오표현’이라는 단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내법에서

특정 공직 혹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모욕’과‘폄하’를 금지하고 있는 한편, 어떤 국가들은

모호한“반란 선동(sedition)”이나,“국가통합”,“국민화합”에 반하는 표현 등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국가나 그 상징물을 모독이나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나 그 상징물은 인간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혐오표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 수장이나 공무원과 같이 국가와 관련이 있는

자연인들의 지위는 차별의 근거나 ‘혐오표현’의 특성을 지닌 보호적 특성을 갖지 않는다. 

공무원은 정당하게 비판 및 정치적 반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판에 대해 그 누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용을 보이도록 요구된다.

비록‘국가안보’나‘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권력자들을

망신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 이러한 근거를 악용하여 비판과 반대의견

표출을 억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요하네스버그 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 누구도 국가, 국가의 상징, 정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및 외국 또는 그 국가의 상징, 

정부, 정부기관 내지 공무원을 비판하거나 모욕했다는 이유로 처벌될 수 없으며, 비판이나

모욕이 폭력을 선동하려는 의도를 갖고 임박한 폭력을 선동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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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국군을 기념하는 연례행사 중 최근 군의 작전에 반대하는 집단이 항의집회를 열어, 국기 및 국가 수립에

관련된 위인들의 초상화 등 여러 국가상징물을 훼손하였다.

비록 집회참가자들의 행위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치적 표현이다. 국가상징물과 국가제도로서의 군대는 인간이 아니며 따라서‘혐오표현’으로

부터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한 공적인 위치에 있는 군인은 국군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용인할 수

있어야 하고, 군대 내 개인을 상대로 한 집회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명예훼손

명예훼손 혹은 명예훼손죄(defamation, desacato, slander, libel 등)는‘혐오표현’과 혼동될 

때가 있다.

명예훼손 관련법은 대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한다. 명예

훼손과 관련한 법적 조치는‘혐오 고취’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따라서‘혐오표현’과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구할 때, 개인들의“집단”은 개인으로

서의 명예를 갖지 않고 소송제기의 근거가 되는 개인으로서의 인격도 갖지 않는다.

아티클19은 이에 따라 집단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수의 법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며 폐지를 권고한다. 다만,‘혐오표현’의 결과로 개인들의 집단이 해를 입은 경우

에는 정당한‘혐오표현’관련 조항 하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기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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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혐오표현’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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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에서는‘혐오표현’과 이런 표현의 기저를 이루는 편견과 불관용에 대항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티클19은 아래의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세 영역의 행동을 기초로‘혐오표현’의 대응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국가는 반드시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고 평등과 반차별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2. 국가는 반드시 표현의 자유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정책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민사회, 언론, 기업 등을 포함,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편견과 불관용의 근원을 제거하며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항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표현의 자유 및 평등권이 실현되는 우호적 환경 조성은 국제인권법상의 국가가 지닌 의무일 뿐

아니라‘혐오표현’을 공론화하고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

국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물론이고 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 및 지역인권문서를 반드시

비준해야 하며, 국내법 체계에까지 완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

헌법 및 헌법에 준하는 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국가는 모든 법과 정책이

국제적 표현의 자유 기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정당한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민주사회에서 꼭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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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혐오표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 특히

소수자나 소외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에 대해 불균형적 영향력을 끼치는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아티클19은 모든 국가들이 아래에 해당하는 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형태의 신성모독 법

 국민성(nationhood)’이나 국가통합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보호하는 법 (국가, 국가기관,

국가상징물을 비판이나 조롱으로부터 보호하는 조항, 반란 선동죄 등)

명예훼손을 형사상 범죄로 처벌하는 법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국가 원수 등의 모욕 혹은

조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등)

과도하게 광범위한‘공중도덕’에 대한 개념이나‘전통적인 가치’를 보호하거나 장려

하는 모든 법 (성(sex), 젠더(gender),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성적지향 등에 따라 

차별하는 법 등)

집회 개최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즉흥 집회 및 대응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혐오표현을

포함해 폭력과 불관용에 대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효과적이고도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들의 능력을 억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 

결사의 자유에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법률 (특히 재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규정 등 이러한 법률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차별이나 폭력에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

반테러 및 극단주의에 해당하는 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진정한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소수집단을 차별이나 프로파일링(profiling)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에 한해서만

좁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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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국가는 독립적, 비판적 의견에 공격을 가하는 행위에 대한 불처벌을 종식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불관용 및 차별적 폭력에 대해 비판하고 대항 행동을 조직하는 개인과 

그 동료 및 가족이 안전에 대한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협박 및 기타 형태의 폭력과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한 불처벌은 매우 심각하며, 사회 전반에

극심한 위축 효과를 야기한다.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명확하게 규탄할 것을 보장하고, 공직자들은

그러한 공격을 조장하거나 이에 대한 지지를 내포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국가는:

iii) 국가는 반드시 공무수행의 투명성과 모든 사람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접근권을 부정하는 비밀주의적 공직문화는 권력자로 하여금 소수자나 소외집단을 희생양

으로 삼아 자신의 잘못이나 정치적인 실패에 대한 책임 전가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개적인 문화와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는 특정 집단의 정체성을 악용하려는 시도 자체를 정치적

으로 유용하지 못하게 하며,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이러한 분열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투명성과 책무성은 또한 사회 전 영역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개인 및

집단이 자기방위적 형태의 폭력에 쉽게 휩쓸리지 않도록 한다.

iv) 국가는 반드시 디지털 기술과 관련,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기술은 모두에게 중요한 매체로 활용되지만, 특별히 소수자 및 소외집단에 속한 개인이 

다른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구성하고 불평등 및‘혐오표현’ 같은 문제에 우려를 제기하는데 

있어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을 학습하고, 진전시키고, 지지를 얻고자 할 때 중요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발견되는 콘텐츠의 양이 방대하고 일부는 불법적이고 유해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 국가 및 기업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익명성 보장 수준을 높이거나 낮춰야 한다는 요구와 중개자 측에서도 선제적으로

콘텐츠를 감시하고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의견과

발언내용으로 인해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가 재발가능성이 있을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죄가 독립적이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 기소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관련 범죄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절차 및 방법을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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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인 온라인 익명성을 강화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서비스

이용자가 익명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장려한다.

중개자는 제3자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갖지 않으며, 콘텐츠 제한은 사법당국의

명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보장한다.

민간당사자가 인터넷 사용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경우와 관련, 효과적인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사유에 근거한 차별과 배제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모든 법과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이러한 법과 정책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차별이 묵인되거나 암묵적으로 조장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사상이 활발히 교류되는 공개적이고 열린 포럼으로서의 인터넷을 위협하는 것으로,‘혐오

표현’을 드러내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항하는 창조적인 공간으로서의 인터넷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티클19은 다음의 내용을 권고한다:

b) 평등과 반차별권의 완전한 보장

평등과 반차별 권리를 헌법 및 헌법에 준하는 법에서 보장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는 모든 국내법이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반드시 보장하고,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모든 사유를

바탕으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을 것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차별금지법이 없는 경우, 대부분‘혐오표현’으로부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선택이 제한되어있다. 특별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형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차별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화의 장을 제공하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i) 아티클19은 평등과 반차별이 실제로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두 개의 결합된 조치를

권장한다.



40

반차별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하고,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을 보장해야 한다:

직접적인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받았을

대우와 차이가 나는 불리한 대우로 보호특성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의미한다.

간접적인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개인/집단에 대한

대우와 비교했을 때 중립적인 규칙, 기준, 또는 관행이 보호특성을 지닌 집단에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간접적인 차별을 근절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임시적 특별조치가

필요하고 비례성에 부합하는 기간만큼 취해지도록 한다.

차별적 혐오 및 행위의 잠재적 사유로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최대한 넓은 

범주의 보호특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고용, 사회보장 및 복지, 교육, 재화 및

서비스의 제공, 주거, 사법접근권, 사생활과 가족 (결혼 포함), 정치참여 (표현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포함), 법 집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위해 대우를 달리하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를 위법성이 배제되는 경우로 두어야 한다.

주로 민법과 행정법상의 다양한 구제조치가 제공되도록 한다. 또한 평등기관(인권

기구)이 제공할 수 있는 중재 및 대안적 분쟁조정방안 등 비사법적 메커니즘도

제공되어야 한다.

ii) 각 국가는 형법에서‘혐오범죄’를 완전히 인정하고‘혐오범죄’에 대해 비례성에 부합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한 넓은 범주의 보호특성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혹은 생존자들이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 건수 및 기소 건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되 문제가 된 편견(bias)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각 법률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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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책의 개발,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 또한 이 주제에 대한 실증연구 또는 기타 연구의

증진을 위해, 중점영역에서의 차별 규모와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반차별 등 국가의 국제인권 책임에 부응하는 법과 정책의 개발과 관련

하여 정부 및 입법기관을 보조하고 이런 절차에 시민사회가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

하도록 한다.

차별과 관련한 진정을 접수하고, 대안적/자발적 분쟁해결조치를 적절히 제공한다.

공동체 내외 간 긴장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정부의 사전경보 매커니즘 혹은 연락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활동을 보완하도록 한다.

공동체간 교류 및 대화를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을 권장하도록 하며 적절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iii) 또한 각 국가는 표현의 자유 존중과 평등과 반차별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독립적인 평등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미 존재한다면 그 역할을 강화하거나, 또는 국가인권기구의 임무권한을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 및 제도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책임 및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혹은 평등기관의 활동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있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민간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이들 기관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함께 인권이사회 결의안 

16/18과 라바트 행동계획(Rabat Plan of Action)을 참고하여 차별의 근원을 제거하는 국가행동

계획 수립 및 이행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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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인 국가정책

아티클19은 국가가 차별과 편견에 대항하고‘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노력으로 모든 공적 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비사법적 조치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공직자의 인권존중에

대한 의지와 각 사회계층 모두의 참여와 대화를 증진시키겠다는 노력을 기반으로 두고 지지

해야 한다.

불관용의 인지 및 대응

정치인 등을 포함한 공직자는‘혐오표현’ 사건을 포함, 불관용과 차별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행위는 물론 이것이 드러내는 편견을 확인 및

거부하고, 대상이 된 개인이나 집단에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고, 이런 사건이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을 확인할 것 등이 요구된다. 이런 개입은 공동체간 긴장이 고조되어 있거나 쉽게

악화될 수 있는 경우 혹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특히 선거기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공직자의 빠르고 효과적인 개입은 긴장상태의 악화를 막아 비슷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공직자는‘혐오표현’의 대상자들을 포함해 다른 행위자들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공론

화의 장을 만들 수 있고 특히‘혐오표현’지지자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침묵하는 다수’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불관용과 차별에 대항

하는 보다 넓은 대화를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불관용과 차별 사건에 대한 공직자의 대응 발언이 언제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중의 일부로 하여금‘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불안과 오해에 

대해 본질적인 측면에서 또 설득력 있게 관여하지 않는 경우‘혐오표현’에 대한 규탄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공직자의 대응은 더 세밀해야 하며, 규탄 그 이상으로 대중의 우려와 불안에 

공감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반박 설명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혐오

표현’에 대응함에 있어서 공적 담론에 영향이 없는 비주류의 개인 혹은 집단의 입장에 불필요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을 만드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차별을 조장하고 평등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을 지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혐오표현 등 폭력이나 차별을 경시하는 데 따르는 위험성 및

이에 대한 대항의 부재를 암묵적 동의와 동일시하는 것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공직자 행동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정당에서 채택한 윤리

강령 및 반차별 정책 또한 적극적인 정책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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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교육

다원주의와 평등을 촉진하는 언론 정책

공공기관의 불관용과 차별 근절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공직자로 하여금 각기 다른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차별의 성격과 영향을 온전히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평등 증진에 책임을 다하

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공직자, 공인,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등권 및 반차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특히 차별이 제도화 되었거나 역사적으로 대응이 없었던 경우에는 특히 더 필요하다. 학교 등의

교육기관, 군대, 경찰, 사법부, 의료계, 법조계, 정치집단 및 종교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평등 교육은 제도화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의 일부로 구성될 수 있으며,

기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다원주의와 평등을 증진하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언론을 위해 공적인 기본틀, 규제의

기본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 다음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공적 책무성이 보장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구를 통해서만 

매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공동체가 매체와 정보통신기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아 

자신들의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경에 관계없이 다른 공동체가

생산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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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전화, 인터넷, 전기 등 통신수단 및 미디어서비스 수신이 보편적이고 이러한 통신수단

및 미디어에 적절한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정보통신 시스템의 설립 권한에 관한 차별을 철폐할 것

일반 대중이 여러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기 다른 플랫폼이 방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것

방송주파수와 같은 자원이 공공서비스, 상업적 매체, 지역 매체간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내 모든 범위의 문화, 공동체, 의견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할 것.

언론매체 규제를 관할하는 기구가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대표하도록 할 것.

언론매체 소유권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모두를 위해 신뢰가능하고, 다원적이고, 시기적절하게 정보가 제공되도록 장려하기 위해,

또한 다양한 공동체간의 대화를 증진시키고 다양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콘텐츠 생산을

위해 독립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재정이나 그 밖의 다른

형태의) 공적 지원을 제공할 것

특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소수

언어 사용 제한을 폐지할 것

방송허가 심사 기준에 각기 다른 공동체를 위한 미디어를 포함, 다양성을 포함시킬 것

훈련기회 등을 포함, 취약집단 및 소외집단에게 미디어 자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 다원주의, 표현의 자유, 그리고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미디어의 공공서비스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혹은 정부가

통제하는 미디어 시스템을 바꾸고, 공영방송망을 강화하고, 공공미디어에 충분한 재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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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교육 및 정보 공유 캠페인

전환을 도모하는 정의

공공 정보 및 교육을 위한 캠페인은 보호특성을 근거로 하는 부정적 고정관념 및 차별을 근절

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캠페인은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 대중의 근거 없는 믿음 혹은 오해를

타파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불관용이 나타나는 경우 인식하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심어준다. 

특별히 공공 정보 및 교육 캠페인은 초등, 중등, 고등교육제도에 통합되어야 하며 학생주도 이니

셔티브 등 집단따돌림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집단따돌림 예방정책이 보완되

어야 한다. 또한 교재에서 다양성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를 주지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교재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폭넓은 구조적 차별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침해 발생 이후, 진실, 정의, 화해와 보상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은 비사법적 수단으로서 역사적 사건의 배경이 되는‘진실’에 대한 권위적인 공통의

해석을 확립하여 분열된 사회가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다르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토론 및 주요 비판이 억압되고 일방적

으로 주장되거나 법적으로 강요되는‘진실’만이 존재하는 경우, 서로 다른 공동체간 분개와

불신이 지속되어 갈등이 재점화 될 위험이 있다.

국가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사건의 영향 및 유산, 차별 또는 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특정 사건 혹은 시점을 상징적으로 기념함으로 각 사건을 극복하고 바로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공공장소를 기념물, 박물관,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간 등을 위해 제공하고 사람들이

발생한 일에 대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전반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46

3) 다른 행위자들의 자발적 노력

국가 외의 이해관계자도 평등 및 반차별,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가치를 자신들의 기업 및 사회적 책임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사회의 노력

영향력 있는 행위자 및 기관들의 연대

독립적이고 다원적인 미디어의 역할

시민사회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비록 주요 임무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비슷하거나 다른 배경의 사람들 간의 공식적·비공식적 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불평등과 차별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은

 혐오표현’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시민사회가 주도한 지역사회, 국가, 지역, 국제 차원의

활동은‘혐오표현’을 비롯한 불관용 및 폭력 사건을 감시하고 대응하는데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시민사회 주도의 활동은 주로 차별 및 폭력에 가장 취약한 개인 및 공동체가 계획하고 실행되며,

차별의 성격과 효과 감시를 비롯해 대중과의 긍정적인 소통 및 교육과 관련하여 특별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우호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차별과 그 영향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사회 전체의 대화와 

교류가 필요하다. 주요 행위자들은 (특히 NGO, 경찰, 정책입안자, 평등기관, 예술가, 종교기관, 

국제기구 등) 불관용과 편견의 사회적 표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여 연대해야 한다.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은 어떤 형태의 미디어 규제라도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책무성이 보장되며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구의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민주사회 운영에 필수적인 편집의 독립성 

‘



47

(외적 통제)과 언론의 다양성 또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방송매체와 관련해 모든 규범틀은 소수자와 소외집단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

시키며, 국경에 상관없이 타인이 생산한 콘텐츠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대중매체는 보호되는 특성을 가능한 한 최대로 넓은 범주로 설정하여, 평등과 반차별을

증진해야 할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대중매체는 당사 내부방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

직원들의 다양성과 사회 전체의 대표성을 보장할 것

사회 모든 집단의 이슈를 최대한으로 다룰 것

다수의 공동체를 단일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에서의 의견과 다수의 정보원을 참조할 것

전문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높은 수준의 정보제공에 충실할 것

평등원칙을 반영한 매체와 언론인 직업상 복무규정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것

사실적이고 세밀하며 맥락을 반영하는 보도

차별행위에 대한 대중의 관심 유도

미디어에 의해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차별 또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것

불관용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종,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및 기타 집단의 특성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지양

차별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의해 생기는 해악에 대한 인식 증진 

다양한 집단 및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이들의 관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집단 및 공동체에 대해 보도하고 이들 구성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직무역량강화를 통해 미디어가 평등증진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지는지와 부정적 고정

관념을 지양할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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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관계자들은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양할 의무가 있으며, 문화 간

이해를 증진하고 여러 공동체와 이들이 부딪치는 이슈들에 대해 더 깊은 이해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한 구제조치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 보호를 위해 반론 및 정정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중매체가 잘못된 정보를 발간 또는 방송했을 경우 개인이

해당 매체에게 정정보도의 발간 또는 방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

 혐오표현’확인 및 대응과 관련하여 인터넷 중개자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호스팅업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을 포함한 인터넷 중개자는

인터넷을 통한 사람들의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개인 소유 회사들은 다수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중개자는 콘텐츠 생성과 편집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 간의 통신을 활성화하고 있어 콘텐츠 관리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 규제를 할 수 있고

혹은 불법성 혐의가 있는 콘텐츠를 감시하고 제거할 책임을 인터넷 중개자에게 부과하는 민사

책임 규제를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중개자들이 콘텐츠 관리에 어떻게 관여하는

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개자들은 자발적으로 이용약관 구상에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관리자의 역할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때로는‘커뮤니티 기준’이나‘가이드라인’과 같이 계약적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이용약관을 통해‘혐오표현’및 혐오표현의 다양한

변주에 대한 금지를 포함하기도 한다. 하지만 표현의 유형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콘텐츠 관리에

대한 접근법, 관리절차의 투명성, 콘텐츠 관리 결정 재고를 위한 내부적 매커니즘 등 접근법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인터넷 중개자의‘혐오표현’콘텐츠 삭제가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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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오표현’등을 포함, 인터넷 중개자의 콘텐츠 관리 역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다:‘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기를 원하는 국가에서 국내법 준수를 요구받는데 따른 것으로,

많은 경우 국제적인 표현의 자유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종종 분절화된 기준 또는 가장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국가, 때로는 일반대중과 함께‘혐오표현’문제에 대해 협력해야 한다는 압력에 따라

나오는 반응으로, 강제적이고 비용부담이 있는 형태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율적 규제로

콘텐츠 관리에 열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혐오표현’의 혐의가 있는 행위와 연루되지 않기를 바라는 광고주 및 그 밖의 다른 

수익원의 상업적인 압력에 따른 반응이다.

표현의 자유 보호가 불충분한 경우: 다수의 중개자 이용약관은 국제인권법 상 국가에게

허용된 제한보다 더 많은 표현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사적 검열’의 범주가 상당

하며, 모든 인권 증진 및 보호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개자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도록 함에 있어 때로는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과소평가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이 이해

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지 그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콘텐츠 신고와 삭제 방법 및 콘텐츠 삭제 결정 시의 투명성 및 책무성 결여: 콘텐츠 관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않다면 관리자들은 어떤 훈련과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 많은 중개자들은 국가나 다른 기업들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콘텐츠

삭제의 경우와 다르게, 직접 삭제한 콘텐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중개

자가‘사적 검열’과 관련해 취한 조치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어렵게 한다.

중개자에 의한 콘텐츠 삭제 및 제재부과에 대한 절차적 최소기준 및 효과적 구제방법

부족:국가가 기업의 보고체계를 이용하거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법적으로는 요구할

수 없는 특정 콘텐츠 삭제를 요구하거나 콘텐츠 삭제 최소기준을 무력화할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콘텐츠 단속을 국가의 의무에서 기업의 의무로 위임할 경우 서비스 

사용자가 자신에게 가해진 제재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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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이거나 중개자의 이용약관에 반하는 경우 사용자가‘혐오표현’콘텐츠를 신고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 비록 최근 몇 년 간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지만, 콘텐츠의 부당한 삭제로

부터 서비스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개자들은 사용자들에게 콘텐츠 삭제에 대해 통지를 하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용 삭제 이외에 중개자가 가할 수 있는 제재(계정 사용중지나 차단 등)에 대해서도 통지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혹은 구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티클19은 중개자들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지침에 따라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개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아티클19은 다음의 내용을 권고한다:

소수의견 혹은 반대의견을 가진 사용자가 차별적으로 제한될 가능성: 많은 중개자들의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사용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을

가진 사용자들에 대한 신고가 많이 이루어져 이들의 콘텐츠가 제거될 가능성이 더 높다.

  혐오표현’의 타겟이 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신고할 수도 있고 콘텐츠 삭제나

계정 제재를 불균형적으로 시행하게 될 수 있다. 이는 콘텐츠 신고를 하는 인터넷 사용

자가‘불법적이거나 해악을 끼치는 콘텐츠’와 본인의 편견에 근거하여 ‘삭제되기를

원하는 콘텐츠’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현실을 반영한다.

표현의 자유, 평등권, 반차별권 등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이용약관에 강력히

명시되도록 할 것

SNS 계정의 개설 및 사용에 있어 실명을 요구하거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문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

이용약관에 콘텐츠 관련 제한사항을 명료하고 읽기 쉬운 방식으로 명시하여 어떤 종류의

콘텐츠들이 제한될 수 있는지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콘텐츠 삭제나 계정 중지와 같이 사용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모든 절차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있을 것을 보장할 것

중개자에 의한 콘텐츠 삭제에만 의존하기보다 표현의 자유, 평등 및 반차별 등의 권리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증진 등 사용자로 하여금‘혐오표현’에 대응하고 반박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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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

특정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i) 문제가 되는 콘텐츠 (ii) 콘텐츠가 삭제되기를

바라는 이유 (iii) 구체적인 불만사항 (iv) 신의(good faith) 선언 등을 포함,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것

이용약관에서‘혐오표현’제제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의 제3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준을 최대한 반영한 최상의 기준을 적용할 것

이용약관에 반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있어, 침해로 인한 해악과 사용자의 이전까지의

행위를 고려하여 비례성을 보장하도록 하며, 계정 중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에 대해 제기된 불만내용을 상세히 사전에 통보를 받고,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에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해 항변하거나 대응할 기회를 주도록 한다.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자는 최소한 콘텐츠 삭제 이유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부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콘텐츠 삭제 사실에 대하여 사후

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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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간 유의미한 대화

집단 간 유의미한 대화의 부재, 또 이로 인한 고립과 단절은‘혐오표현’의 증가 및 폭력, 적대,

차별 선동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 간 긴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서로 다른 집단 간, 특히 종교나 신념이 다른 공동체 간의 지속적이고 유의미한 대화는 긴장 및

불신 증폭을 효과적으로 예방한다. 특히 집단 간 갈등이 실제 폭력과 차별 사건이나 그에 대한

선동으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대화가 가능하게 하려면 상징적인 행사보다는 실제로 의견이 교환되는 공간을 제공하고, 다름과

의견불일치에 대한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는 포괄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전통

적인’공동체 대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집단 간 대화를 벗어나거나 공통의 고민거리에 대해 논하는 공동체간의 비공식적인

교류(스포츠나 문화행사 등)는 신뢰제고와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공개적인 지원은 집단 간 대화와 의사소통 노력의 영향을 배가할 수 있다.

공식 혹은 비공식의 대화를 넘어서 공동체의 대표들(종교지도자 및 기타 공동체 지도자들)은 

불관용과 차별에 대응하는 자력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불관용 및 차별을 지지하는 자들이

자신이 특정 공동체 및 이익집단을 대표하거나 대리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종교 및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러한 대표적 주장을 수월하게 반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입장에 상당히 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설득력이 높은 대항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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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혐오표현’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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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에서는 앞에서 설명한‘혐오표현’ 피라미드 중 가장‘중한’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을 

제한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인권기준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자유권규약 제19조3항의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모든 조치에서

반드시 다음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혐오표현’에 대한 모든 금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에서 국가가 금지

해야 할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특정 형태의‘혐오표현’, 즉 집단살해(제노사이드)에 대한 직접적

이고 공개적인 선동이나, 차별, 적대, 폭력의 선동이 되는 차별적인 혐오의 고취에도 적용된다.

모든‘혐오표현’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심하게 불쾌한 표현인 경우도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1부 참조).

1. 법에서 규정된 것: 충분한 정확성이 보장되는 법 및 규제를 통해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도록 한다.

2. 정당한 목표만을 추구할 것: 타인의 권리나 명예에 대한 존중,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보호, 공중보건이나 윤리 등을 추구한다.

3. 민주사회에서 필요로 할 것: 국가는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를

규명하여, 위협의 정확한 성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취해진 조치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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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집단살해(genocide) 선동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c)에 따르면 국가는 집단살해 행위를 비롯한“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집단

살해 선동”을 형사상 범죄로 취급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및 유엔의 임시 국제형사재판소들 규정에서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집단살해는“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행하

하는”행위로, 살인을 포함해 5가지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보호사유는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범주보다 더 협소하다.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집단살해 선동’에 대한 유죄판결에는 여러 핵심요건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핵심요건은 집단살해 선동과 그보다는 심각성이 약한 형태의‘혐오표현’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및 UN 임시 국제형사재판소들 

규정에서는 해당 범죄 구성을 위해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공개적: 집단살해 행위를 하게끔 타인을 선동하는 표현은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한다.

즉, 대중 또는 대중의 일부를 대상으로, (대중매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장소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적: 해당표현은 직접적이어야 한다. 의사소통이 행위에 대한 요청으로서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하고, 표현 자체와 집단살해 행위 발생 위험간의 관계가 긴밀해야 한다.

하지만‘직접적인(direct)’인 표현은‘명백한(explicit)’표현과는 다르며, 언어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암시하는 듯한 표현도 충분히 명백하게 집단살해를 직접적으로 선동할 수 있다.

의도: 화자는 반드시 집단살해 선동의 구체적인 의도와 집단살해 발생의 의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화자가 집단살해 참여를 요청하는 내용의 발언에서 그 의도가 드러나거나,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그 행위로 인해 집단살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집단살해의 실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집단살해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책임을 지기에 충분하다. 집단살해가 발생한 경우 선동행위 자체도 집단살해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 또는 공모에 해당, 독립적으로 또는 추가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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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은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집단살해 선동에 대해 이를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

조치 혹은 민법 등에서의 대안적 제한은 지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노사이드 협약은 표현의 자유 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인권기준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동죄에 대한 일체의 판결은 반드시

자유권규약 제19조3항의 세 가지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국제인도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무력충돌 상황도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제형사법 상‘선동’은 다른 국제범죄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초기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교사(instigation)’개념을 적용하지만 이는 그 범죄의

발생 위험이나 가능성의 수준이 아니라 그 범죄의 실제적인 행위와 실질적으로 결부된 표현 행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서는“선동”이 어떠한 범죄든 그와 관련한 초기 형태의

법적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박해”와 같은 차별적인 국제범죄의 선동은

국가가 금지할 수 있는“혐오표현”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의 선동이 될 증오의 고취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은 국가가‘차별, 적의 혹은 폭력의 선동이 될 모든 증오의 고취’를 법적

으로 금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의 실제적인 이행에 대해 많은 논란과 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때문에 제20조2항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20조

2항에 대한 해석과 이행에 있어 국가마다 법 및 관행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관되지

않은 국내 법원의 법리와 UN 자유권위원회 결정이 제공하는 지침의 빈약함으로 인해 더욱 문제가

심화된다.

이행 관련 사안은 심각한 선동사건에 대한 불처벌부터 모호한 선동조항의 과도한 집행 (소수집단에

대한 박해를 포함)까지 포괄적으로 존재한다.

유엔 라바트 선언은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의 이행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와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결의안 16/18에서 규정하고 있는“종교나 신념에 근거한 임박한

폭력 선동의 범죄화”에 대한 보다 좁은 범위의 국가의 정치적 책무성과 일치한다. 라바트 선언은

아티클19의 정책보고서 <차별, 적의 또는 폭력 선동의 금지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012)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하는 일련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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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트 선언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에 기초한 아티클19의 핵심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의 주요 구성요소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항의 핵심요소를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티클19은 각 요소가 자유권규약 제20조2항 이행을 위한 국내법 조항에 명시되

거나 해석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형사적 제재는 가장 심각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민사상 혹은 행정적 구제 또는 그 외의 대안적 구제책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화자의 행위: 화자는 청중을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표현을 한다:

화자의 의도: 반드시 아래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

차별, 적의, 폭력에 대한 선동이 되는

보호사유를 근거로 한 대상 집단에 대한 혐오의

고취

차별적인 혐오를 고취하고자 하는 구체적 의도

차별, 적의, 폭력에 대해 청중이 선동당할 가능성의 인지 혹은 그에 대한 의도

혐오 고취의 결과로 청중이 실제로 선동되어 금지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은 임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여섯 가지‘심각성 요건’검사는 선동의 위험이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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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은 다음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서 삼각관계를 형성 한다: 청중을 향해 차별적인 혐오를 고취

하는‘혐오표현자 또는 화자’, 차별, 적의, 폭력 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청중, 이러한 행위의

표적이 되는 대상집단으로 구성된다. 

73

Incitement involves a triangular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rincipal actors: 
the “hate speaker” advocating discriminatory hatred to a public audience; the 
public audience, who may engage in acts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and the target group, against whom these acts might be perpetrated.

Public Audience
Advocacy of hatred 
based on protected 

characteristics

Likely and imminent 
danger of acts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Hate Speaker Target Group
Hate

Causation

Knowledge of the likelihood 
of the audience being incited 
to an act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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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모욕이나 욕설이 타인에 의해 목격이 된 경우 금지행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는 ‘혐오

고취’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영향력 있는‘주모자(ringleader)’가 있고‘떼를 지어

몰려드는 것(mob)’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인데, 이는 한 사람의 차별적인 욕설로 인해

금지행위에 가담하도록 선동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보호특성을 근거로 개인을 향해 차별적 모욕(discriminatory abuse)및 욕설을 가하는 것은 제3자인

청중이 존재하지 않아 고취와 구별된다.

화자의 행위

고취 (Advocacy):“대상집단에 대한 혐오를 공개적으로 증진하려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증진(promotion)”은 고취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어떤 생각에 대해 단지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타인이 특정 관점이나 사고방식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취(advocacy)의 예시

유명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거짓말을 반복하는 독설에 찬

일련의 메시지를 일반 대중에 유포했다.

차별적인 모욕(discriminatory abuse)의 예시:

한 기자가 정치 스캔들과 관련하여 작성한 기사의 링크를 포스트하고 난 뒤 개인적으로 

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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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hatred)는 보호특성을 근거로 대상집단에 대해“격앙되고 불합리한 비난, 적대감, 증오 등”의

특징을 갖는 심리상태를 뜻한다.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의 금지사항과 관련하여,‘혐오’는 대상집단에 대한 화자의 심리상태와

금지된 행위를 하도록 화자가 궁극적으로 선동하려는 청자의 심리상태와 관련이 있다. 이는‘혐오

표현’을 경험한 대상집단이 느낄만한 모욕감·수치심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후자는 제20조

2항의 대상이 아니다.

혐오의 유형 또한 중요하다. 제20조2항은“국적, 인종, 종교에 대한 혐오의 선동”만을 언급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티클19은 그 유형을 개인이나 개인의 집단에 대한 “모든

차별적인 혐오의 고취”로 확장해서 해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자유권규약 

제2조1항과 26조의 폭넓은 범주의 반차별을 비롯한 반차별을 다루는 다수의 국제법 조항에서

20조2항을 다룬 것으로,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보호사유를 아우른다.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선동 (Incitement):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은 차별적인 혐오의 고취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혐오 고취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선동’이라는 개념에는 혐오의

고취로 인한“대상집단에 속한 개인들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

임을 시사한다.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에서는 선동에 따라 청중이 보호특성을 근거로 해 대상집단에 

행동을 가할 때 따르는 위험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 외 모욕 혹은 대상집단의 불편한

감정 등은 선동과 구분된다.

차별(Discrimination):“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공적인 생활의 분야에 있어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진”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사유에 근거를 둔“구별, 배제,

제한, 또는 선호”를 의미한다.

폭력(Violence):“상해, 죽음, 심리적 해악, 성장 저해, 결핍 등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야기하는, 타인 혹은 집단 및 공동체를 상대로 한 물리적 

힘이나 권한의 고의적인 행사”로 이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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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혐오의 단순한 확산을 금지하거나‘혐오표현’이 대상집단의 감정에 대해 갖는 효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내법 규정은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금지보다 상당히 넓은 범주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자유권규약에서 구체화된 금지 규정보다 더 넓은 개념을 다루는 법은

남용될 여지가 있으며, 즉 정당하지 않다. (예: 공공질서를 보호하거나 종교인간의 갈등이나 

분란을 막기 위한 법 등)

적의 (Hostility): 단순히 극단적인 심리상태가 아닌“극단적인 심리상태를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폭력, 괴롭힘, 손괴 등의 위협으로, 폭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화자의 의도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에서 금지하는 선동의 필수요건이자 특징은 타인이 차별, 적의, 폭력행위를

하게끔 선동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법은 선동죄가 난폭성 혹은 부주의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와 구분되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는 범죄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국제법상‘의도’의 정의가 각기 다른 점을 고려하여, 아티클19은‘의도’에 대한 모든 정의

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혐오 고취를 시도하려는 의도

보호사유에 근거해 특정 집단을 타켓으로 삼는 의도

맥락에 따라 그 표현으로 인해 발생할 결과(차별, 적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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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요건

라바트선언에 포함된 아티클19가 제시한 여섯 가지 요건은 폭력, 적의, 차별의 위험으로 인해

표현에 대한 금지가 충분히 정당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여섯 가지 요건에는

다음의 기준이 있다:

1. 표현 맥락: 표현이 전달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맥락은 의도와 인과관계와 직접인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맥락 분석은 다음의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2. 화자: 화자의 지위, 권위, 청중에 대한 영향력 등은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화자가 정치인,

주요 정당인물, 공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의 사람(예: 교사 및 종교지도자)인 경우에는

높은 관심과 그들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으로 인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청중과

화자간의 관계, 다양한 집단 내 공포와 취약성(특히 대상집단), 그리고 권위자의 말을 따르거나

공경하는 수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의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 혐오 고취 참여 의도, (ii) 특정 집단을 보호사유를 근거로

타겟으로 삼는 의도, (iii) 행위로 인해 초래될 결과 및 그 결과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인지 (예측불가능한 변화나 일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의도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전후 상황 (예: 사용된 언어, 표현의 반복, 화자가

진술한 목적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난폭성과 부주의는 의도를 파악

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무분별하거나 경솔한 표현, 의도가 미묘

하게 차이가 나는 표현 (풍자, 예술 등을 통해 생각을 자극하거나 현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도록 자극하는)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갈등의 존재여부(예: 대상 집단에 대한 최근의 폭력사건)

구조적인 차별의 존재여부 및 역사적 사실 (예: 경찰과 사법부)

법률체계 (예: 대상 집단의 보호사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 조항의 존재 여부)

언론 지형 (예: 대상 집단에 대한 정례적이고 부정적인 언론보도와 다른 정보

원의 부재)

정치 지형 (예: 특히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가 

미치는 영향과 대상집단의 관점이 공식 정치적 절차에 반영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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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현 내용: 표현 형태와 방식 등의 발언 내용은 그 표현이 직·간접적으로 차별, 적의,

폭력을 호소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특히 선동이 간접적으로 이루

어진 경우에는 표현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가 중요하다.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예술적인

표현, 공익적인 토론, 학문적 담론과 연구, 사실적시 및 가치판단과 같은 특정 형태의 표현의

경우 이를 정당하게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5. 표현의 정도 및 규모: 표현의 공공성, 표현의 방식, 빈도와 양 등을 고려한 표현의 규모

(예: 전단지 1장 vs 주류매체의 방송, 1회성 유포 vs 반복적인 유포)를 따져 봐야 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된 표현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

6. 잠재적인 해악의 가능성과 그 임박성: 표현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차별, 적dml, 혐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때 예상된 결과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해악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는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고려된다:

청자가 혐오 고취를 차별, 적의, 폭력 행위에 대한 호소로 이해했는지

화자가 청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였는지

청자가 차별, 적의, 폭력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지

선동의 결과로 대상 집단이 차별, 적의, 폭력의 피해를 입은 최근 사건

표현의 인과적 효과에 대해 의문이 생기지 않을 만큼, 화자의 발언과 차별, 적의,

폭력이 행사된 시간 사이의 길지 않은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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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제재는 형사처벌에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

아티클19은 선동에 대한 제재가 주로 민법과 행정법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형사처벌은 가장 

중한 사건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법에 의한 제재는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의 선동이 되는 혐오 고취 사건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피해자 중심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차별, 적의, 혹은

폭력의 선동이 되는 혐오 고취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조치는 금전적·비금전적 배상만이

아니라, 대중매체를 통한 선동의 경우 정정 및 반론에 대한 권리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사회단체로 하여금 관련 사건에 대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및 차별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는 포괄적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앞에서 언급한 보고서 제2부의 반차별법 관련 내용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행정법상의 제재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미디어, 언론 등의 협의회, 소비자보호 

주무부처 또는 기타 규제기관에서 수립한 규칙시행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정치인, 공직자,

공무원 (교사 등)와 같은 특정 대상의 행동강령과 채용 규칙 등을 수립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조치는 모든 직급의 공무원은 차별을 옹호하거나 평등과 다문화적인 이해를

저해하는 발언을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는 원칙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공개사과 등) 명령의 형태의 제재도 있을 수 있다.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행정제제 

방안에 대한 체계를 세워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의 전파방지 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정조치, 반론의 권리, 행정심판 결과를 홍보할 별도의 방송

시간을 배정하거나 벌금부과 등의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형법에 의한 제재는 다른 제한적인 방법으로 그 의도한 효과가 확인된다면 되도록 지양

해야 한다. 많은 국가에서의 사례와 같이, 선동의 해악은 민사적·행정적 조치로 대응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정의실현의 제고를 위해 사법부, 경찰, 공공기관은 형사재판

절차 상 피해자의 관점을 참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집단의 대리인에 의해 제출되는 법정의견서의 형태로 제3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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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집단을 표적으로 하는‘혐오표현’: 방송매체나 교육기관에서의 ‘혐오표현’, 선거

기간의 ‘혐오표현’ 등 특정한 환경에 적용된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혐오표현’:‘혐오표현’은 어떠한 ‘혐오의 고취’ 없이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보통 그 대상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거나 심하게 불쾌감을

주고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표현으로, 종종 여성이나 소외집단 및 소수집단 등을 대상

으로 한다.

이러한 유형의‘혐오표현’이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의‘선동’에서 다루고 있는 각

행위자 간의 삼각관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혐오를 표현하는 화자와 그 대상이 되는 개인만이 관여되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선동 

에 대한 여섯 가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자유권규약 제19조3항에 따른 ‘혐오표현’ 금지

아티클19은 경우에 따라 자유권규약 제20조2항의‘선동’요건에 미치지 않아도 해당 표현을

제한하는 국가의 일정한 대응을 요구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한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이러한‘혐오표현’은 특히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 유지 등 

자유권규약 제19조3항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런 행위로 인한 물리적이거나 심대한 심리적 해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생명권과 비인도적·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프라이버시권 및 평등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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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Though threats or harassment disproportionately impact those vulnerable 
to discrimination and “hate speech,” not all threats or harassment will 
necessarily be bias-motivated or characterised by hatred. Existing but generic 
prohibitions on threats or harassment may therefore be adequate to deal with 
these incidents, though the absence of any mechanism for recognition of bias-
motivation in this conduct would be a deficiency that should be addressed. 

ARTICLE 19 is concerned that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settings and prohibitions on threats or harassment often are too broad and 
subject to abuse; they may be enforced to merely protect people from offence 
or expression they disagree with, or shield people in positions of power from 
legitimate criticism. 

There is no consensus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relation to these specific 
contexts. Any such restrictions on account of other grounds should be considered 
legitimate in as much as they comply with the three part test outlined above.  

ARTICLE 19 encourages extreme caution in any of these approaches being 
expanded beyond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they address, and the unique 
and tailored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y be appropriate in each of these 
circumstances. 

Hate Speaker Target Individual
Hate

Hate Speech

Threats Assault Harrassment

Abuse Offense Insults

비록 협박 또는 괴롭힘은 차별로부터 취약한 사람들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영향을 미치

지만, 모든 협박이나 괴롭힘이 편견을 동기로 하거나 혐오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기존의 포괄적인 금지만으로도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때 편견으로 인한 동기를 확인하는 매커니즘이 부재하다는

점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아티클19은 특정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나, 협박이나 괴롭힘에 대한 금지가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와 같은 대응은

단지 불쾌감이나 동의하지 않는 표현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권력자들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그 외 다른 이유로 인한 

제한은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선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아티클19은 이런 접근들이 의도된 범주의 상황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각 상황에 따라 개별적이고 상황에 적합한 규제방안을 고려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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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법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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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일반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호특성 ‘혐오표현’규정에서 인정하는 보호특성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2항은‘집단살해’를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5가지

구체적인 행위라 정의하며, 이를 금지

하고 있다. 

제3조c항은 제 2조과 똑같은 보호특성에 

대하여“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보호특성의 가장 넓은 범주가‘박해’죄

에서 발견되어지는데, 박해란“정치

적·인종적·국민적·민족적·문화적 

및 종교적 사유” 또는“국제법상 허용

되지 않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다른 사유에 근거한”어떤 집단에 대한 

박해라 정의하고 있다.

(제7조1h항 및 7조2g항)

제25조3e항은 집단살해와 관련한‘선동 

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른 국제법상의 죄에

대한 선동 또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국제협약

제1조는“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

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

제4조a항은 당사국이“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 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

리도 적절히 고려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제1조에서 열

거한 모든 사유에 대한‘혐오표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으며, 종교, 성별, 그리고 선주민

출신에 따른 공통적인 (intersectional) 차별을

인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한 성적지향과 

성별에 따른‘혐오표현’금지를 환영하였다.

부록 1 : 법률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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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2조는 당사국이“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조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

적 자유의 인식, 향유 및 행사를 저해

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를 명백하게 금지

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 제2조b항은 당사국은“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책

임이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조f항은 당사국이“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명시하고 있다.

- 제 5조는 당사국이“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는 보호특성을 열거하지 않은 

채“모든 종류의 차별을”고문의 목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UN 고문방

지 위원회는 다음 목록을 채택하고, 각

사유와 성별사이의 교차지점을 주목한 

바 있다: 인종, 색깔, 종족, 나이, 종교 

신념이나 소속, 정치적 또는 그 밖의

다른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성별,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 

정체성,

정신적 또는 그 밖의 다른 장애, 건강

상태, 경제적 지위, 또는 선주민의 지위, 

정치적인 범죄나 테러행위로 고발된

개인을 포함한 구금사유, 망명신청자, 

난민 혹은 그 밖의 다른 국제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 그 밖의 다른 지위를 갖거나 

불리하게 구별되는 다른 개인 등

  혐오표현’를 명백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제16조는 당사국이“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할 책

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문

방지위원회는 개별국가가 혐오범죄를“불관

용과, 혐오와 폭력에 대한 폭력”행위로 금지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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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장애에 따른 차별 철폐의 폭넓은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명백하게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당사국에“즉각적이고   효과적

이며 적절한 조치를 채택하여”“성별 및

연령 등의 사유를 포함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

행을 근절할”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UN 선주민 권리에 

관한 선언

제2조는“선주민 민족과 개인은 자유

롭고 다른 민족 및 개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모든 종류의 차별, 특히 그들의 선주민

출신지위나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고 보장

하고 있다.

제8조2e항에 따르면 당사국은“인종차별

혹은 민족차별을 장려하거나 고취시키기 위한

모든 형태의 선전”을 방지하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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