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권, 평화권, 문화권을 위한
아시아 선언문의 의의
아시아 인권헌장 부속선언 기초위원회 위원 안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여명의 NGO 인권활동가를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온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3여 년간의 토론을 거쳐 1998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인 광주에서 <아시아인권헌장>이 선포되
었다. <아시아인권헌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가 보장되는 세상
에서 살고자 하는 아시아 민중의 열망을 담았으며,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함께 수행하려는 아시아 민중들의 결의를 표현
한 것이다.
<아시아인권헌장>이 선포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홍콩, 태국,
캄보디아, 중국 신장 지역 등 아시아 곳곳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자
국의 시민들에게 부당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2021년 2월에는
미얀마에서 군부반란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후 민간인을 대량
으로 학살하고 있으며, 동년 7월 기준 940명이 사망하고, 6,994명이
체포 구금되었다. 하지만, 미얀마의 민중은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 고통 받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시민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의미하듯이 보편적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희생을 감내
해야 한다. <아시아인권헌장>은 인권을 위한 투쟁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 투쟁에 대한
연대와 형제애의 발현이기도 한다.
<아시아인권헌장>이 선포된 지 20년이 된 2018년, 아시아인권
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ttee in Hongkong)와
5·18기념재단은 아시아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가열 차게 전개되고
있는 인권투쟁의 상황을 진단하고 투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부속
선언문을 기초하였다. 기초위원들이 2년여 간의 토론을 거쳐 마련한
부속선언은 <정의권, 평화권, 문화권을 위한 아시아 인권선언>(Asian
Declaration on the Rights to Justice, the Rights to Peace,
the Rights to Culture)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아시아인권헌장>이 아시아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기준, 국제적 인권규범을 제시한 것이라면, <부속선언>은 아시아적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선시되어야 할 권리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공통점은 과거 식민지 통치의 압제를
경험했다는 점이며, 식민 통치 이후에도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인
권 탄압이 계속됐다는 점일 것이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인종적, 문
화적 다양성은 다원적 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되기보다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부속선언>은 권위
주의 체제 속에서 실종된 사법적 정의에 대한 권리,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과 문화권의 향유, 분쟁과 공포에서 자유로울 평화권을 강조하
였다. <부속선언>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권리의
실현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에는 독재정치가 만연해 있고 인권보장을 중시하는 정부는
매우 적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부당하게 국가권력을 장악한

세력들은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라
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독재체제를 떠받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어 민중들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각성은 확산 되어 가고 있고, 많은 사
람들과 사회운동 단체들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와 경제제
도의 수립을 통해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계
속해왔다. <부속선언>의 정의에 대한 권리는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투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장>에 뒤이어 나온 <부속선언>은 <헌장>과 마찬가지로 아시
아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기구를 만드는 데에도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국제적 인권규범과 기준이 어떻게 아시
아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차원의 민간기구들의
상호협력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아시아 지역은 유럽,
미주, 아프리카 대륙과 달리 아직까지 지역인권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대륙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지역인
권기구가 설립되지 못한 요인으로 비민주적,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언어 등 문화적 다양성을 지적한다. <부속
선언>의 문화권에 포함된 내용은 문화적 전통이 다양한 아시아에서
인권의 보편성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인권기구 설립의 장애요인이라고 간주되었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변화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부속선언>은 <아시아인권헌장>과 더불어 아시아 민중들이 불의의
권력이 만들어 놓은 공포와 부자유 속에서 살지 않고, 인간의 존엄
성과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을 위한 싸움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데 이정표가 될 것이다.

Significance of the Asian
Declaration for the Right to Justice,
the Right to Peace,
and the Right to Culture
- Jean Ahn, Member of the Drafting Committee for the
Declaration of the Annex to the Asian Charter of Human Rights
(Professor, Law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fter three years of discussion with 200 human rights
activists and numerous other people from various countries
in Asia, on May 18, 1998,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was proclaimed in Gwangju, which is a symbol of the democratic
movement.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proclaims Asian
people’s aspiration to live in a world where human dignity
and peace are guaranteed and expresses Asian people’s
determination to fight for human rights and freedom together.
Although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was promulgated
more than 20 years ago, some governments continue to
engage in unjust violence against their citizens in many parts
of Asia, including Hong Kong, Thailand, Cambodia, and Xinjiang,

China. In February 2021, a military coup occurred, seized
state power in Myanmar, and massacred civilians. As of July
of the same year, 940 people had been killed and 6,994 had
been arrested and detained. However, the people of Myanmar
continue to fight, not surrendering to unjustifiable power.
The struggle for civil liberties and rights continues today in
countries suffering from authoritarian rule. As the saying
goes, “democracy feeds on blood.” The struggle to realize
universal human rights requires unimaginable sacrifices.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not only includes the universal
human rights value for which the struggle for human rights
should aim, but it is also an expression of solidarity and love
for humanity.
In 2018, 20 years after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was promulgated, the Asian Human Rights Committee in Hong
Kong and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diagnosed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activism that was heating up in
some Asian countries that are under authoritarian regimes.
Furthermore,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he struggle, drafted
the annexed declaration to the Charter. The annexed declaration
was made by the drafting committee after two years of
discussion, and it was called the Asia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Justice, the Right to Peace, and the Right to Culture.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presents the universal

value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to resolve
human rights issues in Asia, and the annexed declaration
emphasizes the rights that should be prioritized given the
specific situations in Asia. What many Asian countrie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experienced oppression under colonial
rule in the past, and human rights abuses by authoritarian
regimes continued even after the colonial occupation. The
racial and cultural diversity of many Asian countries has been
a source of constant conflict and turmoil rather than a
potential for constructing a pluralistic society. The annexed
declaration emphasizes the right to justice, the recogni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enjoyment of cultural rights, and the
right to peace, to be free from conflict and fear. The annexed
declaration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for justice and peace in Asia,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the right to cultural diversity and identity.
In Asia, dictatorship is pervasive, and there are very few
governments that value human rights protection. In many
Asian countries, the authorities that unjustly seized state
power justified the authoritarian political system in the name
of “Asian” and created an ideology that supported the
dictatorship, depriving people’s rights and freedom. However,
people’s awareness of civil rights and freedom is spreading,
and many individuals and social movement groups are fighting

to secure civil rights and freedom through the establishing
a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which the people are
sovereign. The right to justice in the annexed declaration
contains the content of the struggle against the authoritarian
regime.
The annexed declaration following the Charter can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creating a regional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n Asia, just like the Charter. This
is because both were created based on the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organizations at the regional level on the topic
of how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norms can
be realized in Asia. Unlike Europe, the Americas, and Africa,
Asia has not yet established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People point to cultural diversity in race, religion, and language,
as well as the undemocratic and authoritarian system, as a
factor in the failure to establish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in Asia. Because the contents of the chapter deal
with the right to culture, including how universal human
rights can be realized in Asia, where cultural traditions are
diverse, a new and changed perception of cultural diversity,
which has been regarded as an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human rights mechanism Asia, can be planted
in the future.

The annexed declaration, along with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is a milestone for the Asian people to join
hands in the fight for a world in which human dignity and
freedom are guaranteed, rather than living in the fear and
injustice created by the unjus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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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인권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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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헌장

전 문
오랜 세월동안 특히 신민통치 시절 아시아 민중들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 전반을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아 왔다. 오늘날에도 아시아의
많은 지역주민들이 착취와 억압을 당하고 있으며, 많은 집단들이
증오와 적의를 품는 분열로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인간의
존엄은 모든 개인, 단체들이 서로 평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보호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아
민중들은 점차 깨닫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그리고 앞으
로 후손들을 위하여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수행함으로써 평화와 인간의 존엄을 획득할 결의를 보이고 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평화가 보장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세상에서 살기 위한 아시아 민중들의 소망과 열망을 확인
하기 위하여, 아시아 민중은 이 헌장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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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의 배경
1-1. 인권과 자유를 위한 아시아인들의 투쟁은 역사적 뿌리를 가
지고 있다. 이들은 시민사회를 짓밟는 억압에 대항하여 투쟁하였고,
식민주의자들이 가한 정치적 압제에 대항하여 투쟁하였으며, 민주
주의를 확립하고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왔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인간의 권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시
아는 급속한 변화를 경험했고, 그 변화는 사회구조, 정치제도, 그리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정치권력과
경제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개발과 과학기술에 의해서도
아시아의 전통적 가치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

1-2. 특히 시장경제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세계화되면서 사적 부문과
공적부문, 국가 부문과 국제 세계간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으며, 빈
곤층과 소외된 사람들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시아 민중의 삶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요소들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고, 시장경제가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조장하고 있으며, 아시아 민중들이 오랫동안
유재해온 공동체적 질서를 해체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대대로 이
어온 가정과 토지로부터 추방당하면서도 이에 대한 그 어떤 보호책을
갖지 못하는 공동체들도 있다. 지금 아시아 노동자들은 대대적인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에도 이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며, 항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열악한 환경
에서 일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과 노동법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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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아시아의 성장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특정 집단이 넘쳐나는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전면적인, 빈곤의 심화가 공존하고 있다. 다
수의 아시아 민중들의 건강과 영양과 교육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끔찍한 수준에 있다. 동시에 귀중한 자원이 군비증강으로
낭비되고 있는데, 아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기 구매자이다. 아시아
정부들은 생산의 증대와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의 천연자원은 매우 무책임하게 고갈
되고 있으며, 골프장 건설이 빈곤층과 소외된 계층의 보호보다 중
요시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은 너무 악화되었고 그에
따라 가장 부유한 층조차도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1-4. 아시아 민중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극단적인 민족주의, 왜곡된
이데올로기, 인종 차이, 여러 종교적 근본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다
양한 형태의 분규와 폭력에 의해 고통 받았다. 폭력은 정부와 시민
사회의 특정 집단에 의해 자행되었다. 대다수 대중들의 개인적 안
전과 재산 보호,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민중들이 살아온
공동체가 대규모로 해체되면서 난민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1-5. 정부는 스스로 엄청난 권력을 누려 왔다. 그들은 민중의 자유
와 권리를 억압하는 법률을 재정해왔고, 외국인 회사나 단체와 공
모하여 국가 자원을 약탈하였다. 부패와 족벌 체제가 만연하고 있
으며, 공적이든 사적이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많은 국가에서 권위주의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
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로 부상하였다. 그들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아시아의 종교적, 문화적 전통에 적합하지 않는 서구사상이라고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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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들은 권위주의를 “아시아적 가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지역들 가운데 유독 아시아만이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통의 공식 헌장이나 지역 기
구가 없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6.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인권이 공공연히 무시되고 경멸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권리와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아시아 민중들의 자
각은 커지고 있다. 아시아 민중들은 자신들의 빈곤과 정치적 무기력,
그리고 자유와 권리의 부활 간에 모종의 연관이 있음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경제정의와 정치 참여, 그리고 책임성과 사회 평화를 위해
서는 정치, 경제제도가 인권과 자유의 틀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많은 사회 운동단체들이 아시아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다.

1-7. 인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공정하고, 인간적이며, 애정 있는
사회의 초석을 제공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는
제도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인권을 존
중하는 제도는 우리 모두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 자신의 예술적 충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준다.
인권을 존중하는 제도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후
손과 이들이 물려받을 환경에 대해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
은 우리의 제도와 정책이 갖는 가치와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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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원칙
2-1. 우리의 구체적인 권리들과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절차들로부터 이들 권리 속에 깔려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때 이들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들을 이
끌어 낼 수 있다. 아래에 논의되는 몇몇 원칙들은 우리 인권을 개선
시킬 것이라고 믿는 공공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할 것이다.

2-2. 우리는 <인권에 대한 일반 선언>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기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국제기구를 지지한다. 인권은
보편적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누릴 자
격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따라
서 사회 내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의 방식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
하지만 문화적 전통이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권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각 개인과 집단이 태어나면서 갖는 존엄성에 관련하는 문제이기 때
문이다. 우리는 인권과 자유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며, 특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권리를 묵살하여도 좋다고 제안
하는 것은 오류라고 믿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
적 자원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물질적
부의 추구와 획득은,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고, 자신의 개성을 계발
하고 표현할 기회를 상실당하고, 문화적 토론을 비롯한 여타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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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2-3. 인권은 보편성과 위기적 총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인권이 향유되고 있느냐, 중시되느냐는 사회, 경제,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인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와 정책의
기초이다. 따라서 인권의 추상적 규정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우
리는 광범위한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는 특정 집단들의 상태를 조
사하여 아시아적 상황에 맞도록 인권을 구체화해야 한다. 아시아적
특수성에 맞도록 인권을 규정하고 실행할 때에만 인권의 향유가 실
질적으로 가능하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아시아는 전 세계적인
인권옹호 운동에 기여할 수 있다.

2-4. 빈곤은 아시아 전역에 만연해 있으며 심지어 고도의 경제성
장을 이룩한 국가에서조차도 인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다. 빈곤은
개인, 가족, 공동체들이 누려야할 인권을 박탈하고 매춘, 아동 노동,
노예적 노동, 장기 판매, 신체 절단(거지가 되기 위한 방편)을 촉진
한다. 빈곤 속에서는 그 어떤 존엄성도 실현될 수 없다. 아시아 국가
들은 평등지향적인 발전 전략을 통하여 빈곤을 추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권 옹호의 책무
2-5. 인권 옹호의 책임은 국제적이면서 국내적이다. 국제사회는
인권의 실행을 안내해주는 여러가지 규범과 제도에 동의해 왔다.
아시아 민중들은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조처를 지지한다. 국가
마다 갖는 주권을 빌미로 국제 규범을 회피하거나 국제기구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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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안된다. 국가의 주권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
할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

2-6. 반면에 국제적 책임을 앞세워 특정 국가를 선별적으로 응징
하거나 제재해서는 안되며, 다른 나라의 인권을 무시하고 특정 국
가의 인권을 특권화해서도 안된다. 인권을 침해하는 몇가지 근본적인
요인들은 국제정치, 경제, 질서의 불평등에 있다. 세계 질서의 과감한
변화와 민주화는 인권의 전 지구적 향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인권
은 보편적이고 평등하다는 논리가 정당하다면, 국제사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향유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전 세계에 걸쳐 자원과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노력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2-7. 인권 신장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동시에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정당한 발전을 위한 개별 국가와 개별 민족의
권리가 범지구적 과정(global process)에 의해 부정되어서는 안된다.
각 국가는 다양한 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개방된 정치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는 인권보호와 신장의 중요한 열쇠이다.

2-8. 국제사회와 국가가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지구화의 과정에서 계속 약화되고 이다. 사회 경제적 정책 및 활동을
통제하는 힘이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으로 이동해간 것이다. 국가
는 소수의 금융기관과 기업에 볼모로 잡혀 있다. 그리하여 소수 부자
들의 부를 증대시켜 주면서 다수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비참함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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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는 근시안적인 경제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자, 여성, 원주민의
인권 침해를 비롯한 다수의 인권 침해 사례가 기업들에 의해 자행
되고 있다. 기업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인권 단
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
2-9. 경제발전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우리는 GNP의 성장에 따라
삶의 질이 퇴락하지 않도록 투기적 기업들의 탐욕과 수탈에 대항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해방시키는 도구가 되어
야지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자연 자원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는 책임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연 자원의 일시적인 관리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자원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는 자연 자원의 책임 있는, 공정한, 공평한 사용에
연대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도 안된다.

인권
3-1. 우리는 여러 국제기구들이 채택한 인권 조항을 모두 지지한다.
그것들을 여기에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권리
들은 총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는다. 나아가 개별
인권 조항들을 적절히 추구하려면, 이들의 토대가 되는 아래 조항
들의 전체적 개념틀에 의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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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3-2.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다. 나머지 권리와
자유는 생명권으로부터 나온다. 생명권은 단지 육체적 혹은 동물적
생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四肢와 여
타의 재능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생명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
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권리, 즉 생계권, 주거권, 교육권, 환경권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예방, 영양실조와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
시설의 확충 이외에도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 제공과 적절한 예방책을
통해 평균 수명을 늘려야 한다. 국가는 초등교육을 무상의무 교육
으로 실시해야 한다.

3-3. 지금도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는 전쟁, 민족 분규, 문화 종
교적 억압, 정치의 부패, 환경오염, 실종, 고문, 공적 사적 테러, 여성
학대, 여타의 집단 폭력 행위로 수천명의 무고한 생명을 잃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

3-4.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쟁과 민족분쟁에 대한 선전, 증오
와 폭력의 선동은 마땅히 금지되어야 한다. 개인적 차원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나 국제적 차원 등 삶의 모든 영역
에서 금지되어야 한다.

3-5. 국가는 고문, 실종, 감금사, 강간, 성적 학대 등의 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하는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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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생명에 대한 자의적 침탈은 있을 수 없다. 국가는 범죄나 테러
에 의한 생명 침탈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해야할 뿐 아니라, 국가에
소속한 보안 조직들에 의해 자행되는 자의적 실종사와 살인도 막아야
한다. 한 개인이 국가기구나 공직자들에 의해 생명을 빼앗길 가능
성이 있는 환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3-7. 모든 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라면 사형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
해야 한다. 사형선고로 생명을 잃기 전에 개인은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편부당한 법정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정
대리인을 자신의 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변호를 준비
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 무죄 추정의 원칙 하에서 상급 법원에서 재
심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형 집행은 결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대중에게 전시되어서도 안된다.

평화권
4-1.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
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아시아 민중들은
전쟁과 내전으로 인하여 커다란 곤란과 비극을 체험하고 있다. 전쟁
과 내전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신체를 훼손시키며, 사람
들로 하여금 다른 지방 내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전쟁과 내전은 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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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누리는 삶 혹은 평화적 생활을 갈구하는 그 어떤 희망도 거
부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와 시민 사회가 심하게 군사화 되어
모든 문제가 폭력에 결정되고 정부나 군부가 가하는 그 어떠한 위협
이나 공포로부터 시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4-2. 국가는 법률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무를 진다. 이 책무는 폭력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가운데 실행되어야 하며, 인도
주의적 법률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에 의해 확립된 여러 기준에 부합
해야 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경찰과 군대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국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3. 평화롭게 살 권리가 보장되려면, 국가와 기업과 시민사회 차
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들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존중해야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의 안전만큼은 존중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전을 보
장받아야 하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 억압과 착취 그리고 폭력에 기대지 않고
사회 속에 내재하는 모든 가치 있는 요소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와 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

4-4. 파시스트의 침략과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에 맞서 투쟁
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투쟁 속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주권의 보전과 강개국의
내정 불간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당하게 강조했다. 그러나 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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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점 위협에 대항하여 주권을 보호해야할 필요 때문에 개인의
안전과 평화로운 생활의 권리를 박탈하여서는 안된다. 그것은 외자
유치가 인권 탄압의 변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나아가 국가는 국민의 개인적 안전을 국제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책임을 질 때만 보증된다.

4-5.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전쟁과 내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외
국 국가들은 아시아의 각종 집단들을 대리자로 내세워 전쟁을 부추
겨왔고, 이들 내전에 개입된 정부에게 무기를 공급하였으며 이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의
개발 정책과 국민의 복지에 써야 할 막대한 공공자금을 무기구입에
유용한 것이다. 군사기지를 비롯한 여러 군사 시설(흔히 외세의)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사회적, 육체적 안전을 위협해 왔다.

민주주의를 누릴 권리
5-1. 식민 지배를 비롯한 근대적 제도의 발전은 아시아의 많은 정치
집단의 특성을 심각하게 변화시켰다. 국가의 책임과 국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참여에 대한 전통적인 체제뿐만 아니라 시민의 정부에
대한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시민은 단순한 통치대상이 된
반면 정부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다. 식민지의 법률과 행정부의 권
위주의적 습성과 양식이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국가는 부패와
민중 억압의 원천이 되었다. 국가의 민주화와 인도주의화는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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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발전과 국민의 복지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국가는
인간적이어야 하고 공개적이어야 하며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는 당연히 포용력 있고 다원적인 제도를 지향해야 한
다. 그래야만 국민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타인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다. 국민
은 국가의 업무에 참여해야 하며 인종차별이나 종교차별 혹은 성적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여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정체성과 양심의 자유를 지킬 권리
6-1. 생명권은 한 인간이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물질적 정신적 조건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한 인간의 의미 있는 삶
이란 개인적인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타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차원에 토대를 둔다. 아시아적 전통은 공동의 문화적 가치를 중시
한다.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몰고 오는 압력에 대하여
개인과 집단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준다. 급속한 변화의 시기일수록
문화적 가치는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문화적 가치는 자부심과
안전의 원천이다. 다른 지역에도 많이 존재하지만 아시아에는 그들의
문화가 위협을 받고 무시 받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들이 많다. 따라서
아시아의 국민과 정부는 자신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이어온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여야 한다.

6-2. 아시아 문화가 갖는 다양성은 인권의 보편성과 대립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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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처럼 인간의
보편적 규범을 풍부하게 해준다. 동시에 우리 아시아인들은 인권이
라고 하는 보편적 원리에 위배되는 문화적 특징들을 없애나가야 한다.
우리는 가부장적 전통에 근거한 낡은 가족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여러 문화적 전통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가족 규범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성적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종교
교리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또한 신분이나 인종,
직업, 출신 여타의 것들에 기초하는 인간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동
시에 우리의 각각의 문화 속에 존재하는 관용과 상호 협력에 연관
된 모든 가치들을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집단이나 강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을 희생시키는 관행들을 중지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적 또는 민족적인 연대를 강화시켜야 한다.

6-3. 독실한 종교인이 많은 아시아에서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특히 중요하다. 종교는 빈곤과 억압 하에서 안락과 위안의 원천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1차적 정체성을 종교에서 찾는다. 그러나 종
교적 근본주의는 분열과 분규의 원인이기도 하다. 종교적 관용은
개종의 권리를 포함하여 다란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는데
필수적이다.

발전과 사회 정의에 대한 권리
7-1. 모든 개인은 생활필수품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학대와 착취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우리 모두는 교양과 지식을 누릴 권리,
음식과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주거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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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모든 개인과 집단들은 과학 기술의 발
전과 세계 경제성장의 성과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7-2. 개인과 국가에 있어서의 발전은 경제적 발전만을 희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풍부한 잠재력의 실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은 예술가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와 자신의 문화적 정신적 재능
을 계발할 자유를 갖는다. 동시에 그것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무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나아가 그것은 국가가 강대국의
압력과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
8-1. 아시아의 국가들은 위에서 논의한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틀
내에서 공공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 공동적 삶을 위한 공정하고 인도적인 환경을 만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원인이나 또 다른 이유들 때
문에 약하고 침해당하기 쉬운 특정한 집단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
에게는 이들의 권리를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별한
보호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몇몇 집단들의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겠지만 이들 이외에도 차별과 억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다른
집단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 중에는 내전이나
정부 정책이나 경제적 곤란 때문에 국내와 국외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국가와 사회는 그동안 소수 집단과 원주민
에게 관대하지 않아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자주 침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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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회는 여전히 동성연애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혹한 수탈을 당하고 있으며, 지주나
기업가들에 의해 항상적인 생계위협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사회, 경
제적 환경 개선에 국가와 사회가 최우선적인 가치를 둘 것을 촉구
한다.

여성
9-1. 대부분의 아시아 사외에서 여성들은 차별과 억압 하에서 고통
받고 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의 원인은 역사, 그리고 현재의 사회,
경제체제 양자 모두에 있다.

9-2. 가부장제의 뿌리는 체계적이며 그 구조는 계층, 문화, 카스트,
인종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제도, 관행, 사회규범, 관습법, 종교, 가
치를 지배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억압은 여러 형태를 취하지만 성적
노예, 가정폭력, 인신매매, 강간의 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난다. 여성들은 공적, 사적 영역에서 공히 차별당하고 있다. 많은
사회집단들의 무장화가 늘어나면서 무장분규가 일어날 때마다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증대해 왔다. 이러한 폭력에는 집단강간, 강제노동,
인종차별, 납치, 가정으로부터의 추방이 포함된다. 무장 분규에서의
여성 희생자들은 그들에게 자행된 전쟁 범죄에 대한 재판이나 명예
회복, 배상이나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다. 조직적 강간은 전쟁범죄
이며,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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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고용 분야와 권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취업 기회에 대한 권리, 직업 선택의 권리, 고용안정, 동
등한 보수,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권, 건강보호와 안전한 근로 조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생식 기능에 대한 보호와 임신
여성의 위험한 노동으로부터의 특별 보호책이 필요하다. 여성은 차
별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성적 건강, 산모로서의 건강 보호에
관한 정보와 안전한 출산을 위해 필요한 과학 기술정보에 대해 접근
권을 가져야 한다.

9-4. 가정의 가부장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권리 침해를 보
호할 법적조항은 거의 없다. 공적 법률에 보장된 여성의 권리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사회의 정치적, 공적 생활에 대한 여성의 충분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적극적 조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국가 권력기구, 경제 분야, 농지와 토지
소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은 필수적이다.

아동
10-1. 여성과 마찬가지로 아동에 대한 학대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동 노동, 성적 노예, 아동의 음란물
출연, 아동 매매, 매춘, 장기 판매, 마약 판매의 강요, 가정에서의
육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아
동들에 대한 차별, 아동에 대한 종교 개종의 강요, 무장분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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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또는 가족 전체의 추방, 아동차별, 퇴폐적 환경 등이다. 더욱
많은 아동들이 도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후원을 박탈당하고 있다.

10-2. 시골 지역의 광범위한 빈곤, 열악한 교육 환경, 사회적 고립은
아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원인들이다. 강제 노동, 구걸행위에서의
아동 이용,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등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착취와
학대가 만연하고 있다. 남아선호 사상에 의한 여자 영아의 사망과
여성 음부 절단이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널리 자행되고 있다.

10-3. 아시아 국가들은 아동을 보살피고 최소한의 생계 수단과 거
주지를 제공하는데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다. 우리는 아시아 국가들이
‘아동 권리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사회가 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감시의 책임을 맡고, ‘UN 협
약’을 각국의 사회적 조건에 맞추어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국가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
11-1. 전통적으로 아시아 사회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을 잘
돌봐왔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가치와 구조들은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들의 압력하에 장애인들에게 점점 배타성을 보이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교육에의 접근, 고용, 주거에 있어서 심한 차별을 보이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그들에 대한 편견과 그들의 특수한 요구를 충족
시키는 법률 조항의 부재 때문에 인간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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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상당한 능력은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임금의 직
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승진의 전망도 없다. 장애인들은 보호와
배려를 통해 자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주는 법률 조항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법률조항을 통해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11-2.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필요성은 후천성면역결핍
증에 걸린 사람들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냉담한 태도를 보면 분명
해진다. 그들은 총체적 차별의 희생자들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
사회는 이 환자들 역시 존엄을 유지하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문명사회는 그들이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고, 편견, 차별,
박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줄 것이다.

노동자
12-1. 아시아 사회의 급속한 산업화는 전통적인 생존 방식을 해체
하였고, 많은 시골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파괴하였다. 그들을 비롯한
많은 집단들이 대체로 제조업의 임금 노동자로 전락해가고 있으며,
비참한 조건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노동법 때문에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 결성, 단체
협상의 기본적인 권리가 대부분 부정되고 있다. 그들의 임금은 매우
낮고, 근로 조건은 처참하고 위험하다. 세계화는 노동자에 대한 압력
을 증가시킨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자주 외국 기업이나 금융
기관과 공모하여 생산비를 절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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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노동자들 중에서도 특히 열악한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가족과 떨어진 채 외국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그들은
해당 국가의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며, 법에 호소하는 것도 두려워
하고 있다. 그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와 노동조건을
거의 누리지 못한다. 그들은 적절한 숙박시설, 건강보호, 법률적 보
호를 받지 못한 채 혹사당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들은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로 고통 받고 있다. 파출부들은 많은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성적 학대도 당한다.

학생
13-1. 아시아의 학생들은 식민통치에 맞서 투쟁했고, 민주화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했다. 사회 변화를 향한 두려움 없는 헌신에
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폭력과 억압을 받아왔다. 그들은
여전히 폭동 진압 작전,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과 작전의 주요한 목
표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학문의 자유,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빈번히 묵살당하고 있다.

죄수와 정치범
14-1. 죄수와 정치범에 관련된 국제 규범처럼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없다.

14-2. 임의동행, 구금, 투옥, 학대,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징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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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정치범과 죄수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한다. 그들은 충분한 음식과 건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대화, 가족의 후원이 금지돼 있다. 서로 다른 성
격의 죄수들이 같은 방에 투옥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남자, 여자,
아동들이 분리되지 않은 채 인접한 방들에 수용된다. 감방은 대부분
과밀 되어 있다. 감금사도 흔히 발생한다. 죄수들은 변호인 접견을
빈번히 거절당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

14-3. 아시아의 국가들은 재판 없이 구속하기 위하여 행정력을 동
원한다. 국가는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하고 억류하기 위해서 국가보
안법을 사용한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행
정적으로 제한해 왔고, 이러한 제한에 의해서 사상의 자유, 신념과
양심의 자유가 금지되어 왔던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인권의 실행
15-1.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헌법에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 문서들을 비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들에 쓰여진 ‘권리’와 국민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비참한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격차가 있다. 아시아 국가들은 국민과 거주
민들의 인권을 충족시키는 조처를 긴급히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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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
15-2.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15-2a. 인권은 국가, 시민사회, 기업체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다.
이 집단들이 자행하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법
률적 보호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 집단들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그
들의 윤리적 기초와 윤리적 가치를 강화해야 하며, 소외되고 억압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한다.

15-2b. 인권을 신장하고 실행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
이지만, 사회의 모든 집단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비롯한 여러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정부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동시에 비정부기구들이
해야 하는 명백하고 정당한 역할이 있다. 그들은 권리 의식을 함양
시키고, 인권의 기준을 만들며, 정부를 비롯한 여타 집단들이 이 인권
기준을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가, 의사 같은 전문 집단들의
권력의 남용을 막고 인권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들의 직업적 전문
성과 연관된 특별한 책임이 있다.

15-2c. 인권은 평화시에는 신장되지만 내전 상황에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고, 평화시에는 신장된다. 따라서 국가와 모든 조직은 사회적,
민족적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하며, 관용과 화합을 장려해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모든 국가는 분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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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15-2d. 민주적인 관행, 국민적 동의에 기초하는 관행이 추구되면
인권은 신장된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조직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비롯한 여타의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이런 민주적 관행을 장려해야
한다.

15-2e. 아시아에는 제한이 심하고 억압적인 사회적 관습과 관례
때문에, 특히 신분과 성, 종교와 관련된 관습들 때문에 개인과 집단
들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
한 관습과 관례들은 즉각 개혁되어야 한다. 이 개혁은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15-2f. 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신장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내에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기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운동 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
민운동 단체가 확립되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필요하다.

15-2g. 기업체의 수탈적 관행을 엄격히 단속하여 노동자, 소비자,
대중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인권헌장 37

인권을 위한 체제 강화
15-3a. 인권에 대한 법률적 틀을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헌법에 인권보장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인권보장 조
항은 헌법 개정에 의해 삭제할 수 없도록 헌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국가는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들을 비준해야 한다. 국
가는 인권에 관한 국가적,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자국의 법률과 행정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위반하는 모든 조항, 특히
식민지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위반 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

15-3b. 인권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일반 대중, 국가기구, 시민사회
단체들 사이에 고취되어야 한다. 인권에 관련된 국가적 제도에 대
한 인식도 더욱 고양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과 집단들은 자신의 인
권을 지키고 행정당국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선 법적, 행정적 절
차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비공식민간기구(NGO)들이 인권을 감시
하고 관찰하기 위해 단체 상호간 국내적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상호관계를 전진시킬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행정적 결정 사항은 국내와 아시아 전역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 정부기구, 비정부기구, 교육기관들은 인권의 내용과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확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15-3c. 많은 경우 인권 침해는 감금 상태에서나 보안 조직에 의해
자행된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보안 조직들이 자신들에게 허용된
권력의 한계를 무시하거나, 상부의 명령이 위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 교도관, 무장 군인들은 인권
규정에 대해서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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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집행을 위한 기구
15-4a. 사법부는 인권 보호의 중요한 기관이다. 그들은 인권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증언을 듣고, 인권 침해에 대해 보상하고,
인권 침해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사법체계가 강력하고 잘 조
직되어 있을 때만 사법부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사법부의 구
성원들은 유능하고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인간의 권리와 인간의 존
엄성,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사법부는 입
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
인의 임명권이 사법기관에 있어야 하며, 이들의 신분이 헌법에 의
해 보장되어야 한다. 사법기관은 종교, 지역, 성, 사회 계층에 따른
상이한 집단들의 특성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이는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외받는 여성,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집단, 사회의 하층민들이 성의 있는 국가의
배려에 의해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며, 필요한 교육을 거쳐 자신
의 법적 권한에 대한 의식을 높여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처를 통해
서만 아시아 전통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해온 사회적
약자들이 삶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15-4b. 변호 업무도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법정에 접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법률구조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법정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칙들을 개정하여 더욱 자유로운 법정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법정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과 집단들을 대신해서 사회단체나
복지단체가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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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c. 모든 국가는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기구들은 권리를 침해당한 희생자들이 편리하고, 우호적
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인권기구들은 사법기관이 다하지 못한 역할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인권 기구들은 특별한 권한을 누릴 수 있다. 그들은 인권
규범을 집행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도울 수 있다.
그들은 인권에 관한 정보를 알릴 수 있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조사할 수 있으며,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위해 중재할 수
있다. 또 그들은 행정적, 사법적 수단을 통해 인권을 실행하도록 노
력할 수 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혹은 대중의 고소에 입각하여 활
동할 수 있다.

15-4d.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민의 양심에 호소하는 ‘시민재판’을
통해 인권의 실행을 도울 수 있다. 인권단체는 인권보호의 책임이
정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존
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들은 판결시 법적 조항들에 제한받지
않으며, 따라서 인권의 도덕적, 정신적 기초를 널리 알리는 일을 도울
수 있다.

인권 옹호를 위한 지역 기구
16-1. 인권옹호는 지방적 국가적 차원, 지역적 세계적 차원등 모든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각 차원의 기구들은 각기 특별한 권한과

40

기능을 가진다. 인권보호의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따라서
인권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일은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능력을 키우는 일에 두어야 한다.

16-2.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보호를 위한 지역, 지구 조직을 육성
해야 한다. 국가간 인권 협약이 맺어져야 한다. 이 협약은 국가 차
원의 민간기구, 지역차원의 민간기구들의 상호 협력속에서 열리는
국제포럼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이 협약은 인권 실현을 방해하는
갖가지 장애물들을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적 현실을 다루어야 된다.
동시에 이 협약은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완전히 부합해야 한다. 또
이 협약은 국가기구를 비롯한 각종 집단, 기업들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포함해야 한다. 이 협약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독자적
인 인권위원회 혹은 인권법정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 인권위원회
혹은 인권법정은 모든 민간기구와 여타의 사회단체들에 개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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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의권, 평화권, 문화권을 위한
아시아선언

정의권, 평화권, 문화권을 위한
아시아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

전 문
아시아인권위원회(홍콩)과 5.18기념재단(대한민국 광주)은 정의권,
평화권 그리고 문화권에 대한 아시아 선언을 채택하여, 이 선언에서
제기된 사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촉구한다.
이 선언문은 대한민국 광주에서 1998년에 채택한 아시아인권헌장
20주년의 일환으로 준비되었다. 아시아인권위원회와 5.18기념재단은
자신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아시아인들이 부단한 노력에서 이 작업의
영감을 얻었다.
인권침해 피해자들은 자신들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우리들은 또한 아시아인들의 자유를 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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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투쟁, 특히 1980년 광주의 시민들이 보여준 투쟁에서 영감을
얻었다. 광주 정신의 실현은 모든 사람들은 국가의 사법체계가 제
공하는 보호 장치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향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를 비롯하여 세계 각처를 걸쳐서 폭력, 국내적 및 국가 간
분쟁,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다. 평화권이 완전히 보장되기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 그리고 사회의 모든 영역은 평화를 위한 교육을
촉진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선언은 기존의 국제인권 문서들이 언급한 다양한 원칙들은 재
확인하면서 아시아에서 문화권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을 다룬다. 이
선언은 사회 내 그리고 사회 간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
화적 다양성을 위한 권리 촉구는 재평가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
해야 한다고 확인한다.
세계의 다른 저개발국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유
엔 협약의 비준은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가 국가의 사법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침
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의 부족은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하여 아무런 실천적 가치를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는 유엔 협약에 서명한
모든 당사국은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은 효과적인 구제
조치에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선언
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조가 기술하고 있는
권리를 재확인하며 “정의권”을 선언한다. 정의권은 국가권력이 자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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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의 구제수단이며 우리 공동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권리의
초석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Ⅰ. 정의권
I-1. 권리의 보장은 일반적으로 권리침해 관련자에 대한 경찰의 수
사, 권리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검찰당국의 기소, 재판부의
판결과 피해 보전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조치의 부재는 대체로 다음 세제도—즉, 수사기관인
경찰,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그리고 사법제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초래한 것이다. 권리침해 수사와 관련된 기구의 결함
은 편향적인 기소 또는 기소 그 자체의 거부로 이어져서 공정한 재
판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I-2.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경찰이 고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증거들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압적
실종, 불법적 살해, 고문 등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만연되어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I-3. 불법적 체포와 감금은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이다. 체포는
합리적 이유를 가져야 하며, 철저한 수사와 타당한 근거를 갖추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

I-4. 사람을 강제로 구금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혐의 조작이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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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걸쳐서 보석을 허락하지 않는 행위 또한 인권침해이다. 이 행
위는 무고한 수형으로 연결된다. 가짜 혐의는 주로 정치적으로 용
인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법집행기관이 여러 이유 때문에
특정인을 강제로 처벌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I-5. 혐의가 고의로 조작되었을 때 형사재판 과정은 심각하게 훼손
된다. 수사와 재판과정은 종종 개인적 또는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개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부패가
만연된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준다.

I-6.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정부의 권력은
여러 방식으로 그리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남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불법적으로 체포(이유 없는 체포)된 사람은 주로 반테러법, 마약법,
국가보안법, 정보관련법, 국가원수 모독죄 등과 같은 혐의로 수사
를 받는다. 이들은 형법적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 정치적 이유로
체포되고 구금된다. 법원의 판사는 이러한 구금의 실체적 근거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 보호관찰법 : 몇몇 국가에서는 평화와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예방적으로 구금”시키고 있다. 이러한 구금은
사람들이 평화적 저항과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다. 따라서 구금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는 구금 행위의 정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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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평화적 저항에 참여할 수는 있는 권리는
예방적 구금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경우라 하
더라도 상급법원에 즉각적으로 제소하여 예방적 구금 여부가 결정
되어야 한다.
- 무차별 조사: 몇몇 국가에는 법원의 명령이 없이 개인을 외부와
완전히 격리시켜서 수사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원에서 입증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만 체포될 수
있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 영장 없는 장기 구금: 이 행위는 불법적 체포와 구금으로부터 보호
되어 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 행위는 주로 군사통치 기간 중
자행된다.

I-7. 많은 국가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CAT)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 고문 등의 비인간적 처우는 광범
위하게 퍼져 있다. 이러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유엔 협약에
비준한 국가들도 실제로는 고문과 비인도적 조치를 용인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고문방지협약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효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I-8.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재판에 의하지 않은 처형과 강압에
의한 실종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해야 하며, 수사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심각한 범죄에 직접 간접으로 책임이 있는 관리들은
사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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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의하지 않은 처형과 강압적 실종 방지와 관련된 국내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법이 없으면 관련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 법은 소급 효력을
가져야 한다. 관련법이 없으면 이러한 행위는 인도에 반한 범죄에
기초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재판에 의하지 않은 처형과 강
압적 실종의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I-9. 용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자기부죄(自己負罪) 거부의 권리가 보
장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권리의 부재는 용의자가 스스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의 주요 제공원이 되도록 만든다. 감형이나
석방 등과 같은 거짓 약속으로 용의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어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수사 과정에는 이러한 기본원칙이 무
시되어 수사결과가 조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강압에 의한 진술은 재판에서 인
용되어서는 안 된다.

I-10.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R)의 5조 2항의 선택의정서는
모든 국가는 재판 심리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그간 수차에 걸친 심의과정을 거쳐서
재판의 부당한 지연은 인권 침해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형사사건은 15년까지, 민사사건은 30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연은 소송당사자와 증인이 법률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비관주의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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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1. 형사재판 과정이 조작되고 있을 때에는 형사절차법과 실무
절차에서 구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작에 대한 우려는 최
대한 신속하게 법원의 통지에 의해서 예방될 수 있어야 한다. 사법
부는 형사재판 절차의 조작을 방지하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한다.

I-12. 군력 분산의 원칙이 침해되었을 때 인권 침해의 효과적 구제
수단에의 접근이 제한된다. 인권의 효과적 실천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실해야 한다. 사법부가 법을 어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사법부는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
권력 분산 원리의 보장되고, 특히 사법 권력이 모든 강제로부터 독
립하여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I-13.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법의 지배의 기준에서 사법기관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구가 “법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떤 국가의 경우에는 군사법정이나 군법회의 존재 때문에 법의 지
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법원에의 접근이 차단되고 있다. 법원은
오직 법의 지배 원리에 의해서 통제되는 기구이어야 한다.

I-14. 법관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는 마지막 수호자의 의무를
진다. 사법부가 법을 지킬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개개
인의 자유와 관련된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법원의 능력도 심
대하게 의심받게 된다. 나아가 사법부 전체가 군사독재의 통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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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놓이게 되면 법원은 군사독재 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전락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와 인권의 가치는 아무런 정
당성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I-15. 사법부의 독립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문화적 환경에서
만 존재할 수 있다. 판사와 법률가의 독립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에서 전문가로서 자신의 비판적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법적, 철
학적 입장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환경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과 법률가의 비판적 능력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들은 법률과 사
법제도의 독립을 심대하게 위협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재판과정을 포함한 사법체제 전체의 발전과 운영을 심각하게 훼손
한다.

I-16. 사법부의 부패도 심각한 문제이다. 사법부의 부패는 재판 절
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며 결국 또 다시 부패를 확산시키고 사법
제도 자체를 약화시킨다.

I-17. 법률가의 독립과 활동의 활성화는 사법부 독립 유지와 개인
자유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법률가의 독립적인 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법률가
및 그의 가족들에 대한 불법 처형과 투옥, 납치 등을 포함하는 여러
유형의 탄압이 보고되고 있다. 법률가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용인은 모든 형태의 독립적 법률 활동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
는다. 법률가의 자유롭고 공정한 법률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간섭은
법률가 인력 집단에서 선출되는 정부 사법 관리의 자질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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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미친다.

I-18. 아시아의 많은 국가에서 경찰 제도는 군사통치 체제 하에서
또는 식민지 시절에 창설되어 군사적, 식민적 요구에 순응하였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의 부재와 취약한 절차법 때
문에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명분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테러 방지법과 긴급조치 등
의 법률이 남용되고 안보의 명분으로 등장한 여러 조치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은 경찰을 가장 부패한 국가조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에 의해서 부패가
척결될 수 있을 때 경찰 제도를 법의 지배 하에 둘 수 있다. 아시아
의 많은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 보장, 민주주의의 유지, 법의 지배의
원리의 실현,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경찰 제도의 근본
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Ⅱ. 평화권
II-1. 발전, 인권, 그리고 평화와 안전은 유엔 그 자체의 목적이자
운영 원리이며, 평화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최상위 목표로 인정되고
있다. 평화와 안전, 발전, 인권은 유엔을 떠받드는 세 축이다. 분쟁
은 발전과 인권의 실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식량 안보의 불
안은 한 사회의 역량을 잠식하며, 주로 여성과 아동 등 취약계층에
영향을 준다. 분쟁에 노출된 국가에서 공공서비스는 심각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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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군사비 지출은 모든 인권의 향유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가가 국제적 차원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국가는 군사비 지출을 줄여서 국가의 자원이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증진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발전의 요구와 빈곤 감축을 위해 국가
가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II-2. 인권의 기본개념은 개인에게 당연히 부여된 권리로 이해된
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여러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차원의
인권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모든 개별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그 실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치적 및 시민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대별되는 두 유형의 권리는 법제화되어 법
적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 집단과 집합체에 속할 “연
대의 권리”로서 제삼 유형의 권리는 아직까지 인정되지 않고 있다.

II-3. 1984년 유엔 평화권 선언 제1조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향한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엄숙히 선언하며”, “모든
사람이 평화를 향유하게 될 때 인권은 완전히 증진되고 보호되며
그 발전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평화권 보
호와 그 실천은 모든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2016년 12월 19일에 유엔 총회는 평화권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은 인권에 대한 존중과 모든 사람의 권리의 실현이 평화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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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가치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 선언은 또한 발전, 평화, 안전과
인권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평화의 정착과 분쟁의
예방은 평화권 실현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선언은 나
아가 여성의 적극적 역할, 빈곤의 제거와 지속가능한 발전, 자제,
대화, 협력, 교육, 관용, 문화적 다양성, 소수자 보호, 그리고 인종
주의와 인종차별, 인종혐오와 이와 관련된 불관용에 대항하는 투쟁
은 모두 평화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II-4.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는 17개의 목표를 설정하고, “우
리는 공포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
인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평화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 없고, 발전
없이 평화 없다”고 선언하면서 평화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구적
의제는 아시아 모든 국가의 국가적 의제이기도 하다.

II-5. 국가는 국제사회와 국제인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물리력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진다.
모든 개인과 집단은 국가가 행사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보
호받을 자격을 갖는다. 1998년의 아시아 인권 헌장은 많은 아시아
인들은 국제적, 국내적 압력에 의한 추방과 가족의 해체를 비롯하여
수많은 살해 위협의 고통에 직면하고 있으며 평화로운 생활의 전망이
거세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헌장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국가를 비롯하여 기업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권리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나아가
모든 사람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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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II-6. 아시아인들은 외국과 정치집단에 의해서 대리전쟁에 내몰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가 내의 무장집단의 존재는 정부가 국내적
분쟁에 개입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무기 판매를 통
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다. 외국의 군산업체 및 관련 단체들은
아시아인의 사회적 정치적 안정과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비국가 단체가 자행한
모든 종류의 테러와 폭력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화학,
생물학 무기의 사용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과 핵기술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무기 거래와 무기 경쟁 역시 제한되어야 한다.

II-7. 모든 분쟁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은 항상 전쟁과 폭력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된다. 여성과 아동은 집단강간, 살해, 재산 파괴와
가족의 실종 등 모든 종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고아가 탄생하고 있다. 평화권이 실현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의 집단, 특히 여성, 그리고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구조적 폭력이 해소되어야 한다. 성
평등의 결여는 공적, 사적 영역을 막론하고 폭력을 낳는다. 여성에
대한 차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아동을 완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평화권은 절실히 요구된다.

II-8.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9.11 이후 세계는 현대기술과 전쟁
무기의 발달 때문에 전례 없는 파괴적 상황에 놓여있다. 자율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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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 특히 자결주의 운동의 억압, 이슬람 공
포, 주류사회에 속하지 않는 “다른” 공동체에 대한 증오--이 모든
것들이 일상적인 규범처럼 여겨지고 있다. 전쟁과 점령은 억압의
수단이 되었다. 아시아의 여러 곳에서 종교적 극단주의와 군사화는
종교적 소수자와 자결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
고 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국가안보법을 확대 적용해서 사
람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그 나라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원리만을 따를 것으로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국가가 평화와 질서
의 담론을 독점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향유하는 권리와 자유를 제한
하려는 사태를 우려한다.

II-9.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는 분쟁, 폭력, 차별은 아시아 지역의
수백만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나라에서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평화 정착과
발전에 걸림돌이다. 세계난민협정과 세계이주협정의 체결은 비록
대규모 이주의 권리를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정치적 의
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근본원인에 대처하지 않는 한 인권 및 인
도적 위기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
사회는 강제 이주는 지역적, 집단적 대응과 해결이 요구되는 복합
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주의 문제를 안
보와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근본적 변화
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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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문화권
III-1. 지구화는 타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함으로써 더 나은 통합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또한 미국의 문화를 지구적 문화로 끌
어올리는 대신 여타의 모든 문화를 지엽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렸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는 음악, 영화, 춤을 포함한 모든 예술 형식을
보호, 계승, 그리고 촉진해야 할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는 태생적으로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는 모든 문
화를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문화의 수호자를 자처하면서 문화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의 개별적 권리를 침해하는 급진적 집단의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III-2. 교육받을 권리는 문화권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가는
초등, 중등, 그리고 대학 과정에 걸쳐서 적절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교사와 학생에게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교사는 가르치고 연구하고 자신을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생은 자유로운 분
위기, 특히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교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국가의 간섭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수준
에 그쳐야 한다.

III-3. 언어는 문화를 표현하는 강력한 매개체이다. 언어적 소수자
에게 특정의 언어나 문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공적 정보는
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모든 언어로 접근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자신이 선택한 언어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교육
의 질은 모든 언어에 걸쳐서 동일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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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의 언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모든 수단을 동 원하여
언어를 보존하고 지키고 장려해야 한다.

III-4. 아시아는 수많은 원주민의 고향이며, 국가는 원주민 공동체와
그들의 문화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원주민 공동체가 자연
과 맺고 있는 고유의 상징적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 공동체가 자
연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발
을 위한 이주는 원주민 공동체와 고유의 문화를 파괴한다. 원주민
토지 수용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지에 의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와 같은 국제법적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전통지
식은 중요한 문화적 요소이며, 아시아에는 생물 다양성과 이와 관
련된 전통지식이 매우 풍부하다. 정부는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생물
-해적행위”과 싸워야 한다.

III-5. 종교도 문화의 한 요소이지만, 종교를 문화와 동일시 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의 경우, 많은 문화들은 종교를 넘어서는 가치이다.
국가는 종교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문화에 적응하려는 종교적 소수자의 노력은 무시되거
나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종교적 소수자를 자신의 문화에
순응시키려고 하는 그 어떤 강제도 있어서는 안 된다.

III-6. 문화는 자연과의 지속적이면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
전하기 때문에 국가는 환경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하며, 또
한 전통적인 방식의 환경보호를 존중해야 한다.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는 발전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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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이 의제 문서가 밝히고 있는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기여
하는 문화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III-7. 이주자는 자신의 모국을 떠나면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암묵
적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주자들이 표출하는
문화적 일상 행위에 대한 존중, 비차별, 불간섭을 보장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모국의 언어, 또한 이주 가족의 2대, 3대 자손들이 부
모와 조부모의 언어에 대해 가지는 선호는 보장되어야 한다.

III-8. 문화는 여성 인권의 실현에 장애로 인식되기도 하며 문화적
행위가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문화를 “정태적”으로 보고 문화에 내재된 특정 가치는 변하지 않는
다는 인식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적으며 문화생활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제약되어
있다. 여성이 자신의 인권을 충분히 실현하고 동시에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
가는 여가활동과 체육 그리고 모든 문화활동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III-9. 아시아의 여러 국가는 폭력이 수반된 분쟁과 갈등, 식민주의
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탈분쟁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문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가는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접근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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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0. 언론은 문화권 보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언론은 문
화적 차이와 사회적 다양성을 늘 염두에 두고 보도해야 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선입견은 배제되어야 한다. “가짜 뉴스”는 문화권 향유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언론은 조직적 또는 국가적 수준에서
독립성을 보장받는 자율기구로 성장해야 한다.

III-11. 기업, 특히 초국적 기업은 아시아의 인권 실현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 기업은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취업 조건, 작업 여건,
휴일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 기업은
또한 문화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다양한 문화 형태를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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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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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인권선언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
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
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
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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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
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
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
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
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
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
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
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
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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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
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
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
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
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
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
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
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
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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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
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
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
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
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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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
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
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
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
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
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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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
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
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
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
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
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
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
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
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
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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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
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
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
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
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
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
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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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심의회 가맹국인 서명정부는,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가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고려하고,
그 선언이 그 속에 선포된 권리의 보편적이고 실효적인 승인과
준수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유럽심의회의 목적이 가맹국간의 보다 강한 결합을 달성하는 것
이며, 그 목적이 추구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유지와 보다 큰 실현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세계의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한편으로는 실효적인 정치적 민
주주의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의존하고 있는 인권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준수에 의하여 가장 잘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깊은 신념을 재확인하고,
마음을 같이 하며, 정치적 전통, 이상, 자유 및 법의 지배에 관한
공통의 유산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의 정부로서, 세계인권선언 속
에 규정된 일정한 권리를 집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최초의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인권 존중의 의무) 체약국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이 협약 제1절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 1 절

권리와 자유

제2조(생명권) 1. 모든 사람의 생명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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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법에 규정된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의 유죄확정에 따른 법
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로 생명을 박탈당
하지 아니한다.
2. 생명의 박탈이 다음의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힘의 행사
의 결과인 때에는, 이 조에 위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위법한 폭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b. 합법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구금된 자의 도
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c. 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취하여지는
행동.
제3조(고문의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
급이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노예 및 강제노동의 금지) 1. 어느 누구도 노예 또는 예속상태
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2. 어느 누구도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
니한다.
3. 이 조의 적용상 “강제적 또는 의무적 노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이 협약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구금 중 또는 그러한
구금으로부터 조건부 석방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b. 군사적 성격의 역무,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서 병역의무 대신 실시되는 역무.
c.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요구되는 역무.
d. 시민의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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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a. 권한 있는 법원의 유죄결정 후의 사람의 합법적 구금.
b.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법률이
규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c.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
는 범죄의 수행이나 범죄수행 후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를 권한 있
는 사법당국에게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d. 교육적인 감독의 목적으로 합법적 명령에 의한 미성년자의
구금, 또는 권한 있는 사법당국으로 회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합법적인 미성년자의 구금.
e. 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정신이상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중독자 및 부랑자의 합법적 구금.
f.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강제퇴거나 범죄인인도
를 위한 절차가 행하여지고 있는 사람의 합법적 체포 또는
구금.
2. 체포된 모든 사람은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그의 체포 사유 및
피의 사실을 신속하게 통고받는다.
3. 이 조 제1항 c호 규정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모든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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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또는 재판 중에 석방될 권리를 가진
다. 석방은 재판에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4. 체포 또는 구금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구금의 합법성을 지체없이 결정하고, 그의 구금
이 합법적이 아닌 경우에는 석방이 명령되도록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조의 규정에 위반된 체포 또는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든지
집행 가능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민사상의 권리 및 의
무,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독
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하여 합리적인 기한 내에 공정한 공
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판결은 공개적으로 선고되며, 다
만 민주사회에 있어서의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미성년자의 이익이나 당사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엄격히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보도기관
또는 공중에 대하여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3. 모든 형사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기소의 성격 내지 이유를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보받을 것.
b. 자신의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
c. 직접 또는 본인이 선택한 법적 조력을 통하여 자신을 변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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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또는 법적 조력을 위한 충분한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사법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법적 조력이 부여될 것.
d.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심문받도록 할 것, 그리
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을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심문받도록 할 것.
e.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제7조(죄형법정주의) 1. 어떤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
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
될 수 있는 형벌보다도 중한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그 행위시 문명국가에 의하여 승인된 법의 일반원칙
에 따르면 범죄에 해당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당해인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
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
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
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
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기의 종교 또는 신
념을 변경하는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
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선교, 행사와 의식에 의하여 그의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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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자기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 또는 다른 사람의 권
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10조(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
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공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
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 및 사상을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허가 제
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법률에 의
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영토의 일체성이나 공공의 안전, 무
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과 도덕의 보호, 타인의 명예나 권
리의 보호,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형식,
조건, 제약 또는 형벌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11조(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
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평화적인 집회 및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
진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
보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 및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
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하여져서는 아니된
다. 이 조는 국가의 군대, 경찰 또는 행정부의 구성원이 이러
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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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혼인의 권리) 혼인적령의 남녀는 이 권리행사에 관한 국내법
에 따라 혼인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를
침해당한 모든 사람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
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국가당국 앞에서의 실효적인 구제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차별의 금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
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의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제15조(비상시의 의무 예외) 1. 전쟁 또는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타 공공의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어떠한 체약국도 사태의 긴급
성에 의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법상
의 다른 의무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적법한 전쟁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2조, 제3
조, 제4조 제1항 및 제7조에 대하여는 이 조를 근거로 한 어
떠한 이탈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의무를 이탈하는 조치를 취할 권리를 행사하는 어떠한 체약국
도 자신이 취한 조치와 그 이유를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충분히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국가는 그러한 조치의 적용이
언제 중지되어 협약 규정이 재차 완전히 실행될 것인지 역시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외국인의 정치활동의 제한) 제10조, 제11조 및 제14조의 어
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외국인의 정치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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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7조(권리남용의 금지)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
는 개인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에 종사하거나 수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8조(권리제한의 한계) 위의 권리 및 자유에 대하여 이 협약하에서
허용되는 제한은, 이를 규정한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
여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절

유럽인권재판소

제19조(재판소의 설립) 협약 및 의정서의 체약국이 행한 약속의 준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함)를 설
립한다. 이 재판소는 상설적으로 활동한다.
제20조(판사의 수) 재판소는 체약국 수와 같은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제21조(판사의 자격) 1. 판사는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국내의 고위 판
사직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보유하거나 능력이 인정된
법률가이어야 한다.
2. 판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소에서 근무한다.
3. 판사는 임기 중 그의 독립성, 중립성 또는 상임직의 요구와 양
립될 수 없는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항의 적용과
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22조(판사의 선출) 1. 판사는 각 체약국별로 체약국이 지명한 3명
의 후보 명부로부터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된다.
2. 새로운 체약국이 가입하는 경우와 임시적 공석을 채우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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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위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
제23조(임기) 1. 판사의 임기는 6년이다. 판사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판사 중의 2분의 1의 임기는 3년이다.
2. 최초의 임기 3년의 판사는 선거 직후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
의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다.
3. 판사 절반의 임기가 가능한 한 매 3년마다 갱신될 수 있도록
총회는 후속 선거가 실시되기 이전에 1명 또는 그 이상의 판
사의 임기를 6년이 아니라 9년 이하 3년 이상이 되도록 결정
할 수 있다.
4. 한 가지 이상의 임기가 해당되도록 총회가 위의 항을 적용하
는 경우, 임기의 배정은 선거 직후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의
추첨에 의한다.
5.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판사를 교체하기 위하여 선출된 판사는
그 전임자의 잔여임기 동안 재직한다.
6. 판사의 정년은 70세이다.
7. 판사는 교체될 때까지 직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미 심리 중인
사건은 계속하여 관여한다.
제24조(해임) 판사는 다른 판사들이 3분의 2의 다수결로 자격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되지 아
니한다.
제25조(서기국 및 법률비서) 재판소는 서기국을 두며, 그 기능과 조
직은 재판소의 규칙으로 정한다. 재판소는 법률비서의 조력을 받
는다.
제26조(전원재판부) 판사 전원회의는,
a. 3년 임기의 재판소 소장과 한 명 또는 두 명의 재판소 부소장
을 선출한다. 이들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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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정된 임기로 구성되는 소재판부를 설치한다.
c. 재판소 소재판부의 재판장을 선출한다. 이들은 연임할 수 있다.
d. 재판소 규칙을 채택한다.
e. 재판소 서기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부서기를 선임한다.
제27조(위원회, 소재판부 및 대재판부) 1. 제소된 사건을 심리하기 위
하여 재판소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 7명의 판사로 구성
된 소재판부 및 17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재판부를 둔다. 각 소재
판부는 지정된 임기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2. 소재판부와 대재판부에는 사건 당사국 출신 판사가 당연직으
로 참여하며, 만약 해당 판사가 없거나 참여가 불가능하면 사
건 당사국이 선택하는 자가 판사로 참여한다.
3. 대재판부는 재판소 소장, 재판소 부소장, 소재판부 각 재판장
및 재판소 규칙에 따라 선정된 기타의 판사를 포함한다. 사건
이 제43조에 따라 대재판부에 회부된 경우, 판결을 내리는 소
재판부의 판사는 대재판부에 참석할 수 없으나, 단 소재판부
재판장과 관련 당사국 측 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8조(위원회에 의한 각하선언) 위원회는 더 이상의 조사 없이 결정
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 전원일치로써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제
소를 각하하거나, 사건목록에서의 삭제를 선언할 수 있다. 그 결
정은 최종적이다.
제29조(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소재판부의 결정) 1. 제28조에 의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 소재판부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개별 제소의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소재판부는 제33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간 제소의 심리적격 및
본안에 관하여 결정한다.
3. 심리적격 문제는 예외적인 경우 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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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별도로 결정된다.
제30조(대재판부에 대한 관할권의 포기) 소재판부에 계류된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
는 경우나 소재판부에 의한 사건해결이 재판소의 선례와 일치하
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경우, 사건의 당사자 중의 일
방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 한 소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기 전 언제
라도 대재판부로 관할권을 이양할 수 있다.
제31조(대재판부의 권한) 대재판부는,
a.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사건으로 소재판부가 제
30조에 따라 관할권을 이양한 사건이나 제43조에 따라 이에
제출된 사건을 판단한다.
b. 제47조에 따라 제출된 권고적 의견부여 요청을 심리한다.
제32조(재판소의 관할권) 1. 재판소는 제33조, 제34조 및 제4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출된 협약 및 의정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2. 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
우에는 재판소가 결정한다.
제33조(국가간 사건) 모든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협약 및 의정서의
규정에 대한 어떠한 위반에 대하여도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제34조(개별적 제소) 재판소는 협약 또는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를
체약국의 위반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비
정부조직, 개인집단으로부터의 제소를 접수한다. 체약국은 어떠
한 경우에도 이 권리의 실효적인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제35조(심리적격의 기준) 1.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
칙에 따라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종료된 이후, 그리고 최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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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사건만을 다룰 수 있다.
2. 재판소는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다음과 같은 제소는 다루지
아니한다.
a. 익명의 제소 또는,
b. 재판소에 의하여 이미 다루어진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이거나 다른 국제적 조사 또는 분쟁해결절차에 제기된
바 있었으나, 새로운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못한 제소.
3. 제34조에 의한 개별적 제소로서 협약 또는 의정서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제
소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소는 심리 부적격을 선
언하여야 한다.
4. 재판소는 이 조에 따라 심리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제소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는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가
능하다.
제36조(제3자 소송참가) 1. 소재판부 또는 대재판부가 다루는 모든
사건에서 원고의 출신 체약국은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고 심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재판소 소장은 재판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소송의 당사국이
아닌 체약국이나 원고가 아닌 개인에게 서면자료의 제출이나
심리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소의 각하) 1. 재판소는 소송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상황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경우 사건목록에서 제소를 삭제할 수
있다.
a. 원고가 그 제소를 계속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b. 그 사안이 해결된 경우 또는,
c.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는 것이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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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재판소는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재판소는 상황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소를 사건목록에 회복시킬 수 있다.
제38조(사건의 조사 및 우호적 해결) 1. 재판소가 제소의 적격을 인
정한다고 선언하면, 재판소는,
a. 당사자의 대표들과 함께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당사국이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유효한 행동에 대하
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b. 협약 및 의정서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사건
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관하여는 관련 당사자들의
처리에 맡긴다.
2. 제1항 b호에 따라 수행된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9조(우호적 해결의 성립) 우호적 해결이 이루어지면 재판소는 사
안 및 그 해결에 대하여 간략한 서술만을 하는 결정을 통하여 해
당 사건을 사건목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제40조(심리의 공개 및 자료 접근) 1. 재판소가 예외적인 경우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공개되어야 한다.
2. 재판소 소장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서기국에 보관된
문서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41조(정당한 구제조치) 협약 또는 의정서의 위반이 있었으나 해당
체약국의 국내법이 부분적인 보상만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재판
소는 필요하다면 피해자에게 정당한 구제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소재판부의 판결)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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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대재판부로의 회부) 1. 예외적인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사건의 당사자는 사건이 대재판부로 회부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대재판부의 5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그 사건이 협약 또는
의정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나, 일
반적인 중요성을 갖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그 요청
을 받아들여야 한다.
3. 패널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대재판부는 판결로써 이
사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4조(최종판결) 1. 대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이다.
2. 소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 최종적이다.
a. 당사자들이 그 사건을 대재판부에 회부하도록 요청하지 않
겠다고 선언하는 경우 또는,
b. 대재판부로의 회부 요청이 없이, 판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난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이 제43조에 따른 회부요청을 각하하는 경우.
3. 최종판결은 공표되어야 한다.
제45조(판결 및 결정의 이유) 1. 제소적격 여부에 대한 판결 및 결정
에 대하여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사들의 전원일치의 의견을 나타내
지 않는 경우 어떠한 판사도 개별의견을 밝힐 수 있다.
제46조(판결의 구속력 및 집행) 1. 체약국은 자신이 당사자인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의 최종판결에 따를 것을 약속한다.
2. 재판소의 최종판결은 그 집행을 감독하는 각료위원회로 송부
된다.
제47조(권고적 의견) 1. 재판소는 각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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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의정서의 해석에 관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부
여할 수 있다.
2. 권고적 의견은 협약 제1절 및 의정서에 규정된 자유권의 내용
이나 범위에 관련된 문제, 또는 재판소나 각료위원회가 협약
에 따라 개시될 수 있는 절차의 결과로 검토하여야 하는 문제
를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3.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구하기로 하는 결정은 각료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표결을 요한다.
제48조(재판소의 권고적 관할권) 재판소는 각료위원회에 의하여 제
출된 권고적 의견부여 요청이 제47조에서 규정된 권한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권고적 의견의 이유) 1.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대하여는 이
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2. 권고적 의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사의 전원일치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판사도 개별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각료위원회에 통보된다.
제50조(재판소의 비용) 재판소의 경비는 유럽심의회가 부담한다.
제51조(판사의 특권 및 면제) 판사는 직무수행 도중에 유럽심의회 규정
제40조 및 그에 따른 협정에 규정된 특권 및 면제가 부여된다.

제 3 절

일반 규정

제52조(사무총장의 문의)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으면
체약국은 자국의 국내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 협약 규정의 실효
적인 이행을 확보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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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기존 인권의 보장) 이 협약 중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의 법
률 또는 체약국이 당사국인 다른 협정에 따라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4조(각료위원회의 권한)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유럽심의회 규
정에 의하여 각료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을 해하지 아니한다.
제55조(다른 분쟁해결 수단의 배제) 체약국은 특별협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이 협약에 규정된 것 이외의 분쟁해결 수단에 일방적 신청을 통
하여 회부할 목적으로 체약국간에 발효 중인 조약, 협약 또는 선
언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한다.
제56조(적용 영역) 1. 이 조 제4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어떠한 국
가도 비준시 또는 이후 언제라도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자국이 국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2. 이 협약은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에 의한 통고접수 후 30일째
부터 통고에서 지정된 영역에 적용된다.
3. 이 협약의 규정은 지역적 요구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영역
에 적용된다.
4. 이 조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한 국가는 이후 언제라도 그 선언
이 적용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 이 협약 제
34조에 따라 개인, 비정부조직 또는 개인 집단으로부터의 제
소를 재판소가 수리할 권한을 수락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제57조(유보) 1. 어떠한 국가도, 이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서 기탁시
자국 영역에서 당시 유효한 국내법이 이 협약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당조항에 대한 유보를 할 수 있다. 이 조에
의한 일반적 성격의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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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조에 따라 행하여진 어떠한 유보도 관계법률에 대한 간단
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폐기) 1. 체약국은 당사국이 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유럽심의회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서에 포함된 6개월간의 예고
후에만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 사실을 다른
체약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가 발효하기 이전에
체약국이 이행하였어야 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 같은 폐기가
해당 체약국을 협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3. 유럽심의회 가맹국에서 제외된 체약국은 같은 조건하에서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도 제외된다.
4. 협약은 제56조에 의하여 적용된다고 선언된 영역에 관하여도
위 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제59조(서명 및 비준) 1. 이 협약은 유럽심의회 가맹국의 서명을 위
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유럽심
의회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은 10번째 비준서의 기탁 이후 발효한다.
3. 그 이후에 비준하는 서명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 기탁
일에 발효한다.
4. 유럽심의회의 사무총장은 모든 유럽심의회 가맹국에게 협약의
발효, 비준한 체약국명 및 그 후에 행하여진 모든 비준서의 기
탁을 통고한다.
1950년 11월 4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 및 프랑스어
본 단일본으로 작성되어, 이는 유럽심의회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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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Human Rights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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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Human Rights Charter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is a people's charter. It is
part of an attempt to create a popular culture on human rights
in Asia. Thousands of people from various Asian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debates during the three-year period of
discussion on this document.
In addition, more than 200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directly took part in the drafting process, and many
other NGOs and peoples organizations (POS) have endorsed the
document. Several drafts of the document, including some
translations, were published widely in newspapers, magazines
and NGO newsletters. This final version of the charter was
written by Prof. Yash Ghai under the direction of a committee
of which he was a member consisting of Justices Krishna Iyer
and P. N. Bhagwati, Prof. Kinhide Mushakoji, Mercedes V.
Contreras, Lourdes Indai Sajor and Basil Fernando, Mark D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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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njeewa Liyanage from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This charter is presented to deepen the
Asian debate on human rights, to present the people's views
on human rights as against those of some Asian leaders who
claim that human rights are alien to Asia and to promote
political, social and legal reforms for ensuring human rights
in the countries of the region. While drawing from the cultural
wells of the region, it also points to the need for cleaning these
wells that have been polluted by millenniums of prejudice,
discrimination, inequality and violence.

Preamble
For long, especially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peoples
of Asia suffered from gross violations of their rights and
freedoms. Today large sections of our people continue to be
exploited and oppressed and many of our societies are torn
apart by hatred and intolerance. Increasingly the people realize
that peace and dignity are possible only when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persons and groups are recognized and
protected. They are determined to secure peace and justice
for themselves and the coming generations through the
struggle for human rights and freedoms. Towards that end they
adopt this Charter as an affirmation of the desi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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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ations of the peoples of Asia to live in peace and dignity.

Background to the Charter
1.1 The Asian struggle for rights and freedoms has deep
historical roots, in the fight against oppression in civil society
and the political oppression of colonialism, and subsequently
for the establishment or restoration of democracy. The
reaffirmation of rights is necessary now more than ever before.
Asia is passing through a period of rapid change, which affects
social structures, political institutions and the economy. Traditional
values are under threat from new forms of development and
technologies, as well as political authorities and economic
organizations that manage these changes.
1.2 In particular the marketization and globalization of
economies are changing the balance between the private and
the public, the stat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worsening the situation of the poor and the disadvantaged.
These changes threaten many valued aspects of life, the result
of the dehumanizing effect of technology, the material orientation
of the market, and the destruction of the community. People
have decreasing control over their lives and environment, and
some communities do not have protection even against ev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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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ir traditional home and grounds. There is a massive
exploitation of workers, with wages that are frequently
inadequate for even bare subsistence and low safety standards
that put the lives of workers in constant danger. Even the most
elementary of labor rights and laws are seldom enforced.
1.3 Asian development is full of contradictions. There is
massive and deepening poverty in the midst of growing
affluence of some sections of the people. Levels of health,
nutrition and education of large numbers of our people are
appalling, denying the dignity of human life. At the same time
valuable resources are wasted on armaments, Asia being the
largest purchaser of arms of all regions. Our governments claim
to be pursuing development directed at increasing levels of
production and welfare but our natural resources are being
depleted, most irresponsibly and the environment is so degraded
that the quality of life has worsened immeasurably, even for
the better off among us. Building of golf courses has a higher
priority than the care of the poor and the disadvantaged.
1.4 Asians have in recent decades suffered from various forms
of conflict and violence, arising from ultra-nationalism, perverted
ideologies, ethnic differences, and fundamentalism of all
religions. Violence emanates from both the state and sections
of civil society. For large masses, there is little secur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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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 property or community. There is massive displacement
of communities and there are an increasing number of
refugees.
1.5 Governments have arrogated enormous powers to themselves.
They have enacted legislation to suppress people's rights and
freedoms and colluded with foreign firms and groups in the
plunder of national resources. Corruption and nepotism are
rampant and there is little accountability of those holding public
or private power. Authoritarianism has in many states been
raised to the level of national ideology, with the depriva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their citizens, which are
denounced as foreign ideas inappropriate to the religious and
cultural traditions of Asia. Instead there is the exhortation of
spurious theories of Asian Values' which are a thin disguise
for their authoritarianism. Not surprisingly, Asia, of all the major
regions of the world, is without a regional official charter or
other regional arrangement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freedoms.
1.6 In contrast to the official disregard or contempt of human
rights in many Asian states, there is increasing awareness
among their peoples of the importance of rights and freedoms.
They realize the connections between their poverty and political
powerlessness and the denial to them of these righ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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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s. They believe tha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have to operate within a framework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to ensure economic justic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and social peace. There are many social movements
that have taken up the fight to secure to the people their rights
and freedoms.
1.7 Our commitments to rights are not due to any abstract
ideological reasons. We believe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provides the basis for a just, humane and caring society. A
regime of rights is premised on the belief that we are all
inherently equal and have an equal right to live in dignity. It
is based on our right to determine our destiny through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on. It enables us to develop
and enjoy our culture and to give expression to our artistic
impulses. It respects diversity. It recognizes our obligations to
future generations and the environment they will inherit. It
establishes standards for assessing the worth and legitimacy
of our institutions and policies.

General Principles
2.1 It is possible from specific rights and the institutions and
procedures for their protection to draw some gener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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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underline these rights and whos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facilitates their full enjoyment. The principles,
which are discussed below, should provide the broad framework
for public policies within which we believe rights would be
promoted.

Uiversality and Indivisibility of Rights
2.2 We endors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and freedoms. We believe that rights are universal, every
person being entitled to them by virtue of being a human being.
Cultural traditions affect the way in which a society organizes
relationships within itself, but they do not detract from the
universalism of rights which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of citizens with the state and the inherent dignity
of persons and groups. We also believe that rights and
freedoms are indivisible and it is a fallacy to suppose that some
types of rights can be suppressed in the name of other rights.
Human beings hav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needs and
aspirations that cannot be fragmented or com partmentalized,
but are mutually dependent. Civil, political and cultur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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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little meaning unless there are the economic resources
to exercise and enjoy them. Equally, the pursuit and acquisition
of material wealth is sterile and self-defeating without political
freedoms, the opportunity to develop and express one's personality
and to engage in cultural and other discourses.
2.3 Notwithstanding their universality and indivisibility, the
enjoyment and the salience of rights depend o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contexts. Rights are not abstractions,
but foundations for action and policy. Consequently we must
move from abstract formulations of rights to their concretion
in the Asian context by examining the circumstances of specific
groups whose situation is defined by massive violations of their
rights. It is only by relating rights and their implementation to
the specificity of the Asian situation that the enjoyment of
rights will be possible. Only in this way will Asia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worldwide movement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2.4 Widespread poverty, even in states that have achieved a
high rate of economic development, is a principal cause of the
violation of rights, Poverty deprives indi viduals, families, and
communities of their rights and promotes prostitution, child
labor, slavery, sale of human organs, and the mutilation of the
body to enhance the capacity to beg. A life of dignity is
98

impossible in the midst of poverty. The Asian states must direct
their development policies towards the elimination of poverty
through more equitable forms of development.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2.5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is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greed upon norms and institutions that should govern the
practice of human rights. The peoples of Asian support international
measures to protect of rights. State sovereignty cannot be used
as an excuse to evade international norms or ignore international
institutions. The claim of state sovereignty is justified only when
a state fully protects the rights of its citizens.
2.6 On the other han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cannot be
used for the selective chastisement or punishment of particular
states or for the privileging of one set of rights over others.
Some fundamental causes of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lie
in the inequities of the international world economic and
political order. The radical transformation and democratization
of the world order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global
enjoyment of human rights. The logic of the universal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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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ality of right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he social and economic welfare of all people
throughout the world, and consequently the obligation to ensure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opportunities
across the world.
2.7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rests with states. The rights of states and peoples to just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cultural development must not
be negated by global processes. States must are acknowledged
and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is achieved. Democratic and accountable governments
are the keys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2.8 The capac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tates to
promote and protect rights has been weakened by processes
of globalization as more and more power over economic and
social policy and activities has moved from states to business
corporations. States are increasingly held hostage by financial
and other corporations to implement narrow and shortsighted
economic policies which cause so much misery to so many
people, while increasing the wealth of the few. Business
corporations are responsible for numerous violations of rights,
particularly those of workers, women and indigenous peopl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regime of rights b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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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s liable for the violation of right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2.9 Economic development must be sustainable. We must protect
the environment against the avarice and the depredations of
commercial enterprises to ensure that the
quality of life does not decline just as the gross national product
increases. Technology must liberate, not enslave human beings.
Natural resources must be u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our obligation to future generations. We must never forget that
we are merely temporary custodians of the resources of nature.
Nor should we forget that these resources are given to all
human kind, and consequently we have a joint responsibility
for their responsible, fair and equitable use.

Rights
3.1 We endorse all the rights that are contained in international
instruments. It is unnecessary to restate them here. We believe
that these rights need to be seen in a holistic manner and that
individual rights are best pursued through a broader conceptualization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following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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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Life
3.2 Foremost among rights is the right to life, from which flow
other rights and freedoms. The right to life is not confined
to mere physical or animal existence but includes the right to
every limb or faculty through which life is enjoyed. It signifies
the right to live with basic human dignity, the right to livelihood,
the right to a habitat or home,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for without these there
can be no real and effective exercise or enjoyment of the right
to life. The state must also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infant mortality, eliminate malnutrition and epidemics, and
increase life expectancy through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and adequate preventative as well as curative medical facilities.
It must make primary education free and compulsory.
3.3 Yet in many parts of Asia, wars, ethnic conflicts, cultural
and religious oppression, corruption of politics, environmental
pollution, disappearances, torture, state or private terrorism,
violence against women, and other acts of mass violence
continue to be a scourge of humanity resulting in the loss of
thousands of innocent human lives.
3.4 To ensure the right to life, propagation of war or ethnic
conflict or incitement to hatred and violence in all spher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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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or societal or national or international life should be
prohibited.
3.5 A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thoroughly investigate
cases of torture, disa ppearances and custodial deaths, rapes
and sexual abuses and to bring culprits to justice.
3.6 There must be no 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States should
take measures not only to prevent and mete out punish for
the deprivation of life by criminal acts and terrorist acts but
also prevent arbitrary disappearances and killings by their own
security forces. The law must strictly control and limit the
circumstances in which a person may be deprived of his or
her life by state authorities or officials.
3.7 All state must abolish the death penalty. Where it exists,
it may be imposed only rarely for the most serious crimes.
Before a person can be deprived of life by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he or she must be ensured a fair trial before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with full opportunity of
legal representation of his or her choice, adequate time for
preparation of defens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the right
to review by a higher tribunal. Execution should never be carried
out in public or otherwise exhibited in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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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Peace
4.1 All persons have the right to live in peace so that they
can fully develop all their capacities, physical, intellectual,
moral and spiritual, without being the target of any kind of
violence. The peoples of Asia have suffered great hardships
and tragedies due to wars and civil conflicts which have caused
many deaths, mutilation of bodies, external or internal
displacement of persons, break up of families, and in general
the denial of any prospects of a civilized or peaceful existence.
Both the state and civil society have in many countries become
heavily militarized in which all scores are settled by force and
citizens have no protection against the intimidation and terror
of state or private armies.
4.2 The duty of the state to maintain law and order should
be conducted under strict restraints on the use of force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humanitarian law. Every individual and
group is entitled to protection against all forms of state violence,
including violence perpetrated by its police and military forces.
4.3 The right to live in peace requires that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activity of the state; the corporate sector and the
civil society should respect the security of all peoples,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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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ulnerable groups. People must be ensured security in
relation to the natural environment they live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 which permit them to satisfy
their needs and aspirations without recourse to oppre ssion,
exploitation, violence, and without detracting from all that is
of value in their society.
4.4 In fighting fascist invasion, colonialism, and neo- colonialism,
Asian states played a crucial role in creating condition for their
peoples to live in peace. In this fight, they had justifiably stress
the importance of national integrity and non-intervention by
hegemonic powers. However, the demands of national integrity
or protection against the threats of foreign domination cannot
now be used as a pretext for refusing to the people their right
to personal security and peaceful existence any more than the
suppression of people's rights can be justified as an excus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Neither can they justify any
refusal to inform the international com munity about the
individual security of its people. The right of persons to live
in peace can be guaranteed only if the states are accountabl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4.5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states has been deeply
implicated in wars and civil conflicts in Asia. Foreign states
have used Asian groups as surrogates to wage wars and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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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ed groups and governments engaged in internal conflicts.
They have made huge profits out of the sale of armaments.
The enormous expenditures on arms have diverted public
revenues from program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or the well being of the people. Military bases and other
establishments (often of foreign powers) have threatened the
social and physical security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ir
vicinity.

The Right to Democracy
5.1 Colonialism and other modern developments significantly
changed the nature of Asian political societies. The traditional
systems of accountability and public parti cipation in affairs
of state as well as the relationship of citizens to the government
were altered fundamentally. Citizens became subjects, while the
government became more pervasive and powerful. Colonial laws
and authoritarian habits and style of administration persisted
after independence. The state has become the source of
corruption and the oppression of the people. The democratization
and humanization of the state is a pre-condition for the respect
for and the protection of rights.
5.2 The state, which claims to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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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development and well being of the people, should be
humane, open and accountable. The corollary of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is a tolerant and pluralistic system; in which
people are free to express their views and to seek to persuade
others and in which the rights of minorities are respected.
People must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through the electoral
and other decision-making and implementing processes, free
from racial, religious or gender discriminations.

The Right to Cultural Identity and the
Freedom of Conscience
6.1 The right to life involves not only material but also the
moral conditions, which permit a person to lead a meaningful
existence. This meaning is not only individually determined but
is also based on shared living with other human beings. The
Asian traditions stress the importance of common cultural
identities. Cultural identities help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cope with the pressures of economic and social change;
they give meaning to life in a period of rapid transformation.
They are the source of pride and security. There are many
vulnerable communities in Asia as elsewhere whose cultures are
threatened or derided. Asian peoples and governments must
respect cultures and traditions of its diverse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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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The plurality of cultural identities in Asia is not contrary
to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but rather as so many
cultural manifestations of human dignity enriching universal
norms. At the same time we Asian peoples must eliminate those
features in our cultures which are contrary to the universal
principles of human rights. We must transce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family based on patriarchal traditions so as to
retrieve in each of our cultural traditions, the diversity of family
norms, which guarantee women's human rights. We must be
bold in reinterpreting our religious beliefs that support gender
inequality. We must also eliminate discri minations based on
caste, ethnic origins, occupation, place of origin and others,
while enhancing in our respective cultures all values related
to mutual tolerance and mutual support. We must stop practices
that sacrifice the individual to the collectivity or to the powerful,
and thus renew our communal and national solidarity.
6.3 The freedom of religion and conscienc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Asia where most people are deeply religious. Religion is a source
of comfort and solace in the midst of poverty and oppression.
Many find their primary identity in religion. However religious
fundamentalism is also a cause of divisions and conflict? Religious
tolerance is essential for the enjoyment of the right of conscience
of others, which includes the right to change one's b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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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ght to Development and Social Justice
7.1 Every individual has the right to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and to protection against abuse and exploitation. We all
have the right to literacy and knowledge, to food and clean
water, shelter and to medical facilities for a healthy existence.
All individuals and human groups are entitled to share the
benefits of the progress of technology and of the growth of
the world economy.
7.2 Development, for individuals and states, does not mean
merely economic development. It means the realization of the
full potential of the human person, Consequently they have the
right to artistic freedom,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ultivation
of their cultural and spiritual capacities. It means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affairs of the state and the community. It
implies that states have the right to determine their ow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olicies free from hegemonic
pressures and influences.

Rights of Vulnerable Groups
8.1 Asian states should formulate and implement public policies
within the above general framework of rights. We believe that
in this way we would establish fair and humane condi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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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individual and corporate lives and ensure social justice.
However, there are particular groups who for historical or other
reasons are weak and vulnerable and consequently require
special protection for the equal and effective enjoyment of their
human rights. We discuss the situation of several such groups,
but we recognize that there are also other groups who suffer
from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They include people whom
through civil conflict, government policies or economic hardships
are displaced from their homes and seek refuge in other places
internally or in foreign lands. Our states and societies have
become less tolerant of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
whose most basic rights are frequently violated. Many of our
societies still discriminate against gays and lesbians, denying
them their identity and causing them great anguish and misery.
Various economic groups, like peasants and fishing communities,
suffer from great deprivation and live in constant fear of threats
to their livelihood from landlords and capitalist enterprises. All
these groups deserve special attention. We urge states and
communities to give the highest priority to the amelioration of
their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Women
9.1 In most Asian societies women suffer from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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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ppression. The causes of their oppression lie in both history
and contemporary social and economic systems.
9.2 The roots of patriarchy are systemic and its structures
dominate all institutions, attitudes, social norms and customary
laws; religions and values in Asian societies, crossing the
boundaries of class, culture, caste and ethnicity. Oppression
takes many forms, but is most evident in sexual slavery, domestic
violence, trafficking in women and rapes. They suffer discrimination
in both public and private spheres. The increasing militarization
of many societies in Asia has led to the increase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including mass
rape, forced labor, racism, kidnapping and displacement from
their homes. As female victims of armed conflict are often
denied justice, rehabilitation, compensation and reparation of
the war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it is important to
emphasis that systematic rape is a. war crime and crime against
humanity.
9.3 To en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e field of
employment and the right to work, women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employment opportunities, the free choice of profession,
job security, and equal remuneration; the right to protection
of health and safe working conditions, especially in safeguarding
of the function of reproduction and special protection i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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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egnancy from work that proved harmful. Women should
be given the full right to control thei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free from discrimination or coercion, and be given
access to information about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and safe productive technology.
9.4 There are few legal provisions to protect women against
violations of their rights within the domestic and patriarchal
realm. Their rights in public law are seldom observed. Affirma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sure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of women in the political and public life of the society. A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presence of women in the various
institutions of state power and in the fields of business,
agriculture and land ownership must be provided for by way of
affirmative actio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is essential for the defense of their legal rights.

Children
10.1 As with women, their oppression takes many forms, the
most pervasive of which are child labor, sexual slavery, child
pornography, the sale and trafficking of children, prostitution,
sale of organs; conscription into drug trafficking; the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of children within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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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on against children with HIV/AIDS; forced religious
conversion of children; the displacement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their families by armed conflicts, discrimination,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An increasing number of children
are forced to live on the streets of Asia's cities and are deprived
of the social and economic support of families and communities.
10.2 Widespread poverty, lack of access to education and
social dislocation in rural areas is among the causes of the trends
which increase the vulnerability of children: Long-established
forms of exploitation and abuse, such as bonded labor or the
use of children for begging or sexual gratification are rampant.
Female infanticide due to patriarchal gender preference,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are widely practiced in some Asian
countries.
10.3 Asian states have failed dismally to look after children
and provide them with even the bare means of subsistence or
shelter. We call on Asian states to ratify and implemen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e also call on communities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violations of children's
rights and to pres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N Convention
in appropriate ways in their own social contexts.

Asian Human Rights Charter 113

Differently Abled Persons
11.1 Traditionally Asian societies cared for those who were
physically or mentally handicapped. Increasingly our communal
values and structures, under the pressure of new forms of
economic organizations, are less tolerant of such persons. They
suffer enormous discrimination in access to education, employment
and housing. They are unable to enjoy many of their human
rights due to prejudice against them and the absence of
provisions to meet their special demands. Their considerable
abilities are not properly recognized and they are forced into
jobs, which offer low pay and little prospects of promotion.
They have the right to provisions, which enable them to live
in dignity, with security and respect, and to have opportunities
to realize their full potential.
11.2 The need to treat such persons with respect for their
human rights is evident in the way Asian states treat those
with HIV or AIDS. They are the victims of gross discrimination.
A civilized society, which respects human rights would recognize
their right to live and die with dignity. It would secure to them
the right to adequate medical care and to be protected from
prejudice, discrimination or per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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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12.1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Asian societies has undermined
traditional forms of the subsistence economy and has destroyed
possibilities of their livelihood of large sections of the rural
people. Increasingly people are forced into wage employment,
often in industry, working under appalling conditions. For the
majority of the workers there is little or no protection from
unfair labor laws. The fundamental rights to form trade unions
and bargain collectively are denied to many. Their wages are
grossly inadequate' and working conditions are frequently
dangerous. Globalization adds to the pressures on workers as
many Asian states seek to reduce the costs of production, often
in collusion with foreign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12.2 A particularly vulnerable category of workers is migrant
workers. Frequently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they are
exploited in foreign states whose laws they do not understand
and are afraid to invoke. They are often denied equality of
rights and conditions with local workers enjoy, without access
to adequate accommodation, health care, or legal protection.
In many cases migrants suffer racism and xenophobia, and
domestic helpers are subjected to humiliation and sometimes,
sexual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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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13.1 Students in Asia struggled against colonialism and fought
for democratization and social justice. As a result of their
fearless commitment to social transformation they have often
suffered from state violence and repression and remain as one
of the keys targets for counter-insurgency operations and internal
security laws and operations. Students are frequently denied the
right to academic freedom and to the freedoms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Prisoners and Political Detainees
14.1 In few areas, there is such a massive violation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norms as in relation to prisoners and
political detainees.
14.2 Arbitrary arrests, detention, imprisonment, ill-treatment,
torture,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are common occurrences
in many parts of Asia. Detainees and prisoners are often forced
to live in unhygienic conditions, are denied adequate food and
health care and are prevented from having communication with,
and support from, their families. Different kinds of prisoners
are frequently mixed in one cell, with men, women and children
kept in proximity. Prison cells are normally overcrowded. De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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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ustody are common. Prisoners are frequently denied access
to lawyers and the right to fair and speedy trials.
14.3 Asian governments often use executive powers of
detention without trial. They use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to arrest and detain political opponents. It is notable that, in
many countries in Asia, freedom of thought, belief and
conscience have been restricted by administrative limits on
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

The Enforcement of Rights
15.1 Many Asian states have guarantees of human rights in
their constitutions, and many of them have ratified international
instruments on human rights. However, there continues to be
a wide gap between rights enshrined in these documents and
the abject reality that denies people their rights. Asian states
must take urgent action to implement the human rights of their
citizens and residents.

Principles for Enforcement
15.2 We believe that system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should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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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a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the state, civil society
and business corporations. The legal protection for rights has
to be extended against violations by all these groups. It is also
necessary to reform these groups by strengthening their ethical
foundations and values and inculcating in them a sense of their
responsibility towards the disadvantaged and the oppressed.
15.2.b The promotion and enforcement of rights is the
responsibility of all groups in society, although the primary
responsibility is that of the state. The enjoyment of many rights,
especially social and economic, requires a positive and proactive
role of governments. There is a clear and legitimate role for
NGOs in raising consciousness of rights, formulating standards,
and ensuring their protection by governments and other groups.
Professional groups like lawyers and doctors have special
responsibilities connected with the nature of their work to promote
the enforcement of rights and prevent abuses of power.
15.2.c Since rights are seriously violated in situations of civil
strife and are stren gthened if there is peace, it is the duty
of the state and other organizations to find peaceful ways to
resolve social and ethnic conflicts and to promote tolerance
and harmony. For the same reasons no state should seek to
dominate other states and states should settle differences
peac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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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d Rights are enhanced if democratic and consensual
practices are followed and it is therefore the responsibility of
all states and other organizations to promote these practices
in their works and in their dealings with others.
15.2.e Many individuals and groups in Asia are unable to
exercise their rights due to restrictive or oppressive social
customs and practice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caste,
gender, or religion. Therefore the immediate reform of these
customs and practices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The reforms must be enforced with vigor and determination.
15.2.f A humane and vigorous civil society i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for securing rights within civil society and to act as a check
on state institutions. Freedoms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are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functioning of institutions
of civil society.
15.2.g It is necessary to curb the exploitative practices of
business corporations and to ensure that they do not violate
rights of workers, consumers and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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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ing the Framework for Rights
15.3.a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legal framework for rights.
All states should include guarantees of rights in their constitutions,
which should be constitutionally protected against erosion by
legislative amendments. They should also ratify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They should review their legislation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against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andards with the aim of repealing provisions, which contravene
these standards, particularly legislation carried over from the
colonial period.
15.3.b Knowledge and consciousness of rights should be raised
among the general public, and state and civil society institutions.
Awareness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ime of rights
should be promoted. Individuals and groups should be acquainted
with lega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whereby they can
secure their rights and prevent abuse of authority. NGOs should
be encouraged to become familiar with and deploy mechanism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for monitoring and review of
rights. Judicial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on the protection
of rights should be widely disseminated, nationally and in the
Asian region. Governments, NGO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cooperate in 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the importance
and content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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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c Numerous violations of rights occur while people are
in custody and through other activities of security forces.
Sometimes these violations take place because the security
forces do not realize the permissible scope of their powers or
do not realize that the orders under which they are acting are
unlawful. Members of the police, prison services and the armed
forces should be provided training in human rights norms.

The Machinery for the Enforcement of
Rights
15.4.a The judiciary is a major mean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It has the power to receive complaints of the violation
of rights, to hear evidence, and to provide redress for
violations, including punishment for violators. The judiciary can
only perform this function if the legal system is strong and
well organized. The members of the judiciary should be competent,
experienced and have a commitment to human rights, dignity
and justice. They should be independent of the legislature and
the executive by vesting the power of their appointment in a
judicial service commission and by constitutional safeguards of
their tenure. Judicial institutions should fairly reflect the
character of the different sections of the people by religion,
region, gender and social class. This means that there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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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a restructuring of the judiciary and the investigative
machinery. More women, more under-privileged categories and
more of the Pariahs of society must by deliberate State action
be lifted out of the mire and instilled in judicial positions with
necessary training. Only such a measure will command the
confidence of the weaker sector whose human rights are
ordinarily ignored in the traditional societies of Asia.
15.4.b The legal profession should be independent. Legal aid
should be provided for those who are unable to afford the
services of lawyers or have access to courts, for the protection
of their rights. Rules, which unduly restrict access to courts,
should be reformed to provide a broad access. Social and
welfare organizations should be authorized to bring legal action
on behalf of individuals and groups who are unable to utilize
the courts.
15.4.c All states should establish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particularly
of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They can provide easy,
friendly and inexpensive access to justice for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se bodies supplement the role of the
judiciary. They enjoy special advantages: they can help establish
standards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norms; they
can disseminate information about human rights; they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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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e allegations of violation of rights; they can promote
conciliation and mediation; and they can seek to enforce human
rights through administrative or judicial means. They can act
on their own initiative as well on complaints from members of
the public.
15.4.d Civil society institutions can help to enforce rights
through the organization of People's Tribunals, which can touch
the conscience of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The establishment
of People's Tribunals emphasizes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is wide, and not a preserve of the state.
They are not confined to legal rules in their adjudication and
can consequently help to uncover the moral and spiritu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Reg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16.1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should be pursued at all
levels,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at
each level have their special advantages and skill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is that of states,
therefore priority should be given to increase the state capacity
to fulfill this ob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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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Asian states should adopt regional or sub-reg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rights. There
should be an inter-state Convention on Human Rights, formulated
in regional forums with the collaboration of national and
regional NGOs. The Convention must address the realities of
Asia, particularly obstacles that impede the enjoyment of rights.
At the same time it must be fully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standards. It should cover violations of rights by
groups and corporations in addition to state institutions. An
independent commission or a court must be established to
enforce the Convention. Access to the commission or the court
must be open to NGOs and other soci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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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eclaration on the Rights to Justice,
the Rights to Peace,
and the Rights to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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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Declaration on the Rights to Justice,
the Rights to Peace,
and the Rights to Culture

-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erms of Article 2 of the ICCPR -

May 18, 2019
Preamble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Hong Kong) and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Gwangju, South Korea) are presenting
herewith the Asia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Justice, the Right
to Peace and the Right to Culture with a view to encouraging
a wide discussion of the issues raised in this Declaration.
These documents are prepared on the occas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that was
launched in Gwangju, South Korea on May 17 1998. The AH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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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draw inspiration for this
work from the boundless attempts made by the people in Asia
to have their rights improved.
Victims of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constantly
struggling to find genuine solutions to their problems. We are
also inspired by the great struggles for freedom that have taken
place in Asia among which the struggle by the citizens of
Gwangju in 1980 stands out as one of the great inspirations.
The realisation of the Gwangju Spirit requires that all people
should be able to enjoy their rights through protective
mechanisms provided by their justice systems.
Everywhere in Asia and in other corners of the world,
violence, internal and inter-state conflicts as well as human
rights violations are rampant. For the right to peace to be fully
realized, state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other organs
of the society have obligations to promote peac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peace.
While reiterating the various principles enshrined in exis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documents, this Declaration
addresses major issues relating to the right to culture in Asia.
This Declaration recognizes the diversities that exist in and
among societies and that promoting the right to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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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has to be reviewed and adjusted to reflect changing
realities.
Cultural diversity is best protected when all other human
rights are respected. Culture should not be used as a tool to
infringe on the human rights of certain individuals, especially
that of women. Cultural identity is important for the well-being
and dignity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No one should be
denied rights on the grounds of cultural differences.
In many Asian countries, as in many less developed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ratification of UN Conventions has not
been followed by steps to ensure that the rights enshrined
therein can be practically realised within those jurisdictions.
The absence of an effective remedy for the violation of a right
makes that right virtually insignificant and lacking in any
practical value. Article 2 of the ICCPR requires that all state
parties who become signatories to the United Nations covenants
should ensure that all those who suffer violations of such rights
have access to an effective remedy. This document hereby
reaffirms the rights enshrined in Article 2 of the ICCPR and
declares ‘the Right to Justice.’ The Right to Justice is, we
believe, a remedy to any violations of the Rights committed
by state powers and should improve the rights for our common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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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The Right to Justice
I-1. The usual mechanisms through which rights are enforced
are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of rights through the policing
system, the prosecutions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violation
through the relevant justice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and
the adjudication of the violation and granting of relief where
the violation has been proven through the judicial branch. The
denial of an effective remed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s
largely a result of the defects of those three agencies: that
is, the police as investigators, the prosecutors as those who
file and pursue a prosecution in court, and the judicial system
itself. The defects in these systems with regards to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of rights mean there are frequently improper
investigations, or none at all and thereby denial of fair trial.
I-2. The non-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uld
occur due to the following factors: the refusal of police to register
complaints and record evidence of relevant witnesses. This often
takes place in periods where serious violations such as enforced
disappearances, other forms of extra-judicial killings, or torture
are widespread.
I-3. Illegal arrest and detention are fundamental violations of
basic human rights. An arrest should only take place on reasonable
130

grounds, which requires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adequate
evidence to require that a person appear before the relevant
court pending trial.
I-4. It is also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o file false charges,
something which is often done with the intention of detaining
a person arbitrarily, and to deny bail for long periods of time.
This practice amounts to false imprisonment. Fake charges are
often filed against persons who are treated as politically
unacceptable or when law enforcement agencies want to arbitrarily
punish someone for various reasons.
I-5.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s severely undermined when
charges are deliberately fabricated.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and trial are used against individuals in order to settle personal
or political grudges. The damage done by such actions affects
not only the individuals concerned and their families but also
society as a whole, as people lose confidenc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n the face of such serious corruption.
I-6. In many Asian countries, the power of the government
to detain individuals is abused in various ways and for myriad
reasons. Instances of such violations are as follows:
- After illegal arrest (arrest without grounds), such arrestees
are charged under anti-terrorism laws, drug-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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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ecurity laws, cyber laws, Sharia, or lèse-majesté,
and other similar laws. The actual reason for the detention
is often not criminal but is instead political or personal.
Magistrates should be assigned the power to scrutinise the
factual basis of such detentions and be allowed to exercise
their independent oversight.
- Probation act: Some states practice ‘preventive detention’,
ordered on the basis of state allegations that a person is
a threat to peace or social harmony. The reason for detention
is often to prevent people from participating in peaceful
protests or gatherings. When such demands for detention are
made, the state should be strictly required to justify it.
People’s rights to participate in peaceful protest should not
be violated through such detentions. There should be quick
access to a superior court in all instances where orders for
preventive detention are granted.
- Random questioning: It is also a practice in some countries
to hold people incommunicado without any court order for
the purposes of questioning. Such a practice violates the
basic right of a person to be protected from illegal arrest
and detention, and stands in opposition to the principle that
a person can be arrested only as part of an investigation
into an offence that the person has allegedly committed with
the view to produce them before a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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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ng detention without warrant: Such practices violate the
rights held by citizens to be protected from illegal arrest and
detention. These practices are usually allowed during military
rule.
I-7. Despite there being numerous signatories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rture and ill treatment
are widely used in almost all Asian countries. In terms of
practical policy, certain states have sanctioned the use of
torture and ill treatment, although they may have made public
statements condemning such practices and even signed and
ratified UN Conventions. All states should demonstrate positive
effort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CAT).
I-8.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are
constantly carried out in many countries in Asia. The state must
accept liability for such crimes and ensure immediate action
be taken to investigate. Every officer who bears direct or
indirect responsibility for such grave crimes should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as soon as possible.
The absence of specific domestic laws relating to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should not be used
as an excuse to stop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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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s. Where no proper laws exist the laws must be made
and enforced with retrospective effect. Where such laws do
not exist, they should be treated as though they do on the
basis that such acts are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stances
of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the
state bear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ng the families of the
victims.
I-9. It is a common practice in many jurisdictions to deny the
principle of non-self-incrimination by the suspect in the
investigative process. This is to make the suspect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against him or herself. Often, false
promises of quick release or lenient sentences are made to
deceive the suspect to give such information. It is a right of
the accused to be represented by a lawyer of his choice.
However, there exists a lack of proper oversight over the
investigation and cover ups that flout the basic principles
against such manipulation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cess.
Thus, a statement of confession by the accused should not
be formally used during trial.
I-10.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 under Article 5(2)
obligates all states to prevent undue delay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through several
of its views on the communications it has examined, has dealt
134

with the issue of undue delay and has declared it to be a human
rights violation. However, in Asia criminal cases can take 15
years and civil cases can take up to 30 years. The result is
that litigants and witnesses are discouraged from the pursuit
of their rights through legal means. All this adds to public
skepticism about the judicial process.
I-11. There should be a remedy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actice guidelines for whe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s manipulated. Avenues must be available for such types of
concerns to be brought to judicial notice as soon as possible.
Subsequently, the judiciary should act promptly to remedy the
manipul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itself.
I-12. Access to effective remedies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is blocked whe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s undermined.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t is essential to identify the rejection or undermining
of the separation of powers as a central issue. Where the
judiciary does not have the actual power and capacity to
override the actions of the executive when the law is broken,
the basic structure of that particular state does not allow the
judiciary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There must be provisions that articulate how the princip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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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aration of powers is entrenched and, in particular how the
independent and impartial exercise of judicial power is
protected from any kind of displacement.
I-13. In many Asian countries, there are institutions which bear
the title of “courts” that are not really courts of justice as
understoo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ule of law. In some
countries, military tribunals or military courts have been set
up and people are denied access to actual courts of law. The
court should be a court of law bound only by principles of
law.
I-14. It is the duty of the judges themselves to be the ultimate
guardians for the protec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Where the judiciary does
not have the power and ability to decide on questions of law,
the ability of courts to make fair decisions relating to the
liberties of the individual is highly questionable. There are also
circumstances in which the entire judicial branch comes under
the control of military dictatorships. The courts transform and
become mere instruments for carrying out military objectives
and military orders. In those circumstances, the tenets of rule
of law and of human rights lose all validity and rele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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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5.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can only exist in a
cultural context that accepts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depends on the capacity
of members of these professions to exercise their critical
faculties and give expression to all the legal and philosophical
notions within which legal rights have their foundation.
Therefore, all restrictions on the use of the critical faculties
of judges and lawyers cripple and gradually destroy the very
existence of an independent legal and judicial system. Thes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seriously hamper the
functioning and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s a whole,
including the judicial process.
I-16. A serious problem is corruption in the judiciary itself.
The result of this corruption is a loss of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which contributes to the spread of corruption
and the undermining of judicial institutions.
I-17. A vibrant and independent legal profession is an essential
precondition for the existence and preservation of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iberties. However,
in most countries in Asia an independent legal profession has
not emerged. There have even been reports of extrajudicial
executions, various forms of imprisonment, and other forms
of reprisal, including the enforced disappearances of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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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ir families. Allowing such forms of violence against lawyers
endangers the existence of any independent legal profession.
Every form of interference with the free and fair practice of
law by lawyers directly affects the quality of the judicial
officers, who are chosen from this pool of law practitioners.
I-18. In many countries in Asia, the policing systems were
either created by military regimes and shaped to serve military
requirements, or were created during colonial times to serve
colonial interests, which were basically militaristic in nature.
The abandonment of justice has occurred through the
non-enforcement of laws that protect citizens as well as
weakened procedural laws. The aim of all such laws is to curtail
the liberties of the individual, often for the alleged purpose
of national security. As a consequence of the use of anti-terrorism
laws and emergency rule, serious damage is caused to the
judiciary.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is suppressed in
favour of measures undertaken in the name of security.
Throughout Asia, many people regard the police as the most
corrupt state institution. Controlling the policing syste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ule of law requires a great deal of
anti-corruption work carried out by truly independent institutions.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iberties, preservation of
democracy, enforcement of the rule of law principle wi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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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ies, and the possibility of fair trial, there must be radical
reforms of the policing systems that exist in most parts of Asia.

Ⅱ. Right to Peace
Ⅱ-1.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peace and security are
the underlining principles and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itself and peace has been set out as the preeminent goal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eace and security,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are the three key pillars of the
United Nations. Conflict has devastating effects on development
and the fulfillment of human rights. Food insecurity undermines
the capability of a society, affecting vulnerable populations
disproportionately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In conflict-affected
countries, public services are severely constrained. Military
spending has adverse effects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nd prevents states from realizing internationally recognized
development goals.
States should reduce military spending in order to ensure that
national resources are properly allocated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the people and remove disparity.
We also call for states to address the issue of development
and the reduction of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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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The basic concept of human rights is understood to be
individual entitlement. The UDHR and many other international,
regional or national human rights laws recognize rights of
“everyone” and require stat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l rights of individual citizen. The two
categories of rights which refer to political and civil rights an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ve been legislated,
therefore, most of them are justiciable. However, the third
category of rights which is based on the concept of “solidarity
rights” which belong to the group and collectivity have been
facing challenges until now.
Ⅱ-3. Article 1 of the 1984 UN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Peoples to Peace “solemnly proclaims that the peoples of our
planet have a sacred right to peace” and that “everyone has
the right to enjoy peace such that all human rights are promoted
and protected and development is fully realized.”

Article 2

declares that the preservation of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
and the promotion of its implementation constitute a fundamental
obligation of each state.
On 19 December 2016 the UN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Declaration on the Right to Peace. It recognizes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all peoples
is the key to the Right to Peace. The Declaration also reite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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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ct that development, peace, security and human rights
are linked and mutually reinforcing. It emphasizes that the
peaceful settlement and prevention of conflicts are enabling
conditions for the right to peace. The Declaration further states
that the positive role of women,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ortance of moderation, dialogue,
cooperation, education, tolerance and cultural diversity,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and the fight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are all related
to the right to peace.
Ⅱ-4.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ets 17
goals and reinforcing the right to peace by declaring that “we
are determined to foste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ch are free from fear and violence. There can be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 peace without
development”. This global agenda finds its place in the national
agendas of all states in Asia.
Ⅱ-5. States have a duty to maintain law and order which
should be conducted with strict restraints on the use of force
in accordance with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humanitarian law. Every individual and group
is entitled to protection against all forms of violence committed
by the state. The Asian Human Rights Charter maintai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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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that Asian people have suffered many deaths, as well as
the external or internal displacements of persons, and the
break-up of families and denial of the prospect of peaceful
existence. It stated that for the people to live in peace it is
necessary for the political, economic or social activities of the
state, the corporate sector and the civil society to respect the
right to security and the personal integrity of all people
including the vulnerable groups. It further elaborated that all
persons have the right to live in peace so that they can fully
develop their capacities, physical, moral and spiritual, without
being the target of any kind of violence.
Ⅱ-6. Past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foreign states and the
entities have used Asian groups as surrogates to wage wars.
The existence of armed groups in countries instigated the
governments to engage in internal conflicts. By doing so, they
have made huge profits out of the sale of armaments. Foreign
military infrastructure and other establishments have threatened
the social and physical security and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who live in the area. To maintain peace in the region,
all acts of terror and violence committed by state and non-state
actors must be denounced. The use of all kinds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drones and nuclear technology used
for military purpose must be denounced. The arms trade and
arms race should be controlled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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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7. In all conflict situations, women and children are always
the first to become victims of war and violence. Women and
children face the most of these attacks including mass rape,
slaughter, and the destruction of property and disappearance
of family members. This generates thousands of orphans. For
the right to peace to be fulfilled and sustained, it has to address
structural violence from which some particular groups especially
women, and women belonging to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suffer. The lack of gender equality always contributes
to violence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There is
a real need for right to peace to properly address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o ensure that children and fully protected.
Ⅱ-8. Since 9/11 when the war against terrorism began, the
world has seen unprecedented levels of destruction through
the use of modern technologies and war machineries. Suppression
of independent thought processes and peoples’ struggles,
particularl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movements, Islamophobia
and hatred against “other” communities who are different from
the dominant communities, all of these have become the norm.
War and occupation have become the methods of suppression.
In many places in Asia, religious extremism and militarization
has brought misery to the religious minorities and the people
who fight for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Many countries
in Asia continue to apply extensively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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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uppress peoples’ rights and they dictate only one kind of
narrative of these states, which should be followed by all the
people of those respective states. We deplore any states’ use
the discourse of peace and order to curtail rights and freedoms
that people are exercising.
Ⅱ-9. Conflicts, violence and discrimination in different forms
are widespread and cause the displacement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region. A number of countries are facing the
fastest growth of refugees in the 21st century. This poses
challenges to peace building and to development. The adoption
of 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and the Global Compact
on Migration, although reflecting the general political will of
international community to deal with the rights of mass
population movements may not contribute to stopping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crises unless the root causes are
properly addressed. States and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cknowledge that forced migration is a regional
problem which requires regional and collective responses and
solutions. There is also a real need of paradigm shift from
security and control mentality to a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o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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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The Right to Culture
Ⅲ-1. Globalization has led to better integration, adaptation
and learnings from other cultures. But it has also led to the
ascension of American culture as the global culture, while
relegating all other cultures as local. In this context, states
have a special responsibility to protect, preserve and promote
music, films, dance and all other art forms. As many Asian
states are multicultural in nature, states should treat all cultures
equally. Fringe groups masquerading as guardians of culture
should not be allowed to violate the individual rights of citizens
in the name of protecting culture.
Ⅲ-2. The right to education is vital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ulture. States should take step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affordable and quality education at the primary, secondary and
university levels and to ensure academic freedom for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Faculty should have the freedom to teach,
to research and to express their views. Similarly, students have
the right to choose courses in an atmosphere of freedom,
especially that of freedom of expression. State intervention
should be limited to ensuring 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Ⅲ-3. Language is a powerful medium of expression of culture.
Imposition of a particular language or script on lingu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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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ities should be avoided. Efforts should be made to make
all official information available in all the languages spoken in
the state. Every student has a right to receive education in
a language of his choic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quality education in all the languages. States should not impose
or prefer one language as the medium of instruction. States
should take all measures to preserve, protect and promote
languages.
Ⅲ-4. Asia is home to many indigenous communities and states
in the region have a duty to protect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eir cultures. States should recognize the symbiotic
relationship that indigenous communities have with nature.
Attempts to conserve nature and its resources by these
communities should be encouraged. Displacement for development
destroys indigenous communities and their distinct cultures.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prior informed consent’, should be strictly adhered to in
matters of land acquisition. Traditional knowledge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culture and Asia is rich both in biological diversity
and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it. National governments
should protect traditional knowledge and combat ‘bio-piracy’.
Ⅲ-5 Religion can be only one component of culture; it should
not be equated with culture. In the Asian context, many cul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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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end religion. Special care should be taken to protect
cultural diversity existing within religions. Attempts by religious
minorities to adapt to local cultures should not be discouraged
or prevente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not be any
coercion for the religious minorities to adapt to local cultures.
Ⅲ-6. As culture has evolved in close and continuous interaction
with nature, states should take special care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pect traditional ways of doing thi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flects realization that
development has to be sustainable. Culture can inform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nshrined in the document. States should focus special
attention on the cultural dimensions of these goals.
Ⅲ 7. The idea that migrants implicitly relinquish their cultural
claims when they leave their country of origin must be
emphatically rejected. There should be a policy of respect,
non-discrimination and non-interference in the day to day
cultural practices of the immigrants. Preference for the
language of the country of origin, or in the case of second
and third generation members of the immigrant families,
language of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should not be
interfer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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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8. Culture is often viewed as an impediment to the realization
of women’s human rights and cultural practices are often used
to discriminate against women. This is mainly due to viewing
culture as ‘static’ and certain values as ‘intrinsic’ to a given
culture and therefore unchangeable. Women lack influence in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have limited opportunities to
further develop cultural life. Attempts at all levels must be made
to ensure that women can fully realize their human rights,
owning and belonging to their culture at the same time. In this
context, states should honor their commitment to ensure the
right of women to participate in recreational activities, sports
and all aspects of cultural life.
Ⅲ-9. Many of the states in Asia have gone through conflicts
as well as colonialism with its associated violence. In building
post-conflict societies culture can play an important role. The
state should adopt an inclusive approach accommodating the
ethno-cultural diversity of a society.
Ⅲ-10. Media has a big role to play in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culture. In their reporting, media should be sensitive
to cultural differences and diversity in society. Stereotyping of
certain communities should be avoided. ‘Fake news’ can have
serious implications for the enjoyment of this right. Media
should consider the need for self-regulatory bodies a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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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ly either at the organization or national level.
Ⅲ-11. Business, especially transnational corporations have a
huge bearing in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n Asia. In the
context of the right to culture, businesses should acknowledge
cultural diversity and respect local culture in terms of recruitment,
conditions of work, holidays etc. Business can also play a positive
role in promoting cultu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may be used for promoting different cultural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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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EAMBLE
Wherea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Whereas disregard and contempt for human rights have
resulted in barbarous acts which have outraged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e advent of a world in which human being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belief and freedom from
fear and want has been proclaimed as the highest aspiration
of the common people,
Whereas it is essential, if man is not to be compelled to have
recourse, as a last resort, to rebellion against tyranny and
oppression, that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by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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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as it is essential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between nations,
Whereas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Whereas Member States have pledged themselves to achieve,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the promotion of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ereas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se rights and freedoms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pledge,
Now, therefore, The General Assembly, Proclaims thi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a common standard of
achievement for all peoples and all nations, to the end that
every individual and every organ of society, keeping this
Declaration constantly in mind, shall strive by teaching and
education to promote respect for these rights and freedoms
and by progressive measures, national and international, to
secure their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both among the peoples of Member States themselves and
among the peoples of territories under thei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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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Article 3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4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slavery
and the slave trade shall be prohibited in all their forms.
Article 5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6 Everyone has the right to recognition everywher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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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son before the law.
Article 7 All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to equal protection of the law. All are
entitled to equal protection against any discrimination in
violation of this Declaration and against any incitement to
such discrimination.
Article 8 Everyone has the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by
the competent national tribunals for acts violating the
fundamental rights granted him by the constitution or by law.
Article 9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exile.
Article 10 Everyone is entitled in full equality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in
the determination of his rights and obligations and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Article 11
1. 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2.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penal offence on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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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pe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penal offence was committed.
Article 12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interference
with his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attacks upon his honour and reputa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Article 1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within the borders of each State.
2. Everyone has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his
own, and to return to his country.
Article 14
1. Everyone has the right to seek and to enjoy in other
countries asylum from persecution.
2. This right may not be invoked in the case of prosecutions
genuinely arising from non-political crimes or from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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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nationality.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nationality nor
denied the right to change his nationality.
Article 16
1. Men and women of full age, without any limitation due
to race, nationality or religion,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They are entitled to equal rights
as to marriage, during marriage and at its dissolution.
2. Marriage shall be entered into only with the free and full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3. The family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and is entitled to protection by society and the
State.
Article 17
1. Everyone has the right to own property alone as well as
in association with others.
2. 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his property.
Article 18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teaching, practice, worship and obser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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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9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Article 20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2. No one may be compelled to belong to an association.
Article 21
1. Everyone has the right to take part in the government
of his country,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equal access to public service
in his country.
3. The will of the people shall be the basis of the authority
of government; this will shall be expressed in periodic and
genuine elections which shall be by universal and equal
suffrage and shall be held by secret vote or by equivalent
free voting procedures.
Article 22 Everyone, as a member of society, ha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and is entitled to realization, through national
eff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 accordance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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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ganization and resources of each State, of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dispensable for his dignity and
the free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Article 23
1.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2. Everyone, without any discrimination, has the 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3. Everyone who works has the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remuneration ensur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an
existence worthy of human dignity, and supplemented, if
necessary, by other means of social protection.
4. Everyone has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Article 24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t and leisure, including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rticle 25
1. Everyone ha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health and well-being of himself and of his family,
including food, clothing, housing and medical care and
necessary social services, and the right to securit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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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of unemployment, sickness, disability, widowhood,
old age or other lack of livelihood in circumstances beyond
his control.
2. Motherhood and childhood are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All children, whether born in or out of wedlock,
shall enjoy the same social protection.
Article 26
1. 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shall be
free, at least in the elementary and fundamental stages.
Element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higher education shall b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merit.
2.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o the strengthening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racial or religious groups, and shall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3. Parents have a prior right to choose the kind of education
that shall be given to their children.
Article 27
1. Everyone has the right freely to participate in the cultural
life of the community, to enjoy the arts and to shar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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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benefits.
2.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icle 28 Everyone is entitled to 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in which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can be fully realized.
Article 29
1. Everyone has duties to the community in which alone the
free and full development of his personality is possible.
2. In the exercise of his rights and freedoms, everyone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solely for the purpose of securing due recognition and
respect f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of
meeting the just requirements of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3. These rights and freedoms may in no case be exercised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0 Nothing in this Declara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162

2.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13 U.N.T.S. 222, entered into force Sept. 3, 1953, as
amended by Protocols Nos 3, 5, 8, and 11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1 September 1970, 20 December 1971, 1 January
1990, and 1 November 1998 respectively.

Rome, 4.XI.1950
"The text of the Convention had been amend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Protocol No. 3 (ETS No. 45),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1 September 1970, of Protocol No. 5 (ETS No.
55),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0 December 1971 and of
Protocol No. 8 (ETS No. 118),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90, and comprised also the text of Protocol No. 2
(ETS No. 44) which,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3 thereof, had been an integral part of the Convention since
its entry into force on 21 September 1970. All provisions which
had been amended or added by these Protocols are replaced
by Protocol No. 11 (ETS No. 155), as from the date of its entry
into force on 1 November 1998. As from that date, Protocol
n 9 (ETS No. 140), which entered into force on 1 October
1994, is repealed and Protocol No 10 (ETS No. 146), which has
not entered into force, has lost its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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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overnments signatory hereto, being members of the
Council of Europe,
Consider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claim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10th December 1948;
Considering that this Declaration aims at securing the
universal and effective recogni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therein declared;
Considering that the aim of the Council of Europe is the
achievement of greater unity between its members and that
one of the methods by which that aim is to be pursued is the
maintenance and further realis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Reaffirming their profound belief in those fundamental
freedoms which are the foundation of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and are best maintained on the one hand by an effective
political democracy and on the other by a common
understanding and observance of the human rights upon which
they depend;
Being resolved, as the governments of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like-minded and have a common heritage of political
traditions, ideals, freedom and the rule of law, to take the first
steps for the collective enforcement of certain of the rights
stat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Have agreed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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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Oblig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shall secure to everyone within
their jurisdiction the rights and freedoms defined in Section
1 of this Convention.

SECTION I RIGHTS AND FREEDOMS
Article 2 Right to life
1. Everyone's right to life shall be protected by law.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fe intentionally save in the
execution of a sentence of a court following his conviction
of a crime for which this penalty is provided by law.
2. Deprivation of life shall not be regarded as inflicted in
contravention of this article when it results from the use
of force which is no more than absolutely necessary:
(a) in defence of any person from unlawful violence;
(b) in order to effect a lawful arrest or to prevent the
escape of a person lawfully detained;
(c) in action lawfully taken for the purpose of quelling a
riot or insurrection.
Article 3 Prohibition of torture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4 Prohibition of slavery and forced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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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one shall be held in slavery or servitude.
2. No one shall be required to perfo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3.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term "forced or
compulsory labour" shall not include:
(a) any work required to be done in the ordinary course
of detention impos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is Convention or during conditional
release from such detention;
(b) any service of a military character or, in case of
conscientious objectors in countries where they are
recognised, service exacted instead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 any service exacted in case of an emergency or calamity
threatening the life or well-being of the community;
(d) any work or service which forms part of normal civic
obligations.
Article 5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1. Everyone has the right to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No one shall be deprived of his liberty save in the following
cases and in accordance with a procedure prescribed by
law:
(a) the lawful detention of a person after conviction by
a competent court;
(b) the lawful arrest or detention of a person for non-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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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lawful order of a court or in order to secure
the fulfillment of any obligation prescribed by law;
(c) the lawful arrest or detention of a person effected for
the purpose of bringing him before the competent legal
authority on reasonable suspicion of having committed
an offence or when it is reasonably considered necessary
to prevent his committing an offence or fleeing after
having done so;
(d) the detention of a minor by lawful order for the purpose
of educational supervision or his lawful detention for
the purpose of bringing him before the competent legal
authority;
(e) the lawful detention of persons for the prevention of
the spreading of infectious diseases, of persons

of

unsound mind, alcoholics or drug addicts or vagrants;
(f) the lawful arrest or detention of a person to prevent
his effecting an unauthorised entry into the country or
of a person against whom action is being taken with
a view to deportation or extradition.
2. Everyone who is arrested shall be informed promptly, in
a language which he understands, of the reasons for his
arrest and of any charge against him.
3. Everyone arrested or de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c) of this article shall be brought
promptly before a judge or other officer authorised by
law to exercise judicial power and shall be entitled to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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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in a reasonable time or to release pending trial.
Release may be conditioned by guarantees to appear for
trial.
4. Everyone who is deprived of his liberty by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entitled to take proceedings by which
the lawfulness of his detention shall be decided speedily
by a court and his release ordered if the detention is not
lawful.
5. Everyone who has been the victim of arrest or detention
in contraven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have
an enforceable right to compensation.
Article 6

Right to a fair trial

1. In the determination of his civil rights and obligations or
of any criminal charge against him, everyone is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within a reasonable time by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Judgment shall be pronounced publicly but the press and
public may be excluded from all or part of the trial in
the interests of morals, public order or national security
in a democratic society, where the interests of juveniles 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life of the parties so require,
or to the extent strictly necessary in the opinion of the
court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publicity would
prejudice the interests of justice.
2.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shall be pre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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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3. Everyone charged with a criminal offence has the following
minimum rights:
(a) to be informed promptly, in a language which he
understands and in detail,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against him;
(b) to have adequate time and facilities for the preparation of
his defence;
(c) to defend himself in person or through legal assistance
of his own choosing or, if he has not sufficient means
to pay for legal assistance, to be given it free when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d) to examine or have examined witnesses against him and
to obtain the attendance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behalf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witnesses
against him;
(e)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he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in court.
Article 7 No punishment without law
1. No one shall be held guilty of any criminal offence on
account of any act or omission which did not constitute
a criminal offence under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Nor shall a heavier
penalty be imposed than the one that was applicable at
the time the criminal offence was committed.
European Convention 169

2. This article shall not prejudice the trial and punishment of
any person for any act or omission which, at the time
when it was committed, was criminal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sed by civilised nations.
Article 8

Right to respect for private and family life

1. Everyone has the right to respect for his private and family
life, his home and his correspondence.
2. There shall be no interference by a public authority with
the exercise of this right except such as 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is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public safety or the economic
well-being of the countr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9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change his
religion or belief and freedom, either alone or in community
with others and in public or private, to manifest his religion
or belief, in worship, teaching, practice and observance.
2.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public safety,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order,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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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rticle 10 Freedom of expression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hold opinions and to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without interference by
public authority and regardless of fronti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States from requiring the licensing of
broadcasting, television or cinema enterprises.
2. The exercise of these freedoms, since it carries with it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ay be subject to such formalities,
conditions, restrictions or penaltie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territorial integrity or public
safet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for the protection of the
reputation or rights of others, for prevent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eived in confidence, or for maintaining
the autho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Article 11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1.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to freedom of association with others, including the right
to form and to join trade unions for the protection of
hi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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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 restrictions shall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other than such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for the prevention of
disorder or crime, for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imposition of lawful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f the police or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Article 12 Right to marry
Men and women of marriageable age have the right to marry
and to found a family, according to the national laws governing
the exercise of this right.
Article 13 Right to an effective remedy
Everyone whose rights and freedoms a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are violated shall have an effective remedy before
a national authority notwithstanding that the violation has
been committed by persons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Article 14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enjoyment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shall be secured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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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Article 15 Derogation in time of emergency
1. In time of war or other public emergency threatening the
life of the nation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take
measures derogating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to the extent strictly required by the exigencies of the
situation, provided that such measures are not inconsistent
with its othe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2. No derogation from Article 2, except in respect of deaths
resulting from lawful acts of war, or from Articles 3, 4,
paragraph 1, and 7 shall be made under this provision.
3. Any High Contracting Party availing itself of this right of
derogation shall keep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fully informed of the measures which it has
taken and the reasons therefor. It shall also inform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when such
measures have ceased to operate and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e again being fully executed.
Article 16 Restrictions on political activity of aliens
Nothing in Articles 10, 11 and 14 shall be regarded as preventing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from imposing restrictions on
the political activity of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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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7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herein or at their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Article 18 Limitation on use of restrictions on rights
The restrictions permitted under this Convention to the said
rights and freedoms shall not be applied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ose for which they have been prescribed.

SECTION II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rticle 19 Establishment of the Court
To ensure the observance of the engagements undertaken by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in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s thereto, there shall be set up a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urt". It
shall function on a permanent basis.
Article 20

Number of judges

The Court shall consist of a number of judges equal to that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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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1 Criteria for office
1. The judges shall be of high moral character and must either
possess the qualifications required for appointment to high
judicial office or be jurisconsults of recognised competence.
2. The judges shall sit on the Court in their individual
capacity.
3. During their term of office the judges shall not engage
in any activity which is incompatible with their independence,
impartiality or with the demands of a full-time office; all
question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shall
be decided by the Court.
Article 22 Election of judges
1. The judges shall be elected by the Parliamentary Assembly with
respect to each High Contracting Party by a majority of
votes cast from a list of three candidates nominated by
the High Contracting Party.
2. The same procedure shall be followed to complete the
Court in the event of the accession of new High Contracting
Parties and in filling casual vacancies.
Article 23 Terms of office
1. The judges shall be elected for a period of six years. They
may be re-elected. However, the terms of office of
one-half of the judge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hre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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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judges whose terms of office are to expire at the
end of the initial period of three yea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immediately after their election.
3. In order to ensure that, as far as possible, the terms of
office of one-half of the judges are renewed every three
years, the Parliamentary Assembly may decide, before
proceeding to any subsequent election, that the term or
terms of office of one or more judges to be elected shall
be for a period other than six years but not more than
nine and not less than three years.
4. In cases where more than one term of office is involved
and where the Parliamentary Assembly applies the preceding
paragraph, the allocation of the terms of office shall be
effected by a drawing of lots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5. A judge elected to replace a judge whose term of office
has not expired shall hold office for the remainder of his
predecessor's term.
6. The terms of office of judges shall expire when they reach
the age of 70.
7. The judges shall hold office until replaced. They shall,
however, continue to deal with such cases as they already
have under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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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4 Dismissal
No judge may be dismissed from his office unless the other
judges decide by a majority of two-thirds that he has ceased
to fulfil the required conditions.
Article 25 Registry and legal secretaries
The Court shall have a registry, the functions and organisation of
which shall be laid down in the rules of the Court. The Court
shall be assisted by legal secretaries.
Article 26 Plenary Court
The plenary Court shall
(a) elect its President and one or two Vice-Presidents for
a period of three years; they may be re-elected;
(b) set up Chambers, constituted for a fixed period of time;
(c) elect the Presidents of the Chambers of the Court; they
may be re-elected;
(d) adopt the rules of the Court, and
(e) elect the Registrar and one or more Deputy Registrars.
Article 27 Committees, Chambers and Grand Chamber
1. To consider cases brought before it, the Court shall sit
in committees of three judges, in Chambers of seven
judges and in a Grand Chamber of seventeen judges. The
Court's Chambers shall set up committees for a fixed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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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re shall sit as an ex officio member of the Chamber
and the Grand Chamber the judge elected in respect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or, if there is none or if he
is unable to sit, a person of its choice who shall sit in
the capacity of judge.
3. The Grand Chamber shall also include the President of
the Court, the Vice- Presidents, the Presidents of the
Chambers and other judges chose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the Court. When a case is referred to the
Grand Chamber under Article 43, no judge from the
Chamber which rendered the judgment shall sit in the
Grand Chamber, with the exception of the President of
the Chamber and the judge who sat in respect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Article 28

Declarations of inadmissibility by committees

A committee may, by a unanimous vote, declare inadmissible or
strike out of its list of cases an application submitted under
Article 34 where such a decision can be taken without further
examination. The decision shall be final.
Article 29

Decisions by Chambers on admissibility and merits

1. If no decision is taken under Article 28, a Chamber shall
decide on the admissibility and merits of individual
applications submitted under Article 34.
2. A Chamber shall decide on the admissibility and meri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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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State applications submitted under Article 33.
3. The decision on admissibility shall be taken separately
unless the Court, in exceptional cases, decides otherwise.
Article 30

Relinquishment of jurisdiction to the Grand Chamber

Where a case pending before a Chamber raises a serious
question affect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s thereto, or where the resolution of a question
before the Chamber might have a result inconsistent with
a judgment previously delivered by the Court, the Chamber
may, at any time before it has rendered its judgment,
relinquish jurisdiction in favour of the Grand Chamber, unless
one of the parties to the case objects.
Article 31

Powers of the Grand Chamber

The Grand Chamber shall
(a) determine applications submitted either under Article 33
or Article 34 when a Chamber has relinquished jurisdiction
under Article 30 or when the case has been referred
to it under Article 43; and
(b) consider requests for advisory opinions submitted under
Article 47.
Article 32

Jurisdiction of the Court

1.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shall extend to all matters
concerning the interpreta- tion and applic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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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and the protocols thereto which are referred
to it as provided in Articles 33, 34 and 47.
2.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whether the Court has
jurisdiction, the Court shall decide.
Article 33

Inter-State cases

Any High Contracting Party may refer to the Court any alleged
breach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s
thereto by another High Contracting Party.
Article 34

Individual applications

The Court may receive applications from any perso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or group of individuals
claiming to be the victim of a violation by one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s thereto.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not to hinder in any way the effective exercise
of this right.
Article 35 Admissibility criteria
1. The Court may only deal with the matter after all domestic remedies
have been exhausted, according to the generally recognised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final decision was taken.
2. The Court shall not deal with any application submitted under
Article 34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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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s anonymous; or
(b) is substantially the same as a matter that has already
been examined by the Court or has already been
submitted to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and contains no relevant new information.
3. The Court shall declare inadmissible any individual application
submitted under Article 34 which it considers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s
thereto, manifestly ill-founded, or an abuse of the right
of application.
4. The Court shall reject any application which it considers
inadmissible under this Article. It may do so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Article 36

Third party intervention

1. In all cases before a Chamber or the Grand Chamber, a
High Contracting Party one of whose nationals is an
applicant shall have the right to submit written comments
and to take part in hearings.
2. The President of the Court may, in the interest of the
proper administration of justice, invite any High Contracting
Party which is not a party to the proceedings or any person
concerned who is not the applicant to submit written
comments or take part in hearings.
Article 37

Striking ou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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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Court may at any stage of the proceedings decide
to strike an application out of its list of cases where the
circumstance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a) the applicant does not intend to pursue his application; or
(b) the matter has been resolved; or
(c) for any other reason established by the Court, it is no longer
justified to continue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However, the Court shall continue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i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defined
in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s thereto so requires.
2. The Court may decide to restore an application to its list of
cases if it considers that the circumstances justify such
a course.
Article 38

Examination of the case and friendly settlement

proceedings
1. If the Court declares the application admissible, it shall
(a) pursue the examination of the case, together wi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nd if need be, undertake
an investigation, for the effective conduct of which the
States concerned shall furnish all necessary facilities;
(b) place itself at the disposal of the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securing a friendly settlement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s
defined in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s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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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oceedings conducted under paragraph 1.(b) shall be
confidential.
Article 39

Finding of a friendly settlement

If a friendly settlement is effected, the Court shall strike the
case out of its list by means of a decision which shall be
confined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Article 40

Public hearings and access to documents

1. Hearings shall be in public unless the Cour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decides otherwise.
2. Documents deposited with the Registrar shall be accessible to
the public unless the President of the Court decides
otherwise.
Article 41

Just satisfaction

If the Court finds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s thereto, and if the internal law
of the High Contracting Party concerned allows only partial
reparation to be made, the Court shall, if necessary, afford
just satisfaction to the injured party.
Article 42

Judgments of Chambers

Judgments of Chambers shall become fina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44,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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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3

Referral to the Grand Chamber

1. Within a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the
judgment of the Chamber, any party to the case may, in
exceptional cases, request that the case be referred to
the Grand Chamber.
2. A panel of five judges of the Grand Chamber shall accept
the request if the case raises a serious question affect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r the
protocols thereto, or a serious issue of general importance.
3. If the panel accepts the request, the Grand Chamber shall
decide the case by means of a judgment.
Article 44

Final judgments

1. The judgment of the Grand Chamber shall be final.
2. The judgment of a Chamber shall become final
(a) when the parties declare that they will not request that
the case be referred to the Grand Chamber; or
(b)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judgment, if reference
of the case to the Grand Chamber has not been
requested; or
(c) when the panel of the Grand Chamber rejects the
request to refer under Article 43.
3

The final judgment shall be published.

Article 45

Reasons for judgments and decisions

1. Reasons shall be given for judgments as well a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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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s declaring applications admissible or inadmissible.
2. If a judgment does not represent, in whole or in part,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judges, any judge shall be
entitled to deliver a separate opinion.
Article 46

Binding force and execution of judgments

1.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abide by the
final judgment of the Court in any case to which they
are parties.
2. The final judgment of the Court shall be transmitted to
the Committee of Ministers, which shall supervise its
execution.
Article 47

Advisory opinions

1. The Court may, at the request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give advisory opinions on legal question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s thereto.
2. Such opinions shall not deal with any question relating to
the content or scope of the rights or freedoms defined
in Section 1 of the Convention and the protocols thereto,
or with any other question which the Court or the Committee
of Ministers might have to consider in consequence of
any such proceedings as could be institu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3. Decision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to request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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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isory opinion of the Court shall require a majority vote
of the representatives entitled to sit on the Committee.
Article 48

Advisory jurisdiction of the Court

The Court shall decide whether a request for an advisory
opinion submitted by the Committee of Ministers is within
its competence as defined in Article 47.
Article 49

Reasons for advisory opinions

1. Reasons shall be given for advisory opinions of the Court.
2. If the advisory opinion does not represent, in whole or
in part,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judges, any judge
shall be entitled to deliver a separate opinion.
3. Advisory opinions of the Cour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Committee of Ministers.
Article 50

Expenditure on the Court

The expenditure on the Court shall be borne by the Council
of Europe.
Article 51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judges

The judges shall be entitled, during the exercise of their
functions, to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provided for in
Article 40 of the 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 and in
the agreements made there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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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III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52

Inquiries by the Secretary General

On receipt of a request from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any High Contracting Party shall furnish
an explanation of the manner in which its internal law ensures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n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rticle 53

Safeguard for existing human right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construed as limiting or
derogating from any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which may be ensured under the laws of any High
Contracting Party or under any other agreement to which
it is a Party.
Article 54

Powers of the Committee of Minister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judice the powers conferred
on the Committee of Ministers by the 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
Article 55

Exclusion of other means of dispute settlement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agree that, except by special
agreement, they will not avail themselves of treaties, conventions
or declarations in force between them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by way of petition, a dispute arising out of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a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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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ettlement other than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Article 56 Territorial application
1.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its ratifica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that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subject to paragraph 4 of this
Article,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it is respon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xtend to the territory or territories
named in the notification as from the thirtieth day after
the receipt of this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3.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applied in such
territories with due regard, however, to local requirements.
4. Any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thereafter
declare on behalf of one or more of the territories to which
the declaration relates that it accepts the competence of
the Court to receive applications from individuals,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or groups of individuals
as provided by Article 34 of the Convention.
Article 57 Reservations
1. Any State may, when signing this Convention or when
depositing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make a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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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spect of any particular provision of the Convention
to the extent that any law then in force in its territory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 Reservations of
a general character shall not be permitted under this
article.
2. Any reservation made under this article shall contain a
brief statement of the law concerned.
Article 58 Denunciation
1. A High Contracting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only after the expiry of five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it became a party to it and after six months'
notice contained in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who shall inform the
other High Contracting Parties.
2. Such a denunci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High Contracting Party concerned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in respect of any act which, being
capable of constituting a violation of such obligations, may
have been performed by it before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became effective.
3. Any High Contracting Party which shall cease to be a
member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cease to be a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 the same conditions.
4. The Convention may be denounc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in respect o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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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y to which it has been declared to extend under
the terms of Article 56.
Article 59 Signature and ratificat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the signature of the
members of the Council of Europe. It shall be ratified.
Ratifications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2.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after the
deposit of t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3. As regards any signatory ratifying subsequently, the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at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4.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uncil of Europe shall notify
all the members of the Council of Europ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the names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who have ratified it, and the deposit
of all instruments of ratification which may be effected
subsequently.
Done at Rome this 4th day of November 1950, in English
and French, both texts being equally authentic, in a single copy
which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Council
of Europe. The Secretary General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to each of the signatories.

190

발행일 2021. 8. 30.
저 자 5·18기념재단
발행인 정동년
발행처 5·18기념재단 (담당 홍유정)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1층
연락처 062-360-0518
ISBN 978-89-94128-56-6 (93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