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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과 강제노동이라 함은, 그것이 이뤄지는 경제 활동 분야를 막론하고, 국가 당국에 의하여 

의해 부과된 강제 노동을 말한다. … 국가가 의무 근로를 시민에게 부과할 권한을 인정되지만 이

는 이런 특권은 구체적 상황, 예를 들어, 의무 군 복무를 위한 순수히 군사적 성격의 노동, …, 전

쟁, 화재, 수해, 기근, 지진 등 비상사태 하의 근로나 복무 등 범위에 제한된다. 

State-imposed forced labour refers to forced labour imposed by State authorities, regardless of 

the branch of economic activity in which it takes place. …  While it is recognized that States have 

the power to impose compulsory work on citizens, the scope of these prerogatives is limited to 

specific circumstances, for exampl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work of purely military character; 

…; work or service in cases of emergency such as war, fire, flood, famine, earthquake, etc. 

 

… 

51 쪽 

군 복무 징집의 남용은 모든 [강제노동] 사건의 27%를 차지한다. 

The abuse of conscription into military services accounts for 27 per cent of all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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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남용 

Abuse of conscription  

이 형태의 국가부과 강제노동은 국가가 징집병을 “순수히 군사적 성격”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도

록 의무 군 복무 법률에 적용을 받게 강제할 때 발생한다. 징집 남용은 종종 사회·경제적 후생에 

기여하는, 교통기반시설 재생, 녹색에너지 발전, 기타 대규모 노동 동원을 필요로 하는 목표의 구

실이다. 징집 남용은 따라서 일반적으로 더 넓은 경제발전의 목적을 위한 강제노동 금지와 연결

된다. 

This form of state-imposed forced labour occurs where states force conscripts subject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laws to perform work not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189 Abuse of conscription is 

often carried out under the pretext of contributing to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reviving 

transport infrastructure, generating green energy, and other objectives requiring large-scale labour 

mobilisation. Abuse of conscription is therefore generally linked with the broader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d labour for the purposes of economic development (see below).190  

ILO는 법제가 비군사적 업무가 비상사태로 제한되거나 오직 자원자에 의해서만 수행되도록 명확

하게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협약 및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EACR,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로부터의 논평은 몇몇 국가는 단

지 규제를 구체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법률에 징집병이 민간 및 개발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법률에 제공하고 있다(예: 몽골, 잠비아). 

The ILO recommends that legislation should clearly reflect the principle that non-military tasks are 

to be restricted to emergencies or performed exclusively by volunteers.191 Comments from the 

CEACR indicate that some countries not only fail to specify the restriction but, on the contrary, 

provide explicitly in law that conscripts can be mobilised for civil and developmental purposes (e.g., 

Mongolia192 and Zambia193). 

기반시설을 짓거나 국가를 위한 특정 자원을 생산하는 의무 군 복무의 틀 안에서 징용되는 노동

의 사용이 이집트내 ILO 감독 기구들에 의하여 포착되어 왔는데, 국내법제가 학업을 마치고 군대

의 요구보다 초과하는 청년들을 지방 및 도시 사회 개발, 농업 및 소비자협동조합, 공장 생산설비

에서 일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차드에서는 의무 군 복무 틀 내에서 복무에 적합한 징집병

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2년 간 군 당국의 처분을 기다리는데 정부 명령에 따라 공공 

이익을 위한 일을 수행하도록 소집될 수 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징집병이 다양한 비군사적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The use of labour exacted within the framework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to build infrastructure 

or produce certain resources for the state194 has been noted by the ILO supervisory bodies in 

Egypt,195 where national legislation provides that young persons who have completed their studies, 

and who are surplus to the requirements of the armed forces, may be directed to work in the 

development of rural and urban societies, in agricultural and consumers’ cooperative associations, 

and in the production units of factories. It was also noted in Chad,196 where within the framework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onscripts who are fit for service a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of which remains at the disposal of the military authorities for two years and may be called 

upon to perform work in the general interest by order of the government, and in Myanmar,197 where 

conscripts are required to perform a variety of non-military tasks.  

다른 국가들은 군인을 강제노동으로부터의 헌법 및 노동법상 보호에서 제외시키거나(예: 짐바브웨) 

민간 업무를 군 복무에 마구 엮어서 전자를 징집병에게 의무로 만든다(예: 말리).  

Other states exclude military personnel from the protection in constitutional or labour law from 

forced labour (e.g., Zimbabwe198) or bundle civic service with military service to make the former 

also compulsory for conscripts (e.g., Mali199).  



일부 국가는 군 장교(military officers)가 퇴직하기 전에 재판소나 위원회의 허가를 득하도록 요구

하는데 동시에 법률상 퇴직요구서를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쓰일 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았다(이

집트). 다른 나라들은 직업 군 장교(career military officers)가 자신의 복무를 떠나는 것을 평시에도 

허용하지 않는다(예: 알바니아, 우간다, 말레이시아). 군 장교의 퇴직할 권리는 2012년도 기본협약

에 대한 일반설문에서 다루어졌는데,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1930) 하에서 자발적으로 고용에 

참여한 직업군인과 기타 국가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평시에는 합당한 기간 내에, 특정 간격을 두

거나 사전 고지를 하든, 복무를 떠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Some countries require military officers to obtain the approval of a tribunal or panel before they 

are allowed to resign, without at the same time specifying in law the criteria to be used to decide 

whether a resignation request will be accepted (Egypt).200 In other countries, career military officers 

are not allowed to leave their service, even in peacetime (e.g., Albania,201 Uganda,202 Malaysia203). 

The right of military officers to resign was addressed by the General Survey of 2012 on the 

Fundamental Conventions, where it is recalled that under the ILO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career military personnel and other persons in the service of the State, who have voluntarily 

entered into an engagement, should have the right to leave the service in peacetime within a 

reasonable period, either at specified intervals, or with previous notice.204 

… 

 

57쪽 

일반적 시민 의무를 넘어서거나 사소한 공동체 업무를 넘어서는 징수 

Exaction of work beyond normal civic obligations or beyond minor communal services  

국가는 사람들에게 일반적 시민 의무와 가벼운 공동체 업무를 넘어서는 일을 부과할 수 없다. 이

금지에 대해서 만약 그 일이 전쟁이나 재난 같이 비상사태의 경우에 발췌되면 예외이다. 비상사

태 이외의 경우 오직 의무 군 복무만이 ILO 제29호 협약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앞서 논의하였듯이 

“오직 순수히 군사적 성격”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States cannot impose work on people beyond normal civic obligations208 and minor communal 

services. An exception to this prohibition applies if the work is extracted in cases of emergency, 

such as a war or disaster.209 Outside of emergencies, only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ILO Convention No. 29 (subject to the condition that it is used “for work of a 

purely military character,” as discussed above). 

… 

 



국가부과 강제노동 종식을 위한 법률 개혁 

Legal reforms towards ending state-imposed forced labour 

… 

베트남과 튀르키예에서는 새 법률이 비군사적 성격의 임무나 역할을 맡는 의무 군 복무에 임하는 

사람들과 관련한 조항을 폐지하였다. …  

In Viet Nam218 and Türkiye,219 new laws have eliminated provisions regarding the engagement 

persons in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tasks or roles of a non-military natu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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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해 부과된 강제노동 

Forced labour imposed by the state  

추정을 위하여 국가부과 강제노동은 3개 주요 분류로 나눠져 왔다. 

For the estimate, state-imposed forced labour has been classifi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 

2. 징집병이 순수히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임무를 위한 노동을 강요받은 때, 징집 남용 

2. Abuse of conscription, when conscripts are forced to work for tasks which are not of purely 

military charact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