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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자체인권위원회설치의배경: 인권도시운동2)

1. 세계의인권도시운동
세계인권공동체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국제인권규범이 국경을 넘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에 못지 않게 인권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아래로부터의 인권”

(human rights from below), “인권의 지역화”(localizing human rights)가 새로운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3)

실제로 시민들의 구체적 삶에 착한 아래로부터의 토착화된 인권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의제들이 아래

로부터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지자체는 인권의 주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

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주권자와 더욱 착된 민주주

의를 실현하기 위함이고, 지방적 수준에서 구현된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인권이라는 이념에 더 가깝

고, 보다 책임성 있는 정치를 가능하게 해준다.5) 따라서 지방공동체에서 인권규범이 아래로부터 형성된

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6), 특히 사회권의 경우에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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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성 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1) 제3차 지방정부와 인권 세미나, 연세대학교 광복관, 한국인권재단 주최, 2014년 4월 29일; 강원권 인권제도 구축 및 이행방향 모색 워크숍 (국가인권위원
회, 강원도청 주최, 강원도청 2014. 7. 4.)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문제의식을 정리한 발표용 초고이며 인용 시에는 저자와 상의바랍니다
(sungsooh@gmail.com). 

2) 홍성수, “한국사회에서인권의변동: 세계화, 제도화, 지역화”, 『안암법학』, 제43권, 2014, 48-53쪽.

3) 대표적으로는 K. de Feyter et al. (eds), The Local Relevance of Human Righ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특히 이책에실린 K. De
Feyter and S. Parmentier, “Introduction: reconsidering human rights from below”와 G. O. Aguilar, “The local relevance of human rights: a
methodological approach”참조

4)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Doing Good Service (2005), 11쪽.

5)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Rule: Decentralisation and Human Rights (2002), 20-21쪽; E. Friis-Hansen, and H. M. Kyed,
Participation, Decentralization and Human Rights: A Review of Approaches for Strengthening Voice and Accountability in Local Governance. Social
Development Department, Environmentally and So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The World Bank, 2009), 20-32쪽; N. Thede,
“Decentralization, Democracy and Human Rights: A Human Rights?based Analysis of the Impact of Local Democratic Reforms on Development”,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A Multi-Disciplinary Journal for People-Centered Development 10-1, 2009, 110-113쪽; 우리 헌정질
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는 주민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장 수, 헌법학 (홍문사,
2011), 324쪽 참조.



지자체에서담당하고있기때문에지자체의역할이더욱중요하다.7)

특히 최근‘도시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8) 한편으로 현대사회에서

‘도시’는 사회권이나 일상생활에 접한 권리, 예컨대 식수, 주거, 대중교통, 교육, 환경, 안전에 대한 인

권 등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부각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외

국인, 이주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거나,9) 소수자 그룹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empowerment)하는 데에

도 유리한 공간으로 생각되었다.10) 여기에 이론적 자원을 제공한 것은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

(Henry Lefebvre)이다.11) 르페브르는‘도시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the city, le droit a lq ville)라는 개념

을 통해, 시민의 시민권과 구분되는 도시거주자의 권리, 즉 도시라는 공동의 작품에 대하여 도시 공간을

전유하고,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개념화하 다.12) 이러한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이 여러 학자, 행정가, 활동가들에게 향을 미쳐 도시권을 제도화하고 규범화하는 흐름으로 연결된

것이다.13) 2000년에는‘도시에서의인권보장을위한 유럽 헌장’(European Charter for the Safeguarding of

Human Rights in the City)이 제정되었고, 2004년 세계사회포럼에서는‘도시에 대한 권리에 대한 세계 헌

장’(World Charter on the Right to the City)이 채택되었으며, 2005년부터 유네스코(UNESCO)와 유엔-헤

비타트(UN-HABITAT)는‘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개별 도시 차원에서도‘몬트리올

권리와 책임 헌장’(The Montreal Charter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2006), ‘멕시코시 도시에 대한 권

리 헌장’(Mexico City Charter for the Right to the City, 2010) 등이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고, 2011년에는 도

시인권의 개념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문서인‘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 헌장-의제’(Global

Charter-Agenda for Human Rights in the City)가 채택되기도 했다.14) 2013년 9월 제24차 유엔 인권이사회

에서는‘지방정부와 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고 2014년 9월에는 중간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어, 유엔차원에서도도시인권이라는의제가본격적으로논의될것으로전망된다.

2. 한국의인권도시운동
세계적인 인권도시운동의 흐름은 한국에도 향을 주었고, 어떤 측면에서 한국이 그 주역이 되기도

했다. 사실 지자체가 인권보장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권의 보장은‘국가’와‘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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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중섭, “지역공동체와인권: 인권실행의증진방안을찾아서”, ??현상과인식??, 30권 4호, 2006, 135-140쪽.

7)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Doing Good Service (2005), 11쪽; Thede, 앞의 , 113-118쪽.

8) 포괄적인소개로는강현수, 도시에대한권리: 도시의주인은누구인가 (책세상, 2010) 참조.

9) 강현수, “도시연구에서 권리담론의 의미와 과제”, 강현수·황진태 편, 도시와 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20쪽. 이현재, “한국형 인권도시운동
의딜레마극복을위한철학적모색: 법적주체에서인문적주체로, 지방-도시에서 로컬-도시로”, 「민주주의와인권」, 13권 1호, 2013, 148쪽 이하참조.

10)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Rule: Decentralisation and Human Rights (2002), 21-22쪽; 강현수, “도시연구에서 권리담론의 의
미와과제”, 강현수·황진태편, 도시와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67쪽.

11) 이하 도시권에대한세계적인흐름에대해서는, 강현수, 도시에대한권리: 도시의주인은누구인가 (책세상, 2010); 강현수·황진태편, 도시와권리: 현대
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참조

12) H. Lefebvre, Writings on Cities, ed. by E. Kofman and E. Lebas (Oxford: Blackwell, 1996); 르페브르의 도시권 개념에 대해서는 C. Butler, Henri
Lefebvre: Spatial Politics, Everyday Life and the Right to the City (Abingdon: Routledge-Cavendish, 2012), 특히 6장;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관련실천운동의흐름”, 강현수·황진태편, 도시와권리: 현대도시권리담론 (라움, 2012), 40-50쪽 참조.

13) C. Butler, 앞의책, 146-148쪽 참조.

14) 이 헌장은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40국이 가입한‘도시와 지방정부 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의‘사회적 배제, 참여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위원회’(UCLG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가 2011년 세계회의(World Council)을 열어 채
택한것이다.



부’의 책무이지만 그 책임의 일부는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이며,15) 지자체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모

든 행정이 인권의 보호·증진을 목표로 해야 할 책무가 있다.16) 게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의 수

립과 이행은 우리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실제로,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등 인권 관련 법령들에서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

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17) 따라서 이렇게 법률에 규정된 지자체의 책무를 조례로서 확

인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당연한 법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18) 실제로, 한국에서 인권의 지역화는 2000년

대 후반 이러한 지자체의 인권책무를 담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격화되었다.19) 현재 서울

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

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서울 성북구, 부산 해운대구, 경기 수원시, 울산

동구, 경남 진주 등 주요 기초자치단체에 45곳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20) 이들 조례에는 대체

로 1) 인권 근거규범의 확인, 2) 지자체의 인권책무 확인, 3) 인권거버넌스의 구축(인권위원회 설치 등),

4) 인권의 제도화(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의무화 등), 5)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구제 등이 규정되

어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인권도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로부터 제기된 의제로서의 성격

이 강하긴 했지만, 시민사회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진주시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인

권조례제정운동이 시도된 바 있었으며,21) 인권도시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

역시의 경우에도 시민사회의 참여가 있었다.22) 한국인권재단 산하‘도시와 인권센터’처럼 인권도시운동

을 지원하는 민간조직도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권도시운동은 지자체 중심의 위로부터의 운동의 성

격이 강하며, 이로 인해 시민과 괴리된 인권도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3) 게다가 인

권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예산, 조직을 설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 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규정된 것대로, 여러 가지 기구들(인권

담당관,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등)이 자리를 잡고, 인권기본계획, 인권교육, 인권 향평가, 인권지

표등다양한인권제도들이기능하기시작한다면, 그파급효과는상당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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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Doing Good Service (2005), 20쪽; 국가인권위원회, 포괄적기본
인권조례표준안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보고서, 연구수행기관: 전남대공익인권법센터, 2011), 19, 25-26쪽. 

16) 송기춘, “지방자치와인권보장: 전라북도의사례를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18권 3호, 2012, 192-194쪽 참조.

17) 예컨대, ‘여성발전기본법’은“대한민국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제1조)한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財源)을 마련할책무를진다”(제5조)고 규정하고있다.

18) 정 선, “인권조례 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 『법학논총』, 18집 2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162쪽; 조상균, “국내 인권 관련 조례의 현황과 평가”,
<인권조례제정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대구사무소, 2009, 22, 27쪽.

19) 노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관한 연구: 국제인권레짐의 지역화를 중심으로”, 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제2장 참조. 이하 인권도시운동
과 인권조례제정운동의 배경에 대해서는 홍성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 대한 연구: 이념, 현실, 전망”, 『민주주의와 인권』, 12권 3호, 2012, 310-
311쪽 참조.

20) 2013년 1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자치법규 검색시스템(http://www.elis.go.kr)의 검색에 의한 통계이며, 기초지자체의 경우
검색기능의문제때문에숫자가정확하지는않다.

21) 진주시의 사례는 김중섭,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 근거: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3권 4호, 2009, 117-137쪽; 김중섭, “지역사회
의인권발전과조례제정: 진주시를중심으로”, 『현상과인식』, 31권 4호, 2007, 33-56쪽 참조.

22) 광주광역시의사례는, 조상균, “광주광역시인권증진조례의내용과과제”, 『법학논총』, 29집 2호, 전남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415-436쪽 참조.

23) 이러한비판으로, 미류, “‘인권도시’에대한기대와우려”, 『공간과사회』, 39권, 2012, 161-167쪽 참조.

24) 현재 인권도시운동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는 홍성수, 앞의 , 2012, 328쪽 이하; 양해림 외, 지역사회의 인권을 외치다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2013);
강현수, “주민의인권과권리를보장하는참여도시만들기”, 조명래외, 저성장시대의도시정책: 더 좋은도시, 더 행복한시민 (한울아카데미, 2013), 307-
340쪽 참조.



II. 지자체인권위원회의현황

1. 지자체인권위의의의
인권조례를 통한 인권도시운동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인권위원회’(이하“지자체

인권위”)이다. 지자체 인권위는 인권전문가 및 시민들이 인권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이 지자체의

행정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인권책무의 거버넌스 구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인권조례에는 빠짐없이 이러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명칭은 인권위원회(서울시, 서울성북

구, 서울서대문구), 인권증진시민위원회(광주), 인권증진위원회(경남), 인권옹호위원회(전북), 인권증진

위원회(울산북구), 인권위원회(울산동구), 시민인권위원회(광명) 등조금씩다르다.25) 

2. 인권위원회의설치현황
본 발표문 말미의 <참고자료>에 제시되어 있는, 인권조례상의 지자체 인권위의 위상과 기능에 관한

공통점을추려보면다음과같다. 

- 업무: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사항, 주민인권에 향을 미치는 법규·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센터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

한심의·자문.

- 조직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당연직 위원으로 지자체 인권 담당

국장. 위원은 인권 전문가 중 지자체장이 위촉. 소위원회 설치 가능. 위원 임기는 2년 ~ 3년이며, 연임

가능.

- 회의개최: 연 1회 ~ 4회

1) 업무

기본적으로 지자체 인권위의 업무는 심의·자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자체 인권위의 위상이

소위‘행정위원회’가 아닌, ‘자문위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25*) 대부분의 조례는 심의·자

문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해 놓고 있는데, 대략 인권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주민인권에 향을 미치

는 법/정책에 관한 사항, 인권센터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등이다. 일부 지자체에는 지자체가 인권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미

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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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행정조직에서 위원회는 대개 행정사무에 대한 자문, 협의, 조정, 심의, 의결 등을 위해 관련 당사자나 관련 전문가, 일반 주민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
을말한다. 위원회라는이름말고도심의회, 협의회등도비슷한기능을한다.

25*) 행정위원회의경우에는의결사항이명시되어있고, 법조문상의표현도‘의결한다’또는‘시정요구’등으로권한이분명하게규정되어있다. ‘방송통신위
원회설치및운 에관한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등참조. 



다소 특이한 업무 규정으로는, 인권교육·홍보에 관한 사항(부산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산구, 경기

광명시, 경기수원시), 인권 실천 과제 발굴 (전라북도),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것(서울성북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동작구, 광주북구, 경기광명시),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서울성북구), 인권주민

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서울서대문구), 인권 향평가(광주, 서울성북구, 광주광산구, 광주동구) 등이 있

다. 이 중 인권교육·홍보, 인권실천과제 발굴, 인권지표, 인권 향평가 등은 일반적인 위원회의 인권 관

련 업무로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 사안이며,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처

리 기능, ‘권고’기능26)을 갖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는 뒤에서 상술함). 관련기관 의견 제출 요청에

관한관한을명시해놓은조례도있다. 

2) 조직구성

지자체 인권위의 조직 구성은 보통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

다. 숫자는 13명 이내(전북 등)에서부터 20명 이내(광주)까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 의미가 있는 정도

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당연직 위원의 숫자이다. 이런 분류에 따르자면, 위원회는 지자체 (부)단

체장이 위원장을 맡거나 민간인과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민관합동위원회,27) 인권담당 공무원이 당연

직 위원으로 1-2명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원회, 당연직 공무원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민간위원

회28) 정도로 분류해볼 수 있다. 당연직 공무원이 1명 들어가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지사나 실·국장급

이들어가고, 과장급이간사를맡도록되어있는경우가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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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서울시, 충북, 서울서대문구, 서울도붕구, 서울동작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구달서구, 강원 월군등에서권고기능을규정하고있다.

27) 공무원이 위원장을 하는 경우: 인권증진시민위원회(광주), 인권증진위원회(부산수 구), 인권증진위원회(부산해운대구), 인권증진위원회(부산남구), 인권
보장및증진위원회(부산)

28) 인권증진위원회(경남), 인권옹호위원회(전북), 인권증진위원회(울산북구), 인권위원회(울산동구), 시민인권위원회 (광명), 전북과 광명은 당연직 공무원이
아예없다. 광명은위원장을계약직공무원으로위촉한다.

민관합동위원회

순수민간위원회

공무원이일부
포함된민간위원회

위원회형태 조례에규정된사례

<표: 인권조례에 설치된 인권위원회의 종류>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5조(구성) ② 위원장은 시장과 민간인 대
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인 대표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시장과 시 사회복지업
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전라북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되며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
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중에서도지사가임명또는위촉한다.

문경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
관련업무를총괄하는국장을당연직위원으로하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사람중에서인권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시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3) (민간)위원의자격

민간위원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권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를 임명하거나, 인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지자체 인권위가‘시

민대표성’보다는‘인권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둔 위원회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예외적으

로 서울성북구의 경우에는 인권위원 중 일부를“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

에 지원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 시민대표성이라는 성격을

가미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경기수원시의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3명을“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하도

록 되어 있고, 울산북구, 울산울주군, 경남사천시의 경우에도“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방의원을 포함시키거나 지방의회 추천 위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지

방의회와의상호협력속에서인권위를운 한다는의미라고보여진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성별 비중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서울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위촉

위원의 어느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서울동작구나 서울성북구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

이3분의2를넘지못하도록되어있다.

4) 조직구조

대부분의 지자체 인권위가 그 산하에 소위원회 또는 전문분과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15명 내외의 위

원회에서 세부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소위원회나 전문분과의 운 으로 위원회 운

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것이다.

5) 위원의임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인권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2년

이상 재임하는 위원들이 있어야, 지자체 인권위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이라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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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정부위원회에대한선행연구

지자체 인권위를 직접 다룬 연구는 거의 없지만, 정부 위원회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력의 민주화와 시민참여적 거버넌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화두가 되면서, 당

시‘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로 위원회가 많이 생겼고, 이에 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

었다.29) 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 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며, 지자체 위원회 문제와는 다른 맥락이 있긴 하지만, 지자체 인권위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일정한도움이될수있다. 

1. 정부위원회의종류와유형
정부 위원회란 일반적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협의하고 조정하고 위하여 복수의 사

람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을 뜻한다.3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 에 관한 법률>(이하“행정

위원회법”) 제1조에는 위원회란“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뜻하는것으로되어있다.31)32) 

이러한 위원회는 정부 위원회의 종류는 권한, 기능, 구성, 지위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33)

이 중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권한’과‘구성’에 따른 분류다. 먼저 권한에 따라서는 행정위원회, 자문위

원회, 의결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다.34) ‘행정위원회’는 행정청이면서 위원회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서,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행정위원회는 집행권한이나 법적 구속력있는 결정권

을 행사하는 행정청이지만, 합의제 운 을 함으로써 독립적,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5조와 <행정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과‘행정위원회’라는 표

현이 사용된다. 동법 5조에 따르면, 행정위원회의 설립요건으로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

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3)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 4) 업무가 계속성·상

131.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_ 

29) 2010년 기준으로 정부의 행정위원회는 40개, 자문위원회는 391개가 있다고 한다. 김동련, 정부위원회제도의 법리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2집, 2011,
433쪽 이하참조.

30) 김호정, “대통령소속위원회운 과행정조직법정주의”, 『외법논집』, 제27집, 2007, 503쪽.

31)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 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위원회를“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사무에관하여자문에응하거나조정, 협의, 심의또는의결등을하기위하여복수의구성원으로이루어진합의제기관”이라고규정하고있다. 

32) 한편 독립성을 갖는 행정청을 뜻하는‘독립행정기관’이라는 표현도 사용되는데, 이들은 이름과 무관하게 합의제 위원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
실상 정부 위원회나 다름없다. 하지만 독립행정기관에는 헌법상 독립행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있다. 자세한연구는김소연, 『독립행정기관에관한헌법학적연구』, 경인문화사, 2013, 제4장 참조.

33) 다양한 분류방법에 대해서는 김정해·조성한, “정부위원회 운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17-2, 2007; 김명환·강제상, “정
부위원회분류체계의재정립을통한유형화”, 『사회과학연구』, 35-1, 2009 참조.

34) 김동련, “정부위원회제도의법리적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2집, 2011, 429-430쪽.



시성(常時性)이 있을 것을 요청된다. 행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되

어 있다 (제8조, 제10조). 일종의 행정위원회로서, ‘독립규제위원회’라는 분류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이

것은 독립성을 가지고 준입법적,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는 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등이여기에해당한다고한다.35)

‘자문위원회’는 행정청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문기구를 뜻하는데, 보통 심의·자문, 심의·

조정, 평가,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정부 위원회는 여기에 속하는데, <행정위원회법> 제5

조에서는 위원회를 행정위원회와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자문위원회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후

자의 설립요건은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

문위원회는상임위원이나사무기구를둘수없다.

마지막으로‘의결위원회’는 행정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권고 아닌 구속력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각 부처의 징계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대개, 의결, 결정, 재결, 심판, 심사등의기능을행사한다. 

이런 분류에 따르자면, 지자체 인권위는 전형적인‘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인

권위는 인권이라는 전문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

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업무의 성격상 위원회 형태로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설

치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업무의 상시성·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임위원이나 사무기구를

설치한것은아니기때문에행정위원회는아니다.36)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당파와 이익을 초월한 초당파위원회, 민간 전문가 위원회, 정

부부처의 협력-조정을 위하여 고위공직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부처간 정책조정위원회, 시민대표성을 갖

는 위원회 등으로 나눌 수 있다.37) 초당파위원회는 보통 의회, 행정부, 법원이 임명권을 분담해서 행사하

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 위원회는 행정부가 전문가를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며, 부처간 정책조정위원회는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를

기본적으로 임명하고 전문가를 일부 참여시키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대표성을 갖는 위원회는 시

민의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대표성을 갖는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하지만 이 분류의 어느 한

쪽에 속하지 않고 걸쳐 있는 위원회도 있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는 전형적인 초당파위원회이지만,

민간전문가위원회의 성격과 시민대표위원회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 지자체 인권위도 지자체에 따

라 약간 다른 분류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지자체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민간 전문가위원회의 구조를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부서의 고위공직자가 다수 참여하는 정책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는 지자체 인권위도 있다. 예컨대 부산은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국

장, 복지건강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해운대구의 당연직 위원은 인권 담당 국장,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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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김호정, 앞의 , 505쪽.

36) <행정위원회법>와 같은 취지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 에 관한 조례>에는 합의제기관으로‘자문위원회’의 형태만 규율하고 있
고, 이러한자문위원회에는사무기구를설치하거나상근인전문위원등의직원을둘수없다.

37) 김동련, 앞의 , 429-430쪽.



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이며, 부산북구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 경제복지

국장, 문화도시국장이 당연직 위원이다. 또한, 공개모집으로 위원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울성북구, 경

기수원시, 울산북구, 울산울주군, 경남사천시의 경우는 시민대표위원회의 성격을 가미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정부위원회의의의와기능
<행정위원회법> 제5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본적인 성격은 합의제, 업무의 전문성, 업무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즉 전문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합의제기구로 설치된 것이 위원회인 것이다. 이외에

도 위원회에 따라서, 대표성과 협의/조정의 성격이 가미된 경우가 있다. 대체로 위원회는 의제 설정, 정

책 결정, 정책 평가, 심사, 조정, 자문, 분석/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정책집행이나 의결

기능을수행하기도한다. 

현대행정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위원회가 갖는 나름의 장점 때문이다. 대체적인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38) 먼저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현대행정에서 복잡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직업공무원이 정책을 입안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한 전문지식의 유입이 더욱 필요해진 것이다. 행정

의 민주화 또는 거버넌스 구조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도 위원회는 의미가 있다. 다양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39) 이것은 행정청의 독단이나 권한 남용 및 독점을 아

래로부터 견제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기제로서도 활용된

다. 이해관계자들 다수 참여시키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의제를 사전에 주지시키고 의

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며, 타협과 조정을 통해 다양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마

지막으로위원회의위원임기가통치권자와다름으로인해서행정의계속성이보장된다는점도있다.

3. 정부위원회의문제점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40) 일단 행정청에 의해서 결정하고 집행

하는 것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이다. 모든 합의제기구가 갖는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책임이 분산되고 공유됨으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무책임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행정권력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책임한 위원회를 알리바이기구로 활용

할 수도 있다. 스스로 결정내리기 부담스러운 사안을 위원회에 떠 넘기고, 위원회는 책임없는 결정을 내

리기 되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 참여, 시민 참여라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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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한국행정학회, “정부위원회의효율적운용방안”, 2003, 16-24쪽.

39) 김동련, 앞의 , 428-429쪽; 김호정, 앞의 , 505-506쪽.

40) 김동련, 앞의 , 429쪽; 김호정, 앞의 , 506쪽, 한국행정학회, “정부위원회의효율적운용방안”, 2003, 16-24쪽.



회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사회경제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위원회를 장악하거나, 공무원이 다

수로 구성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료적 결정에 끌려다기되는 경우도 생긴다.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구성

을 가진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 각자가 대변하고 있는 이익단체에 끌려 다니며 협의과정이 오히려 원활

하게진행되지않을가능성도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정부위원회 고유의 문제도 지적된다.41) 대체로 정리해 보면, 위원회 간 기능 중복과

혼선, 기존 행정기관 무력화와 월권, 국무회의 심의기능 와해, 권력분립 무력화, 견제 장치 미흡42), 옥상

옥 기관화, 위원회 난립, 법적 근거 미비43), 휴면위원회가 다수 존재하는 등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되어 왔

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에는 통치권자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원회가 설

치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위원회 구성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이른바 친정부

인사만편중해서임명되는경향이있다는지적도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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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김상겸, “정부자문위원회에관한헌법적연구”, 『헌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05, 291-296쪽; 김정해/조성한, 앞의 , 184-192쪽.

42) 김동련, 앞의 , 438-439쪽; 김호정, 앞의 , 502쪽.

43) 김호정, 앞의 , 510쪽 이하참조.

44) 김정해/조성한, 앞의 , 197쪽.



IV. 지자체인권위

지자체에도 위원회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2000년 기준 10,509개45)에 달한다

고 하며, 서울시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132개46)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자체

의 경우에는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위원회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고, 실제

로 지자체 위원회는 주민참여의 통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47) 또한 정부위원회가 대개 정책결정이나 제

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지자체 위원회는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의 전체 과정을 관할

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48)

위에서 소개한 정부위원회의 여러 가지 순기능과 문제점은 지자체 위원회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

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기보다는, 정부위원회 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순기능과문제점등을참조하여, 지자체인권위의문제와과제를간략히진단해보고자한다. 

1. 지자체인권위의구성

1) 인권전문성

지자체 인권위는 그동안 자치행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인권의 가치를 행정의 전 과정에서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 설치된 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권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부분의 인권조례에는 인권위원의 자격요건과 임명절차를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조문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임명절차의 투명성에 대해서

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자치의회의 추천이나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한 절차, 또는 시민

추천제를 두고 있기도 해서 기관장에 의한 일방적인 임명의 문제를 보완하고 있는 곳도 있다. 자문위원

회의 적절한 구성의 문제는 통치권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쉽게 해결되기 힘

든 문제이면서, 일종의 정치문화의 문제이기도 해서, 제도적인 개혁으로만으로 쉽게 풀 수 없는 문제이

기도하다. 

2) 시민대표성

이와 별개로 지자체 인권위에 주민대표성을 얼마나 가미할 것인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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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한국행정학회, “정부위원회의효율적운용방안”, 2003, 65쪽.

46) 김귀 , “지방정부위원회제도개선방안”, 『지방행정연구』, 제23권 제2호, 2009, 206쪽.

47) 김귀 , 앞의 , 199쪽, 박상민·김철·권성욱, “주민참여기제로서 위원회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2003; 전 평·장임숙, “지방정부위원
회운 의비판적고찰”, 『한국행정논집』, 17-1, 2005 참조.

48) 김귀 , 앞의 , 199쪽



회 자체에 그런 성격을 일부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서울성북구의 인권센터 시민위원이나 서울서

대문구의인권주민회의같은제도를별도로두는방법도있을것이다. 

3) 당연직위원의문제49)

지자체 인권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민관합동위원회의 형태는 그다지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기 어렵

다. 예컨대, 부산처럼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자치국장, 복지건강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간위원들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1년 내내 공직에 종사하는 공무원

들이 다수인위원회에서, 1년에 몇차례 회의에 참석해서회의 당일에회의자료를받아서 읽고 의견을내

는 식으로는‘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광주의‘인권증진시민위원회’와 같이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맡도록 되어 있다면, 독립성을 가질 수도 없고 적극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50) 물론 형식적 제도보다는 실제 운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조직적

위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결코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이다. 각 지자체의 인권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있건, 인권위원회는 인권행정이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과의 교류, 협

력, 견제 속에서 추진되도록 하는 인권 거버넌스의 핵심이다. 위원회가 시정을 견제·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해진다.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인권의제를 발굴하고 제안

한다는것역시 어려운일이다. 15명이내로구성된위원회에서4명의위원이당연직공무원이고, 위원장

까지행정부시장이맡고있다면위원회의독립성과자율성을담보하는것은사실상어려울것이다.

그렇다고 민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민간

위원들로만 구성된다면 강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고립된‘섬’처럼 될 수도 있다. 상임위

원이나 독자적인 사무국이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반면, 고위직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일

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다 실효성 있고 책임있는 위원회활동이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긍정

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다. 단순히 출석할 의무나 참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보다 고위 공무원을 당

연직 위원으로 두는 것이 행정당국에 더 강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연직 위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심의·자문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권고를 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50*) 그

렇다면당연직위원은두되의결권한은제한하는절충방안도가능할것이다.

4) 위원장선임

위원장은 지자체가 임명하거나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사무국을 지휘하는 것도 아

니고, 위원회가 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상호합의로 운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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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홍성수, 앞의 , 2012, 316-319쪽.

50) 조상균, “광주광역시인권증진조례의내용과과제”, ??전남대학교법학논총??, 29, 2009, 432쪽.

50*)실제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는 말미에 인권위원들의 이름이 나열되었고,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서울혁신기획관)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직
위계상국장급간부가시장을향해권고한다는것은어색한일이다.



5) 인권관련위원회의중복문제

서울성북구의 경우에는“성북구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회, 사회복지생활보장

위원회, 어린이친화도시추진위원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 위원회 등 인권 시책 수립과 관련된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4명”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지자체에는 대부분의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

는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따른 장애인 관련 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인권 관련 자문기구를 두고 있

다. 지자체 인권위가 포괄적인 인권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다른 인권 관련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및 상호

협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서울성북구가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런 조항을 두고 있는지

는 분명하지 않으나, 인권 관련 위원회와 인권위의 기능중복/상호협력 문제를 고려한 조치는 반드시 필

요할것으로보여진다. 

2. 지자체위원회의실효성

1) 충실한심의·자문

위원회가 형식적인 운 으로 알리바이 기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고 실질적인

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자문기구가 다 마찬가지지만, 행정당국이 제시한 의제에 대해 소

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위원회의 의견은 수동적, 소극적,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 회의 당일 배포되는 회의자료에 담긴 안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충실한 의

견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당장 집행되어야 하는 사안을 두고, 위원회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제동을 거는 것 또한 부담스러운 일이다. 회의운 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공무원

이 설정해놓은 의제를 위원회가 사후승인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국이 없는 상황에서 의

제를 인권위 주도로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행정부가 제출한 안건이라고 해도 충분한 시간

을 두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것이다.

2) 의제의선정

인권조례상 인권에 관련된 모든 법규, 정책은 지자체 인권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 하

지만, 수많은 법규/정책 중 어느 것이 인권에 향을 미칠 것인지를 누가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인권위원들이 심의해야 할 사항들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선별한 의제들만 선택적

으로 심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악의 경우, 인권위의 심의를 받기 꺼려지는 의제들은 제외된 채, 지

자체가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만 인권위에 떠넘기는 식의 운 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권에 향을 미치는 법규/정책은 인권담당부서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도 무수히 많다. 이것

이제대로인권위의제로다뤄지지않는것은문제가될수있다.

191.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_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제들이 인권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 자체를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지자체 행정업무의 과정이 인권위에 간단하게라도 보고

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에 관련될 만한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두 위원회에 보고

되도록하고, 그중에서위원들이직접선별하고보고를하게하고심의하는절차가마련되어야 한다는것

이다. 서울성북구의 인권 향평가제도가 이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서울성북구는 특정한 요

건을갖춘정책은반드시인권 향평가를받도록되어있고, 사안에따라1) 공무원자체평가, 2) 외부전문

가활용조사-분석, 3) 외부전문기관평가를통해인권 향평가를하는것을도입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

시스템이잘구축된다면자의적인회의안건설정의문제가어느정도통제될수있을것이다.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공식적인‘권고’라는 형식이

있다. 서울시, 충북, 서울서대문구, 서울도붕구, 서울동작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구달서구, 강원 월

군 등에서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 심의·자문과 권고는 실무상 쉽게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권고’규정을 두고 있는 조례에 따르면, 권고는 지자체 인권위가 지자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지자체의 공

식적인 답변을 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심의·자문은 회의시간에 지자체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인권위가 사무국이 없는 비상설 민

간자문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자체 인권위의 대부분의 활동은 주로 심의·자문일 수밖에 없지

만, 위원회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지자체장을 인권 관점에서 견인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조례에

이러한 권한을 두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독자적인 권고안

을만드는것은사무국없이비상임위원들로구성된인권위의현실을고려할때결코쉬운일이아니다. 

3) 사후이행평가

심의·자문의 성격상, 명료한 결론이 내려지기보다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거나,

‘신중하게 재검토하라’는 정도의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런 의견이 제시된 후 지자체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제대로 모니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차기 회의에서 이 점이 제대로

보고되지않는다면위원회의모든의견은‘덕담’에머무를수밖에없다. 

4) 소위원회의설치·운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

발굴, 권고문 작성, 사후평가 등을 위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는것이다. 

5) 정기적인회의개최51)

정기적인 회의 개최도 중요하다. 민간위원들이 현실적으로 1년에 한 두차례 열리는 회의에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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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홍성수, 앞의 , 2012, 319쪽.



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공무원인 부시장이 시 행정부가 만든 안건을 제출

하고 다른 민간인 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말해서, 서울 성북구처럼 매달 정기회가 열리는 위원회라면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지만, 부산 해운대구처럼 구청장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가

열리거나, 고성군처럼 연 2회 열리는 위원회라면 공무원이 제시한 안건을 수동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을

넘어서기어려울것이다. 

6) 상시사무기구의설치

위원회의 실효성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위원회가 인권센터를 직

접 운 하도록 하면 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52) 전북과 경기광명의 경우에는

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를 두어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광주의 인권위

원회를 지원하는 실무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는 견해도 있지만,53) 위원회에 관련 사무보조를 업무로 하

는 센터를 두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54) 하지만, 새로운 독립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는 간

단하지 않다. 서울시처럼 아예 시의 모든 위원회에 사무기구나 상근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둘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 에 관한 조례> 제

10조: “(서울특별시와 시 산하기관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

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또한 독립성을 가진 조직이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이면서 오히려 실질적인

향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산하에 사무조직도 없이 순수하게 민간인들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과연

시정이실질적인 향을미치는활동을벌인다는것도쉬운일은아닐것이다. 

사무국 설치나 상임위원을 두는 것이 어렵다면,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임시 보조인력을 고용할 수 있

게한다거나55), 반상근위원56)을둔다거나하는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7) 소결

사실 자문기구의‘심의·자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적 효력도 없으며,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의견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도 그것이 공식절차를 통해 의결되

는 것도 공표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회의록에 발언이 남을 뿐이고, 행정당국이 그것을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 행정당국이 자문기구의 의견을 존중하려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미있는 활동을

하기 어렵다. 오히려 행정당국에게‘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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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홍성수, 앞의 , 2012, 319쪽.

53) 허창 , “광주광역시인권조례운동의의의와동향”, ??인권법평론??, 7, 2011, 54쪽.

54) 조상균·허창 , “국내 인권기본조례의 현황과 내용”, ??인권법평론??, 8, 2012, 214쪽; 전북인권조례처럼 인권센터를 인권위가 운 하도록 하는 것의
장점에 대해서는 정 선, “인권조례 제정 동향과 향후 과제”,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18-2, 2011, 170쪽; 정 선, “인권조례 제정 동향과 인권도시”,
??2012 한국인권회의: 도시와인권—인권도시도전과과제??, 한국인권재단, 2012, 57쪽 참조.

55) 예컨대, 권고문작성을위해서, 조사, 연구에필요한전문가를참여시키고, 이에대해수당을지급하는형태를생각해볼수있다.

56) 일부지자체의옴부즈만이반상근형태로일하고있다는점을참고할수있다.



제도적으로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설 또는 독립 위원회가 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어려움을 전제한 상황에서 자문기구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바대로 의제를 선정하고 심의·자문하고 사후이행평가를 하는 과정 전반에서 위원들의

적극적으로개입하고꼼꼼하게사안을챙기는활동을하는것외에는방법이없다.

3. 지자체위원회의권한
인권조례상 인권위의 권한은 인권문제에 대한 심의·자문이라는 식으로 대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지자체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크게 쟁점이 될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별

히 문제가 될 만한 것은‘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처리하는 권한이다. 물론 여기서 사건처리는 어떤 구속

력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것은 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권침해 진정처리 업무가 지자체

인권위의 중요한 일로 자리 잡는다면, 인권위의 위상이 심의·자문기구가 아니라, 인권침해 분쟁해결기

구 또는 인권침해 구제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며, 업무량에 있어서도 사무국도 없고, 한 해에 2-4번

회의를 하는 위원회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 인권위의 위상도

상당부분 바뀌게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세부 시

행규정과실제운 을구체적으로살펴봐야할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관련기관 의견제출 요청에 관한 권한이다. 이것 역시 지자체에 따라 규정이 있는 곳

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만, 조례에 분명하게 규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 인권위의 성격상 담당부

서 외에 다른 부서의 일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이다. 지자체 자문위원회들이 대개 특정한‘부서’에서 관

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인권 담당 부서가 관장하고 있는 인권위가 다른 부서 공무원의 참석을 요

구하는 것은 월권적인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인권위가 단순히 해당 부서의 인권업무만을 자문하는 기구가 아님을 명

시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장 출석 요구나 권고 권한 같은 것 역시, 명시규정 없이도 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지자체 인권위의 위상을 좀 더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4. 지자체인권위의책임성과투명성
정부위원회의 문제에서 지적된 바 있는 책임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위원회 활동이 최대한 시민들에게 자세히 공개되게 함으로써, 책임있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의안건의 사전 공개, 회의 참관, 회의록 사후 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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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강화는 그동안 정부위원회를 두고 지적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

는가장핵심적인방법이될수있을것이다. 

5. 소결: 지자체인권위의조직과운 방식
이상의내용을토대로이상적인지자체인권위의조직과운 방식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구성: 민간 인권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인권담당 고위공무원 1인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있으며, 위원장은호선으로선출. 

- 권한: 인권관련사안에대한심의·자문권한과권고권한, 의견조회권한을가지고있음

- 회의 운 : 회의가 연 4회 이상 자주 개최되고, 다양한 소위원회가 활동하여, 의안 설정부터 심의, 사

후추적까지실질적으로진행됨.

- 책임성/투명성: 인권위활동의모든것이투명하게공개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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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의성과와과제

1.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개요
박원순 시장 후보 시절, 서울시민 권리선언이 있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2011년 11월부터 1년 동

안‘서울시 시민권리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회의/인권전문가회의’를 구성하여, 인권기본계획 수립

과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2012년 9월 28일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에 따라 2012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가 발족하 다. 조례에는 인권위원회와 더불어,

인권담당관57)과 시민인권보호관58)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전문가 참여 거버넌스 구조로서의 인권

위원회, 행정추진단위로서의 인권담당관, 인권침해 조사-구제기구로서의 시민인권보호관의 진용을 갖

추게되었다. 

서울시 인권위는 여성, 법, 인권운동, 국제인권, 노동, 장애, 이주자 등 인권의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던 위원들로 구성되어 출범하 고, 2012년 1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정기회 9회, 임시회 12회 총 21회

의 전체회의가 열렸고,58*) 인권위원 월례세미나 월례세미나를 통해 공동학습과 의제 발굴을 도모하고,

2014년 6월부터는 전국의 지자체 인권 관련자들과 함께‘인권포럼’을 운 하는 등 다양하면서도 활발한

활동을벌이고있다. 

2. 주요활동에대한평가

1) 인권행정에대한심의·자문

서울시 인권위의 기본적인 업무는 서울시의 인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자문이다. 서울시 인권

기본조례 제14조에는 서울시 인권위의 업무로,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

의·자문, 시민의 인권에 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인권센터 운 에 대한 자문, 기타 시장

이나 위원(장)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의의 주요 안건은 서

울시 인권 관련 행정에 대한 심의와 자문이었다. 2013년 상반기에는 주로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대

한 심의·자문이 진행되었는데, 목표 설정부터 과제 선정, 세부사업 검토까지 13회의 공식회의, 2차례의

워크숍, 이주·노동·장애 분야의 부서장 회의 등 수차례의 논의를 거쳤다. 실제로 여러 과제들이 추가

되거나 전면 변경되기도 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자문은‘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에 향을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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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인권담당관은 서울혁신기획관(국장급) 소속의‘과’로서, 현재 과장 1명과 인권정책팀(팀장 포함 7명), 인권보호팀(팀장 포함 3명), 인권협력팀(팀장 포함 4
명)으로구성되어있다.

58) 시민인권보호관은조례상 5명까지임명할수있게되어있으며, 현재 3명이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임명되어있다.

58*)2012년 정기회 1차, 임시회 1차, 2013년 정기회 4차, 임시회 8차, 2014년(11월1일 현재까지) 정기회 4차, 임시회 3차. 각 소위원회들도 개별적인 회의를
열었지만정확한횟수는파악하지못했다.



다. 또한 기본계획 이행모니터 계획을 세우고 개별 위원들이 분야를 맡아 직접 모니터를 담당하기로 함

으로써 기본계획 사후이행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지려는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

한 사업이건 간에,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위원회 의견을 듣고, 이행 과정과 이행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관행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 점을 행정당국에

끊임없이주지시키기도했다. 

2013년 하반기에 특별히 심도있게 논의한 주제는 공무원 인권교육이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목표

및 설계, 교육방법, 커리큘럼 마련, 강사단 구성, 평가체계 등 전반적인 체계를 짜는데 적극 개입했고, 교

육 모니터링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상당한 역량을 투입했다. 내용면에서도 실무에 좀 더 직접적인 연관

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고, 형식면에서도 집체 교육을 탈피하여, 소규모

토론형, 참여형 교육모델을 제시하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 다. 결과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은 질

적, 양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것은 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가져올수있는지를실증하는것이었다고할수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민인권보호관과의 독립성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는 것이다. 시민인권

보호관과 같은 독립적인 인권옴부즈만제도가 공직사회에서 쉽게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호관 신분 안정화(정규직화), 보호관의 권고 수용 및 이행 촉구, 독립적인 활동 보장 등과 관련하여, 인

권위는 인권담당부서에게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고, 시장과의 간담회에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

함으로써 보호관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실제로 이러한 지속적인 심의·자문활동은 시민인

권보호관제도가 안착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은 자칫 심의·자문이 단발성으로 무기력하게 되기

쉬운상황에서위원회의지속적인관심과사후이행평가등이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준사례 다.

그 외에도 서울시 공무원 인권행정강령,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매뉴얼 등 여러 인권행정 현

안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했으며, 2014년에는 인권헌장 제정에 관련된 심의·자문이 주된 의제가 되

었다. 

2) 정책등개선권고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7조 제1항에는“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향을 미

친다고 판단될 때”시장에게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시장은 권고 사

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권고’는‘심의·자문’과는 다

른 권한으로서, 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행정부를 견인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권고는 공

표된다는 점, 행정당국은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고 답변을 할 의무가 생긴다는 점에서 심의·자문과는 구

분되는것이다.

서울시 인권위의 경우, 출범 후 2년 동안‘다산콜 상담사 인권보호대책’에 대한 권고가 유일한 권고

다. 이 권고를 준비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현장 방문 및 당사자와의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

쳤고, 근본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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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서울시공직사회와시민사회에인권위의존재감을드러냈던중요한기회가되기도했다. 

권고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굳이 권고를 할 필

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당국은 최대한 존중하고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 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서울시와 대립·

독립하여 권고를 할 필요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62) 부정적으로 보자면, 권고를 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

했다는 것이다. 권고를 하려면 위원들이 직접 사전조사를 벌이고 권고문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사무국이 없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권고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이었다. 또한 일상

적으로 하는 인권담당관의 업무 이외의 인권현안을 발굴하여 권고를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즉, 권고를 할 사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권고할 사안을 찾아낼 여건이 마련되지 못

했고여력도없었다고할수있을것이다.

3) 인권헌장제정참여

서울시 인권헌장제정은 인권헌장제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추진되고 있지만, 위원회가 초기

셋팅에 적극 관여했고,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위원들이 인권헌장제정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추진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헌장제정업무가 생각보다 과중해지면서 제정위에 참여한 위원들이 위원회

의 일에 충분히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63) 그러다 보니 2014년 하반기의 위원회 활동에 다소

차질이 빚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여러 평가는 헌장제정이 마무리된 후에 더 자세히 논의해볼 수 있을

듯하다.

3. 서울시인권위의구조적인문제점

1) 인권위의심의·자문대상의범위문제

서울시의 인권행정이 자리잡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낯선 업무를 추진하는 서울시 행정

당국은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위원회의 자문의견도 비교적 잘 수용되었

다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내재된 문제들

이 몇 가지 있었다. 먼저, 위원회는 인권담당관이 제시하는 안건을 심의·자문할 수밖에 없었다. 인권담

당관이 내놓는 안건조차도 그것이 인권담당관 업무의 전체인지 인권담당관이 심의·자문대상이라고 판

단되는 것들만 선별해서 내놓는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인권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불구하고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식의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놓고 위원회와 인권담당

관사이에갈등이생기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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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비교할만한사례로 1기서울교육청학생인권위원회는수시로권고를하곤했다. 이것은교육청과학생인권위원회가사사건건의견대립을보 고, 심의·
자문한 것이 수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물론 권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위원회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권고를 하고
이행을촉구하고공식답변을받아내는것밖에는달리위원회의견을관철시킬수방법이없었다.

63) 그동안전문위원공식회의만 10차례열렸고, 시민전체회의가 3차례열렸으며앞으로도몇차례의회의가더예정되어있다.



또한 서울시가 다루는 인권 관련 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없었다. 인권기본조례 상 인권위의

업무가“시민의 인권에 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14조 2항 3호)인 이상 인권위는 인권에

관련된 어떠한 행정에도 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각 부서 별로 대개 자문위원회를 하나

씩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원회만 담당부서(인권담당관)을 넘어서 전체 서울시의 일에 관여한다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나름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장애분야, 다문화/외국인분야, 어

린이청소년분야의 담당 과장/팀장을 인권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도 듣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일

회성을 넘어서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인권위를 시장 직속으로 설치한다거나, 당연직 위원을 시장이나 부

시장으로 격상시키는 대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인 지원을 하는 담당 부

서자체는유지될수밖에없을것이다. 

2) 비상임위원회의제한된역량문제

사무국이 없는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구조적인 한계도 문제다. 시에서 제시하는 의제에 대

한 수동적인 자문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재 구조로는 어려움이 매우 많다. 하지만 위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구책을 강구했다고 자평할만 했다. 위원들은 공식 회의 밖에서도 수시로 소통하고 의제를

논의하고, 사후이행결과를 모니터하고, 특정 의제에 대해서 담당위원을 지정하여 책임있게 논의를 주도

하고 이행 등을 모니터하도록 하기도 했고, 월례 세미나, 워크숍, 인권포럼 등의 모임을 추가로 만들어서

위원회가 실질적이면서도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위원직을 수락하지 않았을거다’라는 볼멘소리도 농반 진반으로 나올 정도 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이 이러한 일을 모두 챙기기에는 어려움이 많았고, 위원들의 개인사정에 따라 위원들

각각의참여정도격차도점점커졌다. 

위원회는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고 지원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했고, 결

국 문제제기가 수용되어 2014년에는 인권담당관 소속 직원이 한 명이 충원되어 위원회 지원 업무를 맡게

되었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 않았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원회는 위원회 지원 업무‘만’전담하

는 직원의 충원을 요청했지만, 실제로는 서울시는 그 직원은 위원회 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도

시 네트워크 구축, 인권헌장 제정 지원, 인권보고서 발간 및 인권관련 행사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도록

업무분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회가 원래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인권담당관

소속의 직원이 위원회를 지원하는 방식은 전담 직원 숫자가 여러 명이 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즉,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이 아니라 인권담당관 소속의 직원이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는 어떻게 해도 위원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위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극복하면 된다고 해도, 과연 이런 식의 위원회 활동이 차기 위원회에서도 유지될 수 있

는‘지속가능한’방식인지에대해서도고민을하지않을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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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문제들

1) 위원회구성문제

현재 위원회의 구성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연구자와 활동가, 행정경험이 있는 자

와 그렇지 않은 자, 연령대 등이 잘 안배가 되었고, 노동, 환경, 여성, 장애, 법, 이주자 분야 등 인권분야

의 다원성도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 다원성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측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전

문성이 필요한 특정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위원 스스로 또는

그위원이동원가능한인적네트워크를통해해법을모색할수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이런 구성은 서울시장의 의지에서 나온 결과일 뿐은‘제도’의 힘에서 비롯된 것은 전

혀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시장이 어떤 의지를 보이냐에 달려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처럼

시장이 비공개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추천위원회를 통한 공개적인 선

임절차나시의회동의절차, 청문회등을도입등을적극고려하여조례개정에반 할필요가있다.

2) 시민사회와의참여와소통문제

위원회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함께 시민대표의 성격도 일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위원회

가 시민사회와 얼마나 소통했는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개별 위원들이 각각의 역량

을 발휘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

한 의견수렴, 참여, 소통의 절차가‘공식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된 부분은 없었

다는것이문제다.

또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역량도 또 하나의 문제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중앙정부에 대한 감시와 참여

에 집중해 왔고, 이것은 인권분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민사회의 역량에 의존하려고 해도 동원할

역량이충분하지않다는것이다.64) 

3) 서울시의의지문제

서울시가 짧은 기간 안에 위원회와 더불어, 3명의 시민인권보호관, 그리고 소속 직원 14명을 둔 인권

담당관을 과장급으로 설치한 것은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시만큼

많은 인력을 배치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서울시가 인권행정에 대한 충분

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위원들은 담당 공무원들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그것은 대개 과

연 현재의 시장은 인권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서울시가

인권도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기보다는 별 관심이 없는 이슈를 위원회와 인권담당관에게 떠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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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실제로인권전문강사의충분한확보조차쉽지않은것이우리시민사회의현실이다.



긴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대략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가 의욕적으로 달려들어서 인

권행정을 추진한다는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고, 인권행정이 서울시 전체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고려하면이것은분명심각한문제 다. 

여러 가지 중에서, 2012년 11월 위원회 출범부터 2년 동안 인권담당관이 2번이나 교체된 것을 짚고 넘

어가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순환보직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신생부서의 담당자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 위원회는 겨우겨우 인권담당관에 익숙해진 시점에서 두 번

씩이나 새로운 인권담당관을 맞아야 했다.  위원회 입장에서는 허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인권행

정에대한서울시의관심과의지를의심할수밖에없는상황이전개되었다.65) 

4) 서울시의회와의파트너십문제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울시 의회와의 파트너십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몫의 인권위원을 두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다행히 위원회 출범 후 1년 남짓 인권위원으로 활

동한 시의원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 시의회의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예산 배

정 등 예민한 사안에서 위원회의 입장을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하고, 정치인 특유의 감각으로 위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잘 해낸 것이다. 하지만 의회 몫 인권위원을 1명 두어서 그

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서울시-서울시의회-위원회의 삼각협력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에대한고민은크게진척되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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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그 외에도응당‘서울시전체의사업’이되어야할인권헌장제정이마치특정부서의사업으로여겨지고있는듯한현실, 위원회나보호관이아직도서울시
내에서충분히인지되고있지못한현실등을들수있다.



VI. 향후과제와전망

1) 사무국설치와상임위원제도

사무국 설치는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 법률 위임 범위가 아님 등등의 시비가 걸려서 추진 과정

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고, 이걸 돌파한다고 해서 어차피 소규모로 설치될 사무국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위원 중 일부를 상임 또는 반상근으로 두는 정도가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반상근위원이 간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이 좀 더 실질화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외에도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임시 지원 인력이나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지

금보다는상황이나아질수있을것이다.

2) 정책자문(서울시인권위)과조사/구제(시민인권보호관)의통합문제

현재는 정책자문(인권위원회)과 조사/구제(시민인권보호관)가 분리되어 있지만, 이것이 통합된다면

많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인권침해사건의 조사·구제와 인권정책자문은 접하게 연관

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인권기구들이 이 두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66) 또한 이 두

기능이 통합되어 조사구제는 보호관이 담당하고 결정은 위원회가 한다면 조사와 결정이 (조직 내적이긴

하지만) 분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좀 더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며, 외견

상의 중립성/객관성을 강화함으로써, 가해자와 기타 제3자의 신뢰를 더욱 얻을 수 있다. 현재의 서울시

의 경우라면 위원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 실질적 의미에서 더욱 강력한 권위를 내포할 수 있을 수 있다.

또한사후이행을챙기는부분에있어서도위원회가결정을하는것이유리할것이다.

하지만 조사-결정이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67) 인권기구의 결정이 사법적 강

제효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소추기관과 사법기관을 엄격히 분리하는 것처럼) 조사와 결정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68)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처럼‘권고’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사와 결정이 반드

시 분리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조사-구제의 본질이 중립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

이라기보다는 인권침해자의 입장에서 서서 적극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것이라면, 조사와 결정이 분리

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비상임 위원회인 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들을 일일이 심의·의결하는 것은 현재도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실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구체적인 진정사건을 의결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에 상당한 시

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 고려해보면,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즉,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보호관은 보호관대로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나가면서 상호협력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드는 정도가 현실적

으로가장이상적인대안이아닐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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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여기에덧붙여‘인권교육’기능인권기구의 3대기능이라고할수있다. 국가인권기구에대한국제기준들은국가인권기구에는이 3대기능을모두갖춰야
한다고권고하고있으며, 현재한국의국가인권위원회가이러한 3대기능을가지고있는인권기구다.

67) 이 점에있어서는인권위원들사이에이견이존재한다. 

68) 실제로사실상의사법적결정을내릴수있는권한이부여되어있는인권기구들은조사단위와결정단위가구분되어있는경우가많다.



3) 실질적인인권위사무국으로서인권센터/인권재단설립

사무국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권센터/인권재단의 설립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69) 즉, 센터나 재단의 사업에‘서울시 인권위가 위탁한 사업’을 포함시켜 사실상 사무국 기능을 수행

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권담당관(과)이 실·국 수준으로 확대개편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재단

이 현재의 과중한 인권행정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인권담당관은 수많

은 서울시 과의 하나로서 독자적인 홈페이지 하나 개설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인권센터가 여러

가지 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의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나 용역사업, 공무원/시민

교육 등의 사안을 센터/재단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위원회와 센터가 짝을 이루

고 있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70) 센터보다는 재단 설립이 좀 더 안정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그만큼추진은어렵다는단점이있다.

<‘인권센터’과‘인권재단’의 비교>

1) <서울특별시인권센터> 설립안

- 형태: 민간위탁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함)

- 서울시와의관계: 지도/감독, 업무위탁, 공무원파견

- 인권위와 관계: 센터 운 심의/자문. 센터의 기능 중‘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을

포함시켜서실질적으로서울시인권위의사무국역할을수행하게함.

- 규모: 20명내외

- 사업: 1) 인권정책개발, 2) 인권 네트워크 및 인권단체 활동 지원, 3) 공무원 인권교육, 4) 시민 인

권교육, 5)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인권위과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 달성에

필요한사업

- 추진 방법: 내년 예산에 반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조례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어서 추진

에는걸림돌이없음. 민간위탁을한다는내용을명시하는쪽으로조례를개정하면더욱확실함.

- 장점: 조례 제·개정 없이 예산을 마련하여 의회 승인만 받으면 비교적 쉽게 추진 가능. 자연스

럽게민간단체의역량을활용하게됨.

- 단점: 지속적인 계약 갱신 필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음. 행정당국의 간섭으

로독립성문제가생길수있음.

2) 서울특별시인권재단설립안

- 형태: 재단법인 (서울시의출연금/수입금으로재산조성)

311.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_ 

69) 이 논점과관련해서는위원회가과연인권행정거버넌스의일부인심의자문위원회인지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와같은) 외부의독립기구인지에대한근본
적인고민이선행되어야하지만, 여기에서는일단그점에대한판단을생략했다.

70)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위원회’와‘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에근거한‘청년일자리위원회’와‘청년일자리허브’참조.



- 서울시와의관계: 지도/감독, 업무위탁, 공무원파견등.

- 인권위와의 관계: 재단 운 심의/자문. 재단의 기능 중‘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을포함시켜서실질적으로서울시인권위의사무국역할을수행하게함.

- 규모: 50명내외

- 사업: 1) 인권정책개발, 2) 인권 네트워크 및 인권단체 활동 지원, 3) 인권센터 운 및 관리, 3)

공무원 인권교육, 4) 시민 인권교육, 5)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인권위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

에법인의목적(인권의보호와증진) 달성에필요한사업

- 추진방법: 신규조례제정필요 (예: 서울특별시인권재단설립및운 에관한조례)

- 장점: 센터에비해훨씬안정적이고독립적으로운 될수있음. 계약생신불필요. 

- 단점: 조례 제정, 예산 마련 등 절차가 복잡하고 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됨. 행정조직을 만드

는셈이기때문에관료화문제가발생할소지가있음.

4) 서울시인권위원회권한강화

인권에 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위원회의 심

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보고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서울시가

고민해야할 부분이지만, 일단, 조례를 개정하여, “서울시장은 인권에 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서울시인권위원회에보고하고심의·자문을받아야한다”는규정정도를넣을필요가있다.

5) 인권위원추천·선임절차개선

인권위원 추천·선임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천위원회 구성, 공개 추천과 선발, 의회 동의

등의절차를생각해볼수있다. 이를위해서는관련조례나시행규칙을제정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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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요지

서울시는 시 행정전반의 인권주류화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시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을 양대

축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조례의 제정을 서두르다

보니 각 기구의 설치 목적과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권한과 체제를 갖추지 못한 문제가 나타나

고 있다.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조례상 서울시 전반의 인권행정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 포괄적 권한 및 정

책권고기능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권보호관의 경

우 짧은 임기나 해임사유의 불명확성과 같은 조례자체의 독립성 저해요소 외에도 시의 정식 직제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신분의 불안정성이 잠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서울시 인

권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인권센터의 각각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서울시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인권센터를

인권담당관으로부터독립시켜인권위원회의보조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하는것이필요하다. 

1. 지방정부에서인권레짐의강화배경

1-1. 국제사회의흐름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관한 지방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제24차 UN인권이사회(2013. 9.)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정한‘지방정부와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

는데, 이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제27차 UN인권이사회(2014. 9.)에서는 제24차 결의안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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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채택하 으며, 서울시도 이에 참여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인권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중앙정

부보다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정립과 입법이 가능하거니와, 시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중앙집권적 체제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긴 하다. 하지만 향후 지방화, 분권화로의 진전은 민주주의의 발전 추세와 맞물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와 인권, 또는 도시에서의 인권과 같은 국제적 흐름을 간과할 수는 없

을것이다.1)

1-2. 시민권의딜레마와대안모색
근대 국민국가는 주류계급으로 새로이 등장한‘시민’에 의해 탄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끊임

없이 동원형‘국민’과 파편화 된‘개인’으로 해체시키면서 지배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파시즘과 신자유

주의 체제를 초래하 다. 이제 시민은 없고 동원형 국민과 무력화된 개인만 존재하는 셈이다. 역사적으

로 어렵사리 획득된 시민주권체제의 인권적 좌표랄 수 있는 시민권조차도 비대화된 국가와 시장에 의해

그 토대 자체가 위협 받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권은 애초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협의로는 법

치주의, 광의로는 인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창설되

었다. 그러나 시민권 체제에서 자유-평등-박애라는 인권의 규범적 가치는 균형 있게 실현되지 못하 다.

‘자유’는 곧‘선택과 기회의 평등’으로, ‘평등’은 곧 자유로운 주체들의 다원성으로 성취되어야 하는데,

자유는 평등과 유리된 채 여전히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권에서 자유는 형식적

으로, 평등은 형성적 권리쯤으로나 미뤄진 것이다. 결국 인권은 국민국가의 울타리를 넘지 못한 채 시민

권 안에 갇혀 더 이상의 진보를 내딛지 못한 꼴이 되었다. 한편 인권이 시민권에 머무는 한, 권리주체는

국가에 의해 인증되고, 자격이 부여된 국민으로 제한된다.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에 한해 국가가 그에 대

한 책무를 (형식적으로)인정한다. 국가에 소속된 사람에 한하여‘국민’의 자격이 주어지고‘국민’에 한

하여 기본권 수임주체로 인증 받게 된 것이다. 국가가 중대한 인권침해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국가에 의해 인증되어야만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되는 이 딜레마! 이것이 오늘날 시민권의 딜레마이

다. 그런데 지역에서 인권중심의 가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은 국민과 개인으로 해체되고 왜곡된‘시민’

을 회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곧 (시민)사회의 복원이기도 하다. 중앙차원에서 구현키 어려운(접근

성, 실효성,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인권의 공백을 메우는 지역차원의 인권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는 역진불가한 인권의 참호를 만드는 것이자, 오늘날 인권침해의 (잠재적)가해자인 국가에 오히려 인

권보호와증진의책임을맡기는시민권의딜레마를극복하고완화하는우회로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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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에서의 인권이란 공간을 전유한 거주민 모두에게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리주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오늘날 도시는 무엇인가. 거주민들의 삶의 공간이다. 그런데 그 거주민들은 예외 없이 이주민들이다. 주요하게는 자의든 타의든 국가에 의해 동원되거나
시장의 요구에 고향과 조국을 등지고 떠나온 사람들로 구성된 공간이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 자체로서 소외를 경험하고 배제
의대상으로전락한사람들의집합공간이라는뜻이다. 국가는발전전략, 또는 성장논리를앞세워전통적인사회를후진것으로규정하고시장의이해에적
극적으로부응해왔다. 이에 따라지역공동체는도시로, 시민은동원형국민또는파편화된개인으로, 사회는국가로각각대체되거나하위개념으로 려났
다. 도시는 한편으로 국가와 시장의 이해를 반 한 산물이면서, 동시에 소외와 배제의 공간이 되었다. 마침 로벌시대를 맞아 국가 중심의 경계와 구획은
점차불분명해지고있다. 맥락은본질적으로다르지않지만양상은크게두가지로나타나고있다. 유럽에서와같이개별적단위국가를넘어지역연합으로
재구성되든가, 기존의 비대화 된 중앙통제형 국가가 분권화, 지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든 후자든 여하간 그 공통점은 국가와 국가
간의국제관계가도시와도시가직결되는다층적네트워크로변화하고있는추세라는것이다. 이를우리는 로컬리즘(glocalism, globalism+localism)이라
고부른다. 로컬리즘은중앙집중형국가권력을지역분권의주민공동체로대체시킬수있는좋은여건을마련해주고있다. 



1-3. 중앙집중형인권레짐의한계극복
한편 국내 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국가인권기구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

는 국내외의 경험은 중앙정부 중심적인 인권적 개입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동시에,2) 광범위한 시

민적 참여에 기반한 사회의 인권역량이 제도기구로서의 국가인권기구의 핵심적인 토대임을 일깨워주었

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에 대한 인권적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인권의 주류화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이 각성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지역 또는 도시를 기반으로 한 인권체제는 어떻게 가

능할지,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와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활발

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광범위한 시민적 인권역량에 근거하여 존립, 비로소 역동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가기구로서 존재하는 한 중앙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또

한 그 효력의 실제화를 위해 권력작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권력작용은 본질적으로 인권

적 권리구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니다. 인권의 실현은 심판이 아니라 충족이다. 이것을 우리는

‘탄압패러다임의 웰빙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인권 패러다임에 걸맞으

며, 일관되고, 안정적이며, 주민생활에근거한‘밑바닥인권체제’를구축할필요가있다.3) 

2. 서울시인권기구의분석및평가

2-1. 제도일반

2-1-1. 설치근거(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

서울시 시장선거에 출마한 박원순 후보는 2011년 10월 19일‘시민의 존엄성과 행복추구를 위한 기본

생활권리’를 담은‘서울시민 권리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조례와 인권헌장제정, 인권위원회 설치, 인

권옴부즈맨 임명,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공약하 다. 박원순 후보는 당선 후 서울시에 실무부서인

인권팀을 신설하는 한편 공약이행에 착수하 다. 또한 서울시 의회도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인권특별위

원회를 구성한 후 2013년 4월경부터 김희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

다. 조례안은 2012년 5월 10일 입법예고를 거쳐, 그해 9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이어 9월 28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2012년 10월 서울시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고, 2012년 11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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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기구가 실효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대전제로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국가기구와의 마찰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의
초대 인권옴부즈맨이었던 에바 레토브스카(Ewa Letowska)는“인권기구는 체제가 도저히 환 할 수 없는 뜻밖의 것임이 판명되었다. 인권기구의 본질로
인하여 어떤 권력에게든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 으며, 뉴질랜드 인권위가 2000년도에 발간한
‘Consistency 2000’의 표지에“이 보고서는 정부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호주는 보수당으로 정권교체가 되자 인권위원회 예산이 40% 삭감
되기도 하 으며, 덴마크 정부는 덴마크 인권기구(Danish Center for Human Rights)의 폐지를 시도하기도 하 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명박 정부
에서독립기구를대통령직속기구로편입, 시도하 으며약 30%에달하는인력과조직을감축당하 다.

3) 지역에서의 인권체제가‘주민복리’의 틀 안에서 해석될 경우 소위‘생활 착형 인권’이라는 다의적 용어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 ‘생활 속의 인권’이란, 인
권을 오로지 사적 층위로만 잡아넣어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개인들 간의 이익쟁투를 인권의제로 둔갑시킨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본디 공공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없는인권이슈가사적공간을포함한일상생활에어떻게 향을미치며, 동시에이를어떻게문제화할것인가가핵심적인과제가된다는의미로해
석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에서 주체의 자력화를 통한 시민성의 회복, 나아가 사회적 연대와 도덕성에 기반한 인권중심의 가치공동체 실현
을의미한다. 



일 총15인의 서울시 인권위원4)이 위촉되어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또한 2013년 1월 공개모

집 및 선발과정을 통해 3명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장에 의해 임명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다. 서울

특별시인권기본조례(이하“서울시인권조례”라 한다)는 인권을“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

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를 말한다.”로 규정하고, 시민은“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

업장에서근로하는사람”으로정의하고있다.

2-1-2. 서울시인권위원회

(1) 권한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이다. 위원

회는 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 시민의 인권에 향을 미치

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인권센터 운 에 대한 자문, 그 밖에 시장, 위원장, 위원회 위원 3인 이상이 제

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한다(서울시인권조례 제14조제2항).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시에게 자료제출요구,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인권침해사항에 대

한조사의뢰를할수있다(제14조제3항, 제20조제1항).  

(2) 위원의구성및임기

위원회는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중에서 1인의 위원장과 1인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

한다(제15조). 위원자격은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학계에서 인권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

람, 인권분야 정부기관이나 비 리 민간단체 등에서 근무한 자로서 인권의 전문가이면 되고(제15조제2

항). 다만 위원 중 2인은 서울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시민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국장(혁신기획관)이 참여하며, 나머지는 서울시장이 자유롭게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15조제3항). 현재 위원은 15인이며, 여성이 7인으로 젠더밸런스로 보

면47%이다.

(3) 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4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때, 또는재적위원3분의1이상의회의소집요구가있을때에위원장이소집한다(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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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인권위원회는 2014. 10. 28. 현재 문경란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래군(인권활동가), 강남식(젠더), 김형완(인권거버넌스), 박김 희(장애), 백미순(여성),
양혜우(이주), 이남신(노동), 이성훈(국제인권), 장서연(성소수자), 조효제(인권이론), 홍성수(인권법), 선상규(환경, 서울시의회의장추천당연직), 김경자(서울
시의원, 서울시의회의장추천당연직), 전효관(서울시혁신기획관, 당연직) 등 총 15인으로구성, 활동중이다.



2-1-3. 시민인권보호관

(1) 시민인권보호관의설치및권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

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설치하 다(제20조). 시민인

권보호관은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1.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2.자치구(시의 위임사

무에 한한다) 3.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4.시의 민간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

에 한한다) 5.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상담 및 조사하여 개

선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

하여 건의할 수 있으며(제20조제5항), 시장에게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사항을 문서로 통지하고(제21조제

1항), 인권센터에 업무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며(제20조제3항), 조사에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고(제20조제4항), 인권센터장에게 예비검토보고서를 제출(서울시인권기본조례 시행규

칙 제10조제1항), 각하/기각 사유를 통지(시행규칙 제7조제3항), 조사결과를 통보(시행규칙 제11조제1

항)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시민인권보호관은 총3인으로, 2인의 남성과 1인의 여성 시민인권보호

관이임명되어있다.

(2) 시민인권보호관의자격

시민인권보호관은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중 인

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대학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관련 비 리 민간단체·법인으로

부터추천을받은사람중공개모집에의해시장이임명하도록하고있다(제18조제2항).

(3) 시민인권보호관의임기및신분보장

보호관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19조제1항). 보호관은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며(같은 조

제2항), 1.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보호관의 직무를

계속수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외에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되지아니한다(같은조제3항).

(4) 시민인권보호관의인권침해조사및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개시는 1.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2.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상

담 신청 등이 접수되었거나 3.시장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경우 개시된다(제20조제1항). 그러나 직권조사

권은 없다. 조사와 관련된 결정으로는 각하, 기각, 권고, 조사 중 해결이 있다. 각하사유로는 1.인권침해

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조사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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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어 보호관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0조제2항) 4.조사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7

조제1항). 조사를 위해 시민인권보호관은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문서열람, 자료제출요구, 출석진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제20조제3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 리민간단체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

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독임제 옴부즈만 기관으로 사실조

사와 이에 근거한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결정을 단독으로 한다. 조사결과 인권침해사실이 인정될 경우 보

호관은 서울시장(규칙상 센터장)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센터장이 신청인과 기관장에게 조사결과를 통지

하는방식으로업무를수행한다. 

조사결과통지서에는 서울시장이 조치할 사항과, 인권침해재발장지를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및개폐에관한사항등이포함될수있다(시행규칙제11조제1항).

인권침해사항 접수 처리 흐름도

(5) 결정후조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

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제21조제2항). 시정권고 통지에 이의가 있

는 기관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하 또

는 기각이 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한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30일이내에이의신청서를센터장에게제출할수있다(시행규칙제12조제1항).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당초 사건 담당자가 아닌 보호관이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조사한이의신청결과를이의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같은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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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항
접수 ⇨

상담센터(인권담당관)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 ⇨

상담센터(인권담당관)

조사활동 및 기각
결정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및시정권고
협의 ⇨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협의회 결정사항
시장(인권센터장) 통보 ⇨

시민인권보호관

신청인, 해당조사기관
결정사항 통보

상담센터(인권담당관)



시민 이의신청 처리 흐름도

(6) 운 현황

시민인권보호관 운 현황

가) 인권센터

조례는 시장으로 하여금 1.시민인권보호관 운 및 업무지원 2.인권 관련 실태조사 3.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 4.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5.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6.인권지수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인권센터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권담당관이 인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

고있다. 

2-1-4. 인권증진업무및관계기관과의협력

(1) 인권교육

서울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제10조제1항), 인

권교육체계마련, 인권교육교재개발, 인권교육강사양성등을지원할수있다(같은조제2항).

(2) 인권단체와의협력및지원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국내외 인권단체,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과 관련된 조항은 없지만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

는기관또는단체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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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조사접수 인용 조사중해결

2013 172 68 15 1

2014(2014.1.~7.) 145 75 1 1

각하 또는 기각
통지 ⇨

인권센터

이의신청서 제출
(30일 이내) ⇨

신청인 또는 기관장

이의신청
접수 ⇨

인권센터

사실관계
확인또는조사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
인권센터장 통보 ⇨
시민인권보호관

이의신청결정통지서
통보

인권센터



서울시 인권기구관계도

2-2. 인권위원회운 현황

2-2-1. 회의개최현황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2. 11. 27. 제1회 정기회를 개최한 이래 정기회 7회, 임시회 10회가 개최되었

다. 소위원회로는 현재 인권헌장제정 소위,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소위, 탈시설 소위 등 3개의 소위원회

가 활동 중이며, 이외에도 인권정책기본계획 소위, UN인권이사회 인권도시 보고서 소위, 보행권 소위 등

의활동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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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회 임시회 소위원회 워크숍

2012 1 1

2013 4 6 5 2

2014 2 3 9 1

계 7 10 14 3

서울시 인권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 소위원회 구성 : 그 동안 시민인권헌장 소위, 인권교육 및 모니터링 소위, 탈시설 소위, 보행권 소위, 인권정책
기본계획 소위,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도시보고서 소위 등 6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한 바 있다.

※ 예산 : 2012년 4,000,000, 2013년 39,180,000, 2014년 90,000,000



2-2-2. 심의안건

(1) 심의안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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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 인권정책 기본계획

- 2013년도 인권담당관 예산 증액 현황보고
-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항 관련 조사 진행사항 보고
-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관련 논의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방안
- 시민인권보호관 운 개선방안
- 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항 조사결과
-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관련 논의

- 인권교육 및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 아르바이트 등 취약 근로환경 실태조사 관련 보고
-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관련 논의

-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심의 관련 논의

- 인권담당관 업무보고(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공청회 결과, 인권교육) 
-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

- 인권교육 논의
- 서울시 인권위원회 운 방향 논의
-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

- 공무원 인권행정 강령,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 인권교육 및 공모사업
- 인권정책 기본계획 논의, 헌장제정, 시행규칙

- 인권정책 기본계획,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시민 인권헌장, 인권교육

- 제2차 공모사업 결과, 인권교육기관 선정결과, 서울시민 인권헌장 추진방안
-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조사현황

-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계획, 인권교육 선정결과 및 연찬회 추진계획
-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조사현황

- 인권교육 모니터링 계획, 시민인권보호관 권고이행률 확보방안
- 홍보계획, 실태조사 추진계획, 남산유스호스텔 세계인권선언문 설치
- 인권관련 시정 심의자문 방안,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방안

제1차정기회 2012.11. 27

제1차임시회 2012.12. 11

제1차임시회 2013.1. 4

제2차임시회 2013.1. 24

제1차정기회 2013. 2. 28

제3차임시회 2013. 3. 28

제4차임시회 2013. 4. 5

제2차정기회 2013. 5. 30

제5차임시회 2013. 6. 21

제6차임시회 2013. 7. 19

제3차정기회 2013. 8. 21

제7차임시회 2013. 9. 26

2012

2013



(2) 분석결과

인권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업무와 실제 정기회 및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분석한

결과는다음과같다.

위원회 업무와 논의안건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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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도 예산계획, 시민인권보호관 권고이행률 확보방안
- 인권위원회 시정 전반 심의 자문 방안,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방안

- 인권정책 기본계획 핵심사업 업무보고 관련(보행권)
-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관련(인권헌장, 인권교육, 인권공모사업 현안)
- 다산콜센터 인권 개선 권고 관련

- 인권정책 기본계획 핵심사업 업무보고 관련(이주민, 장애인 탈시설)
-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관련(이주아동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위탁업체
선정계획, 인권공모사업 현안)

- 다산콜센터 인권 개선 권고 관련 추진계획 보고

제8차임시회 2013. 10. 23

제1차임시회 2014. 1. 28

제1차정기회

2014

2014. 3. 6

조례 제14조 논의 안건

기본계획수립 및 모니터링

핵심사업 업무보고
- 보행권
- 장애인 탈시설, 이주민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인권헌장 제정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인권위원회 홍보방안
시민인권보호관
- 운 개선방안
- 권고 이행률 확보방안
- 인권침해사항 조사현황
인권교육 /  인권실태조사
사회복지법인 인강원 관련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문화행사

다산콜센터 개선권고

시장이나 인권담당관외
부서가 자문의뢰한
사항 없음

비고

1.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자문

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

3. 시민의 인권에 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인권센터 운 에 대한 자문

5. 시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심의 자문

정책개선 권고(제17조)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안정화, 실효화를 위한 안건이 많았고, 인권담당관

의 업무인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인권헌장제정과 인권센터의 운 과 관련된 안건이 가장 많이 논의되

었다. 인권담당관을 제외한 서울시 각과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자문을 요청하여 심의한 경

우는 없었다. 다만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장애인복지과 등 일부부서가 인권위의 요청에 의해 현안보

고 등을 추진한 사례는 있다. 주로 인권담당관이 보고하는 안건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나 위원이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 다. 이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아직 서울시 인권행정전반에 대한 심의자문기구

로 활동하기 보다는 주로 인권담당관의 자문기구로 활동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서울시 인권위원

회는 비상설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여회가 넘는 회의 개최를 기록하는 등 위원회 구성원들의 전

적인 헌신과 사명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인권행정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

지 못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백을 인적 역량에 의해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인권행정

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해위원회의제도적안정화가시급히이뤄져야한다.

2-2-3. 제도개선권고

(1) 운

서울시인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른 지자체 인권위원회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정책 등의 개선권

고 권한이다. 이는 인권위원회가 가지는 본래의 기본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성격에

서 벗어난 이례적인 권한으로 볼 수도 있다. 정책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인권옴부즈맨도 가지고

있다. 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보호관은 조사결과 시장이 조치할 사항을 센터장에게 통지시)인

권침해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양자의 차이점은 인권옴부즈맨은 진정사건을 중심으로 인권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를 위한 정책권고이며,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실 여부 및 신청과 관련 없이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2) 결정사안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3년“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하 다. 상담사들이 극

심한 감정노동으로 우울증과 자살충동 등 정신적·신체적 위협이 심각하고, 건강권, 인격권, 노동권, 휴

식권 침해 등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이유에서 다.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현장자문 등을 거쳐 전국

최초로 콜센터 상담사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감정노동·노동환경 등 6개 부문에

대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권고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장은 현재 인권위원회의 권

고를수용, 단계별로그내용을이행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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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권보호관운 현황

전자접수는 응답소, 이메일, 팩스, 공문 형식으로 접수된 것을 말한다. 전자 접수 외의 유형으로는 방

문, 전화 우편접수가 있는데, 전화접수 건수가 제일 많고 우편과 방문건수는 비슷한 수준이다. 2013년 총

접수건수가 172건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 7월까지의 접수건수는 145건으로 동 기간 대비 약 300% 정도

가 늘어났다. 그 원인은 ①2014년 서울시 전자민원의 접수체계가 응답소로 통합되기 전에는 서울시 홈페

이지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 중 인권침해사건을 1차적으로 분류하여 인권보호팀으로 보냈으나, 응답소

시스템으로 개편되면서 신청인이 스스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인권침해란에 체크를 하면

내용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인권센터로 접수되는 방식으로 달라졌다는 점 ②인권보호관 제도가 2년차에

들어서면서 시민의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아진 것 등이 주 요인으로 보인다. 접수과정에

서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서울시에 대한 민원이 아니거나, 사인간의 분쟁 등)은 인권센터에서

상담 종결을 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해주기를 강력히 원하는 경우 인권침해사건

으로 접수한 후 시민인권보호관이 각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접수단계에서 신청인의 의사를 적극적

으로존중하고있다.

2-3-2. 조사결과

2013년 접수된 사안 중 조사를 시행한 건은 68건이다. 이 중 각하가 15건, 기각이 12건, 취하가 11건,

조사중 해결이 1건, 시정권고 된 건은 16건이다. 반면 2014년 상반기에 접수되어 사실상 조사가 시작된

75건 중에는 각하 및 취하가 41건으로 약 56%를 차지하는데, 이는 총 접수 건수가 늘었고, 접수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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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소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타기관이첩

172 83 27 56 89 30 28 31

145 83 15 68 62 58 2 2

인권침해사건 상담 접수 통계 (2013.1. ~ 2014.7.16.) 

구분 방문/전화/우편
계

전자(응답소, 이메일, 팩스 )

상담 건수

2013

2014
(~7.16)

계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해결 시정권고

57 11 46 13 9 9 · 15

11(‘13이월) 2 9 2 3 2 1 1

75 28 47 29 5 12 1 0

인권침해사건 조사결과 통계 (2013.1. _ 2014.7.16.) 

구분
조사중계

완 료

조사 건수

2013

2014
(~7.16)



인권침해가 아니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사건 또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인권센터에서 접수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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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용조직담당관

인사과

사업소

시민봉사
담당관

위탁업체

교통정책과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교통정책과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사업소

총무과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신원조회규정’개정건의

▶‘사회통념’관련전부서공문시행

▶‘사과’, ‘체불임금정산’

▶‘위수탁협약의무위반엄중경고’, ‘직원관리만전’

▶관리자교육실시
▶가해자및2차가해자교육실시

▶‘시의정책적결정’,‘타기관과협의’

″

″

▶‘CCTV설치예산미편성’

▶‘인권교육실시’, ‘임의조작방지마련’
▶‘전동차내안내방송실시’
▶‘수사자료제공기준마련’

″

▶보안서약서개선준수
▶공무직대기실및샤워시설'14년본예산반 에노력

▶보안서약서보안업무연관성을고려하지않고모든
공무직, 임시직 등에게 받고 있는 보안서약서 제도
를사무업무(문서수발, 연구, 조사등)와실지사무실
을상시출입하는업무수행자에한해서만서약서를
받는근거규정마련(2014, 총무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3951호, 2014.1.23., 전부개정] 

▶동처리규칙별지4호서약서문구수정

수용(권고조치) 내용수용여부대상기관조치결과통지
(이의신청일)

결정사건목록연번

'13.2.28

'13.6.7
('13.8.7,
이의기각)

'13.6.28

'13.7.3

‘13.9.30

전과를이유로한
공무직임용차별

서울시위탁업체내
직원간성폭력

65세이상화교
주권자에대한

지하철복지혜택등
차별(단체)

서울지하철객실내
CCTV에의한
인권침해(단체)

산하사업소의
공무직에대한
보안서약서강요등
인권침해

1

2

3

4

5



2-3-3. 시정권고및이행현황

(1) 시정권고분석

2014년 7월까지 시정권고 결정은 11건이 있었다(접수된 신청건수로는 16건이다. 양자의 차이는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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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담당관

조직담당관

공사

사업소

공사

출연기관

인사과

재정담당관

공사

출연기관

재정담당관

인재개발원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2014년도비인가대안교육기관재학생대상급식비
(380백만원) 및 교육비(교사인건비 등 1,217백만원)
에 대해예산편성을하 고, 지원계획수립후시행
할계획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7항(아동청소년
담당관)에‘비인가대안학교운 ·지원’[제3964호,
2014.5.14.,  일부개정] 

▶‘자체인권교육실시’(2013.12.6.)

▶‘자체인권교육 실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13.12.20)

▶서울시지침개정시반

▶보수규정개정(2014.1.9.)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
급대상기관확대건의(2014.2.8.)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개정건의(2014. 2. 6.)

▶‘서울시 인권센터 추천 강사의 인권교육 실시’
(2014. 1.)

▶강사료지급기준시정권고를반 하여강사료관련
내규개정

▶강사정보는강사들이기재하여제출하는내용만수집

▶2014년강사료지급기준준용및불필요한개인정보
수집자제요청

▶12개출연기관협조공문발송

▶‘2014년강사료지급기준표개정’(2014. 5. 16.)

‘13.11.4

‘13.11.19

‘13.12.3

‘13.12.10
(‘14.2.7,
이의기각)

'13.12.24

'14.3.17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대한
급식및교육비지원
차별

서울지방공사의상사에의한
욕설및폭언등인권침해

사업소대표의노사협의
과정에서언어폭력

서울지방공사의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를둔직원에
대한학자금지급
차별

심리상담대상자명단
공개로인한인권침해

서울시의
민간단체활동가에
대한강사료지급
차별

6

7

8

9

10

11

인권침해 시정권고 및 이행현황(2013~2014.7)



사안이나 유사사안이 신청된 경우 병합하여 사건을 처리하 기 때문이다). 2013년 접수되어 시정권고가

된 11건의 사안 중 단체가 신청한 사건은 2건이다(사례 3, 4 참조). 그러나 서울시 산하 사업소나 공사의

직원이 소속기관 간부의 인권침해사실(언어폭력, 보안서약서 강요, 명단 공개, 성폭력 등)을 이유로 한

권고가 5건에 이른다. 이는 설립 첫해 산하기관의 노조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향을 받은 바도 있지

만, 사업소 내부의 권위적이고 비인권적인 관행을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조직 내부 목

소리의 분출로 보인다. 내용으로는 평등권 침해 사안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언어폭력과 관련된 권고가 2

건, 프라이버시권침해로인한권고가2건이다.5) 

(2) 이의신청및불수용

(가) 불수용

불수용된 건은 1건이다. 65세 이상 화교 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

고한 것으로, 주권자도 인권조례상 시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하철과 관련하여 차별하지 말 것을 권

고한 것이다. 그러나 교통정책과, 서울 메트로,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지하철 경 상 적자라는 이유 및 시

의정책적결정이라는이유로불수용하 다.

(나) 조건부수용

조건부 수용된 건은 2건이다. 이는 공사나 출연기관의 경우 서울시의 지침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

가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안정행정부의 지침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

우 담당과에서는 안전행정부에 지침이나 예산편성기준의 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조건부 수용으로 처리

하고있다(사례9번). 서울시안전행정부의지침이변화되었는지에대한추적조사가필요하다.  

(다) 이의신청

시정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된 건은 모두 2건이고(사례 2번, 9번) 모두 기각되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일반조사와 동일하다. 인권센터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이 사실관계

확인및조사를거쳐조사결과를인권센터에통보하고, 인권센터가이를당사자에게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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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문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1. ...는 고용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로 결정한다. -OOO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
고한다.”“2.OOO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계약직 임용에서 OOO를 부당하게 제외시킨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신청인의 무기계약직 임용불합격처분을 취
소할것을권고한다.”“3.헌법에서규정한사생활의비 과자유를침해한것으로인정되므로다음과같이개선조치를취할것을권고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업무부서와담당자들에대해관리감독을철저히할것을권고합니다. -재발방지를위해 OO에게서울시인권센터에서추천한강사에게인권교육
을받을것을권고합니다.”



3. 서울시인권기구의문제점

3-1. 인권위원회를중심으로

3-1-1. 서울시전체의인권자문기구로서의정체성미약

안건 중에는 인권담당관을 제외한 각 담당과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권과 관련된 자문을 요청하여 심

의한 경우는 없었다. 이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 전체의 인권보장을 위한 심의자문기구로 자리매

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

원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그 내용의 인권적 고려를 유인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제1항). 물론

최근 국가인권위의 권위와 위상추락에 따라 이를 지키는 사례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긴 하지만, 서울

시의 경우도 인권과 관련한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제개정시 의무적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게

하는것이필요하다. 

3-1-2. 제도개선권고의체계상적합성및실효성

(가) 체계상적합성여부

정책권고권을 심의 자문기구인 위원회에게 부여하는 것이 체계상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정책 권고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연구 조사를 해야 하고, 이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보조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위원회는 비상임위원들로 이루어진 기구로서 위원회 운 을 위한 간사 1

인 외에는 보조 인력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정책 권고를 위한 조사 및 권고문 작성 등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없다.

(나) 권고에대한이행력확보수단미흡

인권기본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규정 외 권고사항과 관련된 조치사항 보고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와 시장 간의 의견조정 과정 등은 어디에도 일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결국 권고의 이행에 부정적 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

지의 규정의 내용과 같이 정책권고 후 시장의 이행계획 통지,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유의 통지, 이에 대

한위원회의거부이유의공표 등이정책권고의이행력을확보하는방안으로서추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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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권보호관을중심으로

3-2-1. 권고내용의문제

피신청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인권적 관점에서 이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또다른인권침해의문제를낳을수있다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

3-2-2. 권고의실효성확보문제

조례는 시정권고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례 제21조제2

항). 그러나 2월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불수용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시민인권보호관 권고의 실효성에 부정적 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시민인권보호관제도가 도

입된초기시민인권보호관의시정권고에대해서울시내부에서는다양한반응을보 다.6)

3-2-3. 언론홍보불가

시민인권보호관은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직 임용차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바 있다. 이 권고는 시민

인권보호관 도입 후 첫 결정이기도 해서 언론담당관에게 보도자료를 보냈으나 시 언론과에서는“서울시

의 나쁜 기사를 막고, 좋은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우리 임무인데, 이런 내용을 보도자료로 내는 것이 맞

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겨우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이는 결국 거의 언

론홍보가 안 되었다. 또한 65세 이상 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이용 혜택에 대한 권고도 이미 부서와 협의

가 되지 않아 권고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시 언론과가 보호관에게 해당부서와의 협의를 요구하는

등시민인권보호관제도에대한몰이해가드러나기도하 다.

3-2-4. 담당과의소극적대응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직 임용차별에 대한 권고 중 신원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서울시장

에게권고하 으나관련부서는서로담당부서가아니라며조치를회피하 다.

3-2-5. 시민인권보호관제도에대한이해부족

서울시 당국은 인권위나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그러한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권고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보호관이 구체적이고 자세한 수준의 권고를 하는 것은 정책적 사안에 관여하

는 것으로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인권제도의 초기 안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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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9.26. 인권위원회 7차임시회의록



권고 전 충분한 협의나 설득 과정이 필요하고, 토론회 등을 통해 여론의 수렴절차를 거칠 것과, 모든 결

정문의 공개 및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고, 권고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시장이 직접 이행률 점

검할 것과, 나아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인권보호관이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

다. 그러나 시정권고의 이행확보를 최종적인 권고이행 당사자인 시장의 힘이나 권위에 의존하여 실현시

키고자 하는 것은 옴부즈맨이 지향하는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고, 인권적 해결방법도 아니다. 옴부즈맨은

기본적으로 관련자들의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권고의 이행 역

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권

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 등

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권고 ⇒ 피권고기관의

불이행에 대한 설명 ⇒ 재권고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관련기관은 인권의 가치에 대해 재고하게

되고, 공론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피권고기관이 이해 및 설득될 수 있다.7)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5조제3항에서 규정된‘불이행에 대한 이유 설명과 불수용 이유에 대한 언론공개’와 같은 설득적 절차

가규정되는것이인권조례에도도입되는것이바람직하다.

3-2-6. 불충분한지원인력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을 지원하는 인력은 인권보호팀 3명이다. 이 숫자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을

보조하는 인력과 같다. 광주시의 1년간(2013.6.-2014.7) 상담건수 81건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경우

2013년상담건수는172건, 2014년 7월까지의상담건수는 145건으로2배정도의차이가있다. 인권보호팀

은 상담 외 인권옴부즈맨의 조사를 지원하는 업무,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안건 배분, 권고이행 독려까

지 담당하고 있다. 광주시와 양적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서울시 인권보호팀의 업무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권보호팀에게 조사지원을 하게 할 경우, 공무원들은 같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

사를불편하게생각하고조사에참여하는것을꺼려하거나, 성의있는조사를하지않을수도있다. 

인권옴부즈맨이 충분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조사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

다. 독임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결정에 전적인 책임성이 부과되므로 조사자와 결정자를 나누는 내부에서

의 견제장치가 요구된다. 인권보호팀에게 인권옴부즈맨의 조사지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닌 옴부즈만에

소속된별도의전문조사인력의확보가필요하다.

3-3. 인권센터를중심으로

서울시 인권센터의 주요업무는 시민인권보호관 운 및 지원(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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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인권침해사항에 대한 접수 및 상담도 여기에 포함된다)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개발 교육 홍보이다(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참조). 그런데 현재 서울시 인권센터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이

겸임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만 인권센터가 설치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인권기구의 중요한 사명이자, 전

제조건인 독립적 업무수행, 즉 지자체에 대한 watch dog의 역할,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자기성찰기구로

서의 역할 수행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장 또는 서울시 고위간부를 피진정인으로

지목된 진정사건이 접수되면 상담과 접수창구인 인권담당관(인권센터)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보호관

조차도 예비검토보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결국은

이를 통해 곧장 시의 피진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 진정인의 진정행위가 드

러나거나 방해받을 소지가 있다. 인권센터의 또 하나의 업무인 인권증진업무와 관련해서도 인권담당관

이 이를 수행하는 것은 전문성이나 업무의 연속성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인권담당관

이 인권센터를 운 하는 상황은 조속히 시정되어 인권센터를 조례가 정한 대로 독립시켜 실질화시킬 필

요가있다.

4. 서울시인권기구개선방안

현재 서울시 인권제도는 서울시인권위원회-시민인권보호관-인권센터 간의 유기적 연계가 결여되어

서울시민에 대한 인권보장이 효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인권기본조

례에 의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자문기구로 설치되었다. 서울시인권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과 시민의 인권에

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과 인권센터 운 에 대한 자문 등을 업무로 하고 있다. 아울러 서

울시인권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및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인권위원회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업무를 충실

히 이행할 수 있는 실무적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인권센터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만 인

권위원회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현재 인권센터는 서울시 혁신기획관 산하 인권담당관이 겸임하

고 있다. 이는 사실상 인권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시민인권보호관 역시 시의 공식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채 시간제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신분의 불안정성이 잠재되어 있다. 더구나

서울시인권기본조례에는 서울시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센터 간의 유기적 연계가 매우 미흡

하여 서울시 인권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요소간의 결합도를 제고시켜 효과성 및 실효성을 확보해

야할필요가있다. 이에다음과같은방향으로그개선의대안을모색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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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개편의방향

서울시 인권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면 무엇보다도 지자체에서 왜 인권제도를 운 하려는지, 그

리고 그 제도운 을 통해 어떤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부터 다시 되짚

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로컬리즘으로 표상되는 시대 변화의 추세를 감안하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인권의 가치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보다 안정적인 전략으로서 인권주류화의 거점을 국가, 또는 중앙정

부뿐만 아니라 지역, 또는 지방정부로까지 확산시키고자 한다면 지자체에서의 인권제도의 안정화는 매

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인권제도의안정화는크게세가지방향으로이뤄져야한다고본다. 

첫째 독립성의 강화이다. 지방행정의 자기성찰기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시장이나 행정

체계의계선으로부터 향을받지않도록독립적인위상을확보해야할것이다. 

둘째 시민에 대한 책무성 강화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인하고, 정례보고서의

발간은물론시의회에정기적인보고가이뤄져야한다. 

셋째 권고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시 언론에의 공표라

든가, 권고이후일정시일내이행여부, 이행계획에대한응답을받을수있어야한다. 

4-2. 단계별개선방안

4-2-1. 1단계 : 현체제내에서의개선방안

인권기구의 양 체제인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적인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각 제도

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인권기구의 2년간의 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부

분적으로나마개선하고자하는것이다. 

(1) 독립성강화방안

(가) 임명절차의독립성강화방안(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인권기구의 독립성은 그 구성원의 독립성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조직법상 인권위와 시민인권보호관

은 집행부인 시장 소속으로서 시장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임명

되고 있으나, 인권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임의로 위촉하고 있을 뿐이다. 인권기구의 구성원은 의회와 같

은 대의기구에서 임명을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나, 현재 인권기본조례상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

관은 시장 소속이므로 의회에서 임명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

명하는방안이적절하다. 그개선방안으로는다음3가지방식을생각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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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권위원회와시민인권보호관모두의회의동의를얻어임명하는방안

이 안은 두 가지 기구 모두가 인권기구로서 권고권한을 갖고, 인권기구로서의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

다는점에서최대한의독립성을위해모두의회의동의를얻도록하는것이다.

②인권위원회 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시장이 임명

하도록하는방안

인권기구를 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운 하면서 인권위원회 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시민인권보호

관은 인권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들 중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의 임명에 있어 독립

성을유지하도록하는방안이다. 

③인권보호관만의회의동의를얻도록하는방안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운 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을 서울시 인권기구의 중심축으

로 운 하고자 할 때의 방안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 역할을 하고 있어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의회가 임명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독임제로 운 되어

독립성에훼손을받기쉬우므로의회의동의를얻어그독립적위상을확보하고자하는것이다.  

(나) 인권보호관의해임사유의명확화

인권조례에서규정하는시민인권보호관의해임사유는다음과같다.(조례제19조제3항)

1. 복무상의무를위반한경우

2. 형사사건으로유죄판결을받은경우

3. 그밖에보호관의직무를계속수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경우

이 해임사유는 시민인권보호관이 지방 계약직공무원이므로「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제7조8)의 계약

해지사유를 참고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세 가지 사유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고도의 독립성

을 필요로 하는 업무의 성격을 간과하여 규정된 것으로 그 해임 사유가 너무 완화되어 있고, 자의적 해석

이 가능하여 신분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독립성이 강조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이

나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규정<아래 표 참조)과 비교하면 이는 확실하게 드러난다. 시민인권보호관의

해임 사유를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과실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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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다만, 제2호 또는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채용계약을해지하여야한다.

1. 업무를게을리하거나업무수행능력이부족한경우

2. 사업을계속하거나해당직위를존속시킬필요가없어진경우

3. 복무상의무를위반한경우

4. 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다만, 약식명령이청구된경우는제외한다.

5. 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담당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시간제계약직공무원외의공무원신분을보유하게된경우

7. 그 밖에채용계약상의해지조건에해당하는경우



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임명권자에 의한 자의적 해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해임권자와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의회가 해임의결을 하도록 하거나, 인권위원회의 해임발의가 있을 경우에만 시

장이해임할수있도록해임권자와해임절차를규정하는것이필요하다.

(다)인권기구구성의다양성확보방안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에 대하여 다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다. 구체적으로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모든 적절한 사회적 집단, 특히 비정부 단체, 노조, 전

문가 집단, 철학 및 종교적 사조를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기구를 구성하는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고 권고

하고 있다.9) 파리원칙을 구체화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인권기구 등급기준10)(이하

“ICC 등급기준”이라 한다) 역시 인권기구의 다양성을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ICC 등급

기준은 인권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원을 사회의 여러 부문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

하고, 구성원에 여성참여를 통한 젠더 밸런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 임명절차가 투명해

야 하며,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광범위한 협의절차나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11) 구성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젠더 밸런스이다.

특정 성이 과점할 경우 사회의 다양성을 반 하기 어렵고, 진정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

다.12) 파리원칙이나, ICC 등급기준이 국가인권기구 구성과 관련된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성과 관련

된 원칙이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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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

록한 자
5.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6.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1.-4.의 사유는 당연 퇴직(자격요건)

1. 학생인권옹호관이 학생인권 및 다른
사람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더
이상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의 직무
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2. 학생인권옹호관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표 타 옴부즈맨 기구의 해임사유

1호의경우청문및위원회의동의를얻어해촉

해임
사유

해임
절차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 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6조제3항, 제15조제1항)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
(서울시 학생인권기본조례 제38조제4항)

9) 국가인권기구의지위에관한원칙(파리원칙), 구성과독립성및다원성의보장제1조

10)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소위원회 등급기준(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in United Nations, SCA General
Observations)은 ICC가 그 회원인 각 국가의 인권기구에 대하여 파리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에 맞는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ICC 등급기준및제도와관련해서는다음논문을참조. 

11) 박찬운, ‘스웨덴인권기구와파리원칙’, 「법조」통권 680호, 2013.5.

12) 앞의 , 174면,  2012년 개정된 ICC 등급기준 1.8.



위원회의 구성은 젠더 밸런스와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 다양성 확보방안이 조례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바람직하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

례개정이필요하다.    

①시민추천위원회구성규정의신설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천위원회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할 수 있

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 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은 추천받은

자중에서의회의동의를얻어위원을위촉한다. 

②다양한이해관계자의위원참여보장

현재 조례 제15조제2항의 위원 자격요건13)은 인권분야의 전문가(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기구

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

인권의 전문지식과 관련 없이 사회의 다원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정부 단체, 노조, 철학 및 종교적 사조를

대표하는 자들도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 집단의 구성 비율의 할당제

를추진하는방안도고려해보아야한다.  

③다양성확보를위한성비(젠더비율) 상한규정

인권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성이 일정비율(보통 2/3)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진

정한대표성확보를위해서는다원성뿐아니라다양성도존중되어야하기때문이다. 

④당연직국장위원의문제

572. 서울시인권제도 평가와 과제_ 

< 조례예시>  

제Ο조(인권위원추천위원회 설치·운 ) ① 인권위원의 추천을 위하여 인권위원추천위원회

(이하“추천위원회”라한다)를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끝난후추천위원회는자동으로해산된것으로본다. 

(※ 각 호에 서울시 거버넌스의 주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그룹을 명시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를 중요 그룹으로

명시한다.)

표 조례 예시 1

13)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기구 :인권증진및보호를위한국가기구설치와강화관련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역), 2004. 48면

1. 인권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있고학계에서인권관련연구경험이있는사람

2. 인권분야정부기관, 비 리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등에서근무경험이있는사람

3. 인권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있거나인권분야근무경험이있고인권관련비 리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추천을받은사람

4. 시 인권업무담당부서의국장(당연직으로한다)



ICC는“인권기구의 독립적 운 을 위해서는 정부공무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야 하며, 특히 정부대표

가 조직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4)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5조제2항4호는 시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

에서의 의결권 관련 제한규정도 없다. 인권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므로 서울시에 대한 인권관련정책의 논의과정이나 의결시 인권위원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을 기

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연직 인권위원으로서 국장위원제도는 폐지하거나, 위원자격은 유지하더라도

위원회에서의의결권은부여하지않는방안이필요하다.  

⑤인권보호관임기의문제

ICC 일반기준은 인권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인권기구 구성원의 독립성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적절한 임기의 보장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장려되고 있으며, 실증적으로 ICC 일반기준은 한 번의 재임이 가능한 3년에서 7년의 기간을 장려

하고 있다.15)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재 시민인권보호관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

은 문제가 있다.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지방계약직 공무원이라는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하나, ?지방계

약직 공무원 규정? 제10조는“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령상 임기연장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현행 2년의 임기규정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개정하고, 연임규정도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방식이아닌1회에한하여재임이가능하도록하는방안을제안한다.

(2) 책임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가) 의회및시장에대한보고규정신설

인권기구는 설립근거 법령에 정부나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책임은 보통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로 나타난다.16) 인권기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자신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의회나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공개되어 그 성과나 활동에 대해

대중으로부터 검증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인권기본조례에는 인권위원회든 시민인권보호

관이든 그 활동에 대하여 시장이나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인권위원회는 애초 심의자문

기구로 설계되었으므로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시민인권보호관의

경우 1년 동안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의회와 임명권자인 시장에 대한 보고를 통해 그 활동을 평가받는

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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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ICC 등급기준 1.9. 

15) ICC 등급기준 2.2

16)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앞의책, 2004, 66면.



(나) 객관적외부평가실시

인권기구는 기구 설립의 목적인“보호와 지원”의 대상인 시민들(서비스의 수혜대상자)에 대해서도 직

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17) 이러한 방법의 하나가 시민으로부터 서비스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다. 제도화된 평가시스템이 없으면, 업무처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

의 유인이 없으며,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도 확인할 수 없다. 때문에 정기적인 평가와 평

가결과에 의한 환류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시민인권보호관의 업무는 시민과 직접적인 대면을 하

고 있고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업무의 성격상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평가가 쉽게 가능하므로, 시민

들로부터의평가절차가도입되어야할것으로본다.

(다) 이의신청의공정한처리

이의신청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조사는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보호관이 하고, 결정은 시

행규칙제13조에따른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에서하거나인권위원회에서하는것이적절하다. 

(3) 실효성강화를위한개선방안

인권위원회는 정책권고 후 후속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조례 제17조는“시장이 권고사항을 이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계획의 통보절차나, 불수용할 경우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와 같은 불이행이유에 대한 설명과 불수용 이유

에대한언론공개와같은설득적절차규정이조례에도입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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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앞의책, 66면

< 조례예시>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시민인권보호관은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

성하여의회와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 시민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회와 시장에 대에 특

별보고를할수있다.

③시민인권보호관은제1항및제2항에따른보고서를공개하여야한다. 

표 조례 예시 2



4-2-2. 2단계 : 기구체계의변화를통한안정화방안

직접민주주의든, 참여민주주의든, 주민참여 구조(학습과 참여의 선순환 구조)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 전제 아래 지역에서의 인권레짐이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인권조례로 서울시 인권기구의 설치 근거

가 확보되어 있으나, 이왕이면 조속히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인권기구가 설립 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례 설계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독립적 지위에서 감시할 수 있는 인

권기구를 창설하는 것이다. 지역에서의 인권기구는 (예방적)권리구제의 사명을 맡는다. 인권기구는 합

의제 위원회이거나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한 독임제기구일 수 있다. 합의제 인권위원회인 경우는 지방정

부(행정부)와 지방의회(입법부) 구조 밖에 두어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옴부즈만을 중심으로한 기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회 소속으로 설치하고기구 조직을 대표(혹은 옴부

즈맨)가 구성하도록 하여 운 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주의 발전 정도에 따

른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그에 상응하는 권위의 수준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의 인권기구의 형태는 합

의제인권위원회가바람직하다고본다. 이를보다상세히설명하자면다음과같다.

(가) 합의제형인권위원회

서울시 인권기구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합의제형 인권위원회를 둔다. 이 인권위원회는 인권옴부즈맨

을 겸임하며, 인권침해사안 등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권을 보다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산하

에 조사팀을 둔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합의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를 서울시장에게 권고한다.

또한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권적 기술지원 목적의 방문조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한다. 현단계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문화, 정치적 안정성 및 다양성의 확보 수준 등을 두루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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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예시>  

제17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시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향을미친다고판단될때에는시장에게개선을권고할수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

하여야한다.  

③ 시장이 1항에 따른 권고의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받은관계기관등의장이통지한내용을공표할수있다. 

표 조례 예시 3



이러한 합의제형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에 걸 맞는 형태로 보인다. 또한 앞서 제기한 바

와같이결정에일정정도의무게를줄수있다.

(나) 위원회의구성

위원 총수는 홀수로 하되 위원장 포함 9인 내지 11인이 바람직하다. 위원장은 상임, 위원은 비상임으

로 하며 임기는 5년(또는 6년) 단임제로 한다. 위원장의 직위는 실국장회의 참석(인권적 정책기획 및 개

입이 가능하도록)이 가능해야 하므로 실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부여한다. 위원은 시민추천위원회에서 추

천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시민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하여 시장이 의

회의심의를거쳐임명하도록한다. 

(다) 위원회보좌기구로서인권센터

인권센터를 위원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으로 실질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에 설치된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둘 수 없도록 한 ?서울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 에 관한 조례?(이하“위원회

조례”라 함) 제10조18)의 개정이 필요하다. 같은 조례 제10조 단서에 인권위원회를 추가하여 예외적 사

무기구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 또는 인권조례에“인권센터는 위원회 조례 제

10조의 사무기구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센터는 크게 인권보호

팀과 인권증진팀으로 구성하고 현재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조사관(또는 팀장)으로 배치한다. 과도적으로

인권센터를 민간위탁사업으로 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인권보호팀은 인권침해조사를, 인

권증진팀은 정책과 교육 홍보를 담당한다. 필수 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으로 충원(과도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충원)하며 적절한 수의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 받아 운 한다. 인권센터장은 인권위원

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간의 긴 한 협조관계 및 정보공유를 가

능하게한다.

612. 서울시인권제도 평가와 과제_ 

18) <서울시소속위원회의설치·운 에관한조례>

제10조(사무기구 등) 위원회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둘 수 있는 경
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5. 결론

인권기구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에 관해서는 정형화 된 모델이란 없다. 특히나 인권옴

부즈만과 같은 독임제 기구와 인권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기구가 점차 그 형태와 무관하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요즘의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중심의 독

임형 기구는 제도와 사람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일정정도 확보된 토대 위에서나 실효적인 기능이 가능하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범에 대한 시민적 동의나 합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옴부즈만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대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 수준이 높은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제도

와 규범에 대한 시민적 신뢰수준이 높다. 이런 조건에서 옴부즈만은 자기책임 아래 단독적인 결정을 한

다 하더라도 이 결정에 불복하거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민주적

권력통제(법치주의)의 정도나 법규범에 대한 신뢰수준, 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독

임형보다는 합의제형 인권기구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옴부즈만과 인권위를 양축

으로 해서 복수의 중층적 인권보장기구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바람직하

지만, 문제는 예산과 인력이라는 가용자원의 한계가 상수로 작용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두 기구를 동시

에 운용하는 것이 최선일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문제는 백화점식으로 창구를 많이 만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규범에 대한 시민적 신뢰를 감안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아직은 합

의제 인권기구가 우리 사회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인권기구의 역

할이 기본적으로 가버넌스 지향이냐 Advocacy지향이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지방행정에

대한 협력적 충고와 자문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 가버넌스를 인권기구의 기본적 위상으로 상정한다면 기

존과 같은 행정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도 얼마든지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이럴 때 인권기구는 말 그

대로 가버넌스에 합당하도록 사회적 다양성, 즉 이해관계자(Stakeholder)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

이다. 그러나 행정청에 대한 인권적 감시기능, 즉 모니터링기구로서 인권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다양한 인권분야를 대표하면서 그에 따른 전문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법치

주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는 아직 법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공통적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권적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지금은우리에게적합한인권기구가Watch Dog으로서의사명이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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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권구제제도의
현황과과제

염규홍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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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설치근거와직무범위

- 시민인권보호관은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제18조에설치근거를둔조례상의기구이다. 

-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인권보호관을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임명하여구성한다.

- 시민인권보호관의임기는2년이며연임할수있다.

- 조례에서는‘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며 시민인권보호관의 독립성을 특히 강조하

고있다.

-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이 접수되었거나, 시장 또는 인권위원회가 의뢰한 인권침해

사항을 3개월 이내로 조사하여 그 결과와 시정권고 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한다. 시장을 포함한 시정

권고를 통지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통지

에는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등을 포함할

수있다.

- 시민인권보호관은조사할수 있는대상기관은 1) 시및그 소속행정기관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지원을받는각종복지시설이다.

- 시민인권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을 인권센터(인권담당관)에 요청할 수 있고,

조사대상기관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 자료제출 또는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는 권한이 있다. 아울러 조사를

필요할경우비 리민간단체및법인의임직원, 전문가등을조사인력으로참여시킬수있다.  

653. 서울시 인권구제 제도의 현황과 과제_ 

서울시인권구제제도의현황과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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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규 홍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 시민인권보호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호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를

운 할수있으며, 조사결과및시정권고등을협의할수있다.

2. 인권침해사건상담접수및처리결과현황
- 2013년 57건사건접수, 인권침해인정및권고16건(병합포함), 기각 12건, 각하 15권, 취하 11건등

- 2014년 10월 27일 현재 132건 접수, 인권침해 인정 및 권고 4건(병합 포함), 기각 17건, 각하 76건, 취

하 18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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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인권침해사항조사와시정권고

○직무범위 : 시정관련기관이나시설

- 인권센터에상담신청이접수된인권침해사항
- 위원회나시장이의뢰한사항

- 시및그소속행정기관
- 자치구(시의위임사무)
- 시가출자또는출연하여설립한기관
- 시의사무위탁기관
- 시의지원을받는각종복지시설

이윤상

염규홍

노승현

○인권침해조사및시정권고
- 아동·청소년·여성·외국인·다문화관련 시및시소속행정기관
- 시의지원을받는각종복지시설

○인권침해조사및시정권고
- 장애인·노인·자활지원관련시및시소속행정기관
- 시의지원을받는각종복지시설

○인권침해조사및시정권고
- 기타사회권및자유권관련시소속행정기관 (생존권, 주거권, 환경권, 생명권등분야)
- 자치구(위임사무), 시의출자·출연기관, 시의사무위탁기관

시민인권보호관별 업무 분장표

2013 (1~12) 172 57 84 31 57 2 15 12 11 1 55(16)

2014 (10.31 현재) 223 132 89 2 132 14 76 17 18 3 118(4)

계 사건 상담 타기관 계 조사중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 종결
접수 종결 이첩 해결 (권고)

구분
완료

상담 건수
조사 건수



3. 인권침해사건시정권고및이행현황(2013 ~ 2014.10)

1) 전과를이유로한공무직임용차별

- 사건내용 : 신청인은 사업소 기간제 청소근로자로, 공무직(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최종 합격하

으나신원조사과정에서30만원벌금형을받았다는이유로임용에서탈락

- 결정 : 사업소가신청인의공무직임용에서배제한것은고용차별로서평등권침해

- 권고내용 : ① 사업소장은 신청인에게 사과하고, 불합격처분을 취소, ②‘사회통념’과 같은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채용 방침을 정비 ③ 서울시의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에 대한

규정전면적검토하고시정조치

- 이행 여부 : 수용 ① 사업소는 불합격 취소, 사과, 체불임금 정산 ② 조직담당관은 신원조회 규정 개

정건의③인사과는‘사회통념’같은차별문구배제토록전부서공문시행

2) 서울시위탁업체내직원간성폭력

- 사건내용 : 신청인은 서울시 위탁업체 직원으로, 위탁업체 워크숍 과정에서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

했고, 사건발생후회사관리자들로부터2차피해를입었다는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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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유 건수 기타

조사중해결(4건) 사과 등 합의, 사건원인 해결 4건

사인간 발생 (사기업, 학교 포함) 53건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 또는 종결 19건

각하(91건) 자치구 발생 (타 자치구포함) 11건

제3자의 신청(피해자 조사원하지 않음) 3건

타기관 발생 (경찰 등) 2건

조사신청이 현저히 이유 없음(신청인 연락두절) 3건

사실관계 달라 인권침해로 볼 수 없음 27건

기각(29건) 단순 불친절 행위(신청인 연락두절) 1건

사과에 따른 합의(13년도 조사중해결 조항 없음) 1건

기각, 각하 의견 듣고 18건

사과 등 합의 5건

취하(29건) 처벌이 미약하다는 이유(타기관 접수) 2건

별 이득이 없을까봐(이유없음) 2건

불이익 당할까봐 2건

세부 결정 내역(조사중해결, 각하, 기각, 취하)



- 결정 : 성희롱사실및관리자들의부적절한대처에의한2차피해사실인정

- 권고내용 : ① 위탁업체는 성희롱 가해자 징계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② 2차 피해 가해자들에

게 경고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 ③ 피해자에게 사과조치, ④ 피해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유급휴가 및 심리치료제공), ⑤모든 관리자 및 간부 성희롱 예방교육 ⑥성희롱 예방

지침수립및시행

- 이행 여부 : 수용 ① 위탁업체는 가해자 징계, 관리자 교육 실시, 가해자 및 2차 가해자 교육 실시 ②

시민봉사담당관은위수탁협약의무위반엄중경고

3) 65세이상화교 주권자에대한지하철복지혜택등차별

- 사건내용 : 화교 주권자는 병역의무를 제외한 교육, 납세, 노동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으나 재정

적자를이유로지하철무임승차복지혜택에서배제되었다는주장

- 결정 :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교통수단의 이용과 관련하여 배제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권고내용 : ① 서울시장은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고, 적절하고 합당한 권리 보장

책을 마련 ② 65세 이상 화교 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주권자들에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실시

- 이행 여부 : 불수용, ①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는 시의 정책적 결정(지하철 재정적자

에 따른 국가보조금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 무임승차 실시는 부담감이 있음)으로

타기관과협의가필요

4) 서울지하철객실내CCTV에의한인권침해

- 사건내용 : 신청인들은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 CCTV를 성희롱 등 범죄,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했다

고하나효과가없고사생활침해와시민의기본권을침해하고있다는주장

- 결정 : 지하철 객실 내 설치된 CCTV가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았고, 시민의 사

생활침해개연성이있음

- 권고내용 :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① CCTV 담당자 및 기관사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②

기관사의 임의조작 방지 방안 마련 ③ CCTV 설치 사실 안내방송 ④ 수사기관 상제공

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 ; 서울시장은 ① 공공기관 CCTV 설치시 시민의견 수렴 및 관

리감독 철저 ② 모든 전동차 객실 내 CCTV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은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

되기전까지재고할것

- 이행 여부 : 수용, ① 교통정책과는 CCTV 설치예산 미편성 ②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는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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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임의조작방지마련, 전동차내승객에게CCTV 설치사실안내방송실시

5) 산하사업소의공무직에대한보안서약서강요등인권침해

- 사건내용 : 신청인은 사업소에서 수목초화류 관리 및 시설물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

로 전환되어임용되는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보안서약서를강요당하 고, 비닐하우스

대기실등부당한처우를받았다고주장

- 결정 : 보안서약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수의 의무

를 지운 것이며, 근무환경은 재화공급, 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 배제, 구

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한것으로평등권차별임

- 권고내용 : 사업소장은 ① 공무직 보안서약서 개선 ② 공무직 대기실 및 샤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

서울시장은①보안서약서양식개선②근무환경개선노력과관리, 감독을철저

- 이행 여부 : 수용, ① 사업소는 보안서약서 개선, 공무직 대기실 및 샤워시설 예산 반 노력 ; ② 총무

과는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개정(보안서약서 개선), 동 처리규칙 별지4호 서약

서문구수정

6)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대한급식및교육비지원차별

- 사건내용 : 신청인들은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에 의거 급식비 및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

나 아직까지 지급을 받은 바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법정 한부모 가정, 차상위 가정

은 정규학교에 다니면 구청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닌다

는이유로지원을받지못하는등차별을받고있다는주장

- 결정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및 교육비 지원 차별은 평등권 침해이며, 궁극적으로 교육

권침해로인정

- 권고내용 : 서울시장은 ①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이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 대안

교육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업무 분장 ② 급식비 지원 및 교육비 확대 지

원 계획 수립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 장애인, 법정 차상계층

등소외계층에지원계획수립및복지지원

- 이행 여부 : 수용, ① 아동청소년담당관은 2014년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대상 급식비(380백

만원) 및 교육비(교사인건비 등 1,217백만원)에 대해 예산편성 및 시행 ② 조직담당관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 7항(아동청소년담당관)에‘비인가 대안학교 운 ·

지원’[제3964호, 2014.5.14.,  일부개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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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지방공사의상사에의한욕설및폭언

- 사건내용 : 신청인은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을 보고 피해자가 상사로부터 욕설 및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당했다는주장(제3자에의한신청)

- 결정 : 직장내상사인피신청인의폭언등으로피해자의인격권이침해된것으로판단

- 권고내용 : 공사는피신청인에대한자체인권교육을실시할것

- 이행여부 : 수용, 자체인권교육실시

8) 사업소대표의노사협의과정에서언어폭력

- 사건내용 : 신청인들은노사협의회과정에서대표로부터인간적인모욕과명예훼손을당했다주장

- 결정 : 신청인 1에 대해서 피신청인의 언어폭력으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판단, 신청인2, 3은기각

- 권고내용 : 사업소는피신청인에대한자체인권교육을실시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것

- 이행여부 : 수용, 사업소는자체인권교육및재발방지대책마련

9) 서울지방공사의비인가대안교육기관취학자녀를둔직원에대한학자금지급차별

- 사건내용 : 신청인은 공사에서 학자금 지원을 할 때 정규학교 재학생의 경우는 대상이 대고, 비인가

대안학교재학생의경우는제외되는것은차별이라고주장

- 결정 :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지원하는 자녀 학자금에 대해 인가를 받은 정규학교와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사이에차별을두는것은합리적이유가없는평등권침해

- 권고내용 : ① 공사 사장은 학자금지원관리내규 등을 정비하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

에도 학자금을 지급할 것 ; ② 서울시장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반 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출연?출자기관 직원 자녀에 대해 정규학교와 비인

가대안교육기관에따른차별을없애는조치를취할것

- 이행 여부 : 조건부 수용, ① 공사는 서울시 개정시 반 ② 출연기관은 보수규정 개정 ③ 인사과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확대 건의 ④ 재정담당관은 안

전행정부공기업과에공기업예산편성기준개정건의

10) 심리상담대상자명단공개로인한인권침해

- 사건내용 : 신청인은 공사측에서 승무사업소내 공개된 알림게시판에 실명으로 심리 상담대상지 명

단을게시하여해당승무원이정신적, 심리적으로문제가있는것으로만들었다고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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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 : 심리상담 대상자의 명단을 외사 알림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한것으로인정

- 권고내용 : 서울메트로사장은 ① 건강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부서와 담당자들에

대해 관리?감독 철저 ②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시 사생활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서울메트로 승무사업소장은 피신청인에게 서울시 인권센터에서 추천한 강사에게 인권

교육을받을것

- 이행여부 : 수용, 서울시인권센터추천강사의인권교육실시

11) 서울시의민간단체활동가에대한강사료지급차별

- 사건내용 : 신청인은 서울시와 출연기관 등에서 민간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전문성과 경력에 대한 고

려가없이최하위등급으로강사료를지급하는등차별받고있다는주장

- 결정 : 민간단체 활동가에 대해 활동경력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최하등급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합리적이유없이사회적신분등을이유로하여평등권을침해한차별행위

- 권고내용 : 서울시장은 ① 민간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활동경력이나 전문성을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

을 마련 ② 강사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개선 ; 서울시 인재개발원장은 ① 직업이나

사회적 신분, 등록청에 따라 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강사료 지급기준을 활동경력 기간

등을포함하여합리적으로시정

- 이행 여부 : 수용, ① 출연기관은 강사료 지급기준 시정권고를 반 하여 강사료 관련 내규 개정, 강사

정보는 강사들이 기재하여 제출하는 내용만 수집, ② 재정담당관은‘2014년 강사료지급

기준’준용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 자제 요청, 12개 출연기관 협조 공문 발송 ③ 인재

개발원은시민단체활동가의경력을반 한‘2014년강사료지급기준표’개정

12) 감사담당공무원에의한징계사실공개

- 사건내용 : 신청인은 감사 담당 직원이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징계 사실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공개적으로하여심한모욕감을받았다는주장

- 결정 : 감사 담당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 인 징계사실을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이 있는 공개적

인자리에서발설한것은신청인의사생활의비 과자유가침해된것으로판단

- 권고내용 : ① 서울시장은 감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② 서울시 감사관은 피신청인에게 서울시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

사에의한인권교육을실시

- 이행여부 : 수용, 감사관은직원및피신청인에게인권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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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업소직원간성희롱등

- 사건내용 : 신청인은 직장 동료로부터‘사랑한다’, ‘사귀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신청인의

집 앞에 찾아오는 등 가해 행위를 지속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등 지속적인 피해를

겪었다는주장

- 결정 : 일방적인 구애와 성적 언동은 신청인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만한 일로서 성희롱

에 해당하며, 신청인을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며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스토킹 행위

는 신청인의 신체의 자유 및 자유로운 거주와 이전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빚는 심

각한인권침해임

- 권고내용 : 서울시장은 ① 피신청인을 엄중하게 징계조치하고, 서울시 인권센터가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 및 심리치유를 받도록 하는 등 피신청인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②‘00도로사업소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

독 ③ 서울시가 수립한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공문

처리 시 당사자 신원노출 최소화 등 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보완 ; 00도로사업소

장은 ① 신청인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유 제공, 신변안전을 위한 협조 등 피해회복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고, ② 신청인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피신청인이 공식적으로 사과할

수있도록조치

- 이행여부 : 권고를이행중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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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민인권보호관 권고내용 조치 현황

조건부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

수용

▶‘신원조회규정’개정건의

▶‘사회통념’관련전부서공문시행

▶‘사과’, ‘체불임금정산’

▶‘위수탁협약의무위반엄중경고’, ‘직원관리만전’

▶관리자교육실시
▶가해자및2차가해자교육실시

▶‘시의정책적결정’,‘타기관과협의’

″

″

수용(권고조치) 내용수용여부결정사건목록연번

전과를이유로한
공무직임용차별

서울시위탁업체내
직원간성폭력

65세이상화교
주권자에대한

지하철복지혜택등
차별(단체)

1

2

3

조직담당관

인사과

사업소

시민봉사
담당관

위탁업체

교통정책과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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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

조건부
수용

수용

수용

▶‘CCTV설치예산미편성’

▶‘인권교육실시’, ‘임의조작방지마련’
▶‘전동차내안내방송실시’
▶‘수사자료제공기준마련’

″

▶보안서약서개선준수
▶공무직대기실및샤워시설'14년본예산반 에노력

▶보안서약서 보안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공무직, 임시직등에게받고있는보안서약서제도를
사무업무(문서수발, 연구, 조사 등)와 실지 사무실을
상시 출입하는 업무 수행자에 한해서만 서약서를 받
는근거규정마련(2014, 총무과)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
3951호, 2014.1.23., 전부개정] 

▶동처리규칙별지4호서약서문구수정

▶2014년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대상 급식비
(380백만원) 및교육비(교사인건비등1,217백만원)에
대해예산편성을하 고, 지원계획수립후시행할계
획임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6조7항(아동청소년담
당관)에‘비인가대안학교운 ·지원’[제3964호,
2014.5.14.,  일부개정] 

▶‘자체인권교육실시’(2013.12.6.)

▶‘자체인권교육 실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2013.12.20)

▶서울시지침개정시반

▶보수규정개정(2014.1.9.)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기관확대건의(2014.2.8.)

▶안전행정부 공기업과에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개
정건의(2014. 2. 6.)

▶‘서울시인권센터추천강사의인권교육실시’(2014.
1.)

서울지하철객실내
CCTV에의한
인권침해(단체)

산하사업소의
공무직에대한
보안서약서강요등
인권침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대한
급식및교육비지원
차별

서울지방공사의상사에의한
욕설및폭언등인권침해

사업소대표의노사협의
과정에서언어폭력

서울지방공사의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를둔직원에
대한학자금지급
차별

심리상담대상자명단
공개로인한인권침해

4

5

6

7

8

9

10

교통정책과

서울매트로

도시철도공사

사업소

총무과

아동청소년
담당관

조직담당관

공사

사업소

공사

출연기관

인사과

재정담당관

공사



4. 피해구제업무이외시행정제도개선권고(2013 ~ 2014.7) 

⊙현행공무원증의주민등록번호삭제를통한개인정보보호의견

- 서울시및자치구공무원증발급시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변경(2014, 인사과)

- 서울특별시공무원증규정[서울특별시훈령제985호, 2014.3.6. , 일부개정]

⊙생활이어려운직원지원범위에시간제계약직제외시정요구

- 시간선택제임기제포함(2014, 인력개발과)

⊙공무직근무환경개선권고

- 청소근로환경시설가이드라인제정(2014, 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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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수용

수용

수용

권고
이행중

권고
이행중

권고
이행중

▶강사료 지급기준 시정권고를 반 하여 강사료 관련
내규개정

▶강사정보는강사들이기재하여제출하는내용만수집

▶2014년 강사료지급기준 준용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자제요청

▶12개출연기관협조공문발송

▶‘2014년강사료지급기준표개정’(2014. 5. 16.)

▶감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특별
인권교육실시

▶피신청인에게인권센터가추천하는강사로인권교육
실시

▶피신청인근무지변경조치시행
▶피신청인징계조치중

▶피신청인성희롱예방교육및심리치유
▶피신청인사후관리

▶피해자심리치유및유급휴가제공
▶피해자에대해공식적사과조치

서울시의
민간단체활동가에
대한강사료지급
차별

감사담당공무원에
의한징계사실공개

12

13 사업소직원간
성희롱등

11

출연기관

재정담당관

인재개발원

감사관

인사과

여성가족정책실

OO도로사업소



⊙서울시성희롱등예방교육시내부신고, 조사전담부서에시민인권보호관공지요구

- 안내공지(2013, 2014, 여성가족정책실)  

⊙서울시전자민원“응답소”에민원인이전자민원신청서작성과정에서 <메뉴>

→ <인권침해> 선택하면인권센터로민원자동접수시스템구축

- 민원인의일방적선택으로인권침해사건이아님에도불구하고자동적으로민원접수

⊙서울시성희롱및언어폭력사건인권문제로인식하고시민인권보호관이조사전담

- 성희롱, 언어폭력재발방지종합대책(서울시, 2014.9.29. 발표)

- 여성가족정책실과감사관에접수되는‘직원간성희롱사건’을시민인권보호관이전담

- 인사과에서담당하던언어폭력사건도시민인권보호관이조사전담

5. 서울시인권구제업무평가및과제

▷시민인권보호관증원1) 혹은조사관충원의필요성

○올 해(2014년) 인권침해 접수가 작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시민인권보호관의 역할과 업무가 알

려지고, 사건발표를통해홍보가되면서사건신청은앞으로도더증가할것으로예상됨. 

○서울시 직원 간 언어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는 종합대책(9월 29일)를 마련하여 위 2가

지 사건은 인권침해의 역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조사구제를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일원화하

여그와관련한사건도증가추세에있음.2) 

▷시민인권보호관의업무특성

○시민인권보호관의 업무 역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조사 이외에도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

책권고, 그리고 피해자 및 가해자, 참고인에 대한 인권상담을 통해 추가 피해나 조직에 의한 2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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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제18조(시민인권보호관설치)에 따르면시민인권보호간 5인이내로구성된다.

2) 이에 앞서 2014년 9월 15일 서울시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있다. 이 발표이후 1달도채되지않아직장내성희롱사건이 3건접수되어 1건은시정권고하 고, 나머지 2건은조사중에있다. 이것은 2012년도에 2
건, 2013년도 1건접수된것과비교할때현격하게증가한수치다. 



해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 업무임. 조직 내부의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같은 공

무원이 아니란 점에 안도하 고,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했던 가슴 속 이야기를 꺼내 놓으며 눈물을

쏟았고, 가해자들의처벌보다는진심어린사과를원하는경우가많았음.

○인권상담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한 인권침해 관련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키워 나가는 업무는

지자체인권구제기관에서는그의의가큼. 

▷자치구인권담당부서와의업무협조

○자치구 관련 사건의 경우 조례상 조사 범위가 아니어서 각하로 처리하고 있음. 자치구의 인권 담당

부서가 있는 경우 이첩하여 조사를 진행 추진. 자치구 관련 업무 부서와 업무 협조 원활히 하기 위

해간담회진행(연 2회)  

▷조사결과신뢰성회복을위한방안

○시민인권보호관 3인 협의 후 단독 결정(2013)에서 3인 합의결정(2014년)으로 변경하여 개인이 결정

한다는우려를불식시키고자함.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하여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안 등 사회적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수렴및다양한전문가들의의견을모아결정할예정임.  

▷조사환경개선의필요성

○현재 조사실은 신청사 3층에 마련되어 있으나, 방음이 되지 않아 조사 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시급히요구됨.3)

○조사실도 사건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서 소파 등의 가

구나집기등도필요하고조명이나벽지등의색깔도고려할필요가있음. 

○청사 내 조사실 출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관련자들과 외부에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동

조사실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식사나 차를 마시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도 책정되

어야함. 

▷직권조사가능하도록조례개정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구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

정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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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조사과정에서피조사자들은이문제를제기하고있음.



▷시민인권보호관의연임제한규정으로개정

○현재 조례에서는 시민인권보호관은 연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만 임기연수를 4년 이내로 하되

재임이나 단임으로 해야 함. 시민인권보호관이 연임에 연연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고, 새로운 시각을 지닌 인권 전문가들이 새롭게 충원될 수 있으며, 인권인권구제 기관의 관

료화를예방하는장점이있음.

6. 지자체인권구제기관의조직체계에대한소고

▷지자체인권구제기관은민간위탁의형태의인권센터지양해야함

-   인권침해 피해자 등 관련자들이 시민인권보호관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고 공무

원의 경우는 시민인권보호관이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조사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음. 조심스럽게

신분을확인하는경우가많음(“서울시공무원이세요?”).

▷지자체인권구제조직체계로합의제옴부즈만이대안이될수있음

○시민인권보호관의‘독립성’에 대한 관점에 따라 조직체계의 상이 달라짐. 현재 서울시의 시민인권

보호관은 인권담당관실에 소속되어 있어 독립적인 조직체계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모든 업무

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조사 결과를 결정문을 통해 외부에 공포하는 것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제도적독립성이아니기때문에독립성이훼손될가능성이항존함.

○현재 지자체 인권체계는 각 지자체별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형식의

측면과는 별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권위원회, 시민인권보호관, 인권담당관실로 나뉘어서 서

로견제와협력을이루고있음.

○인권위원회가 상설화 되는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지방행정판 인권기구가 되므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옴부즈만 역할까지 맡아 조사를 진행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함. 통합적인 인권 조직체계

를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그런 조직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인권구제

기간이늘어나는단점이있음.

○인권위원회가 비상설화되는 경우, 1) 위원장은 비상임이지만 옴부즈만이 상임인 인권위원회를 구

성하는 방안, 2) 서울시처럼 비상임 인권위원회와 복수의 옴부즈만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방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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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것임. 

○지자체 인권체계를 구성할 때, 인권위원장, 인권옴부즈만, 인권센터장 등 그 명칭이나 조직형태가

어떠하든 외부에서 지자체 행정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공무원과 민간 역으로부터 일정 부

분 독립성을 유지하고, 한편으로는 감시를 받는 고독한 자리임을 인정하여, 복수로 편재하여 서로

를지켜나가는유대감을형성케해야함.

○서울시의 경우, 비상임 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 및 중요한 인권 사안에

대한 정책권고까지 수행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의 정책권고는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라는 측면

에서 인권위의 정책권고와는 차이가 있음. 서울시처럼 인권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닌 조건에서는

다수의 시민인권보호관이 합의제로 결정하는 것이 지자체의 인권구제기관의 현실 가능한 모델이

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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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제정 : 9개구 (성동구, 성북구, 등포구, 서초구, 도봉구, 서대문구, 동작구, 노원구, 구로구)

▣‘14년예산편성 : 8개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인권팀신설: 6개구 (성동구, 성북구, 서대문구, 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2014.7.30. 현재)

자치구인권업무추진현황

첨부자료

구별 담당부서명 추진현황및계획, 예산현황 비고(인권팀구성여부등)

1 서울시 인권담당관 시민인권보호관(3명)  
3개팀15명

2 종로구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

3 중구 감사담당관 민원순찰팀

4 용산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인)

5 성동구 감사담당관 인권팀(직원3명)

6 광진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7 동대문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8 중랑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 2012.9.28. 인권담당관신설, 조례제정
- 2013.1.10. 조례시행규칙제정
- 2013.8.8. 기본계획수립시행
- 2014년예산 : 1,014백만원

- 2014년조례제정예정(자료준비중)
- 2014년예산 : 미편성

- 2014년조례제정예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 2012년인권침해예방교육실시
- 2014년예산 : 미편성
※인권조례제정검토, 인권예방교육실시

- 2012.9.17. 인권팀신설
- 2013.6.10. 직원인권감수성향상교육실시
- 2014.3.20. 조례제정
- 2014예산 : 3,200천원

- 2014년예산 : 미편성
※ 2012년도 동성애 차별금지 현수막 게시, 버스광고
중지등민원처리사례

- 2014년예산 : 미편성

- 추진계획미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인권친화적투표소설치(16개소) 및안내도우미배치



9 성북구 감사담당관 인권팀(인권TF팀확대설치, 
직원3명)

10 강북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11 도봉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12 노원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13 은평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14 서대문구 정책기획담당관 인권팀(직원3명)

15 마포구 감사담당관 민원소통팀

16 양천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17 강서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18 구로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19 금천구 감사담당관 감사팀

20 등포구 감사담당관 인권팀(직원2명)

- 2012.1.1. 인권팀 신설, 7.19. 조례 제정, 인권위원회
매월1회개최
- 2013.12.10. 주민인권선언문제정
- 2014년예산 : 35,980천원
- 2014년주요사업추진현황
※인권교육실시, 인권캠프운 , 인권축제개최, 인권
책읽기다독다독캠페인전개, 전국최초인권 향평가
실시, 성북인권백서발간

- 2014년조례제정예정(세부계획미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 2013. 11. 14. 조례제정
- 2014년예산 : 280만원

- 2014.5.8. 조례제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 2014년조례제정예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 2013.1.8 인권팀신설, 11. 8. 조례제정
※주민인권학교및전직원인권교육실시
- 2014년예산 : 20,502천원
※주민인권학교실시, 직원인권함양교육실시

- 2014년조례제정예정
- 2014년예산 : 160만원

- 2014년예산 : 미편성

- 2014년예산 : 미편성
※생명사랑자살예방사업추진

- 2014.7.3. 조례제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 2014년조례제정예정(자료준비중)
- 2014년예산 : 미편성

-2013. 3. 21 조례제정(의원발의)
- 2014.4.7.구와시립대간인권업무협약체결
- 2014년예산 : 53,960천원
※인권위원회구성및회의개최, 기본계획용역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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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작구 감사담당관 인권조사팀(직원3명)

22 관악구 감사담당관 인권팀

23 서초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24 강남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정팀

25 송파구 감사담당관 감사팀(직원1명)

26 강동구 감사담당관 감사팀

- 2013.12.12. 조례제정
- 2014년예산 : 12,401천원
※추진계획수립을위한로드맵구성

- 2014년예산 : 3,060천원
※ 주민통행권(횡단보도) 설치,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등산로조성, 다문화축제

- 2013. 5. 2 조례제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 2014년조례제정예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 추진계획미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민원처리사례(시각장애인보행권확보)

- 추진계획미정
- 2014년예산 : 미편성

구별 담당부서명 추진현황및계획, 예산현황 비고(인권팀구성여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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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와전망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서울시인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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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서울시인권교육추진배경

1-1. 국제사회인권교육흐름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은 유엔 인권교육 10년(1995~2004)이후 후속조치로서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

로그램행동계획(2005~2009),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2010~2014)을 채택하고, 2011년‘유

엔인권교육훈련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s Training)’을 채택함으로써

확고한 국제적 기준을 갖게 되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은 2005년 채택된 것으로 초등

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인권교육과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 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제도 내에

인권교육의 도입과 실천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 인권교육 실행을 위한 이행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

하 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행동계획은 2010년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 및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대 등에서의 인권훈련을 위한 행동계획으로 채택되었다.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인권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집단에 대한 인권훈련 증진 행동의 방향점과 기준, 국가이행절차를 제시하고 각

국가의이행결과보고서를2015년도인권이사회에제출할것을담고있다. 

인권교육에서분기점은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채택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다. 유엔인권

교육훈련선언은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상징성을 가진 선언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준거틀을 제

시하고 있다. 인권교육훈련선언은 전문과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에서는 기본권으로서

인권교육의 접근성,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국가수준의 조치사항, 공적·사적 역에서 인권

교육을활성화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과 정의, 관점과 방법론, 그

854.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_ 

서울시공무원인권교육의과제와전망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강 남 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리고범주와방향성에논의가구체화되었다. 

먼저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은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

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으로 정의되었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고 하 다. 즉 (a)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b)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

달, (c) 모든 국가, 선주민, 소수집단 간의 이해, 관용, 남녀평등 및 우애 증진, (d)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합법화할 것, (e) 평화의 구축 및 유지,

(f) 인간중심적이고지속가능한발전과사회정의의증진등을포함할수있다고하 다. 

아울러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 차원, 가치, 태도 및 행동 차원, 행위 차원 등 세차원을 포괄하고 있는

데, 먼저 지식과 기술은 인권과 실행방법에 관한 매커니즘에 관한 학습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가치, 태도 및 행동은

인권을 옹호하는 가치를 개발하고 이에 걸맞는 태도와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동은 인권

을보호하고증진시킬수있는행위를취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이와같은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은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더욱 포괄적인 함의를 갖는 내용으

로 정의되었다. 또한 권리로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관점과 교육기관이 가져야할 원칙, 국가와 시민

사회의 역할 등에 대해 분명하고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 인권교육에 있어 중요한 인권교육 개념과 관점, 그리고 인권기관이 가져할 원칙 등 몇 가지

주요내용을중심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인권교육의 개념은 제2조 1항에서“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의 증진과 수호

를 목표로 하는 교육, 훈련 정보, 인식개선, 학습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그 중 인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인권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이해하여 인권친화적 행동의 발달을 통하여 인권침해와 학대를

예방하고 보편적 인권문화를 구축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어 2항에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을 포함하여야 한다

며인권의개념과정의를분명히하고있다. 

이와 같은 개념 정의에 입각한 인권교육이 원칙으로 가져야 할 관점(제4조)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a)인권에 관한 보편적 기준과 원칙 더 나아가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수준에서의 기본적 자유의 보호

를보장할것

(b) 모든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자유와 평화, 다양성

을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과 개인의 발전을 함양시킬 수 있는 보편적 인권문화를 발전시

킬것

(c) 모든인권의효과적실현추구및관용, 반차별, 평등을진작시킬것

(d) 어떤 차별도 받지 않으며 양질의 인권교육훈련을 제공함으로써 동등한 인권교육훈련 기회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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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것

(e) 인권교육훈련은 인권침해와 학대 예방에 이바지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 인종주의, 편견과 집단적

혐오를 자극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및 이 모든 사항에 기반이 되는 유해한 태도와 편견 등과 싸워

근절시킴에기여할것

이와 같은 개념과 관점을 갖는 인권교육은 평생교육으로(제3조) ‘평등, 존엄, 화합 및 반차별’과 같은

인권적 원칙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기관을 통해 실시되어야 함(제5조)을 명시함으로써 인권 교육에 있어

교육수행기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교육의 방법도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뿐 아니라

예술 등을 활용하여 항상 새롭게 발전시켜가야 함을 명시하 다(제6조). 또한 권리로서의 인권교육은 국

가의 책무성이며 이를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제7조

~9조), 민간부문의 인권교육에서의 역할 강조와 활동가들에게 인권교육 제공 보장(제10조) 등을 권장하

고 있다. 이외에는 인권교육에서의 국제기구의 책무나 인권교육훈련선언의 이행을 위한 국가의 조치의

무부여등에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1-2. 한국의인권교육현황: 지방자치단체중심으로1)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주로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단체장이 지도 감독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종사자, 투자출연기관 종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자체 인권교육 발전은

공무원 교육훈련지침내 시책과목으로 인권교육 반 -> 지자체 공무원 연수원‘인권과목’개설

(2008~2012) -> 인권과정 개설(제주, 충북, 광주, 부산, 전남 2008~2012) -> 인권조례 제정(광주, 경남, 전

북, 경기교육청등)에따른인권교육의무화(2010~2012) 단계를통하여제도화되고있다(김철홍, 2014). 

현재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추세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

산되고 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제정된 인권조례는 2012년 2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8개, 기초자치단체

24개 등 총 32개로 대부분 단체장이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2) 인권조례에 나

타난인권교육주요대상및실시횟수는 다음페이지의표와같다. 

이상과 같이 교육 대상과 교육 횟수를 조례에 규정한 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조치들을 조례에 담았다. 인권교육을 위한 교재개발(21개), 강사양성 및 지원(21개), 인권교육협의회 구

성 운 (19개) 등과 함께 교육 대상도 25개 자치구에서는 사업장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

이시행되도록권장하는내용을담고 있다(김철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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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고양, 광명, 김포, 목포, 문경, 부여, 완도, 울산북구, 

울산동구, 원주, 진주(2시간이상),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대구달서구, 보성군, 부산진구, 서울관악구(20개)

서울성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중구(2개)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해운대구, 부산북구, 

부산중구, 부여, 서울성북구, 완도, 울산동구,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대구달서구, 보성군, 부산진구, 

서울관악구(22개)

진주

고성, 고양, 김포, 목포, 문경, 부산중구, 부여, 완도, 원주, 

진주, 함양, 화성, 고흥, 광주서구, 보성군, 서울관악구(16개)

부산해운대구, 서울성북구, 울산북구, 울산동구, 진주(5개)

부산북구

전북, 충남, 
울산, 대전(4개)

구분 기초 지자체광역 지자체

광주

부산

광주, 전북, 부산, 
충남, 전남, 서울, 
울산, 대전(8개)

전북, 부산, 
서울 (3개)

부산, 충남, 전남, 
서울, 울산(5개)

광주, 전북, 부산, 
서울(4개)

전북

1회이상(24개)

2회 이상(2개)

미정(3개)

소속공무원및직원(30개)

공공기관구성원(지방공기업법의

공사공단등포함)

지도감독(출자, 출연하는)받는

법인이나단체의종사자(17개)

출연과재정보조받은복지시설

(법인, 단체포함) 종사자(9개)

인권관련기관구성원

횟

수

대

상

<표 1> 인권조례에 나타난 인권교육 주요대상 및 실시회수 현황(2012. 2. 기준) / 자료: 김철홍(2014)



2. 서울시인권교육정책3)

2-1. 인권교육정책기반

서울시 인권교육은 인권 및 시민 운동가 던 박원순 시장이 2011년 시장직에 출마하면서 발표했던 <

서울시민권리선언>에서부터 출발하 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민권리선언> 제8조는“서울시민은 충분

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서울시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교육 뿐만 아니

라 직업 훈련, 성인 교육, 평생 교육 등을 적극 지원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 교육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인 및 평생 교육 등을 지원할 것을 천명

한 것이었다. 이같은 선언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해 제도적인 기반을 갖

게되었다. 

2012년 9월 2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제10조에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의 의무

화와인권교육추진체계마련, 그리고교재개발과강사양성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있다. 

제10조(인권교육) 

①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대하여인권교육이시행될수있도록권장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인권교육체계 마련과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인권교육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 양성 등

을지원할수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인권교육에 대해 제7조(인권정책기본계획) ②의 4에서‘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제11조(인권센터) ②의 4에서‘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등의 인권교육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추진근거에 의해 인권친화적 행정 실천을 통한‘인권도시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년 1회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일반 서울시민의 인권교육은 관

련규정이인권기본조례에명시되지않는등제도적인기반이취약해추진되기어려운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은 시민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3년 수립된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은‘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

이라는 비전하에 5가지의 정책목표 -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 환경조성, 인권가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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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고의 서울시 인권교육정책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약자 및 특정 집단의 복지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나 중앙부처 인권교육은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장애인인권, 어린이·청소년인권, 여성인권-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과관련된교육은분석에포함하지않음. 



화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 하에 17개 분야의 25개 중점과제와 73개의 세부과

제로 구성되었다. 이중 인권교육과 관련된 정책목표는‘인권가치 문화확산’으로 대상 분야는 공무원과

시민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공무원교육은 인권친화적 행정환경조성이라는 중점과제 하에 공무원 인

권아카데미운 이라는세부과제의일환으로추진되도록하 다. 

다음 시민교육은 시민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중점과제 하에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 사업으로 추진

되도록 구성되었다. 즉 서울시 인권교육은 인권아카데미 사업으로 명명되어 추진되도록 하 고 공무원

과 시민을 대상별로 나누어 운 하는 체계로 계획되었다. 이로써 서울시 시민 인권교육도 정책적 기반을

갖고추진될수있게되었다.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공무원 및 일반 시민 대상 인권교육 사업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

는 2013년부터 실시된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4) 서울시 인권교육은 인권아카데

미 운 으로 계획되었는데, 공무원 인권아카데미 운 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추진

되고, 추진방향은‘인권교육 의무화 및 인권 교육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권에 대한 보편

적개념 및 역 및 분야에따른 맞춤형인권교육활성화’, ‘인권교육프로그램및 자료 개발·보급등체

계적인지원체계마련’등으로설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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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체계 > 

4)과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부과제가 수립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원과 시민 대상 인권 아카데미 역시 교육목표에서부터 예산에 이르기까지 인권정책기
본계획과비전, 정책목표에는상당부분부합하지않고있다.   



추진 계획을 보면, 교육대상은 서울시 전직원이며, 교육과정은 리더특강(4급 이상), 5급이하(심화·일

반)교육, 사이버강좌,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신규직원 등 대상 인권과목개설 운 ) 등 4개 분야로 설정하

고있다. 교육내용은대상별맞춤형인권감수성향상에초점을맞추었다. 

교육방법은 부서 유형별 중점·일반 그룹 분리하여 교육하되, 중점그룹은 인권관련 업무 비중이 높은

복지, 여성, 환경, 주택, 교통 등의 부서가 포함되고, 그 이외의 일반행정업무 부서는 일반그룹으로 범주

화하 다. 교육 그룹별 교육 규모와 방법간을 달리하여 계획하고 있는데, 중점그룹은 50명 이내 소규모

강좌, 일반그룹은 100명 내외로 토론·강의식 강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교육방법에서 주목할 만한 것

은 중점그룹의 경우, 체험식(사례연구, 현장견학/지역사회 방문인터뷰, 역할극/시뮬레이션 등)을 주된

방법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3년부터 교육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중점그룹은 교육시간을 4

시간으로 배정하고 일반그룹을 위시한 그이외의 부서는 2시간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운 은 인권담

당관 교육지원 및 기관 자체교육 실시, 인재개발원에 인권교육과정 및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 다. 아울러 공무원 및 인권활동가 등을 전문 인권강사로 양성후 강사활동을 하도록 고려

하 다.

다음 시민 인권아카데미 운 은 인권기본조례에는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인권정책기본계획에 기

반해 추진되어야 한다. 사업계획상에 제시된 추진방향은 일반시민들의 교육기회를 확장시키며 적극적

인 홍보를 병행하여 일상속의 반인권적인 문화나 행동양식을 개선하고, 인권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배울 수 있도록 시민인권의식 확산 인권학습 프로그램 운 , 시민의 요구(need)가 있는 곳은

어디에나‘찾아가는 인권교실’을 개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추진계획에는 시민인권학교 운 10

회, 수시로 찾아가는 인권교실 운 ·시설대상 인권교육 지원·기업대상 인권교육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공무원 및 시민대상 인권 아카데미 계획을 살펴보면, 제1차 인권정책기본계획기

(2013~2017)의 교육추진 목표는 공무원은 총1,250회이고 일반시민은 300회이며, 관련 소요예산은 공무

원은 총500백만원이고 일반시민은 100백만원이다.5) 교육추진목표와 관련 예산에서 시사하듯이 서울시

인권교육은 조례에 기반한 의무교육 대상자인 공무원 교육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다. 이에 시민 대상 인

권교육에대한조례규정이수정·보강될필요가있다. 

또한 인권정책기본계획내 인권교육 세부사업은 대상에 따른 교육 목표 및 관점 설정, 교육 추진체계

구축, 교육 교재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부재하다. 이는 서울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을 수립한 후, 인권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 목표에 따라 세부과제들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세부과제

들이 먼저 결정된 이후 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자 관련 사업들을 연계시켰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에

앞으로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을 위한 연도별 단계적인 목표에 따른 교육 추진이

체계적으로추진되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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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2013년 인권정책기본계획 단계의 공무원대상 인권아카데미 예산은 5년간 총 500,000천원, 시민대상 인권아카데미는 100,000천원
으로 2013년도에는 공무원대상 인권아카데미 예산은 100,000천원, 시민인권아카데미는 14,000천원에 불과하 다. 그러나 인권담당관실의 예산은 인권
정책기본계획 수립기와 달리 많이 증가하 다. 이에 인권교육 예산도 2013년 201,260천원, 2014년 343,000천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 고, 이는 의무교
육대상공무원인권교육과교육지원사업이확대되었음을의미하는것이다.



2-2. 인권교육추진제도적기반

서울시인권교육은인권담당관실의인권협력팀이담당하고있다. 인권기본조례제11조4항에는인권센

터를 설치하여‘인권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인권담당관이인권센터업무를담당하고있어인권교육을위한별도기관을설치하고있지않다. 

현재 인권협력팀의 교육관련 업무는 인권교육 계획 수립·시행,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인권교

육 전문강사(양성) 계획수립 및 운 ,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 (본 5급 이하, 사업소, 투자출연기

관), 인권교육 수요조사, 인권교육 백서 발간, 인권교육 모니터링 등이다. 인권협력팀은 교육업무 이외에

도서울시공무원인권행정강령운 및인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사업을담당하고있다. 

이에 팀장 1명을 포함한 4명의 인력으로는 인권교육 관련 기본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는 의무화된 인권교육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각종 새로운 교육관련 사업 계획에서부터 모니터

링까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집중

적인 모니터링과 중장기 계획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인권교육 소위원회는 계속 가동되면서 인권교육

관련자문과업무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다. 

2014년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대상자는 총 37,254명(소방공무원포함)으로 중점

그룹 1,475명, 일반그룹 2,163명, 시의회 266명, 직속기관 684명, 사업소 5,352명, 소방공무원 6,785명이

다. 2013년도에는 204회 11,574명을 교육하여 의무대상자중 30% 정도만 교육하 고 2014년에는 275회

를목표로하고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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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1명)

시민인권보호관(3명)

인권보호팀(3명)인권정책팀(6명) 인권협력팀(4명)

< 서울시 인권담당관 조직도 > 

6) 서울시 인권교육 의무대상자 숫자는 계측 시점에 따라 다른데, 2013년 6월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교육대상은 164기관의
33,296명이었다.서울시 본청 3,897명, 본부·사업소 6,215명, 투자출연기관 20,529명, 시위탁복지시설 2,655명이었다. 위의 교육대상자수는 2014년 초
반의통계치이다.



3. 인권교육현황과문제점

3-1. 교육수요조사

3-1-1. 교육수요조사목적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시에 교육수요조사는 공무원들의 교육 요구를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에 반 하여 인권행정 직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의무교육인

경우,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 크기 때문에 교육수요조사 결과를 반 하여 부서별 및 업무 특성별 교육 컨

텐츠를개발해맞춤형으로교육이실시되어야교육효과성이높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서는 공무원 대상 의무교육 원년인 2013년에 교육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이에 교육수요조사 결과를 반 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따라서 2013년도 인권교육계획

은 교육실시 단계에 따른 체계성과 구체성이 미흡해 때로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도 하 다. 이에 대

해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교육소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 결과 2014년에는 교육실시

전에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 다. 교육수요조사는 전문가 및 위탁업체 등과 2차례에 걸친 자문과 검토

회의를 거쳐 수요조사 틀과 결과 반 계획(안)을 논의·확정하고 적용시기를 결정하 다. 수요조사는

서울시행정포털전자설문및서면, 심층면접등온·오프라인을활용해부서별·직원별로수행되었다.

934.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_ 

중점그룹 8 56 1,475

일반그룹 16 70 2,163

시의회 - 16 266

직속기관 7 38 684

사업소 22 99 5,352

투자기관 5 - 18,631

출연기관 11 - 1,898

소방공무원 - - 6,785

총계 37,254

구분 실·국·본부등(개) 부서수(개) 교육대상(명)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실(2014)

투자출연기관

본부·사업소

< 표 2 > 서울시 인권교육 의무대상 현황(2014.2) 



3-1-2. 교육수요조사결과

교육수요조사는 심층면접조사 35명, 온라인 조사 1,071명이 참여하여 실시되었다. 먼저 온라인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로는 남성 72.3% 여성 27.6%이고, 연령대는 50대가 40.1%, 40

대가 34.4%로 4~50대가 74.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무처는 사업소가 52.8%, 본청 45.3%이며 직급은 7

급 41.2%, 6급 29.8%, 8급 13.4%, 5급 11.3% 등으로 5~6급의 중간관리자가 41.1%, 그 이외에는 대부분 하

위직에속해있었다. 아울러2013년교육경험자는 45.3%로절반가까이되었다.

조사결과분석에 따르면, 인권교육에 대한 공감도는‘매우 공감’45.9%, ‘조금 공감’46.8%로 92.7%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직급과 연령이 높을수록 인권교육에 대한 공감도가 높은 것으

로나타났다. 

인권교육에서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경험식 23.5%, 참여식 22.1%, 강의식 20% 등으로 강의식

보다 경험과 참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 개별항목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례를 다루는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2013년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도 사례를 다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요조사 참가자들중 2014년도 교육에는‘사례분석을 매개로 한 혼합식 교육’(40.7%)이 적절하

다는응답자가가장많았다. 

아울러 2014년 인권교육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재미있는 강의내용’28.9%, ‘전문성있

는 인권강사’21.6%, ‘업무연계 교육’19.5% 등으로 나타나 업무연계 사례의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이

시급함을 시사하 다. 또한 일반 인권론과 분야별(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통합에 대해

서는 81.1%가 찬성하 고 통합교육 시간은 1일 교육이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 다. 상관분석결과 참여와

경험을원하는교육자일수록교육시간이더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는 교육 방법이나 시간 등이 대체로 온라인 조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

과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는 업무와 관련한 인권교육 소재 목록이 많이 제안되었다는 점이다.7) 다른 하

나는 공무원이 시민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인식이다. 즉 공무원은 시민과 갈등/대립 구도

하에 놓여있으며 시민들이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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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수요조사 추진 및 활용 계획 >

자료: 인권담당관(2014), <2014년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7) 북한이탈주민관련업무를위시해총 17개인권교육소재가제안되었음.



인권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약자로서 보호받고 싶다는 욕구를 드러냈다. 따라서 인권교

육시피해자/가해자라는이분법적인대립구도로접근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3-1. 인권교육실시및추진체계

3-1-1. 교육계획및실시현황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직원 대상 의무교육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

다. 2013년도 교육목표는“인권 인식개선 및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설정하고, 교육실시는 총 220회를 목

표로 하 다. 교육과정은 대상별로 인권아카데미 I, II 과정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는데, 인권아카데미 I 은

본청의 중점그룹과 일반그룹에 대한 교육과정이고, 인권아카데미 II 는 본부·사업소와투자출연기관 등

에 대한 교육과정이다.  또한 교육시간은 인권업무 관련성이 높은 중점그룹은 4시간, 그 이외의 부서나

기관은2시간교육으로추진되었다. 

교육 실시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되었는데, 인권아카데미 I 과정은 인권전문 교육기관인 인

권정책연구소와 한국인권재단에 위탁하 고, 인권아카데미 II 과정은 교육전문기관 한국생산성 본부에

위탁하여추진하 다.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은 목표 220회중 204회를 추진하여 목표대비 92.7%를 달성하 고, 총 교육생

수는 11,574명이었다. 이는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서울시 의무교육대상 37,254명중 31.1%에 해당된다. 교

육위탁기관중목표대비실적을달성한기관은중점그룹을담당한인권정책연구소 다. 

954.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_ 

구분 목표(시간) 운 실적 비고(위탁업체)

계 220 204회 (92.7%) 2개 업체(Ⅰ공동,Ⅱ단독)

인권아카데미Ⅰ과정 본청
중점그룹 42(4H) 42 인권정책연구소

일반그룹 43(2H) 38 한국인권재단

인권아카데미Ⅱ과정 사업소 및 공사 등 135(2H) 124 한국생산성본부

< 표 3 > 2013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계획 및 실적 현황

횟수(회) 204 42 38 73 50 1

참석(명) 11,574 1,118 1,486 5,152 3,778 40

구분 계
서울시

사업소 등
투자출연 시위탁

본청 중점그룹 본청 일반그룹 기관 복지시설

< 표 4  > 2013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기관별 실적 현황



2014년도는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목표는“인권친화 행정을 위한 인권 감수성 향상”이고,

2013년도에 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계획· 추진되고 있다. 교육 대상 확대는 4급이상 간부직과 소방

기관에 대한 것으로 간부직은 2시간 교육 10회, 소방기관은 2시간 교육 25회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2014

년도는 총 275회의 교육목표가 설정되었고, 2014년 10월 말 204회가 추진되어 74%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교육추진은 2013년도와 동일하게 교육전문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권아카데미 I

과정은 인권교육센터 들, 온다, 그리고 인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권아카데미 II 과정

은전년도와동일하게한국생산성본부가위탁추진하고있다. 

3-1-2. 교육추진체계

서울시인권교육실시현황과추진체계를보면, 몇가지문제점이제기된다.

먼저인권교육을위탁받은교육기관의전문성에대한것이다. 

서울시 인권교육에서 전체 교육 횟수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인권교육전문기관이 아니

교육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이다. 2013년에는 전체 교육횟수의 68.8%, 2014년에는 56.4%를 담당하

고 있어 교육규모를 놓고 보면 다른 교육과정을 맡고 있는 인권정책연구소나 인권교육센타 들 등에 비해

서울시공무원및직원들의인권의식형성에미치는 향력이매우높다.   

그런데 인권아카데미 II 과정을 위탁 운 하는 한국생산성본부는 인권활동단체이거나 인권교육전문

기관이 아닌 일반 교육전문기관이다. 따라서 서울시 인권교육을 담당하기에 합당한 인권관련 전문성이

입증된 바가 없다. 이에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위시해 여러 인권단체로부터 인권교육 담당기관으로서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가 여러차례 제기된바가 있다. 인권교육은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제5조에

명시되었듯이 인권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권적 원칙에 기반을 둔 인권교육기관을 통해 실시

되도록 권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를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에

도 서울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으로 선정하 다.  인권교육을 위탁받을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

가 부재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서울시도 장기적인 안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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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운 실적 비고(위탁업체)

계 275회 204회 (74%) 2개 업체(Ⅰ공동,Ⅱ단독)

본청 중점그룹 42 31 인권교육센타 들, 온다

인권아카데미Ⅰ과정 본청 일반그룹 68 51 인권정책연구소(대표)

본청 간부직 10 9

인권아카데미Ⅱ과정 사업소 및 공사 등 155 113 한국생산성본부

< 표 5 > 2014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계획 및 실적 현황



974.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_ 

자료: 인권담당관(2014), < 2014년 서울시인권교육 추진계획 >

<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체계 > 



갖고 적극적으로 인권교육단체들과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노력을 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또한 인권

(교육)단체들도 서울시민의 인권과 인권교육 발전에 대한 책무성 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

어볼필요가있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인권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추진체계를 안정화하거나 교육전담기

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권교육은 1년 단위로 외부 업체를 선정해 용역형태로 추진되고있어 안

정적이지 못하다. 또한 현재 인권교육은 의무대상자중 1/3 정도에만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전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시민 대상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전담

기구가별도로마련되어야하는상황이다. 

3-3. 교육모니터링사업

인권 교육 모니터링 사업은 인권교육이 교육 목표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교육 내

용, 강사의 전문성, 강의 기법과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교육 만족도 향상 및 교육 개선 사

항을 파악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도 밝히고

있듯이 인권교육은 인권적인 교육기관이 담당하며 인권적인 관점을 가진 강사가 인권적인 학습내용과

사례를 통해 인권적인 교육 방법과 환경 속에서 인권적으로 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에

서는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이 수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문적인모니터링을통해교육개선을해나가야한다.

2013년부터 추진된 서울시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모니터링, 교육생에 대

한교육만족도조사, 강사및교육생에대한심층인터뷰등세가지방식으로추진되었다.

3-3-1. 2013년도교육모니터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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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 3명 연구원 5명 진행자(책임연구원)1명
교육전문가 3명 연구원 3명
퇴직공무원 3명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설문조사 분석 심층면접 및 분석

평가반 11회 28건 운 교육생 설문(5,793명) 심층면접 30회
-3인1조(인권/교육/퇴직) - Ⅰ,Ⅱ과정별 조사 - 인권강사(10명)

- 교육이수자(20명)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 설문평가 강사/교육생 심층면접구분

구성

약할

운

<표 6> 2013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 현황



3-3-1-1. 전문가평가단모니터링

(1) 운

전문가 평가단은 인권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리고 퇴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3인 1조로 구성하여 운

되었다. 전문가 평가단 3인이 모니터링 대상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교육 모니

터링을 하도록 하 다. 즉 인권전문가는 인권적인 관점으로 교육 내용과 수준 등을 교육 컨텐츠 중심으

로, 교육전문가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강의 기법이나 강사의 태도, 교육 환경 등을, 퇴직 공무원은 공무원

의입장에서대상별강의의적절성이나교육환경등을중심으로모니터링하는것이었다. 

전문가 평가단 모니터링은 현장 모니터링에 앞서 모니터링의 목표, 모니터링 평가지 구성이나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하는 워크숍이나 간담회를 가져야한다. 그리고 중간점검이나 최종 평가를 통

한 정책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도 필요하다. 아울러 모니터링 평가지는 전문가별로 별도로 만들

어져활용되어야했다. 

그러나 2013년도 전문가 모니터링은 인권교육의 목표나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모니터링 평

가지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공유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아울러 전문가별 모니터링 평가

지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분야의 전문가들은 교육생 만족도 설문조사지를 활용하여 만든 동일한

평가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퇴직공무원으로써 모니터링에 참가한 평가원이 모니터링 대

상 교육에 대해 강의가 진행중임에도 의견을 제시하거나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함으로써 결과적

으로 모니터링단이 교육을 방해한 사례도 발생하 다. 또한 동일한 평가지로 세 역의 전문가들이 모니

터링을실시함으로써전문가평가단의전문성을살리기어려웠다. 

이와같은 여건에서 추진된 2013년도 전문가 모니터링은 사업계획 당시 3인 1조로 10건의 교육에 대해

계획되었으나 전문가 3인을 한 교육에 모두 섭외하기 어려움이 있어 11건의 교육에 대해 28회 모니터링

이이루어졌다.

(2) 결과분석

전문가 평가단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교육시 강사가 참여식 교육을 하거나, 자신의 사례, 혹은 동 상 등을 통해 교육생의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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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관 평가 배포식 면접조사 심층인터뷰(IDI) 

2013. 10 ~ 12월(3개월) 2013. 9 ~ 12월(4개월) 2013. 11 ~ 12월(2개월)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설문지 배포 및 수합) 전문 조사업체
전문 조사업체(설문지 개발 및 분석)

방법

기간

수행

기관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2014), <서울시 인권위원회 활동 경과 중간보고> p. 12 표 수정 보완. 



를유발하고상호교감하면서진행하는강의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으로 주로 강사전문성이 부족한점, 그리고 강의 내용에서 업무 연관

성이떨어지는이론위주의강의에대한문제제기이다. 

o 교육내용및수준관련개선사항

- 강의 내용에 인권 관련 용어사용이나 정의가 부정확했으며, 활용된 사례와 동 상도 강의내용과 맞

지않으며해석도부적절함

- 교육이업무와의연관성이떨어지고이론 위주의강의로교육생의흥미를유발하지못함

- 교육생에게제공된교재를활용하지않아 인권에대한이해도나학습몰입도가떨어짐

- 인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인권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인권

레짐에대한소개가미흡함

o 인권강사개선사항

- 강사 간 전문성의 차이가 크며, 특히 강의 내용이나 강의시 제공되는 사례 및 분석 등에 있어 강사의

전문성이떨어짐.

- 전체강의시간배분이적절하지않으며수강생에게제공된교재활용이미흡

o 교육환경개선사항

- 교육장주변소음으로강의가방해되고컴퓨터나마이크등기자재등이원활하게작동하지않음

- 교육생들의지각이나잦은이탈로교육분위기저해

- 교육생규모에적절한강의장선택과업무공간과분리된교육장활용을적극적으로고려해야함

3-3-1-2. 교육생설문평가

서울시는 2013년도에 추진된 인권교육 전 과정에 대해 교육생 설문평가를 실시하고자 하 다. 설문방

식은 배포식 면접조사 고, 총 교육 이수자인 11,574명중 5,783명이 설문에 응했다. 교육 초기단계에는

설문지가 개발되지 않아 설문평가를 실시하지 못했고, 단지 인권정책연구소가 담당하는 중점그룹만이

자체개발된설문지를사용하여설문평가를실시하 다. 

2013년도 교육에 활용된 설문지는 총 4가지 다. 이 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설문지로 실시된

4,471명(전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중 38.6%이고 전체 설문 참여자의 77.3%)의 교육생 설문평가를 중심으

로 살펴보도록 한다.8) 최종 설문지는 인권교육 내용과 수준, 인권교육 강사, 인권교육 환경, 전반 만족도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주관식 답변을 포함하고 있는 전반 만족도 분야를 제외하고 각각 4개 문항

으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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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육생 설문평가지는 교육 실시전에 개발되어 교육실시와 동시에 전 교육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함에도 2013년도 교육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2013년 교
육에 활용된 설문지는 4가지로, 이는 설문지가 시기별로 점진적으로 보강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서울시가 설문지를 개발하기전 인권정책연구소에서 자
체 개발하여 중점그룹에 활용한 설문지, 둘째는 서울시 자체 제작 설문지, 셋째는 리서치 전문기관 아시아 리서치가 제안한 설문지, 네 번째는 세 번째 설
문지를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견을 반 하여 수정보완한 설문지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설문지는 항목이나 배열이 유사하여 결과분석시 통합하여 분석 가
능하 음.



(1) 응답자의일반적특성

2013년도 서울시 인권교육 분야별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

에는 참여집단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주로 근무기간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일반직급의 40~50대

남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집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중점그룹의 경우 남성이 72.4% 여성이

20.8% 고, 40대가 46.8%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근무기간은 5년미만이 56.1% 으며 직급별

로는관리자가13.8%, 일반직원이69.9%로응답자의2/3가일반직원이었다.

일반그룹은 남성 64% 여성 28.5%이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인사람이65.0%나되었다. 직급으로는일반직원이71.9%를차지하고있다.

본부·사업소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이 62.0% 여성이 25.7%이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4.7%, 40대

가 31.0%로 75.7%가 40~50대 다. 근무기간은 5년 미만이 64.3%이고 71.3%가 일반직원인 것으로 나타

났다. 투자출연기관은 남서이 57.4%여성이 35.8%이고 40대가 38.1% 30대가 25.2%로 30~40대가 주축이

었고 근무기간은 58.7%가 5년 미만이고 관리자와 일반직원 비율이 각각 37.4% 37.5%로 비숫하게 참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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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그룹 일반그룹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484명 491명 2,220명 1,276명

남성 72.4 64.0 62.0 57.4

여성 20.8 28.5 25.7 35.8

무응답 6.8 7.5 12.3 6.8

20대 2.9 3.9 3.5 12.2

30대 18.8 23.8 15.0 25.2

40대 41.9 46.8 31.0 38.1

50대 이상 35.3 24.6 44.7 21.2

무응답 1.2 0.8 5.7 3.2

5년 미만 56.1 65.0 64.3 58.7

5~10년 - 2.0 2.5 2.7

10~20년 - 2.0 5.2 8.6

20년 이상 - 2.4 11.0 9.6

무응답 43.9 28.5 17.0 20.5

관리자 13.8 12.0 5.0 37.4

일반직원 69.5 71.9 71.3 37.5

무응답 16.7 16.1 23.7 25.1

성별

연령

근무

기간

직급

구분 4,471명

<표 7> 2013년 업무분야별 인권 교육 응답자 일반적 특성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실(2014), <서울시 인권교육 평가조사 결과보고서> 관련표 재구조화.  

(단위:%)



(2) 설문조사결과분석

2013년 업무 분야별 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76.1~82.2점

으로 교육집단간의 편차는 6.1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교육집단은 본부·사업소로

82.2점이다.  

인권교육 내용 및 수준은 82.7점에서 77.3점으로 분포되어 있고 집단간 편차는 5.4점으로 본부 및 사업

소가가장높은점수를보여주고있다.

인권교육 강사의 경우는 최고 91.4점에서 80.5점으로 집단간의 편차는 10.9점으로 매우 간격이 커 강

사진의 역량과 전문성의 편차가 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강사진에 대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기관

은중점그룹이었다. 

인권교육환경은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데 83.0점에서 74.5점의 만족도를 보이고 집단

간의 편차는 8.5점으로 교육환경이 교육에 미치는 향이 큼을 의미하고 있다.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했

던집단은중점그룹으로나타났다. 

교육참여 이전 기대감은 본부·사업소를 제외하고 모두 60점 이하로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기

대감이매우 낮음을나타내고 있다. 특히 중점그룹으로 54.1점으로 가장 낮은 기대감을 갖고 교육에 참여

했음을나타났다. 

반면 기대대비 만족도는 82.1점에서 72.3점의 분포를 보여 모든 교육집단이 교육 참여 이전 기대감 대

비 교육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점그룹의 경우, 교육 참여전 기대감 대비 교육 후 만족도가

28점이나상승해 가장높은 만족도를보이고 있다. 기대감 대비교육후만족도의변화는일반그룹이 14.1

점, 본부·사업소가13.7점, 투자출연기관14.5점으로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2013년 분야별 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는 두 가지 항목의 결과에 주목하게 한다. 먼저 중

점그룹의 강사에 대한 높은 만족도이다. 중점그룹 교육을 수행한 인권정책연구소는 자체강사의 전문성

과 강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에 투입되기 전 4차례에 걸친 공동워크샵과 강의참관 등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목표와 방향, 접근방법에 대한 공동의 점검을 실시하 다. 즉 교육생들의 강사에 대한 높은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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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강의시간) 중점그룹(4h) 일반그룹(2h) 본부·사업소(2h) 투자출연기관(2h)

전반적 만족도 79.7 77.9 82.2 76.1

인권교육 내용 및 수준 81.1 80.8 82.7 77.3

인권교육 강사 91.4 85.6 84.5 80.5

인권교육환경 74.5 78.1 83.0 78.2

교육참여 이전 기대감 54.1 59.1 63.7 57.8

기대 대비 만족도 82.1 73.2 77.4 72.3

(단위:100점)

< 표 8 > 2013년 분야별 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실(2014), <서울시 인권교육 평가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표 재구조화



도는강사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사전준비를체계적으로수행한결과 던것이다. 

다음으로 중점그룹의 경우 4시간 교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기대 대비 교육 만족도가 28점이나

상승하여 높은 만족도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형 교육의 적용과 교육‘촉진자’

(facilitator)를 도입한 결과 다. 즉 교육 촉진자가 강의와는 별도로 인권에 대한 선입견 듣기, 인권에 관

한 상식 알아보기, 나만의 인권행정 강령 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결

과로분석된다(김형완, 2014). 

이상과 같은 사례는 강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내고 교육생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인

권교육을 대상별로 다양화할 뿐 아니라 수준 높은 교육으로 발전시켜 내고자 할 때 모범적인 전거로 활

용될수 있을것이다.

3-3-2. 2014년도교육모니터링사업

3-3-2-1. 전문가평가단모니터링사업

(1) 운

2014년도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은 2013년 모니터링 추진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추진

되고있다. 

먼저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인권전문가, 교육전문가로 구성하여 2인 1조로 운 하고 있다. 전문가 모

니터링을실질적으로수행하지못하거나역할이명확하지않았던퇴직공무원을제외시킨것이다. 

둘째, 모니터링 횟수를 2013년에 비해 10건 증가시켜 20개의 교육에 대해 40회를 계획함으로써 전문

1034.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_ 

인권전문가 4명 전문리서치 기관 연구원 전문리서치 기관 연구원
교육전문가 4명

교육 모니터링 및 평가 설문조사 분석 심층면접 및 분석

평가반 10회 40건 운 교육생 설문(5,000명) 심층면접 14회
-2인1조(인권/교육/퇴직) - Ⅰ,Ⅱ과정별 조사 - 각 과정별교육이수자

현장 참관 평가 배포식 면접조사 심층인터뷰

2014. 6 ~ 12월(7개월) 2014. 6 ~ 12월(7개월) 2014. 6 ~ 12월(7개월)

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설문지 배포 및 수합) 전문 조사업체
전문 조사업체(설문지 개발 및 분석)

전문가 평가단 교육생 설문평가 강사/교육생 심층면접구분

구성

약할

운

방법

기간

수행

기관

< 표 9 > 2014년 인권교육 모니터링 사업계획



가를통한종합적이고깊이있는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도록하 다. 

셋째, 전문가 모니터링 평가표를 인권 전문가용과 교육 전문가용으로 별도로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

다. 평가표는 인권 전문가는 인권적 관점에서 교육 내용, 강사의 전문성 등을 모니터링하도록 구성하

고, 교육전문가는강의의흐름, 강의기법이나강사태도등을중심으로모니터링하도록구성하 다. 

넷째, 교육모니터링워크숍을모니터링추진전, 중간점검및최종평가단계등에걸쳐3회추진하기로

계획되었고, 현재중간워크샵까지실시하 다. 1차워크숍은6월18일서울시인권교육목표공유및모니

터링중점사항에대한안내를중심으로, 2차인워크숍은상반기(6월~7월) 모니터링결과분석및개선사항

에대한논의를중심으로9월24일실시된바있다. 워크샵참여자는인권교육소위원회위원, 교육기관의담

당자, 리서치기관관련자, 전문가모니터링평가단, 인권담당관실의업무담당공무원등이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은 2013년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9월

말현재40회중32회가실시되었다. 이중상반기추진된모니터링결과분석및개선사항은다음과같다. 

(2) 결과

o 인권분야

- 인권교육의 목표나 목적이 공무원의 인권실현의 책무자 보다는 권리자로서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

어져있음

- 교육내용이인권감수성위주로진행되어인권의개념, 서울시인권레짐에대한설명이부족함

- 교육생의강의몰입도증진을위해업무관련사례발굴및활용이필요함

o 교육분야

- 강사 간 전문성의 차이가 크며 중점그룹의 경우, 2명의 강사 수준이 차이가 큰 경우 4시간 교육의 특

성상집중가급격하게저하되는사례가있음

-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타 과정에 비해 교육생의 수가 많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강사

의전문성이더욱고려되어야함

- 대부분의 교육에서 교재활용이 미흡하며, 교육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재활용도를 높일 필요

가있음.

3-3-2-2. 교육생설문평가

2014년도 교육생 설문평가는 인권위원회 교육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개발된 설문지를 모든 교육과

정과 집단에 공통으로 활용하도록 하 다. 설문 평가지는 5점 척도로 전반적 만족도, 교육 내용 및 효과,

강사, 교육 운 및 환경, 기타 의견란 등 5가지 역으로 주관식으로 기입하는 기타의견란을 제외하고

총12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9월 전문가 모니터링 중간 워크샵에 보고된 교육생 설문평가 결과는 상반기중 7월에 진행된 교육에만

한정된 것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제한적이다. 특히 2014년 새로운 교육대상으로 포함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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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상 간부대상과 중점그룹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가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설문에 응한 교육집단에 속한 교육생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는데는 유의미할 것이다. 설문

평가대상은일반그룹310건, 본부·사업소747건, 투자기관211건으로총1,268건이다.  

(1) 응답자의일반적특성

2014년 설문평가에 응한 교육생들은 2013년에 비해 여성비율이 증가하 고, 연령대도 여전히 40~50

대가 주축이긴 하나 30대 응답자의 비율이 증가하 다. 2013년에 비해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항

목은 근무기간인데 2013년이 5년 미만이 절반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10년에서 20년 이상이

절반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 

1054.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_ 

일반그룹 본부·사업소 투자기관

310명 747명 211명

남성 51.9 72.8 53.1

여 성 39.4 12.9 32.2

무응답 8.7 14.3 14.7

20대 1.9 5.0 22.3

30대 22.3 20.5 30.8

40대 53.9 31.6 22.7

50대 이상 19.7 40.4 21.3

무응답 2.3 2.5 2.8

5년 미만 16.8 16.5 45.0

5~9년 12.6 10.4 11.4

10~19년 27.4 20.6 20.9

20년 이상 37.1 47.1 16.1

무응답 6.1 5.4 6.6

관리자 8.1 4.4 29.9

일반직원 69.4 78.0 46.4

무응답 22.6 17.5 23.7

작년 참여 56.8 39.2 32.2

작년 미참여 29.0 32.3 42.2

무응답 14.2 28.5 25.6

본청 중점그룹 (4시간) 5.2 1.5 .9

본청 일반그룹 (2시간) 50.3 3.7 4.7

사업소/투자출연기관 (2시간) 1.3 34.0 26.5

미참여 29.0 32.3 42.2

무응답 14.2 28.5 25.6

(단위:%)

성별

연령

근무

기간

직급

2013년
교육
참여여부

2013년
교육
과정별
참여여부

구분 4,471명

< 표 10 > 2014년 분야별 인권교육 응답자 일반적 특성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실(2014), <서울시 인권교육 평가조사 중간보고서> 관련 표 재구조화



특히 2014년 응답자 특성에서 주목할것은 2013년 교육 참여자가 일반그룹은 56.8%, 본부·사업소는

39.2%, 투자기관은 32.2%라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를 거듭할 수록 교육

을 듣는 중복 횟수가 증가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도별 교육 기획시에는 업무특성별, 직급

별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과 다양한 방식의 교육기법의 적용을 통해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이요구됨을의미하는것이다.

(2) 설문조사결과분석

2014년도 분야별 인권교육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2013년과 비교해 보면, 일반그룹을 제외하고 본부·

사업소와투자출연기관의경우평가항목전반에대해만족도가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9)  

일반그룹이 2013년도 비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저하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 교육이 완료된 후 결과분

석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지만, 설문 응답자의 56.8%가 2013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권교육은 교육의 중복성을 피하고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집단의 특성과 업무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과 함께 다양한 참여형 교

육프로그램개발이요구됨을시사하고있다.

3-4. 인권교육전문강사양성사업

3-4-1. 인권교육전문강사 pool 형성

2013년부터 서울시 인권교육이 공무원대상으로 의무화되면서 대규모 인권교육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

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가지 방식으로 인권교육 전문강사 pool을 형성하거나 양성·활용하

다.

첫째는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인권전문강사 pool 운 이다. 자격은 각 분야의 인권전문가로서

관련 지식 및 활동 경험이 풍부하며 다수 출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인권위원회 추천 및 심의를 통해 78

명의 전문 강사진을 확보하 다. 이들은 주로 인권 관련 활동가, 변호사, 교수 등으로 인권교육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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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생 설문평가결과 비교는 2013년과 2014년의 설문평가지, 즉 평가 구조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와 수위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평
가항목이나교육전반에대한평가결과는비교분석할수있다고봄. 

평가항목 일반그룹(2h) 본부·사업소(2h) 투자출연기관(2h)

전반적 만족도 75.7 84.6 78.7

교육 내용 및 효과 75.5 85.0 79.2

강사 81.0 88.3 82.6

교육운 및 환경 79.4 85.5 83.1

(단위:100점)

< 표 11 > 2014년 분야별 인권교육 평가결과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실(2014), <서울시 인권교육 평가조사 중간보고서> 관련 표 재구조화



수준 확보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강사 워크숍을 통해 교육의 목표, 내용

그리고서울시인권레짐에대한공유등의과정을거쳐서울시인권교육강사로활동하도록하 다.

둘째는 인권교육을 담당한 교육기관소속 자체 강사 활용이다. 서울시 인권교육을 담당한 교육전문 업

체는 서울시 인권전문강사 뿐 아니라 교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체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다. 자

체 강사활용은 인권아카데미 I 중 일반그룹과 인권아카데미 II 를 담당한 교육기관 모두 각각 4명이었다.

서울시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의무화 첫해에 균질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인권강사를 50%

이상으로활용하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 다.10)

세째는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강사진이다. 서울시는 대규모 인권교육 수요에

따른 우수한 인권교육 강사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추진하 다.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은 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30시간 총 80시간으로 구성되었고,

각 과정별로 강의시연 시간을 배정함으로써 강사들의 강의 실전 능력을 높이고자 하 다. 강사양성과정

은 지원자중 서류전형 합격자 28명으로 시작하 고, 심화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은 11명으로 이들중 일부

가2014년하반기교육에활용되고있다.

3-4-2. 인권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

서울시 2013년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인권교육 전문단체에게 위탁 운 하 다. 인권교육 전문강

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을 수료 합격한 후 심화과정을 이수한 후 강의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운

되었다.

3-4-2-1. 기본과정운 현황

기본과정은 2013년 12월 3일에서부터 2014년 1월 25일까지 운 되었다. 교육대상은 특정한 자격기준

을 제시하지 않고 인권/교육 활동가, 교사,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25명을 선발 계획하 다. 총 지원

자는 100명으로 4:1의 높은 경쟁률을 보 고, 기본과정 대상자는 서울시 인권위원, 인권교육 전문가 및

관련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6명의 선발위원회에서, 인권강사의 핵심역량을 중시한 선발평가표에

따른점수제에의해28명을선발하 다.

1074.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_ 

10) 서울시 인권강사 대비자체강사 활용 비율은 인권아카데미 I 중 일반그룹은 44.7%로 50% 미만이었고, 인권아카데미 II 는 파악되지 않앗다. 단 교육에차
여한 강사는 총 23명으로 이중 4명이 자체강사 다. 그러나 자체강사중 특정인이 교육을 주로 전담하 기에 서울시 인권강사의 교육참여 비율은 높지 않
을것으로예측된다. 

<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

자료: 서울시 인권담당관(2014)



기본과정 교육 프로그램은 총 50시간으로 강의 8회, 교육 참관 2회, 강사 워크숍, 연습과정으로써 시강

등으로구성되어운 되었다.

기본과정 운 시 수료기준은 강의 6회 이상 수강, 워크숍 참여 등으로 하 고,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

들에 한해 강의시연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교육 단계별 강사관리를 통해 수료 기준을 철저히 지켜 운

하 다. 따라서 기본과정 수료자는 총 23명이었고, 이중 최종 강의시연까지 합격한 사람은 16명으로 선

발자기준으로탈락자가42.9% 다.  

기본과정 프로그램은 단순히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교육 참관과 워크숍, 그리고 강의시연 등으로 구성

함으로써 교육->평가->개선이라는 성장과 모니터링 사이클을 갖고 설계되었다. 즉 기본과정에서는 강의

와토론을통해인권일반과서울시인권레짐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 참관과워크샵을통해서는직접강

의할 교육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 증진, 그리고 주제별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 다. 또한 워크샵

과강의시연을통해서는교육공동체형성과상호평가를통해교육효과를높여낸것으로분석된다. 

2013년 서울시 인권교육 강사양성 기본과정은 50시간이라는 짧은 교육과정이었음에도참여형 교육과

사례 이해에 대한 교육시간 비중을 높이는 등, 인권교육 강사가 필요로 하는 교육요소와 내용으로 구성

되어추진된모범적인프로그램이었다고평가할수있다. 

그럼에도 교육생들의 교육과정 평가에 의하면, 강의내용을‘교육’에 접목할 기회가 부족했고, 토론이

나 시강연습, 그리고 참여형 교육 등이 더 다양하게 구성되고, 서울시 인권교육에의 참관과 함께 경험나

누기 등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었다. 교육생들에 의해 제기된 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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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목: 인권의 역사, 인권의 특성과 권리와의 관계, 다름과
차별, 소통과 인권, 인권레짐, 인권과 민주주의, 인권과
ISO26000, 소수자 인권 등

o 중점그룹 (4H) 1회/일반그룹, 산하기관(2H) 1회

o 강의: 국가인권기구의 유형 및 역할, 공무원 인권교육의 특
수성, 서울시 인권레짐

o 교수법 강의: 실내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트레칭, 참여
형 교육 소개 및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론

o 2013년 인권아카데미 I 중점그룹 참여형 프로그램 소개 등

o 강의시연 및 평가/토론
-심사위원 3인 1조 구성되어 추진
(합격기준: 100점 만점 70점 이상) 

역 횟수(시간) 내용 교육생의무

강의 8회(1회 당 3H) 

워크숍 1회(1박2일)

참관 2회

시강 1회(1인당 8분)

6회이상 출석

참관지 기록 제출

필수참여

필수참여

< 표 12 > 기본과정 교육 프로그램

자료: 인권정책연구소,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기본과정 결과보고서>, 2014.



부분 강사양성 교육시간이 짧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강사양성 과정의 교육시수를 증가시켜야 하는 과제

로연결된다. 

3-4-2-2. 심화과정운 현황

서울시 인권강사 양성 심화과정은 2013년 기본과정 수료자들을 강의에 투입하기위해서는심화교육이

필요하다는 평가에 의해 계획되었다. 이에 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과정 수료자들이 요구했던 참

관이나 참여형 교육을 제공하여 교육대상자에 따른 맞춤형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역량강화를 추진함

과동시에인권강사들간의네트워크구축을목표로하 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 수료자 16명을 대상으로 2014년 7월3일부터 22일까지 운 되었고, 교육 시간은

총 30시간으로 강의 5회, 참관 3회, 워크숍(시강) 으로 구성되어 운 되었다. 기본과정과 마찬가지로 교

육생 관리가 엄격하게 수행되었는데 강의와 참관을 포함하여 6회 이상 출석과 참관 교육에 대해서는 참

관지기록을제출하도록하 으며워크숍에참석하여강의시연을하도록하 다.  

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의형 교육에서 완전히 탈피해 토론과 강의에 적용

할사례발굴, 참여형교육프로그램운 을위한교수법 개발과참관교육이주축을이루고있다. 

.

1094.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_ 

o 과목: 교수법에 대한 강의(2014,서울시 인권 아카데미 교

안, 강의 계획서 구성 및 발표) 차별의 이해, 지자체 인권구제

의 의의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례, 공무원 인권교육

( 상매체활용)

o 중점그룹 (4H) 1회

o 일반그룹(2h) 2회~3회

-강의형, 참여형, 연극제

o 강의시연: 1인당 20~30분

o 1조 2팀으로 진행

o 심사위원 평가 및 팀별 전체 시연자 피드백(1인당 30분)

-합격기준: 100점만점 80점 이상

역 횟수(시간) 내용 교육생의무

강의 5회(1회 당 3H) 

워크숍 1회(1일)

참관 3회(6시간)

참관 포함
6회 이상 출석

참관지 기록

제출

필수참여

< 표 13  > 심화과정 교육 프로그램

자료: 인권정책연구소,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과정 결과보고서>, 2014.



이상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심화과정에의 참여자는 기본과정 수료자 16명중 13명이었고,

기본부터 심화까지 전 과정을 이수한 최종 합격자는 11명에 불과하 다. 즉 기본과정에 선발된 28명 기

준으로보면최종수료자는39.3%에불과해탈락율이매우높았다. 

심화과정 운 에서 주목할 부분은 강의시연 과정이다. 먼저 강의시연 시간을 기본과정 8분에서 30분

으로 연장하여 교육생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강의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구성하여 사용하도록 유

도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강의 시연 참가자들은 한 사람당 30분간 상호간 피드백을 주고 받도록 하 으

며, 특히 교육생들의 강의시연을 녹화하여 개별 상을 제공함으로써 이후에도 자신의 강의를 수정·보

강할수있도록하 다는점이다. 

서울시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위탁받아, 제1기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 인권정책연구

소는전문강사양성과정교육 계획시에고려할사항을다음과같이제안하 다.

첫째,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을 80시간에서(기본과정 50시간, 심화과정 30

시간) 100시간으로확대할것

둘째, 전문강사 양성과정 초기 단계에 토론형 워크숍을 도입하여 인권 교육에 대한 학습 목표를 구체

화하고명확히하도록함

셋째, 전문강사양성과정교육생선발방법을서면심사에서면접심사까지포함하는것으로확대

넷째, 전문강사 양성과정 연속 프로그램 도입하여 역량있는 인권교육 전문가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학습공동체로서강사풀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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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횟수 총시간

주제별 토론 차별의 이해, 공무원 인권교육 2강 6h

사례 토론 지자체 인권구제의 의의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사례 1강 3h

교수법 OT, 참여형 프로그램, 강의 계획서 구성 2강 6H

참관 강의형, 참여형, 연극형 3회 6H

워크숍 시연강의 1회 9H

총계 30H

자료: 인권정책연구소, <서울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심화과정 결과보고서>,2014. p.3 심화과정 기본구성 표 재구성.

< 표 14 >  심화과정 세부 내용



4. 서울시인권교육과제와전망

4-1. 교육대상및기간확대

4-1-1. 시민들이권리로서인권교육을받을수있도록서울시인권기본조례개정추진

o 현재 서울시 인권기본조례는 제10조에 서울시 및 관련 기관 직원들만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
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권리로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이
에 서울시 인권교육은 공무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시민 대상교육은 극히 일부에게 제한
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현재 서울시 인권교육은 공직자들이 일반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친화적인 행정을 실
현하고, 공직자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극
적인 인권교육정책으로 시민들이 권리로써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및제도개선이이루어져야한다. 

o 시민의 인권교육과 관련된 조례는 제4조 시장의 의무, 제5조 시민의 참여, 제10조 인권교육, 제11조
인권센터 등임. 현재 제7조 인권정책 기본계획 4항에 인권 관련 조사·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내용
등이다.

4-1-2. 평생교육으로인권교육계획및실시

o 인권교육은 계속 진보하는 개념, 방법론, 적절한 이행 및 관련 정책 들에 대한 소개와 공유, 인권도
시 이상을 성취해 가는 과정으로써 평생교육으로 계획되어 시민과 공직자에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4-2. 학습자에대한관점을가해자/피해자이분법적도식에서탈피하여접근

o 인권교육에서 학습자를 가해자나 혹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에서 벗어나 교육을 실시할 필
요가있다. 

-공무원들은 자신이 민원 등을 매개로 인권의 피해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데 공무원 인권교육에
서는인권실현의책무자, 선도자의관점이필요하다. 

4-3. 교육지원체계강화

4-3-1. 주기적인교육수요조사실시

o 교육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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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실시하여야한다. 교육수요조사는실국 등업무특성에따른집단별로해야하고최소 3년주기로
전수조사되어야한다.

-공무원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기에 교육의 중복성으로 인한 피로감이 크다. 따라서 연도별 교육목
표를 설정해 목표 실현에 부응하고 업무 특성이 고려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조사가실시되어교육효과성이높은 맞춤형교육이실시되도록해야한다.

4-3-2. 표준및맞춤형교육컨텐츠개발·보급및모듈제시

o 서울시 인권교육은 인권도시 건설이라는 목적 - 인권존중의 보편적 문화 건설을 통한 모든 인권의
완전한 실현에 부응한 인권교육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표준 컨텐츠(ppt와 매뉴얼)와
대상별맞춤형교육컨텐츠를주기적으로(3년) 개발·보급하여야한다. 

o 아울러 기본 교육 모듈을 제시하여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개발된 표준 강의안을 교육 대상, 장소,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되, 인권교육시에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필수 역과 선택
역들을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해도 교육생이 공유하거나 인식해야할 필수 역
은반드시전달되도록해야한다.

o 대상별, 그리고 업무 특성에 맞는 사례와 실습자료를 매년 개발·보급하여 교육의 집중도와 효과성
을 높이도록 한다. 2013~2014년 교육평가와 2014년 교육수요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공무원들의 업
무관련사례에대한요구는매우높았다.  

o 모든 인권교육 컨텐츠는 권리와 책임, 상호존중, 그리고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도를 높
이는내용으로구성되어야한다.

4-3-3. 다양한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o 학습자중심적이며학습자주도의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보급하여야한다. 

o 교육 방법도 일방적인 강의식이 아닌 참여형 인권교육의 모듈개발, 인권의 가치에 부합되는 교육방
법론에대한모색과노력을통해교육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노력해야한다.

o 대상별맞춤형교육기법을개발하여보급하도록한다.  

o 교육 기법은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과 대중 매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적인 행동실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도록한다.

o 특히 시민교육에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접근성이 높은 예술, 그리고 일상생활과 연계된 사례와 방
법론을모색하여추진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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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권교육전문강사전문성강화

4-4-1. 인권교육전문강사양성및관리체계화

o 인권교육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권
교육전문강사를양성하여야한다.

o 인권교육 전문강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기적인 보수교육과정을 설치·운 하고, 인권포럼
이나 워크샵 등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문강사의 전문성과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한 노
력이필요하다.

4-4-2. 서울시와인권교육전문강사와의파트너쉽형성과전문강사위상강화

o 서울시는 인권교육 전문강사를 서울시가 인권도시로 성장·발전해 가는데 주요한 파트너라는 인
식을 가져야 한다. 인권강사는 교육을 매개로 서울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인권의식을 고취시키고 서
울시가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선구자
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인권교육 전문강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인권사업을 추
진해야한다. 

o 이에 인권교육 전문강사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양성된 전문강사들에게 교육 수료증만 발급
하는데서울시장이위촉하는전문강사로의위상변화가필요하다. 

4-5. 일관되고체계적인교육모니터링과평가를통한교육의질제고

o 교육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피드백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이 단계적
으로발전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인권교육이 시민으로 확대되면 시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운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4-6. 인권교육전담기구설치를통한교육추진체계안정화

o 현재 서울시 공무원 인권교육은 1년 단위로 위탁을 통해 교육기관(단체)을 선정해 실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권교육의 목표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등이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 전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함을 고려하면 서울시에 인권교육 전담기관을 설치하
여교육추진체계를안정화시킴으로인권도시서울을만들어가는데추진력을가져야한다. 

o 빠른 기간내에 교육 전담 기관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인권교육전문기관에의 교육을 위탁하고 그 기
간을2~3년주기로해서안정화를도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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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인권교육중장기계획수립
o 서울시 인권교육이 중장기계획에 따라 교육이 연차적 목표, 단계적 전략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
진될수있도록인권교육중장기게획이수립되어야한다. 

-서울시인권교육중장기계획수립시에는서울시민에대한인권교육도포함시켜수립해야한다.

6. 국가인권위원회및자치단체인권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시민사회인
권단체와의굳거버넌스구축을통한통합적이고효과적인인권교육추진

o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인권위원회 및 관련 교육기관, 시민사회의 인권(교육)단체와 상호보완적
이고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 인권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
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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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울시인권행정의현황

1. 서울시인권규범

○ 서울특별시는 모든 시민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인권도시 구현

을 위해 다양한 인권규범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모든 인권조례에는 시정 전반을 인권

의관점에서추진하겠다는시정원칙이담겨있다.

○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 인권조례로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를 포괄하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가 있으며, 대상 분야별 인권조례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등이있다. 

2. 서울시인권제도운 체계

○ 서울시는‘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서울시 인권조례」제정과 동시에

인권담당관을 직제 상에 마련하여 인권센터(’12.9.28)를 설치하 고, 서울시 인권위원회를 자문기

구로구성하여시의법규나정책수립시에인권자문과심의를받도록하고있다. 

○ 인권센터는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인권상담과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13.1.2)를 도입하여 독립적인 인권침해 조사

및구제활동을지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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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주요인권정책

①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

○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은‘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

으로 사회적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5가지 정책목표하에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

성되었다.

○ 사회적약자를 위한 인권정책 : 주된 분야는 장애인, 이주민, 여성, 취약노동계층(비정규직, 아르바

이트 청소년 등), 어르신이다. 특히, 장애인 분야는 탈시설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장애인을 당

당한권리주체이자사회적일원으로활동토록하고있다. 

○ 인권침화적 도시환경 조성 : 서울시에서의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보장, 시

민의평생학습권보장, 인권을기억하고배우는도시조성등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 인권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 삶과 접한 역부터 인권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인권실태조사, 인권을고려한계약제도등인권행정을적극추진하고있다. 

②공무원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인권교육

○ 서울시는 인권친화적 행정 실천을 통해‘인권도시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40여명 이내의 소규

모 단위로 인권기본개념, 인권 인식 개선, 인권감수성 향상 등으로 구성된 인권교육을 시장 등 관

리자를포함해시전직원이연1회이상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고있다. 

○ 또한 인권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생 및 강사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병행하는인권교육모니터링을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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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인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사업

○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의 역량도 강화시킬 목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민간의 인권단체를 활용하여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인

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다. 

○ 지원사업은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 으며 이주민, 돌봄 노동자, 보행권 등 다양한 분

야에166백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인권향상에노력하고있다.

④주거시설등에대한행정대집행인권매뉴얼

○ 서울시 인권센터가 처음으로 접수한 사건인‘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건 권고 결정(’12.12.28)과

관련하여 후속조치로서 불법시설 철거 등 공공시설 관리 역에서 인권을 보다 보호를 위하여‘주

거시설등에대한행정대집행인권매뉴얼’을제정하 다. 

○ 매뉴얼은 동절기나 야간 등에 행정대집행을 금지하고,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협상기

회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강제철거를 할 경우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입회

하는등인권침해를예방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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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인권침해사건피해자의법적구제를위한무료법률상담실운

○ 서울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법률적 권리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13.7.1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 실시하고 있다. ’13년도에는 52건, ’

14.10.26까지 65건으로총117건의상담을하 다.

⑥인권강사양성과정운

○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되는 공공분야 인권교육에 필요한 인권 전문강사 확보를 위해 인권활동가

및 여성 관련 단체 종사자 등 인권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시민을 모집하여 역량있는 인권 전문강사

로집중양성하고있다

⑦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추진

○ 서울시는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시민이 누려야할 권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의 의무를 규정하

고자시민참여로「서울시민인권헌장」을만들고있다. 

○ 인권헌장은 ’14.6 150인의 시민 공개모집을 시작으로,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

성, 12월 선포식때까지 인권헌장 제정방향, 인권헌장 초안 및 최종안 작성 등에 시민들이 직접 참

여하여 제정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권역별 토론회, 분야별 인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시

민의견을수렴하여제정하고있다. 

⑧인권공감대형성을위한시민인권배심원제도입

○ 국내 최초로 인권분야에 도입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도는 사회적으로 향력이 큰 인권침해 사건

에대해시민의의견을충분히반 하려는것이목적이다. 

○ 시정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해결과정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인권침해 결정

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에게는 인권친화적 행정을 수행하

도록유도하기위한제도적장치이다.

⑨인권단체와의협력추진

○ 서울시와 인권단체 및 인권 유관단체간 교류·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단체의 시각에서 서울시

인권정책에 대한 평가를 청취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인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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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시인권행정의과제와전망

1. 서울시인권레짐확립

○ 현재 서울시는 실무 행정을 맡고 있는 인권담당관, 자문을 맡고 있는 인권위원회 그리고 조사·구

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인권보호관을 기틀로 인권행정을 운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업무 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울시에서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운 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는 인권담당관이 인권센터를 겸임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인권

행정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관과 인권센터를 분리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한 보다 전문적

인기관을운 하는방안도고민해봐야한다. 

○ 더불어 현재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인권교육과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진행

하고 있는 아동인권 교육등 인권관련된 교육이 각 담당부서마다 파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시민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인권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넓은 시각을 담보하기 위해서

는 여성, 장애, 인권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는 인권교육을 통합교육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고민

할필요가있다. 

2. 서울시인권단체와의관계정립

○ 서울시는 그 동안 인권단체 간담회를 통해 인권단체들이 서울시에 대해 바라는 점을 듣고, 인권보

호 및 증진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를 지원하며, 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인권교

육을진행하는등인권단체와의관계정립에힘써왔다. 

○ 다만, 광범위한 분야의 100여개 이상되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시정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인권단

체와의 만남을 보다 정례화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행정에 반 될 수 있도록 하는 틀

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인권담당관과 다른 부서와의 관계가 보다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해야하며, 인권담담당관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서울시인권정책의추진

○ 2013년 서울시는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울시 전

체 행정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예산

과형태처럼직원들이특정부서를전담하는형태로나아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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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인권위원회(예.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를 운 하는 부서나 장애인인

권증진계획 등 인권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이 있으므로 이들과의 긴 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것도앞으로의과제라고생각한다. 

○ 인권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권마인드를 함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권교육은 그

러한의미에서매우중요한도구라고볼수있다. 이에인권교육을보다활성화할필요가있다. 

4. 타지자체및국제사회에서의역할강화

○ 지난 몇 년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인권정책이

급격히 추진되는 추세이나 현재 지자체간의 협력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

자체의 인권행정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인권도시협의회을 구성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두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한다. 협

의회를 통해 지자체는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인권교육, 지자체 내에서의 인권정책 실시, 인권침해

사례에대한대응등에대해의견을교류하고, 우수정책사례등을공유할수있을것이다.  

○ 서울시가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인권헌장을 만들고,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 수용률이 매우 높은

점, 소규모로 진행하는 인권교육 형태 등은 국제적으로 알리고 벤치마킹을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국제적으로 적극 알리면서 국제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아시아사무소유치등국제인권사회에서서울의위상과역할을늘려야한다. 

5. 시민의인권보호

○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통해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

권리구제 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법률상 조사범위가 서울시 관할기관이나 시설만 가능하

고 자치구는 포괄하지 않으며, 조례상 5명까지 충원가능한 인원이 현재 3명으로만 운 되는 점, 보

호관의 고용불안정 등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분야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있는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해

서는신분을안정화하고, 인원을충원하며조사범위도넓힐필요성이있다. 

○ 서울시가 인권행정을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인권을 지자체의 업무로 생각하지 않는 시민들

이 다수 존재한다. 시민이 책임의식을 지닌 권리보유자로서 인권도시 만들기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 대상 서울시 인권행정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인권의중요성에대한캠페인도진행할필요가있다.  

6. 향후전망

○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되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인권행정 과제는 매우 산적

124 _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해 있으나 그럼에도 지금까지 약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길지않은 시간을 감안 했을 때 많은 개선

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민참여 또는 인권단체와의 사업들

이 진행 중이며, 시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실태조사도 진행하는 등 서

울시의인권행정이여느지자체보다도활발히추진되며동시에지속적으로체계화되고있다. 

○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도 비록 시작단계이기는 하나 진행되고 있다. 2014년 4월에는 유엔인권이

사회 자문위원회에‘지방정부와 인권’서울시 사례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주관 회의에서 서울시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5월에는 외국의 인권NGO

에서 서울시의 인권도시 사례를 공부하기 위해 방문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국제인권사회에

서 보다 큰 역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더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할계획이다. 

○ 지금의 추세와 더불어 인권단체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시민의 인권인식을 높이기 위

한 대시민 캠페인을 진행하여 인권정책의 참여와 소통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면 향후 5년 이

내에인권도시로서의위상이제고될가능성이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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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권행정현황

1. 서울시인권규범: 서울특별시인권기본조례

서울특별시는 모든 시민이 성별, 연령, 종교,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보장 받으며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다양한 인권 규범을 조례로 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

를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2012.9.28에제정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인권도시 정책,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4장 시민인권보호관으로 구성되

어있다.

인권기본 조례는‘시민’의 정의를‘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

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까지 포괄, 시민의 범주를 폭넓게 확장하여 인권의 주체로서 시민의 권리

를최대한보장하고있다.

또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

게 책무로 부여하 으며, 기본계획에는 각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와 실행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포함하도록하여인권정책의지속성과실효성을담보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15명)를 구성·운 함으로써 시민협력 체제를 제도화 하여, 시정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시 주요 정책에 대해 개선 권고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고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5명)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시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시장에게 시정권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 으며, 시민인권

보호관의임기와직무의독립성을보장해줌으로써시민의인권을지키는데앞장서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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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서울시 인권행정의 과제와 전망 _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11.1.13에 제정되어 같은 해

7.14부터 시행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장애인

의 권리,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등을 내용으로 총8개

조항으로구성되어있다.

주요 내용으로 시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 교육기관 종사자와 재학생,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과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를 개설?운

할것을규정하고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인권증진사업을 활성화 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인식개선교육사업을

포함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도록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 2014.2월 장

애인인권센터가개소되는등장애인인권증진의토대가되었다.

서울특별시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는「대한민국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등 관계법령에 근거

하여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2.11.1.에

제정·시행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 제3장 인권보장, 제

4장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제5장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제6장 인권침해에 대한 구

제, 제7장교육, 실태조사및평가, 제8장보칙등으로구성되어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청소년은 나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

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시

장은 이러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되어있다.

또한, 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 특히, 인권의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이외에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와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둘 것, 2년마다 어린

이·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반 할것등을규정하고있다.



2. 서울시인권제도운 현황

1) 서울시인권담당관조직현황
’12.9.28에 신설된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3개의 팀(인권정책팀, 인권협력팀, 인권보호팀)으로 이루어

져있으며, 3명의시민인권보호관을포함하여총17명으로구성되었다. 

인권담당관의 2014년도 예산은 1,013,907천원으로 2013년 예산 809,964천원보다 203,943천원이 증가

하 다.

128 _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서울시는‘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서울시 인권조례」제정과 동

시에 인권담당관을 직제 상에 마련하여 인권센터(‘12.9.28)를 설치하 고, 서울시 인권위원회

를 자문기구로 구성하여 시의 법규나 정책수립 시에 인권 자문과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

권센터는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시민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인권상담과 조사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민인권보호관제도(’13.1.2)를 도입하여 독립적인 인권침해

조사및구제활동을지원하고있다. 

인권담당관(1명)

시민인권보호관(3명)

인권보호팀(3명)인권정책팀(6명) 인권협력팀(4명)

사업명 2014년 2013년 증 감

인권담당관 1,013,907 809,964 203,943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00,000 207,000 △7,000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 90,000 39,180 50,820

시민인권보호관 운 37,520 26,350 11,170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43,000 201,260 141,740

인권인식 확산을 위한 인권조형물 설치 - 90,775 △90,775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 - 39,300 △39,300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 문화행사 개최 45,300 45,000 3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62,250 131,000 △68,750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193,000 - 193,000

인권보호를 위한 시민참여배심원제 운 11,800 - 11,800

기본경비 31,037 30,099 938

<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2014.1월>



인권담당관은 5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규칙, 헌장 등 인권 관련 법·제도를 개선

하며, 서울시인권위원회운 과인권관련민간단체의인권보호및증진활동사업지원등을하고있다.

이외에도 인권실태조사와 공무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시민인권보호관

을운 하여시민인권침해사항의접수·상담·조사및시정조치를권고하고있다.

2) 서울시인권위원회설치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설치·운 되고 있는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고 시의 자치 법규,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향을 미친

다고판단될때에는정책개선을권고하고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위원장

을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경험이 있거나, 인권 분야 정부기관, 비 리 민간

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외부 민간 전문가 14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민관

협력거버넌스체계를이루고있다.

인권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인권보호관에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시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들을수있다.

3) 시민인권보호관제도입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서울시와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

고권리를증진시키기위해독립적으로조사하고시정권고하기위한옴부즈만제도이다.  

서울시는‘13.1.2 부터 인권관련 시민단체나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풍부

한인권전문가3인을시민인권보호관으로채용하여운 하고있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임용된 시민인권보호관에 대해‘13.1.3~1.8(3일간) 직무교육을 실시하 고, 「인권

침해 상담·조사 직무매뉴얼(2013),(2014)」제작과 서울시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13.1.10)

및 시민인권보호관들의 주요 결정례를 담은「인권침해 결정례집(2013)」의 발간·배포 등 인권침해 조사

활동을지원하고있다.

인권침해 결정례집은 언론에 공표되었으며 11건의 인용 사건 중 9건의 시정 권고를 이행하고 있어 약

82%를 수용하 고, 서울시 소속기관의 전부서와 공공기관, 도서관, 시 홈페이지에 배포되어 인권보호와

인권침해예방자료로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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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조사 신청은, 서울시에 주소가 없는 체류자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신청이 가능토록 규정하여 사실상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문서, 우편, 팩스, 전자우

편, 구술, 전화등다양한방법으로신청할수있다.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는 사례이며, 광주광역시를 포

함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을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고, 광주광역시 조례개정 공청회에 초

청받아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관련한 실무적 도움을 제공한 바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13.9월부터, 강

원도는’14.2월부터우리시와유사한옴부즈만제도를벤치마킹하여운 해오고있다.  

130 _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 토론회

인권침해사항
접수 ⇨

상담센터(인권담당관)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 ⇨

상담센터(인권담당관)

조사활동 및 기각
결정 ⇨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결과및시정권고
협의 ⇨

시민인권보호관 협의회

협의회 결정사항
시장(인권센터장) 통보 ⇨

시민인권보호관

신청인, 해당조사기관
결정사항 통보

상담센터(인권담당관)

계 소계 사건 상담 소계 사건 상담 타기관 계 조사중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 권고
접수 종결 접수 종결 이첩 해결

총계 395 190 48 142 205 141 31 33 189 16 91 29 29 4 20

2014 223 107 21 86 116 111 3 2
11 2 2 3 2 1 1

132 14 76 17 18 3 4

2013 172 83 27 56 89 30 28 31 46 · 13 9 9 · 15

구분
방문/전화/우편 전자민원 완료

상담 건수 조사 건수

(‘13이월)

<인권침해 상담신청 접수·조사 실적, 2014.10.26. 기준>

상담조사 처리절차



3. 서울시인권정책

1)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
서울시는 인권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2012년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 데에 이어 2013년,

행정 전반에 인권가치를 적용한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인 5개년(2013 ~2017년) 종합계획「인권정책

기본계획」을수립하고5년단위로수정·보완해서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은‘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확

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등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

점과제, 총 73개세부과제로구성되어있다.

서울시는「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해2012년 3월부터15개월동안49회에걸쳐민간전문가의자

문을 구하고 40여개 인권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반 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사업추진

부서간여러차례협의·검토를거치는과정을통해73개과제를선정하 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시설보호 위주’의 장애인 정책을‘탈시설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의

미있는 변화를 선도하 고, 기존의 다문화 중심 외국인 정책을 노동자, 난민 등 소외된 이주민까지 시 인

권정책 역으로적극포함하는등정책 역을확장하 다.

또한, 인권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증진, 철거민·노숙인 등의 주거권 실질적 보장, 인권배움터

조성등인권보호가필요한시민을대상으로한다양한인권정책을추진하고있다.

시는 이러한 인권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 주요과

제에 대하여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 과정을 추진부서와 공유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 함께

개선방법을 찾는 등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여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

하고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민의 인권을 지원하는 사회적·문화적·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모든 시정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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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의 목적은 사람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며,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비전으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인「인권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인권관점을 반 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권감수성 향상을 꾀하는 한

편,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인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자치법규, 정

책 등 시민의 인권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

호관이서울시장에게직접개선을권고함으로써시인권정책의수준을높여가고있다.



적 관점으로 제고하여,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시 공무

원이쌍방향소통을통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등‘인권도시서울’을향해한걸음씩나아가고있다.

2) 공무원인권감수성향상을위한인권교육
서울시 공무원 및 시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근거

하여 인권친화적 행정 실천을 통한‘인권도시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전 직원이 연1회 이상 의무적

으로이수하게되어있다. 

인권교육의 주요내용은 인권행정 추진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권기본개념

확립, 인권 인식 개선, 인권감수성 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크게 관리자 및 실무자 교

육으로구분된다. 

관리자 대상 교육은 인권친화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행정의 기본원칙 및 그 중요성

을, 실무자 대상 교육은 인권 관점의 행정집행을 위해 업무별 특성을 반 한 인권개선 사례 등을 다룬다.

또한 40명 이내의 소규모 단위로 토의·강의식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육의 집중도 및 효율성 증진을 도

모하고있다.

2013년시작한실무공무원대상인권교육은총220회중 204회(93%) 실시하 다. 

2014년에는 관리자 인권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은 목표인 275회 중

148회(Ⅰ과정 65회, Ⅱ과정 83회) 진행하 음. 간부직 공무원 인권교육은 2014년 9월 2일 서울시장, 정책

수석등33명을시작으로 총10회를계획하고있음. <2014년 10월말기준>

인권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생 및 강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모니터

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은 전문가 현장평가, 교육생 및 강사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병

행하고있음. 2014년 6월에서10월까지운 실적은아래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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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회) 204 42 38 73 50 1

참석(명) 11,574 1,118 1,486 5,152 3,778 40

구분 계
서울시

사업소 등
투자출연 시위탁

본청 중점그룹 본청 일반그룹 기관 복지시설

구분 목표 운 실적 비고(위탁업체)

계 275회 204회 (74%) 2개 업체(Ⅰ공동,Ⅱ단독)

본청 중점그룹 42 31 인권교육센타 들, 온다

인권아카데미Ⅰ과정 본청 일반그룹 68 51 인권정책연구소(대표)

본청 간부직 10 9

인권아카데미Ⅱ과정 사업소 및 공사 등 155 113 한국생산성본부



3) 인권보호및증진활동지원사업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에서 직접 추진

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민간의 인권단체를 활용하여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단체의 역량도 강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4년 총 예산은 2억원으로 시 지정 및 자유제안 분야, 이렇게 2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정

분야는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분야에 대해, 자유제안은 인권교육,

문화 등 시민 인권증진을 위해 새로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을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했다. 지원 대상은 비 리민간단체로 등록 소재지가 꼭 서울일 필요는 없으나 지원 대

상사업을서울시민의인권보호및증진과직결된사업으로한정하 다.

이 지원사업은 201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 고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 31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인권사각지대에놓인서울시민들의인권을보호하고증진시켜왔다. 

①이주민들을대상으로사법통번역사양성(2013~2014년)

이 사업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활동하는 통번역사들의 대다수가 전문적인 통번역 교

육을 받지 못해 통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 그로 인해 이주민들이 법적 피해를 입는 현

실을개선하기위하여실시하게되었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번역교육을 위해 법원, 법무법인,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교

육인프라를구축하고이주민으로구성된33명의사법통번역사를양성하고있다.

일부 교육생들은 법원 소송사건 및 경찰 외국인 사건의 통·번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

되는2014년 12월이후부터는본격적으로현장활동에투입될예정이다.

②돌봄노동자의건강과직무실태에대한지침서제작(2013년)

돌봄노동자는 대체로 임금수준이 낮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

원하는 사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대표적 돌봄노동자인 가사노동자를 중

심으로인권보호를위한사업을실시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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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운 실적

전문가 현장평가 20회 18회

교육생/강사 설문조사 5,000부 이상 / 265부 6129/204

교육생 심층면접 14회 -

※전문가(인권/교육) 평가단 : 총 8명[2인 1조, 4개조편성



국내 최초로 가사노동자 319명을 대상으로 건강과 직무실태에 관한 연구자료를 작성하고, 가사노

동자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적 경제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지침서를 제작하 으며, 이렇게 작

성된 연구자료와 지침서를 기초로 소책자를 발간·배포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가사노동자 문

제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해노력하 다.

③보행권은인권, 「보행권회복프로젝트」신촌연세로(2014년)

휠체어 이용자를 중심으로 신촌 연세로의 보행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동 취약자의 보행권 회복

에기여하기위해사업을실시하게되었다. 

장애인 보행환경 현장 체험, 보행환경 관련 전문가 회의, 보행권 회복 우수지역 답사 등을 통해 신

촌 연세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행권 토론회 및 보행권 회복 캠페인을 실시하여 보행권 문제 공

론화는물론누구나공감할수있는보행권회복방안을찾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청소년,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1:1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위해노력하 다. 

4) 주거시설등에대한행정대집행인권매뉴얼
서울시 인권센터가 처음으로 접수한 사건인‘넝마공동체 인권침해’사건 권고 결정(‘12.12.28) 과 관련

하여, 후속조치로서 불법시설 철거 등 공공시설 관리 역에서 법치정립과 인권보호의 가치를 보호할 매

뉴얼제정의필요성을인식하게되었다.
※‘넝마공동체인권침해’사건이란, 1987년부터현재까지20여년간서울시소재교량하부300여평의점유지에서재

활용품을 이용하여 자활을 하던 넝마공동체를 서울시 자치구가 교각의 화재사건 발생 우려와 불법 무허가 판자촌 등

의일소를목적으로행정대집행을추진하는과정에서인권침해가발생한사건임.

1954년 제정된「행정대집행법」에는 절차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인권을 보호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불충분하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전이라도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여 인권센터

에서‘주거시설등에대한행정대집행매뉴얼’을제정하 다. 

매뉴얼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과 국가인권위원회의「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

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반 하여 총12조로

구성하 고, 동절기나 야간 등에 행정대집행을 금지하고, 철거에 앞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협상기회

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강제철거를 할 경우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입회하여 인

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피해자 발생시 적절한 구제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예방을위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5) 서울시행정에대한서울시인권위원회정책권고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설치·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17조제1항에 의거, 시의 자치법규나 정책 등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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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인권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인권위원회

의 권고를 받은 경우 시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

례제17조제2항에규정되어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대표적 정책권고로‘14년 2월에 발표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인권 개선

에 대한 권고를 들 수 있는데,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와 구청의 각종 안내전화를 하나의 안내전화로 통합

하여 전문상담원이 전화 한 통화로 서울시 및 구청 관련 민원이나 문의 사항을 안내해주는 서울시의 종

합민원시스템이다. 

다산콜센터 상담원 인권개선 권고는 인권위원회가 상담원들의 극심한 감정노동, 건강권, 인격권, 노

동권 침해 등 열악한 인권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한 후, 서울시에 이에 대한 종합적이며 근본적인 개선방

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이었는데, 시는 개선 권고가 있던 당일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받

아들여인권개선대책마련에힘쓰겠다고발표, 인권정책에대한적극적인의지를표명했다.

4. 서울시주요인권사업및프로젝트

4-1. 인권정책기본계획주요사업

서울시「인권정책기본계획」은‘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인권을누리는 서울’을만들기 위한 사업으

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지향적 도시 환경 조성, 인권가치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

사회협력체계구축등5가지정책목표하에, 17개분야, 25개중점과제, 총 73개세부과제로구성되었다.

73개 세부과제는 장애인,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이주민, 아르바이트생 청소년, 교통약자, 인권피해

자, 어르신,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 등을 모두 인권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시민의일상에서실행가능한인권정책을구체적으로담고자하 다.

1) 사회적약자를위한인권정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정책의 주된 분야는 장애인, 이주민, 여성, 취약노동계층(비정규직, 아르바이

트청소년등), 어르신등이다. 

장애인 분야는 중점과제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 제거와 시설보호 정책에서 탈시설 정책으로 패

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등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주체이자 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

도록지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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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5년 내 시설거주 장애인 중 20%(600명)를 대상으로 안정적 자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체계를강화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체험홈, 자립생활 가정 등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직업재활시설 등 자립기반을 위한 일

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주민 분야는 중점과제로 이주민 지원체계 마련, 이주민의 의료건강권

및 사회서비스권 확대를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이주민을 시 인권정책 역으

로적극포함하는이주민정책을추진해수준높은인권도시를실현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이주민 인권전담 창구 신설, 이주민 대표자 회의 확대, 이주민 복지 문화센터 건립, 보

건소 내‘외국인 전용 접수 창구’운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

대보험 미적용자, 노조미가입자 등 취약 노동계층 분야는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노동환경, 노동기

본권이보장받는일터조성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구체적으로서울시및산하기관비정규직근로자의단계적정규직전환, 중소 세사업장등의취약

노동자근로실태조사, 노동기본계획수립, 청소년노동권리수첩제작·배포등을추진하고있다.

이 외에도 여성안전망 구축을 중점과제로 여성 1인가구 안전지원 정책강화, 돌봄 서비스 여성종사자

권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의 일할 권리 확대,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걱정없는 삶 보장을 중점과

제로‘인생이모작지원센터’4개소 추가 지정·운 , 어르신 시설학대 예방을 위한‘노인생활시설 옴부

즈맨’확대등의사업을시행할계획이다.

2) 인권친화적도시환경조성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

장, 시민의평생학습권신장, 인권을기억하고배우는도시조성등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기준선 이하 주민(최저주거기준 미달, 전체의 11.9%) 등 열악한 주

거환경에서생활하고있는시민들의주거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고있다.

거리 노숙인에 대한 임시주거지원과 주택관련 서울시 공기업 SH공사가 짓는 주택에 그룹홈(공동

생활가정)을 확보해 입주를 지원함과 동시에 쪽방 집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제퇴거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재개발사업은 사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주거시설

등에대한행정대집행인권매뉴얼’을국내최초로시행하 다.

주거공간에 대한 적정기준 유지를 위해 50㎡내외 주택의 공급을 추진하고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

한‘주거복지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 하고자 한다.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교통약자도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 친화적 버스문화 개선,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사업을시행하고있다.

저상버스 기사와 이용자간 의사소통 수단 확보를 위해 탑승예약 앱 및 교통약자형 BIT(버스도착

안내단말기)를보급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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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3,685대)까지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장애인콜택시 기간제

운전원66명을추가채용해대기시간을단축할계획이다.

사람우선의 보행권 개선을 위해, 세종로, 이태원로 등 9개소에 보행전용거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광화문 등 4개소에 도심 주요교차로 평면 전방향 횡단보도를 설치

할 계획이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 하고 제2의 인생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 평

생학습권을신장시키고있다.

서울시가 운 하고 있는 인문학 중심의 시민대학을 확대하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150개

로 확대 운 하는 것을 지원하며, 소외계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은퇴자 사회참여 분야 프로그

램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등을 확대 운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인권을 이야기

할수있도록서울시곳곳을살아있는인권배움터로조성하는사업도추진할계획이다.

인권사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엮어 인권기행을 추진하고,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인권

도서전시및관련행사개최를정기적으로추진하고있다.

서울도서관 내에 다문화자료와 함께 인권자료를 비치할 것이다. 또한, 시청 인근, 지하철 역사 등

에세계인권선언문조각등인권공공디자인설치를추진할계획이다.

3) 인권도시의제도적기반마련
시민 삶과 접한 역부터 인권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언어사용, 인권실태조사, 인권을

고려한계약제도등인권행정을적극추진하고있다.

권위주의적, 인권비하적 용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순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순화용

어를사용하도록하며서울시공공언어사용조례제정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주아동 등 인권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심층 실태조

사를실시할계획이다.

이외에도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로 서울시와 공사·용역계약시 첨부서류인‘공사·용역계약 특

수조건’에근로자의인권보호내용을반 하고자한다.

공무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여, 인권도시 실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공무원 인권교육을 전면 실

시하고있다.

연 4회 인권교육 의무이수제를 실시하고,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복지시설까지 인권교육을 확대,

인권관련업무비중이높은부서에는체험식·토론식교육을강화할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 최초로 운 되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정착시켜 시민인권보호 및 인권침해를 예

방하고, 관행적으로 행해져 왔던 행정처리 과정들을 인권 관점에서 재해석해 비인권적인 요소를 지속적

으로발굴하여개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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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서울시인권프로젝트

서울시는 다양한 인권관련 프로젝트로〈인권침해 무료 법률상담실 운 〉,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 〉,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서울장애인 인권센터 운 〉등을 실시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인권침해를 당

한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전문 변호사가 매주 화요일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4.2월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변호사를비롯해5명의인권전문가가상근하는장애인인권센터를개소하 다.

인권활동 경험자 등 역량 있는 시민을 모집하여 인권개념과 다양한 교수법 등 단계별로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인권강사로 활용할 예정이고,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인권의

내용과실천방안을담은규범으로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을추진중에있다.

1) 인권침해사건피해자의법적구제를위한무료법률상담실운
서울시는 ’13.7.1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법률적 권리구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인권분야 변호사들이 직접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효과

적 구제 절차 및 법령해석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13년도에는 52건, ’14.10.26까지 65건으로 총 117건의

상담을하 다.

2) 인권강사양성과정운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대되는 공공분야 인권교육에 필요한 인권 전문강사 확보

를 위해 인권 활동가 및 여성 관련 단체 종사자 등 인권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시민을 모집하여 역량 있

는인권전문강사로집중양성하기위한것이다.

2013년 처음으로 운 한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공공분야 인권교육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배양하기 위

해 기본적 인권, 인권행정 이해, 인권감수성 향상 등 이론적 학습과 강의교수법, 현장교육 진행 실습 등

실무능력 향상 훈련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권강사양성과정 기본, 심화

과정을운 하여모집인권총28명중최종11명이교육과정(80시간)을완료하여수료하 다. 

3)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추진
서울시는 광범위한 시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서울시민 인권

헌장」을 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에서 기본적으로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의

의무를시민들의참여하에만들고자하는의미있는시도다.

서울시에서는 시민 주도의 민주적 절차를 통한 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2014.6월에 150인의 시민을 공

개모집, 무작위 추첨하여‘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 12월까지 시민들이 인권헌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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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향, 인권헌장 초안 및 최종안 작성 등에 직접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권역별 토론회, 분

야별 인권단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털사이트, SNS 등을 활용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반 할 계획

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헌장안에 대해 2014.11월「서울시민 인권헌장」공청회를 통해 최

종의견을수렴하여12월에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선포식을개최할계획이다.

4) 인권공감대형성을위한시민인권배심원제도입
국내 최초로 인권분야에 도입되는 시민인권배심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향력 큰 인권침해 사건에 대

해시민의의견을충분히반 하려는것으로,

시민인권배심원단은 2014년 9월 24일 시민배심원 150명을 선정하 으며 전문가배심원 50명 포함 총

2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인권배심원은 서울시 인구통계에 비례하여 각계각층의 서울시민을 지

역별·성별·연령별로선발하고, 전문가배심원은인권분야전문가들의추천을받아구성하 습니다.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을 200명의 배심원단에서 시민배심원 8명과 전문가배심원 4명을

무작위 추첨·선정하여 운 한다. 배심회의는 배심원 2/3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배심원간 토의를

거쳐 최종 의견(평결)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면 시민인권보호관은 배심평결 의견을 존중하여 결

정에반 한다.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이라는‘인권도시 서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정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되, 해결과정에 시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인권침해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와 소속기관 공무원들에게는 인권 친화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서궁극적으로‘인권’가치의확산에기여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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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으로서소관업무와관련된사항에대해저의소견을말 드리겠습니다.

홍성수 교수님의 발제문에 언급된‘인권센터/인권재단 설립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부분에대해저는견해를달리합니다.

우선 인권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 하는 방안은‘지자법’과‘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와 배치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를 1)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

순행정 관리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법과 조례가 민간위탁 도입의 취지를 민간의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 간소화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인권위 사무국 기능 수행을 위한 민간위

탁방식으로의인권센터설립은동의를받기가쉽지않습니다.

재단 설립 또한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우선 시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또 인권재단은 성격상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립과 운 은 거의 100% 서울시

의 출연금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고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재

단을별도로만들어매년수십억원을세금으로지출하는것은 신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여러‘인권재단’등이 생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원칙적으로 민간 자율로 생겨난 비 리 기관이어야 합니다. 공공은 여기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정관에

기재된목적대로재단이잘운 될수있도록지원하고감독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민간이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이 세금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또한 세금으로 매년 운 비를

지원하는것은민간의자율성신장이라는사회적과제달성을위해서도적절치않습니다. 

서울시 인권재단이 하려는 일 중 인권정책개발은 민간재단이나 관련 전문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공무원 및 시민인권교육도 필요하면 역시 민간재단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해, 다양한 민간 비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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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단이 더 발전하고, 더 생겨날 수 있도록 공공은 토양을 튼실히 하는 것이 좋지, 직접 무엇을 재배하

는것은자제해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이발제한‘서울시인권행정의과제와전망’에대한저의소견을말 드리겠

습니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라는 다큐 화가 있습니다. 대량 공급과 대량 소비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기업이 제공하는 작은 씨로 촘촘히 기재된 약관이라는 서류에 ∨표시를 하고 서명하고 나면 나의 관심

사, 재정, 전화번호, 주소, 대화 상대방 등이 고스란히 그 기업 및 연관 기업에 넘어 갑니다. 또 국가기관

은약간의법적절차를거쳐그정보를찾아볼수있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 인권보호담당관이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일은 집단적인 재화나 용역공

급과정에서빚어질수있는인권침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시정하고예방하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통신, 운송, 대형 판매점, 전자상거래, 학원, 노무공급, 공동주택관리 등에 있어, 약관이나 관행이 일반

소비자(특히 청소년, 노약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전체 시민을 대신해서 미리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은 강하게 시정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나 산하기관,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하는 행정 과정에

서 인권 경시가 없는 지, 아니면 시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를 챙겨 줬으면 합니

다. 

서울시 자료를 보면 올해 인권위에 접수 돼 조사완료 사건 등 64%가 각하 됐습니다. 각하에 기각·취

하를 합하면 94%이고, 조사 중 해결이나 권고로 종결된 것은 7건(6%)에 그칩니다. 따라서 개인의 신청에

따른 상담 및 해결은 자치구 등에서 중점 처리하도록 하고 서울시인권보호관 등은 전체 시민의 관점에서

집단적인권보호에더치중하면좋지않나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보호관 등의 권한을 강화하고 처우을 두텁게 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신분을정규직화하는것에는반대합니다.

보호관은 -선출직인 의원과 마찬가지로 - 원만하게 조직생활을 하는 직위가 아니라 내부에서 치열하

게‘전투’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또 사회 흐름에 따라 시민의 원하는 인권분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탄력적으로적응하는것이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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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서울시 인권위원회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방정부 인권위원회로서 여러모로 선도적인 역할을 했기

에 더욱 뜻 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발제자들께서 말 하신 내용이 역별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

인 기조는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인권 관련 활동에 대한 회고와 긍정적 평가 그리

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수원시 인권위원회에서의 짧은 경험 덕택에

깊이 공감하 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제 나름대로는‘근본적인 고민거리’가 몇 가지 있기에 제 의견을

말 드리고자합니다.  

2. 왜지방정부에서의인권인가?

지방정부 또한 국가 못지않게 인권보장의무를 지고 있음은 헌법상 당연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함과 아울러 인권적 시정의 수립, 인권구제절차의 마련, 인권교육의 실시 등을 수행하

는것또한당연한의무이행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 중의 하나로서 중앙정부의 인권보장 실패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봅니

다.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인권 보장 실패를 경험한 이후 진보적 교육감 등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

정하여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모색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국가인

권위원회의 규모축소와 반(反)인권적 행태가 지방정부에서 인권위원회의 설립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고볼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방정부에서의 인권위원회의 과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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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권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고민의 책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앙 차원

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인권의 공백 메우기(김형완, 2014)와 같은 보충적 역할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근거리성·접근성(홍성수,

2014), 실효성, 효과성 등의 측면(김형완, 2014)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담당(홍성수, 2014) 등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적인 장점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자들의 의도와 달리 지방자치 속에 인권이 갇

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2할 자치 또는 3할 자치의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의 인권 보장 역시 2할 인권 또는

3할 인권에 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 또는 권한 부족 때문에 인권 보장에 한계

가있다고체념하는경향이있을수있기때문입니다.

당장 지방정부의 인권 보장 활동이 중앙정부의 인적·재정적 제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절감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같은 문제는 중요한 인권 문제임에도 불

구하고 국가경찰과의 관계라는 이유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관할’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이 지역인

권위원회의 관여를 배제하려 하거나 지방정부 또한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

장 중요한 것이 인권의 관점이라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인권 관점이 더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최대 인권 보장의 목표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지방자치)행정 속에 갇

힌인권이되기싶기때문입니다.  

3. 인권위원회제도가‘적절’한가?

지역인권위원회의 모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모델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면 지방분권과 지방자

치의 경험이 일천한 탓인지 각 지방정부의 차이에 없지 않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인권조례 제정과정에

대한 평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김형완, 2014). 첫째, 주민 참여가 미약했다. 조례 제정과정

이 국가인권위의 제정 권고를 수용하여 의회 의원과 소수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인

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속에서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 다. 그에 따라 인권조례의 내용이

인권관련기구의설립이라는제도적측면에초점이맞춰졌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조례 제정 이후 주민 참여의 보장이라든가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인권침해

에 대한 구제나 인권교육 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인권 관점이 미흡하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지방

정부 인권위원회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인권위원회의 남다른 노력 때

문에다소예외적인경우일수있습니다. 

지방정부 인권위원회의 경우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홍성수, 2014). 그런데 주로 단체장의

의지에 대한 기대에 기대어 단체장 소속 일색입니다. 심의 자문(김형완, 2014) 또는 심의·자문(홍성수,

2014)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칫 인권이 단체장을 위한 명목적 인권 또는 장식적 인권이 될 위

험도 있습니다. 단체장 중심의 획일적인 지방정부 형태(‘제왕적 지방단체장’)가 중앙정부에 의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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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탓도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따른 다양한 실험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의 경우 사법적

절차를 탈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지방정부형태 선택권이야말로 지

방정부에서인권보장기구를제대로운용하기위한첫걸음인지도모르겠습니다.

4. 인권위원회의심의기관으로서의위상

인권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정부의 인권위원회는 보통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일정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 기구입니다. 인권위원회는 대외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의결기

관이아니라그형태의차이에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는단체장의자문기관입니다. 

발제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인권위원회의 심의사항 또한 한정적이어서 시의 정책 전반에 걸쳐 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하지도 못합니다. 특히 성인지예산과 같은 인권예산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체

장은 인권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계획이 무효가 되

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책임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권적 지방의회라면 시장에 대해 정치적 추

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만한 사안은 많지 않을 것이고 시의회에 대해 이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난망

한현실입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실질이 자문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그 위상과 운 이 다른 여타의 자문위원회와

는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다른 여타의 자문위원회는 개별 행정 역에 대한 내부적·전문적 의견 제시

이지만, 인권위원회는 일반 행정 역에 대한 시민적·보편적 관점 제시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자는 그

심의가 자문 요청 사항에 한정되어 이루어져도 무방하지만, 후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

다. 인권위원회의 심의가 다른 자문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행정 속에 인권을

가두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올바른 방향은 행정을 인권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인권위원회의위상과역할에대한다양한모색과실험이뒤따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  

5. 인권의관점과‘협동’

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봅니다. 수원시의 경우 현재와 같은 사정에서는 인권위원

회 자체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인권위원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인권위원회는 시정에 인

권의 관점이 반 할 수 있도록 시정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 인권위원은 시의 행정에 밝지 못하며 관은

외부의 관점을 수용함에 있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구체적 정책까지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으면, 인권 따로 정책 따로가 되기 쉽습니다. 인권과 연결될 수 있는 시의 정책에 대한 정보의 공유하

는 것 또는 시민 및 인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등을 비롯하여 시 행정조직과 시 인권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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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접근노력이필요합니다.

둘째, 인권위원회는 협동 또는 거버넌스(governance) 관점에서 관에 대하여 민의 시각을 대변해야 합

니다. 그런데 어느 역이든 아직은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협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관 관계에서 민의 우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제도 또는 위원회 구성과 운 은 관에 의존

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인권 사안에 대해서 지역의 인권단체와 협의 체제를 구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견제하면서 협동하고 그러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

게 보면 인권위원회는 지방정부와 인권단체 또는 주민들과의 적절한 긴장관계 속의 거리와 협동이 관건

입니다. 어찌 하더라도 모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한편 모두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

는처지입니다. 그과정에서서로의관점을좁혀갈수있는인권소통의장을넓혀가야할것입니다.

셋째, 인권위원회의 활동에서 민과 관의 협동의 전제이자 확장으로서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합니

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제정 자체에 의미를 두었고, 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

서‘자문’을 통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운

용 과정에서 또한 이후 조례 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는 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한 핵심 조건

입니다.

넷째, 지방정부에서 인권위원회가 관심을 가지는 인권 문제는 인권의 보편성과 함께 지역적 특수성이

결합됩니다. 그렇다고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칫 지방정부의 한계에 빠질 수 있는

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방정부의 인권위원회와 의견 교환, 네트워크 그리고 연대가 중요하

다고생각합니다. 

6. 맺음말

지방정부의 인권 보장은 국가보다 더 높은 인권 보장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정부는 인권의 옹호자가 되어 국가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한국에서 지방정부는 아직도 중앙정부의

‘식민지’입니다. 인권의 확산은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해방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권도

시를 지향하는 지방정부의 혁신은 인권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리고 지방분권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대한‘투쟁’과 함께 하여야 합니다. ‘투쟁’은 갈등이 불가피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중앙정부

의법률개정을기다려서는안된다는것을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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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출범의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중심지인서울에서인권위원회출범

○16개광역시도에서최초로출범한독립인권위원회1)

○심의자문기구임에도불구하고조사의뢰, 정책개선권고권한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의활동
○소위원회등을구성하여비상임임에도불구하고실무직접참여

○다산콜센터상담사인권개선을위한정책권고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을위한논의및의견수렴

○관행또는제도개선등을위한노력

◎시민인권보호관제도운 의의의
○광역시도중최초의조사및권고권한을가진옴부즈만제도운

○시민들이직접민원을제기한사안들에대한조사가능

○서울시직원신분으로서조사와권고수용이자연스러움

◎시민인권보호관의활동
○300여건접수, 68건조사, 16건시정권고, 15건수용, 1건불수용

○의미있는결정과권고

- 전과를이유로한공무직임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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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덕 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광주광역시가 2012년 5월‘광주광역시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출범시켰지만시장과시민대표의공동위원장체제 기때문에독립된위원회라고보기힘듬.   



- 65세이상화교 주권자에대한지하철복지혜택등차별

- 서울지하철객실내CCTV에의한인권침해

- 비인가대안교육기관에대한급식및교육비지원차별

○상사또는동료의폭언과성희롱등에대한시정권고

◎서울특별시인권위원회와시민인권보호관제도의한계와개선방향

○인권의제도화

-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설립되는 인권위원회들의 활동으로‘인권’은‘관’이
주도한다는인식을심어줄위험.

- ‘인권’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고‘관’에서 관심있는 인권과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인권으로 나누
어질위험. 

- 인권단체들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비판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 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필요.   

○인권위원회의역할의협소

- 서울시의 모든 사업의 추진이나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 과정에 인권위원회가 개입 할 수 있는 기
회가없음. 

- 인권위원회가 각 부서 담당자들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정책 권고도 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인권위원
회가서울시각행정부서들이진행하는사업들에대해 먼저인지하고있어야가능함. 

- 주요 사업과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 과정에 대한 인권 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인권위원회가 개입
할수있는공간과계기가필요.

○인권위원인선

- 인권위원선임과정이알려져있지않음. 

- 담당부서의 국장이 반드시 당연직 인권위원이어야 하는지 의문. 주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인권위
원회에배석또는의견개진도가능. 

○시민인권보호관의어려움

- 현재처럼 인권센터의 지원과 최종 승인을 거쳐야하는 구조로는 시민인원보호관의 독립성에 대한
상시보장이어려울수있음. 

- 시민인권보호관의 지휘를 받으며 시민인권보호관을 보좌하고 조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사관
증원필요. 

- 조례에보장되어있는시민인권보호관의수까지증원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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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인권보호관의위상을위해직급과지위에대한개선필요.    

○인권위원회와시민인권보호관과의관계

-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 사이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하면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나 권고 등
이인권위원회의활동으로인식될가능성이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와 권고에 인권위원회의 의견이나 입장 등이 반 될
여지가없다는것은문제. 

-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 한 시민인권보호관들의 협의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조사관의 의도가
가장잘나타나게된다는장점. 

-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조사와 결정이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보다 신중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될수있다는장점이있음. 

- 하지만, 조사기간과시의성도중요함.

- 지나치게시민인권보호관개인의역량에의지해야하는것도문제.  

- 개선을위해, 최종결정전에인권위원회의의견을청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도필요. 

○인권교육

- 다수의 외부 인권강사 확보를 통한 인권교육 시도는 긍정적이지만, 강사들이 다양한 부서 업무에
대한파악이어렵고강사의배치가적정성을고려하지않고이루어지는문제가있음.  

-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권교육 자체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음. 

- 간부급 공무원들에 대한 꾸준하고 강도 높은 인권교육의 지속, 사회적 약자들을 직접 담당하는 직
원들에대한인권교육절실. 

- 대시민인권교육의장을더넓힐필요.   

○시민인권헌장

- 실질적 효력이 없다는 등 헌장제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는 주
민참여시민인권헌장제정은큰의미

-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와 관련, 다양한 의견 청취라는 이름하에 적절하지 않은 주장에 끌려다
닐필요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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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왕 진
서울특별시 정책수석




